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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 개선 및 시험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소 운전시 이상 현상으로 인한 발전소의 운행 정지 등 여러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는 일은 발전소의 안전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발전소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Logic Diagram을 자동화하여, 경보의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추적하여 경보절차서에 표시되는 원인들 중 실제로 발생한 원인

과 그에 해당하는 절차 부분을 강조하여 표시함으로써 운전원이 보다 쉽게 상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보원인추적시스템(ACTS : Alarm Cause Tracking 

System)을 1차 년도에 개발하 다.

  1차 년도에 개발한 ACTS는 논리적인 수행 및 경보원인을 추적하여 그 경로

를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2000 page 규모의 논리도면의 

작성과 논리처리 속도에 있어서 실시간 처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2차 년도에서

는 이를 개선하고 그 기능 및 성능을 테스트하 다.

  1차 년도 ACTS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논리도면 작성시 외부연결자의 구

성은 연결 페이지 이름과 고유 sequence number로 표시되었다. 여기서 연결될 

페이지 이름의 길이가 길어서 논리도면 표현의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기존의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경보논리DB구축 모듈, 경보논리표시 

모듈, 경보원인추적 모듈로 구성되어 운행되었다. 이런 모듈 중심 기반의 시스템

은 대규모화 및 복잡화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며, 많은 예외상황들

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스템 내의 각 

모듈들의 기능을 독립된 클래스로 구분하여 재구성하 다.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추가 또는 개선 사항으로는, 많은 경보들의 원인이 되

는  precedent alarm과 precedent alarm의 결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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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의 표현으로 여러 경보 발생 시 원인이 되는 경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보 축약의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한편, 논리입력신호 생성기를 제작하여 특정 논리소자의 상태 변경이나, 시뮬

레이션된 경보발생 순서 리스트를 DB로 구축하고 경보발생순서 및 발생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력신호를 시스템에 주는 기능을 추가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가. 고리원전 경보논리 전산화 및 경보원인추적 기능 적용시험

      ∙ 고리원전 시뮬레이터 연계 및 가상 신호 입력용 프로그램 개발

      ∙ 고리원전 시뮬레이터와 연계하여 적용시험

   나.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요구분석

      ∙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경보시스템분석 및 경보원인추적 기능 도

출

      ∙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현장요원과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사항 반

   다. 경보원인추적시스템 수정 및 보완

      ∙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관련 모듈 변경

   라.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prototype 구현

      ∙ 구현된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Prototype 구현

      ∙ 경보추적시스템을 종합테스트 및 수정 보완

 2. 연구범위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경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

며,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 시스템동작 환경: 고리원전 시뮬레이터와의 연계

   ∙ 운 체제 : MS Window95 이상

   ∙ H/W : PC(Pentium III 이상)

   ∙ S/W : VC++ 언어사용

Ⅳ. 연구개발결과 

  개선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으로 개발된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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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객체 지향적으로 변경

   ∙ 경보논리도면을 블록을 이용하여 계층 구조적 형태로 표시

   ∙ 경보관련 논리도면과 색을 달리하여 논리상태를 화면에 표시

   ∙ 발생중인 경보의 원인을 추적하여 그 추적경로를 화면에 표시

   ∙ 상세 경보원인과 경보절차서 내에 있는 상세 원인에 관계되는 절차를 강

조하여 표시

   ∙ 경보-원인 경로 tree 표시

   ∙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의 표시

   ∙ 경보논리도면은  일반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쉽게 편집하고 인식할 수 있

도록 그래픽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구현

   ∙ 경보논리와 경보절차간의 연계를 위한 편집도구 제공

   ∙ 가상 논리신호 생성기 제작

  위의 기능을 고리 원자력 연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뮬레이터와 연계하거나 

가상 논리신호 생성기의 시뮬레이션기능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시스템의 동작도 이상 없음을 확인하 다. 또한 경보원인추적

시스템 적용 테스트를 위해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2차 계통의 주요경보 논

리(110개의 경보를 관련하여 약 150페이지의 경보논리도면) 및 해당 경보절차서

(약 500 페이지)를 전산화하 다.

  그림 1.은 경보원인추적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

다. 왼쪽 상단의 경보창은 경보 발생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가운데의 절차서는 

경보 원인에 해당되는 절차서로서 발생 원인에 해당되는 절차서 세부항목을 강

조하여 표시하 다. 또한, 경보창에서 경보 원인까지의 주요 경로를 Tree 형식으

로 표시하는 경보-원인 경로 Tree도 함께 표시되어있다. 오른쪽 하단의 논리도

면 그림은 경보 발생 시 경보와 원인간의 경로를 표시하는 논리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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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보원인추적의 예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경보원인을 

추적하여 운전원에게 경보의 상세한 원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논리도면을 전산화할 수 있는 기능

이다.

  첫 번째 기능은 운전원 보조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현재 고리 원자력 교육원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여 시험예정으로 있다.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

표준원전을 대상으로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을 구현하여 그 기능과 성능을 재확인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험용으로 일부의 경보논리를 구현하 지만 앞으로 현장적

용을 위해서 전 규모의 경보논리를 구현하여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보원인추적시스템에 구현될 경보논리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

업이 경보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또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시험하

기 위해서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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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능은 논리도면 전산화 기능으로 현재 문서화되어 있는 논리도면을 

전산화하여 경보논리도면을 컴퓨터로 검색하거나 논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으

로, 논리도면의 보관, 관리 등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입력신호만 주어지면 

발전소 컴퓨터와 독립적으로 논리의 상태도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

은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운용 측면뿐만 아니라, 설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경보

논리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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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Improvement and test of Alarm Cause Tracking System for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s 3&4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When a alarm is happened in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tries to 

identify the direct and specific causes of the alarm and to do proper actions 

to mitigate the effect of it. To recognize the specific causes of it, the 

operator uses his experiences, alarm procedures, logic diagrams and so on. 

But, if the alarm procedure described many causes of the alarm 

unfortunately,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operator who has no experience on 

the alarm to search the causes of it in hundreds of logic diagrams when 

emergency. 

  The proposed system, ACTS(Alarm Cause Tracking System), in the 1st 

development period(2002. 7 ∼ 2003. 6), tracks and displays the causes of 

alarms on-line from computerized logic diagrams. And the system highlights 

the specific procedures related the causes in the procedure of the alarm.

  But, some problems were found in ACTS on editing logic diagram and 

logic processing in realtime for the 2000 logic diagrams of full scope 

system.

  In 2nd development period, we improved the data structure of graphic 

information for logic diagram and adopted the function oriented 

programming method to the object oriented programming method for logic 

elements.

  Also, the display of precedent alarms which introduce many following 

alarms is provided to avoid confusion from the followed nuisance alarms. 

And logic input signal generator was developed to test the ACTS which 

generates input signal in time sequence of events acquired from simulator 

or real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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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Contents

   A. Implementation and test of the ACTS to the simulator in Kori site

      ∙ Development of logic input signal generator and linking the ACTS 

to the alarm monitoring system(AMS) of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3&4

      ∙ Test of ACTS with linked the alarm monitoring system(AMS) of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3&4

   B. Requirements analysis of the ACTS

      ∙ Analysis of the alarm monitoring system(AMS) of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3&4 and extra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ACTS.

      ∙ Collection of experts on the AMS

   C. Adjustment and supplementation of ACTS

      ∙ Modification of function and organization in ACTS

   D. Generation of the prototype of the ACTS

      ∙ Integration of the above algorithms

      ∙ Test and modification of the ACTS

2. Scope

   A. Target Plant to be implemented :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3&4

   B. Environment to be tested : Link to the simulator in Kori site

   C. OS : MS Window95 or better

   D. H/W : PC(Pentium III or better)

   E. S/W : Visual C++ 

Ⅳ. Result of Project

  The ACTS for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3&4 has the following 

functions : the ACTs

   ∙ changing function oriented programming to object oriented programming 

for logic elements

   ∙ displays block diagrams of logic diagram by hierarch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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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plays logic diagrams and the state of logic elements in the diagram 

by color

   ∙ tracks the causes of alarm and displays the tracking path on  diagram

   ∙ describes the causes of alarm and highlights the specific procedures in 

alarm procedure related to the causes

   ∙ displays alarm-cause path tree, and recognizes and executes logic 

diagrams in text to be edited easily by commercial word processor.

   ∙ displays precedent alarm and post alarm

   ∙ develope the logic input signal generator

  To test the functions with the simulator in Kori site, 110 alarms, 150 the 

alarm logic diagrams and the procedures of the alarms are made in the 

ACTS.

   The Fig 1. show an example of tracking cause of a alarm.  The figure at 

the left-upper corner of Fig 1. shows that a alarm is blinking. When operator 

clicks on the alarm, the figure at the right-bottom displays the highlighted 

paths between the alarm and causes in alarm logic diagram. The figure at 

the center displays the procedure of the alarm, and the specific parts of 

procedure related the causes are highlighted. And the important node passed 

by the ACTS between the alarm and causes is displayed as a tree in the 

figure at the center-lower corner of the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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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Alarm Cause Tracking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ACTS has two main functions. One is tracking the causes of alarm, 

the other is computerization of alarm logic diagram.

  The first function is supposed to be tested with the simulator in Kori site. 

To upgrade and verify the function, the ACTS for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should be made. For application to the real plant, full scope of 

alarm logic in the ACTS should be made and tested by the aids of experts 

on alarm system  and the help of related agency is needed to use facilities 

like simulator.

  The second function is useful for the computerization of the hard-copied 

logic diagram. The subfunctions of it for searching diagrams and tracking 

logic can be used maintain logic diagrams and to verify the state of logic if 

the process input signals are given to the ACTS. These functions may be 



- 13 -

helpful not only for the plant under operation but also the plant under design 

to verify and validate alarm log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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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컴퓨터 및 전자산업의 발달로 각 산업의 공정처리에 있어서 자동화는 매우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공정제어도 점차 자동화되

고,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계의 수행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사람의 개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이상이 발생하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때 자동화로 인한 시스템 내부의 복잡성 때문에 자동화 이전보

다도 해야할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다른 산

업분야에 비해 비교적 논리가 복잡한 편이므로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시스템이상 

발생 시, 그 원인을 사람이 직접 추적해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주요 경보에 대해서는 그 원인

을 알려주는 운전원 보조시스템의 개발이 연구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구체적이

지 못한 경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운전원은 경보절차서, 경보논리도면 

및 제어반의 기기상태를 참조하여 경보의 원인을 직접 추적하게된다. 그러나, 발

전소에 사용되는 경보논리도면은 수백 페이지에 이르고, 해당논리를 찾아서 제

어반으로부터 해당 신호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도면상의 경보논리를 신속, 정확

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운전원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되는 일이며, 자칫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상 또는 비정상 운전시 경보 발생시 운전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는 

발전소 운 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특

히 운전원의 실수는 TMI 원전 사고에서 보다시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운전원의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원의 노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운전원 보조시스

템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발전

으로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경보발생이후 해당경보의 세부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경보관련 논리도면들을 전산화하고, 경보의 세부원인을 추적하여 보여줌으로써 

운전원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원 지원시스템이다. 이러한 운

전원 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경보 논리도면을 도형적으로 편집하여 논리적

인 연결을 하고, 이들 논리상태를 실시간으로 갱신 및 화면표시하며, 경보발생 

시, 전산화된 경보논리를 이용하여 경보의 원인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논리도면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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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입력하여 논리도면의 실시간 갱신, 경보원인추적 등을 고리 원자력 교육원 

시뮬레이터와 연결하여 테스트하여 시스템의 동작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기존의 경보원인추적시스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로, 논리도면 작성시 외부연결자의 구성은 연결 페이지 이름과 고유 

sequence number로 표시되었다. 여기서 연결될 페이지 이름의 길이가 길어서 논

리도면 표현의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로, 기존의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경보논리DB구축 모듈, 경보논리표시 

모듈, 경보원인추적 모듈로 구성되어 운행되었다. 이런 모듈 중심 기반의 시스템

은 대규모화 및 복잡화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며, 많은 예외상황들

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스템 내의 각 모

듈들의 기능을 독립된 클래스로 구분하여 재구성하 다.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추가 또는 개선 사항으로는, 추적의 개선을 위해서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의 표현으로 인해 여러 경보 발생 시 원인이 되는 

경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보 축약의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원자력발전소의 각각의 시스템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최초 

원인인 이상상태가 여러 기기 또는 시스템에 향을 주고, 그 결과로 하나의 원

인에 의한 이상상태가 많은 경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발생

하는 수많은 경보는 운전원이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로 인해 경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발생하는 많은 경보를 축약하거나, 경보의 원인을 진단하

여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방법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상위레벨의 

경보를 알려주고, 불필요한 경보를 제거하거나, 이상상태를 진단하여, 이상상태에 

해당하는 경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전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경보창에 있는 많은 경보중 주원인이 되는 경보를 찾았다하더

라도 하나의 경보창은 다시 여러 개의 경보입력 신호가 할당되거나, 여러 개의 

경보 원인에 의해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hard copy된 논리도면을 통해 

해당경보의 상세 원인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의 적용으로 경보 축약의 효과를 제공하

게 된다.

  두 번째로 가상 논리신호 생성기를 제작하여 특정 논리소자의 상태 변경이나, 

offline에서의 시뮬레이션기능 등을 추가하여 시스템의 테스트 수행을 용이하게 

하 다.



- 20 -

  세 번째로, 시스템의 각종 인터페이스를 추가 및 개선하 다. 개선된 내용은 

화면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꼴의 변경, 신호선 색깔의 변경, 각종 사용자 이벤

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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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발전소에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운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종래의 경보시스템은 하나의 측정신호를 

하나의 경보창에 나타내다보니 운전원이 알아야하는 경보가 점차 증가하고, 이것

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보나, 잘못된 경보가 발생하여 운전원에게 많은 부담이 

주게 되었다. 종래 경보시스템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컴퓨

터를 이용하여 경보를 축약하거나, 경보를 진단하는 운전원보조시스템이 많이 연

구되고 있다.

  경보에 우선순위를 주어 경보를 축약하는 방법으로 운전모드에 따라 경보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줄이는 방법, 컴포넌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보와 이

상상태를 나타내는 경보와의 분리 방법, 여러 개의 set-point를 가지는 경보는 현

재의 값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경보, 예를 들면, steam generator의 level 

high는 level high-high가 발생하면 당연히 생기므로 이러한 경보를 축약하는 방

법, 각종 중대 사고들의 특정한 패턴을 이용하여 경보를 처리하는 사건중심 경보

처리방법, 원인과 결과 또는 경보간의 기능적 관계를 이용한 방법, 운전모드보다

는 부분적인 발전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보를 처리하는 방법, 시스템

의 계층 구조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경보를 계층구조화 시키는 방법, 경보가 예상

되는 조건이나 사건이 났을 때에만 경보를 발생시키는 방법, 생성규칙을 이용하

여 경보를 처리하는 방법 등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진단방법으로는 사건중심(Event-Oriented) 방법론, 공정중심

(Process-Oriented)방법론, 모델기반(Model-based)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다.

  사건중심(Event-Oriented) 방법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트리 또는 다이어그

램으로 논리적으로 표시를 한다. 이미 저장된 논리와 현재 입력된 상태가 일치되

면 해당하는 예상결과를 출력해서 운전원에게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

들어진 시스템으로 EPRI의 Disturbance Analysis System(DAS)과 독일과 

OECD Halden Project의 STAR system이 있다. 이 시스템은 비 구조적인 방법

이며, 예상치 못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고, 모델이 너무 큰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공정중심(Event-Oriented)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은 오류전파 구

조를 시스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다음 3 가지가 있

다.

  첫 번째로 방향성 그래프 기반(Digraph-based) 방법은 그래프의 각 노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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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수 또는 어떤 사고형태를 나타내고, 연결가지는 두 노드 사이의 원인 결과 

관계를 나타낸다.

  두 번째로 논리 흐름도(Logic flowgraph) 방법은 Guarro와 Okrent등이 제안한 

논리흐름도는 프로세스간의 인과관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방향성 그래프

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을 더 포함하고 있다. 이방법과 방향성 그래프의 방법의 단점으로는 진단을 

위한 모든 정보가 방향성 그래프 또는 논리흐름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모델이 

매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그래프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유용한 정보가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

  세 번째로 MIDS(Model-Integrated Diagnostic Analysis System) 방법은 화학

공정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과관계와 제약조건을 이용하는 지식기반 접근방법이

다. 정성적으로는 방향성그래프의 개념과 비슷하고, 정량적으로는 플랜트 전체적

으로 재료와 에너지 밸런스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고려된다.

  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 모델기반(Model-based) 방법론이 있는데, 이 진단방법

은 시뮬레이션 모델에 실제 측정값을 입력시켜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MOAS(Maryland Operator Advisory System) II, KATE(Knowledge-based 

Automous Test Engineer), FAX(Fault Administration eXpert), MFM(Multilevel 

Flow Modeling)등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기술원 등에서 전문가시스템을 도입하

여 경보 처리 및 진단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들은 경보처

리 및 진단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전문가적 지식 생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식을 

시스템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어려운 작업이

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적 지식을 취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

직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앞으로 경보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MMIS는 갈수록 시각화 지능화되

어 갈 전망이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이러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으며, 원자력산업분야가 아닌 타 산업분야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활

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술은 고급 기능과 높은 부가가치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연구 발전될 분야로서, 원자력분야에서는 안전성과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고장진단, 사고 진단 및 예측 등 운전지원 시스템 등으

로 점점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지능적인 시스템은 원자력 산업 뿐 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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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 산업분야에도 적용되는 첨단 기술분야로 이들에 관한 연구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 결과는 타 산업분야에 많은 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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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목적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 경보감시시스템(AMS)은 경보 발생 시 관련되는 원인

들과 경보절차를 한 화면에 보여준다. 그런데, 경보관련 원인이 여러 개인 경우

에, 실제로 발생한 경보원인은 그 중 하나 또는 일부이므로 운전원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당되는 경보절차에 따라 경보에 대처할 수 있다.

  경보원인추적시스템(ACTS : Alarm-Cause Tracking System)은 발전소 현장

에서 자주 사용하는 Logic Diagram을 자동화하여, 경보의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추적하여 경보절차서 상에 표시되는 원인들 중 실제로 발생한 원인과 그에 해당

하는 절차를 강조하여 표시함으로써 운전원이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운전원은 경보의 발생경로와 논리상태를 그래픽으로 전산화된 논리도면상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구축된 경보원인추적시스템에서의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 및 개선하여 테스트에 목적을 둔다.

  본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외부연결자 구성의 문제점과 시스템의 모듈화 구성

으로 인한 대규모화의 부적합성을 들 수 있다. 외부연결자 문제는 인덱스 개념의 

도입으로 해결하 으며, 대규모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립된 클래스 중심의 객체 

지향적 시스템 구성으로 해결하 다.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추가 또는 개선 사항으로는, 추적의 개선을 위해서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의 표현으로 인해 여러 경보 발생 시 원인이 되는 

경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보 축약의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

으며, 가상 논리신호 생성기를 제작하여 특정 논리소자의 상태 변경이나, offline

에서의 시뮬레이션기능 등을 추가하 다.

  또한 시스템의 각종 인터페이스 및 표현에 있어서 시각적, 사용자 환경 친화적

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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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스템 설계 개선 및 구현

1. 시스템 전체 구성

  기존의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경보논리DB구축 모듈, 경보논리표시 모듈, 경보원

인추적 모듈로 구성되어 운행되었다. 그림 3-1은 기존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3-1. 기존 ACTS의 시스템 전체 구성도 

논리도면
DB

경보 처리
절차 DB

논리상태
DB

경보논리
수행

경보원인
추적

경보논리
표시

이벤트
처리기

일반문서
편집기

경보논리
연결

논리수행
순서결정

경보논리 DB 구축

경보논리 표시 경보원인 추적

논리연결
정보 DB

논리수행
순서 정보 DB

논리도면
DB

경보 처리
절차 DB

논리상태
DB

경보논리
수행

경보원인
추적

경보논리
수행

경보원인
추적

경보논리
표시

이벤트
처리기

경보논리
표시

이벤트
처리기

일반문서
편집기

경보논리
연결

논리수행
순서결정

경보논리
연결

논리수행
순서결정

경보논리 DB 구축

경보논리 표시 경보원인 추적

논리연결
정보 DB

논리수행
순서 정보 DB

  기존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행은 논리도면 DB를 이용하여 경보논리 DB를 구축

하고, 경보논리 DB를 이용하여 논리연결정보 DB, 논리수행 순서 정보 DB, 경보처

리 절차 DB를 구축한다.

  DB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상 신호 발생 시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경보논

리 표시기에 의해 CRT상에 경보가 표시되며, 이벤트 발생에 의해 논리상태 DB를  

구축하고, 경보논리 수행 및 경보원인을 추적하여 CRT상에 경보처리 절차서, 경



- 26 -

보-원인간 경로 Tree 및 경보원인 추적 경로를 CRT상에 표시한다.

  이런 모듈 중심 기반의 시스템은 대규모화 및 복잡화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며, 많은 예외상황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논리

수행 순서결정 모듈이 대표적인 예 이다.

  논리수행 순서결정 모듈은 한 도면 내에 각각의 논리소자가 논리 수행에 있어

서 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은 경보논리 연결정보를 바탕으

로 논리도면별 논리소자의 수행 순서대로 논리도면번호와 논리소자번호를 표시

한다. 논리소자의 수행 순서에 따라 순간적인 상태의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면상 논리가 수행되는 순서를 고려하여 논리수행 순서를 정한다. 이런 논리연

결 정보들이 모여서 논리수행 순서정보 DB가 생성되며, 도면상 논리 수행순서는 

일반적으로 좌측(입력)에서 우측(출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행된다.

  입력신호는 도형구조상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므로 이에 따라 논리

요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이들에 대한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

다.  그림 3-2 (a)의 경우는 논리요소 ⑥은 ⑤보다 왼쪽에 있지만, 신호의 흐름상 

⑤는 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b)의 경우에는 ②와 ③이 서로 신호

를 주고받는 loop를 형성하고 있다. 이 경우에 ②와 ③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

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②를 먼저 수행하고 ③을 

다음에 수행하게된다. 이때 논리요소 ②의 입력신호인 ③의 출력값은 이전 cycle

에 수행되었던 값을 사용한다. 

그림 3-2. 순서화된 논리요소들의 예

  이런 경우에 이들에 대한 순서를 별도로 조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기존 

시스템은 이를 위해 그림 3-3과 같은 별도의 규칙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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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논리요소 수행 우선순위 규칙

 (1) 같은 도면내의  논리요소는 반드시 그 입력신호들을 발생하는 논리요소

들의 수행이 끝난 후에 수행된다.

 (2) 같은 도면내에서 서로 출력에 향을 주지 않는 논리요소들은 상위/좌측

우선(상위우선이고,  같은 높이에서는 좌측우선)으로 한다.

 (3) 만약 논리요소의 출력신호가 피드백(feedback)되어, 폐회로(closed 

loop)가 되면 좌측/상위(좌측우선이고, 같은 좌측의 위치이면 상위우선)

에 있는 논리요소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위의 규칙들을 

적용한다. 

  그림 3-3의 규칙에 따라 다중 피드백이 있는 논리도면에서 논리소자의 상태를 

제대로 변경하려면 피드백이 걸려있는 만큼 전체 논리소자의 상태를 변경해야한

다. 전체 논리소자의 상태를 변경하는 과정이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부하는 당연

히 늘어나게 되며, 실시간 처리에도 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논리소자들을 객체화 화여 논리소자 객체 스스로가 상태 

변경 하게되면 논리소자 객체에 연결된 다른 논리소자 객체에게 신호를 전달하

게 된다. 전파된 신호를 받은 다른 논리소자 객체는 자신의 기능, 즉 논리소자 

객체의 역할에 맞게 신호를 변경시킨 후, 자신의 상태를 변경하고, 만약 전달할 

신호가 있다면 연결되어있는 다른 논리소자 객체에게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이

렇게 논리소자 객체 스스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피드백에 관한 별도의 규칙

을 적용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시스템 내의 각 모듈들의 기능을 독립된 클래스로 

구분하여 재구성하 다. 그림 3-3은 재구성된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주요 클래스

들과 각 클래스간의 통신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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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 클래스간 메시지 흐름

공정신호
경보논리

입력처리기 논리소자

경보원인

추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보절차서

입력상태

논리추적요구

추적대상목록

논리소자표시

표시

페이지

추적경보

추적경로트리

추적경보

및원인
강조표시된

경보절차서

: 클래스

: 외부자료

  시스템의 운행은 그림 3-4와 같이 주요 클래스에 의해 생성된 각각의 객체들

에 의해 작동된다. 경보논리 입력처리기가 입력받은 공정신호를 해당 논리소자 

객체에 전달하고, 논리소자 객체는 입력받은 신호에 의해 논리소자의 상태, 논리

소자간의 신호전달 등을 실행하며 운행하게된다. 이렇게 운행 중에 경보 발생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추적할 경보 정보를 받아 경보원인 추적을 하게 되

며, 추적된 경보원인에 대한 경보절차서가 표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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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논리 도면

  경보논리도면은 일반 문서편집기로 편집가능하며,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

록 도형적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논리도면의 구성요소는 논리소자, 신호선, 내․

외부 연결자, 문자열, 블록 등으로 구성되며 표시되는 기호는 표 3-1과 같이 표

현된다.

표 3-1. 논리소자 기호

논리소자명칭 논리소자기호

AND 1>

OR 2>

NOT 3>

RS FLIP-FLOP 4>

DELAY 5>

XOR 6>

LAMP 7>

PULSE 8>

The opposite direction DELAY 9>

... ...

PLANT IO PORT *

신호선 -

도면내부연결 ( )

도면외부연결 [ ]

   가. 논리소자

     그림 3-5는 일반적인 논리소자 형태를 도형적으로 표현한 논리도면이다.  

그림에서 ‘X' 대신에 표 1과 같이 논리소자에 대응하는 논리소자 기호를 넣어

서 논리소자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1’을 넣으면 AND 논리소

자가 되며, ‘7’을 넣으면 LAMP 논리소자가 되는 것이다.

그림 3-5. 일반적인 

논리소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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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부연결자

     그림 3-6은 내부연결자의 일반적인 도형적 형태를 표현한 논리도면이다. 

그림 (a)는 내부연결자 중에서 출력부분이고 그림 (b)는 내부연결자 중에서 

입력부분이다. 내부연결자는 그림 (a), (b)와 같이 괄호( ‘(’, ‘)’ )로 표시하고

있으며, 괄호 안의 ‘X' 대신에 내부도면번호가 들어간다. 이 내부도면번호는 

숫자로 두 자리까지 가능하다.  내부연결자는 도면내의 연결을 하기 때문에 

한 도면 내에 최대 99개(1∼99)의 내부연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6. 일반적인 내부연결자 형태

   다. 외부연결자

     기존의 외부연결자는 그림 3-7의 (a)와 (b)처럼 ‘[’기호와 ‘]’기호 사이에 다

음에 연결될 페이지의 이름과 고유 sequence-number가 ‘,’로 구분되어 표시

되어 있으며, sender와 receiver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림 3-7의 (a)

는 AB04 페이지의 ‘1’의 sequence-number를 가지는 외부연결자(receiver)와 

연결되는 외부연결자(sender)를 나타내고있고, 그림 XX-X의 (b)는 AB01 페

이지의 ‘1’의 sequence-number를 가지는 외부연결자(sender)와 연결되는 외

부연결자(receiver)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우 페이지의 이름이 길어지면 

논리도면에 표시 할 논리소자, 텍스트, 신호선 등을 표시할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논리표시 시에는 논리도면이 한 화면에 나오지 않아 스크롤을 불

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연결될 페이지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에 각 페이

지 내의 고유한 index를 부여하여 논리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변경된 

외부연결자의 작성방법은 그림 3-7의 (c)와 (d)처럼 [’기호와 ‘]’기호 사이에 

다음에 연결될 페이지의 이름과 연결될 페이지 내의 고유 index와 고유 

sequence-number가 ‘,’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

지로 sender와 receiver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index를 부여하여 구성

된 논리도면은 차후에 index와 연결될 페이지와의 연결작업을 함으로써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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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연결을 하게 된다. 페이지 연결작업은 마우스 이벤트에 의해 간단하게 연결되

도록 설계하 다. index는 각 페이지 내에서만 고유한 숫자로 구성되며,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외부연결자는 같은 index를 가져도 무방하게 구성되어있다. 그림 3-6의 

(c)는 ‘1’의 index와 연결된 페이지의 ‘2’의 sequence-number를 가지는 외부연결자

(receiver)와 연결되는 외부연결자(sender)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XX-X의  ‘1’의 index

와 연결된 페이지의 ‘2’의 sequence-number를 가지는 외부연결자(sender)와 연결되는 

외부연결자(receiver)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 변경 전․후의 외부연결자

   라. 신호선

     자료 설계에서 신호선은 네 가지 기호( ‘-’, ‘|’, ‘+’, ‘!’)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  표 

3-2는 네 가지 기호가 어떤 신호선으로 바뀌는지를 나타낸다.

표 3-2. 신호선의 종류

기 호 설        명

- 가로방향의 신호선 또는 논리소자의 입력을 표시

| 세로방향의 신호선을 표시

+ 교차 또는 분기되는 신호선을 표시

! 세로방향의 논리소자의 입력 신호선을 표시

   마. 블록

     블록은 시작기호인 ‘@’ 기호로 시작하여 종료기호인 ‘$’ 기호로 끝나는 2차

원의 역으로 표시된다.  한 논리도면 내에서 블록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

작기호 뒤와 종료기호 앞에 고유번호를 매긴다.  만약 블록과 연결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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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있으면 시작기호와 고유번호 다음에 해당되는 논리도면 이름을 작성

하면 된다.  또한 블록의 설명 문자열을 입력할 시에는 표시 역인 120 × 80 

크기 역 밖에 블록의 고유번호와 함께 문자열을 입력하면 된다.

3. 경보논리 객체화

  경보 및 제어논리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복잡한 논리도면들로 구성되어 있

어서, 논리구현 및 논리확인 기능과 논리 추적 속도는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논리도면을 그래픽 객체화된 논리소자들로 

표현함으로써, 논리도면을 도형적 편집과 도면내의 논리소자들의 동작상태를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논리소자 클래스는 그림 3-8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림 3-8. 논리소자 클래스 상속 계층구조도

CLogicElement

위치
ID
Description
현재 상태
논리 상태 변경시각[2]
입력 객체 포인터[]

출력 객체 포인터[]

입력 상태 읽기()
상태 변경 메시지 보내기()
논리 추적()
논리 연결()
virtual draw()
virtual 상태연산

CSignalLine

선모양정보
Draw() 

상태연산() 

C Connector

Draw() 
상태연산() 

CAlarm Window 

상태 연산()
Draw ()

Cdelay 

Delay time 
상태연산() 

CAnd

상태 연산()
Draw() 

COr

상태연산() 
Draw() 

CNot

상태연산() 
Draw() 

  LogicElement(논리소자) 객체는 위치, ID, Description, 현재상태, 논리상태 변

경시각, 입력객체포인터, 출력객체포인터 등의 자료멤버와 입력객체포인터 정보

를 이용하여 입력상태 읽기 함수와 상태가 변경되면 출력객체포인터의 정보에 

따라 해당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상태변경 메시지 보내기 함수를 가지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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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논리들간의 연결을 위하여 논리연결 함

수는 대화상자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논리절차서의 세부목록과 논리소자간의 

연결, 경보창과 제어논리와의 연결 등이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입력신호를 찾아서 해당 입력 객체의 포인터를 반환하

는 함수를 가진다. 이 함수는 경보원인추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한편, 하위클래스

의 논리소자는 논리소자의 종류에 따라 입력상태를 조사하여 자신의 상태를 갱

신하는 상태연산 함수와 상태변화에 따라 자신을 다시 그리는 Draw함수를 가진

다. 그림 3-9는 객체화 논리소자 클래스 상속 계층구조로 된 논리도면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9. 객체화된 논리도면의 예

4. 경보논리 연결정보

  논리도면은 논리소자들과 논리소자들과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논리

소자들은 다른 논리소자들과의 연결을 위해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경

보논리 연결정보라고 한다.  이들 경보논리 연결정보는 논리소자 연결정보 배열

에서 해당 도면번호와 논리소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소를 찾는다.  찾아진 주소

에는 연결된 또 다른 논리소자의 연결정보를 가진다. 이렇게 연결리스트 형식으

로 논리소자의 연결정보를 갖는다.

  경보논리 연결 모듈은 앞에서 설명한 경보논리 연결정보를 생성시키기 위해 

구축된 논리도면 DB를 이용하여 경보논리 연결정보를 생성한다.

  아래의 그림 3-10은 논리소자 연결정보 배열과 해당하는 논리소자와의 연결을 

표시한 그림이다. 여기서 Pi(i = 1, 2, …), Ni(i = 1, 2, …)은 각각 논리도면번호

와 논리소자번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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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논리연결정보 자료구조

• P1 N1 • P2 N2 •도면번호(P)
+

논리소자(N)

논리소자연결정보 배열

…
…

•• P1 N1 •P1 N1 • P2 N2 •P2 N2 •도면번호(P)
+

논리소자(N)

논리소자연결정보 배열

…
…

5. 경보논리 표시

  경보논리 표시에는 경보논리 표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있다. 경보

논리 표시는 도면내의 논리소자들과 연결선, 논리소자들의 상태를 그래픽으로 표

현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담당

한다.

   가. 경보논리도면 및 논리상태표시

     논리도면의 그래픽 표현은 논리소자의 표현, 신호선의 표현 및 블록의 표현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논리소자의 표현은 실제 도면의 논리소자 도형과 같은 형태로 화면상에 그

래픽으로 표현되며 상태에 따라 적, 녹색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신호선도 

실제 도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되며 경보원인에 대한 추적결과를 표시

할 때에는 추적되는 경로의 신호선이 강조되어 표시된다.

     또한 논리도면의 계층구조화를 위한 블록표시 기능도 제공된다.

      (1) 논리소자 표시

        논리소자(logic element)는 AND, OR, DELAY 등을 나타내는 논리를 수

행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이들의 형태에 있어서, 크기는 대체로 비슷하며, 

모양(그림 3-11의 'F'로 표시된 사각형부분)은 원, 사각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한편, 구조적으로는 논리소자에서 신호를 받는 입력부분은 

왼쪽, 신호를 보내는 출력부분은 오른쪽이 기본적인 구조이나, 경우에 따

라서, feedback 신호선(신호의 흐름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상의 논리는 

좌우가 바뀔 수 있다. 다음 그림 3-11은 논리도면에 사용되는 논리소자의 

도형적인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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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논리소자의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논리소자는 좌측에 입력 신호선을 통하여 다른 소자들과 논리적

으로 연결되며, 논리수행 시 좌측에 연결된 논리소자의 출력상태가 입력으

로 전달된다. 그리고, 우측에도 신호선을 통하여 다른 소자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 소자의 출력값이 다른 소자로 전달된다.

      (2) 신호선 표시

        신호선은 논리요소의 입력 또는 출력신호의 흐름을 표시하는 선분으로 

수평, 수직선 또는 이들의 교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호선은 반드시 

논리요소의 출력부에서 다른 논리요소의 입력부에 연결되어야하며 그렇지 

못한 신호선은 모두 무시된다. 신호선은 편집 시에 논리요소들간의 논리적

인 연결정보를 준다.

        신호선의 색깔은 녹색과 적색으로 구분된다. 녹색은 현재 신호가 전달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색은 현재 신호가 전달되고 있는 상태를 나

타낸다.

        그림 3-12는 논리소자와 신호선 및 문자열로 구성된 논리도면을 보이고 

있다. 신호가 전달되고있는 부분은 적색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의 신호

선은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리소자도 상태에 

따라 녹색 혹은 적색으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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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논리소자와 신호선으로 구성된 논리도면 

      (3) 블록 형태의 논리도면

        블록은 논리도면이나 내부 블록들과 연결되어있거나, 단순히 특정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연결이 되지 않은 형태로 나뉜다.  또한 한 화면에 표현하

기 힘든 논리도면을 부분적으로 연결시켜 논리도면의 이해를 쉽게 한다. 

또한 블록은 경보창의 기능도 포함하고있어서 경보 발생 시 특정 색깔로 

Blinking 된다.

        그림 3-13은 블록으로 표시된 논리도면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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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블록으로 표현된 논리도면의 예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논리도면표시/이동, 추적 등을 위한 마우스, 버튼, 메

뉴 등 인터페이스관련 이벤트를 처리하며, 객체(연결자, 블록, 일반소자)에 

따라 커서이동, 화면 이동, 원인추적 등 다르게 반응한다.

6. 경보원인 추적

  경보원인 추적 부분은 경보논리 수행과 경보원인 추적으로 구성되어있다.

  경보논리는 각각의 논리요소(AND, OR, NOT, 블록 등)를 node로 하는 방향

성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3-14는 경보논리를 방향성그래프 형태로 표

시한 것으로 노드 N은 입력 I1, I2, ...,Ik(k=1,2,3,...)로부터 신호를 받아 논리를 수

행하고 자신의 논리상태를 갱신하게된다. 각각 노드의 상태를 S(N), S(I1), 

S(I2), ..., S(Ik)라 두면, S(N)은 입력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S(N)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입력상태를 찾아서 그것을 출력상태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N이 OR 논리요소이고, k=3, S(N)=1, S(I1)=0, S(I2)=1, S(I3)=1 이면, S(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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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I3)는 S(N)=1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S(N)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원

인추적은 S(I2), S(I3)의 입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행되며, 더 이상 진행할 

그래프의 노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원인 추적을 마치게 된다. 최종 상세 원인은 

그래프상의 말단노드(Terminal)가 되며, 말단노드는 그림 3-14의 입력신호에 해

당된다.

그림 3-14. 논리상태 원인추적의 예

  경보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차원 그래프 상에서 각 

노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의 원인이 되는 입력을 발생시키는 노드에 대

해서 재귀적(recursive)으로 원인을 추적한다. 그러나, 논리는 2차원그래프 형태

로 같은 노드를 순환적으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같은 한번 지나간 노드의 방문을 막기 위해 지나간 노드에 대한 추적경

로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있는 노드는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3-15는 이에 대한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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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경보원인추적 알고리즘

  위의 알고리즘 (3-1-1)의 수행결과로 경보원인리스트가 생성되며, 이것이 경보

의 세부원인들의 목록이 된다.  그리고 (3-2-2)의 수행결과로 추적경로리스트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경보원인을 추적하는 경로상에 존재하는 논리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며, 경보논리를 표시할 때에 추적경로를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

용된다.

   가. 경보논리 수행

     경보논리 수행은 논리연결 정보 DB와 논리수행 순서결정에 의해 생성된 

논리수행 순서정보 DB를 바탕으로 각각의 논리소자의 상태에 따라 논리소자

의 정보를 갱신하며, 갱신된 정보에 의해 경보논리 표시 모듈이 화면에 새로

운 상태로 그래픽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연결된 논리소자의 상태도 변경을 

시키며 이것이 또 화면의 갱신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해당되

는 블록 즉, 경보창으로 신호가 전달되어진다. 경보창도 역시 경보창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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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경보논리 표시 모듈에 의해 그래픽이 갱신되어진다. 또한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정보들은 논리상태 DB에 수시로 갱신되어진다.

   나. 경보논리 추적

     경보논리 수행에 의해 경보논리의 상태가 변경 및 표시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적도 역으로 가능하게 된다. 경보논리 추적은 경보논리 수행에 의해 상태를 

역 추적하여 표시하게 된다.

     경보원인 추적에 있어서 논리소자 각각마다 자신의 상태, 변경된 상태, 변

경된 시각 등의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경보논리간의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을 가릴 수 있다.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은 접한 논리적 관계 및 시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보창에 alarm

이 발생하려면 여러 논리소자들의 상태 변경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 중 

precedent alarm은 post alarm이 발생하기 전에 논리적 및 시간적 관계에 의

해 반드시 발생되는 alarm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post alarm은 precedent 

alarm에 의해 발생되는 alarm을 말한다. 그림 3-16은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에 관한 예를 보이고 있다. precedent alarm은 그림 3-16과 같이 경보 

발생된 상태에서 테두리가 강조되어 보여지게 된다. 그림 3-14에서 'SGFPT 

TRIP' 경보창은 'SGFPT BEARING OIL PRESS LOW' 경보와 'FW PUMP 

BEARING OIL PRESS LOW' 경보에 의해 발생된 post alarm이 된다. 다시 

말해 'SGFPT BEARING OIL PRESS LOW' 경보와 'FW PUMP BEARING 

OIL PRESS LOW' 경보에 의해 'SGFPT TRIP' 경보가 발생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의 표시로 인해 운전원

은 여러 경보 발생 시 원인이 되는 경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보 

축약의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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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precedent alarm과 post alarm의 예

7. 논리입력신호 생성기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운행을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제작된 논리

입력신호 생성기는 그림 3-17과 같다. 논리입력신호 생성기는 특정 논리소자의 

상태를 변경 및 확인하는 기능과 시간차별로 특정 논리소자의 상태 정보를 가진 

리스트파일을 불러들여 논리소자의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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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논리신호입력

 생성기

  논리입력신호 생성기의 시뮬레이션 실행 기능은 ACTS를 독립적으로 테스트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으로 임의의 입력포트에 강제로 신호값을 입력하는 기능

과 실제 발전소나 시뮬레이터로부터 주요변수 발생순서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DB화하고(부록 1 참조), 이 DB로부터 정확한 발생시간차와 순서를 모의화 하여 

ACTS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기능이다. 그림 3-18은 시뮬레이터 신호, 실제 발전

소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나 논리입력신호 생성기에서 ACTS로 전달되는 입력신

호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논리입력신호

생성기

사건발생순서

DB

     ACTS

공정신호

외부

신호

수신부

그림 3-18. 입력신호 구성도

8. 테스트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논리도면(경보 및 제어논리도면)과 경보절차서는 현재 

운전중인 고리 3,4호기 2차 계통의 일부에 대해서 IBM PC(Pentium III, 733Mhz, 

128Mb)상에 구현하 다. 2차 계통관련 논리도면의 수는 총 150페이지(부록 2 참

조), 관련경보 110개(부록 3 참조)와 경보절차서 500 페이지에 대해서 구현된 시

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리원자력연수원 시뮬레이터와 연계 및 

논리입력신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다음은 실험 후 확인된 기능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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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다.

   A. 기능 

      - 같은 계통내의 선행 경보 추적 및 표시

      - 경보원인추적 경로를 논리도면에 표시

      - 경보절차서에 해당하는 경보원인 및 조치 강조표시

      - 원인추적경로 tree 표시

   B. 성능 

     - 논리소자상태 갱신 1.8*10-7sec/논리소자

     - 경보원인추적 6.1*10-5sec/논리소자

     - 추적결과표시 8.0*10-2sec

  논리수행속도와 경보원인추적 속도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상에 있는 노드

(논리 소자)수와 비례하는데 메시지전달은 같은 논리소자에 반복되거나, 불필요

한 논리소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수행의 경우 논리의 

변화가 있을 때만 메시지가 발생하고 해당하는 객체만 활성화되므로 처음 경보

발생 순간 과도적으로 논리수행시간이 늘어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는 거의 수행

되는 객체가 없다. 논리수행이나 추적의 경우 논리도면내의 최대 논리소자의 수

를 넘지 않으므로 총 논리도면의 수를 약 2000페이지, 논리 도면 내 논리 소자의 

수를 평균 100개라고 가정하고 모든 논리소자가 동시에 상태가 바뀐다고 가정하

면 약 0.2초 정도가 소요된다. 논리추적의 경우는 원인으로 간주되는 논리소자에 

한해서 추적이 수행되므로 그 수가 훨씬 적다. 따라서 발전소 전체 시스템에 대

한 논리도면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에 1초를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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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당해 년도 연구개발의 목표는 크게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용 경보원인

추적시스템의 구현 및 수정 보완과 표준 원전 관련 논리요소 구현, 논리도면 전

산화, 표준원전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 prototype 구현이다. 이를 위하여 아래 표 

3-3과 같은 Activity를 수행하 다(2003. 5. 현재).

표 3-3. 목표달성표

과제코드 Activity명 완성도

2001-005-02-04-01
원자력교육원 시뮬레이터에 고리 3&4호기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 구현
100%

2001-005-02-04-02 고리 3&4호기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 수정보완 100%

2001-005-02-04-03 표준원전 경보논리 분석 및 논리요소 구현 80%

2001-005-02-04-04 표준원전 주요 경보 논리도면 전산화 50%

2001-005-02-04-05 표준원전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 Prototype 구현 33%

   과제 수행을 위해 원자력교육원의 시뮬레이터에 고리 3&4호기용 경보원인추

적시스템을 연계하여 고리원전 3&4호기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시험을 실시하

으며, 고리 원전관련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수

정 및 보완을 하 다. 고리원전 3&4호기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경보원인추적 

및 경보원인과 경보절차서와의 연결도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고리원

전 3&4호기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상 논리신호 생성기

를 제작하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 시뮬레이터의 자료를 받아 별도의 시뮬레이

션도 실행하 다. 또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고리 3&4호기 2차 계통 경보논리

도면(110개의 경보를 관련하여 약 150페이지의 경보논리도면) 및 해당 경보절차

서(약 500 페이지)를 전산화하 다.

  한편, 표준원전 경보원인시스템 개발을 위해 표준원전과 고리원전의 경보논리 

및 경보절차서를 비교분석 하 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상위과제 담당의 자문

을 받아 표준원전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경보논리설계 변경하 으며, 이에 대

한 결과로 표준원전용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고리 3&4호기에 비해 경보논리를 

대용량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여 논리를 구현하고, 그에 따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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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경보원인추적 등의 기능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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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경보원인

을 추적하여 운전원에게 경보의 상세한 원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

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논리도면을 전산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첫 번째 기능은 운전원 보조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현재 고리 원자력 교육

원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여 시험예정으로 있다.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표준원전을 대상으로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을 구현하여 그 기능과 성능을 재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험용으로 일부의 경보논리를 구현하 지만 앞으로 현

장적용을 위해서 전 규모의 경보논리를 구현하여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보원인추적시스템에 구현될 경보논리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작업이 경보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또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시험

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기능은 논리도면 전산화 기능으로 현재 문서화되어 있는 논리도면

을 전산화하여 경보논리도면을 컴퓨터로 검색하거나 논리를 추적할 수 있는 기

능으로, 논리도면의 보관, 관리 등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입력신호만 주어

지면 발전소 컴퓨터와 독립적으로 논리의 상태도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운용 측면뿐만 아니라, 설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경보논리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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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붙임 1. 사건발생순서 list의 예

날짜 시각 Index 신호 Description

2003:01:28 08:08:03:080 1797 ALARMMFWPT A BRG OIL PRESS LO(PS-87, PS8)

2003:01:28 08:08:04:080 1798 ALARMMFWPT B BRG OIL PRESS LO(PS-77, PS8)

2003:01:28 08:08:05:080 1800 ALARMMFWPT A BRG OIL PRESS LO(PS-937, PS9)

2003:01:28 08:08:06:080 1801 ALARMMFWPT B BRG OIL PRESS LO(PS-938, PS9)

2003:01:28 08:08:07:080 1734 ALARM
MFWP TURBINE BRG OIL PRESS LO 

PS-952

2003:01:28 08:08:08:080 1746 ALARM
MFWP ACTIVE THRUST BRG WEAR HI 

PS-57

2003:01:28 08:08:08:170 1737 ALARMMFWP BRG PRESS LO PS-949

2003:01:28 08:08:08:750 1735 ALARM
MFWP TURBINE BRG OIL PRESS LO 

PS-953

2003:01:28 08:08:10:750 1747 ALARM
MFWP ACTIVE THRUST BRG WEAR HI 

PS-29

2003:01:28 08:13:32:530 1805 ALARMMFWPT C TRIP(PS-22, PS16)

2003:01:28 08:13:44:550 893 ALARMFEEDWTR PUMP FLOW LO FB-2

2003:01:28 08:14:40:960 1804 ALARMMFWPT B TRIP(PS-17, PS16)

2003:01:28 08:14:53:050 894 ALARMFEEDWTR PUMP FLOW LO FB-11

2003:01:28 08:14:53:380 756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4:53:380 757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5:07:160 589 ALARMHOTWELL B1 LEVEL HI(LS-126)

2003:01:28 08:15:07:220 591 ALARMHOTWELL B2 LEVEL HI(LS-122)

2003:01:28 08:15:08:150 585 ALARMHOTWELL A1 LEVEL HI(LS-113)

2003:01:28 08:15:08:210 587 ALARMHOTWELL A2 LEVEL HI(LS-124)

2003:01:28 08:15:09:140 593 ALARMHOTWELL C1 LEVEL HI(LS-174)

2003:01:28 08:15:09:250 595 ALARMHOTWELL C2 LEVEL HI(LS-179)

2003:01:28 08:15:17:160 756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5:17:160 757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5:19:190 756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5:19:190 757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5:24:240 1365 ALARMHP FW HTR 6A LVL LO LS-106(SW2)

2003:01:28 08:15:30:290 756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5:30:290 757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5:31:380 1366 ALARMHP FW HTR 6B LVL LO LS-106(SW2)

2003:01:28 08:15:35:500 756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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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건발생순서 list의 예

날짜 시각 Index 신호 Description

2003:01:28 08:15:35:500 757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5:46:380 756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5:46:380 757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5:58:520 895 ALARM FEEDWTR PUMP FLOW LO FB-20

2003:01:28 08:16:03:520 1042 ALARM FW FLOW LO FIS-5

2003:01:28 08:16:03:570 1043 ALARM FW FLOW LO FIS-17

2003:01:28 08:16:09:780 1803 ALARM MFWPT A TRIP(PS-49, PS16)

2003:01:28 08:16:09:830 756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6:09:830 757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6:13:130 605 ALARM
DEMINER BYPASS DIFF. PRESS 

HI(PDIS-281)

2003:01:28 08:16:13:240 756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6:13:240 757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6:19:000 756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6:19:000 757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LO(PDIS-280, SW2)

2003:01:28 08:16:20:650 605 RESET
DEMINER BYPASS DIFF. PRESS 

HI(PDIS-281)

2003:01:28 08:16:24:660 756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6:24:660 756 ALARM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6:27:680 1042 RESET FW FLOW LO FIS-5

2003:01:28 08:16:27:740 1043 RESET FW FLOW LO FIS-17

2003:01:28 08:16:29:000 756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6:29:000 756 RESET
GLAND STM COND BYPASS DIFF PRESS 

HI(PDIS-280, SW1)

2003:01:28 08:16:53:940 1042 ALARM FW FLOW LO FIS-5

2003:01:28 08:16:54:050 1043 ALARM FW FLOW LO FI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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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건발생순서 list의 예

날짜 시각 Index 신호 Description

2003:01:28 08:17:07:060 1042 RESET FW FLOW LO FIS-5

2003:01:28 08:16:07:120 1043 RESET FW FLOW LO FIS-17

2003:01:28 08:25:23:980 585 RESET HOTWELL A1 LEVEL HI(LS-113)

2003:01:28 08:25:24:030 587 RESET HOTWELL A2 LEVEL HI(LS-124)

2003:01:28 08:25:24:140 1812 ALARM MFWPT A VACUUM LO(PS-24, PS-24)

2003:01:28 08:25:24:200 1813 ALARM MFWPT B VACUUM LO(PS-21, PS-24)

2003:01:28 08:25:24:300 1814 ALARM MFWPT C VACUUM LO(PS-28, PS-24)

2003:01:28 08:25:24:410 589 RESET HOTWELL B1 LEVEL HI(LS-126)

2003:01:28 08:25:24:470 591 RESET HOTWELL B2 LEVEL HI(LS-122)

2003:01:28 08:25:24:520 593 RESET HOTWELL C1 LEVEL HI(LS-174)

2003:01:28 08:25:24:580 595 RESET HOTWELL C2 LEVEL HI(LS-179)

2003:01:28 08:25:24:630 752 ALARM CONDENSER A ABS PRESS HI(PS-74)

2003:01:28 08:25:24:740 753 ALARM CONDENSER B ABS PRESS HI(PS-87)

2003:01:28 08:25:24:850 754 ALARM CONDENSER C ABS PRESS HI(PS-165)

2003:01:28 08:25:25:130 1376 ALARM HTR DRAIN TK T020 LVL HI 

LS-18A(SW1)

2003:01:28 08:25:25:130 1377 ALARM HTR DRAIN TK T020 LVL HI 

LS-18A(SW2)

2003:01:28 08:25:25:290 1337 RESET HP FW HTR 6A LVL LO LS-106(SW1)

2003:01:28 08:25:25:350 1338 RESET HP FW HTR 6B LVL LO LS-106(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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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Test를 위하여 구현된 논리도면 리스트

도면번호 도면 Title

3-J-AB-201
AUXILIARY FEEDWATER PUMP TURBINE WARM-UP & MAIN 

VALVES

3-J-AB-202
MAIN STEAM LINE DRAIN ISOLATION VALVES & DRAIN TRAP 

BYPASS VALVES

3-J-AB-203
POWER OPER. RELIEF VALVES AND MAIN STEAM TO AUX 

STEAM HEADER VALVE

3-J-AB-204 MAIN STEAM ISOLATION VALVES

3-J-AB-205
MSIV TROUBLE & DISABLED DETECTOR & ACCUMULATOR 

ISOLATION VALVES

3-J-AB-206 MAIN STEAM SYSTEM SYSTEM ALARMS

3-J-AB-207 MAIN STEAM SYSTEM SYSTEM ALARMS

3-J-AB-208 MAIN STEAM ISOLATION VALVES BYPASS VALVES

3-J-AB-209 S.G POWER OPERATED RELIEF BLOCK VALVES

3-J-AB-211
MAIN STEAM ISOLATION VALVES CONTROL SYSTEM 

DUPLICATION

3-J-AC-201 REHEATER VENT LINES TO CONDENSER

3-J-AC-202 BLANKETING AUX STM TO 2ND STAGE REHEATER

3-J-AC-203
BLANKETING AUX STM TO 1ST STAGE REHEATER AND SYSTEM 

ALARMS

3-J-AD-201 CONDENSATE PUMPS

3-J-AD-202 CONDENSATE PUMPS SUCTION PROTECTION

3-J-AD-203 LP FW HEATER LOOPS BLOCK VALVES

3-J-AD-204
CONTROL LOGIC DIAGRAM CONDENSATE POLISHING 

DEMINERALIZER INLET, OUTLET

3-J-AD-205 LP FW HEATERS BYPASS VALVE & HOTWELL OUTLET VALVES

3-J-AD-206 CONDENSATE BYPASS AND DRAWOFF VALVES

3-J-AD-207 CONDENSER OVERBOARD PUMP, INLET & DISCHARGE VALVES

3-J-AD-208
CONDENSER VACUUM BREAKER & CONDENSER NORMAL 

MAKE_UP VALVES

3-J-AD-209 CONDENSATE SYSTEM ALARMS

3-J-AD-210
F.W. PUMP SEAL WATER SUPPLY VALVE AND MINI FLOW 

VALVES

3-J-AD-211
CONDENSER INTEGAL GROOVED TUBE SHEETS SEAL WTR, ISO 

VVS AND COND. POLISH DEMIN BYPASS VV

3-J-AE-201 MAIN FW PUMP DISCHARGE AND MINIFLOW VALVES

3-J-AE-202
SG CHEMICAL ADDITION ISOLATION VALVES & MAIN 

FEEDWATER CONTROL BYPASS VALVES

3-J-AE-203 MAIN FW ISOLATION V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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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면 Title

3-J-AE-204
MAIN FEEDWATER CONTROL AND START-UP FW RECIRC BLOCK 

VALVES

3-J-AE-205 SYSTEM ALARMS

3-J-AE-206
MAIN FW ISOLATION VALVES TROUBLE AND DISABLED 

DETECTOR & ALARMS

3-J-AE-207 START-UP FWP MINIFLOW LINE VALVE & DISCHARGE VALVE

3-J-AE-208 FEEDWATER CONTROL SELECTOR SWITCHES AND ALARMS

3-J-AE-209 MAIN FW ISOLATION VALVE CONTROL SYSTEM DUPLICATION

3-J-AF-201

3-J-AF-202 HEATER DRAIN PUMPS & DISCHARGE VALVES

3-J-AF-203
TURBINE EXTRACTION STEAM SHUT OFF & EXTRACTION 

STEAM DRAIN VALVES

3-J-AF-204 FW HEATER DRAIN VALVES & SCAVENGING STEAM VALVES

3-J-AF-205 BLEEDER TRIP, MOISTURE SEP VALVES

3-J-AF-206 FEEDWATER HEATER PRIMARY DRAIN VALVES

3-J-AF-207
REHEATER DRAIN TANKS PRIMARY DRAIN & MINI RECIRC 

VALVES

3-J-AF-208
EXTRACTION STEAM SHUT OFF & EXTRACTION STEAM DRAIN 

VALVES

3-J-AF-209 SYSTEM ALARMS

3-J-AF-211 MOISTURE SEPARATOR DRAIN VILVES

3-J-AF-212 FIRST STAGE REHEATER DRAIN VALVES TO CONDENSER

3-J-AF-213 SECOND STAGE REHEATER DRAIN VALVES TO CONDENSER

3-J-AF-214 SYSTEM ALARMS

3-J-AK-201 COND SUMP PUMPS

3-J-AK-203 AMMONIUM HYDROXIDE TRANSFER PMP

3-J-AK-204 SULFURIC ACID AND CAUSTIC TRANSFER PUMPS

3-J-AK-207 CAUSTIC BULK STORAGE TANK HEATERS

3-J-AL-201
DEMINERALIZED WTR TO AUX FW PUMPS SUCTION & CROSS 

TIE BLOCK VALVES

3-J-AL-202 AUXILIARY FEEDWATER PUMPS

3-J-AL-203 AUXILIARY FEEDWATER PUMP DISCHARGE VALVES

3-J-AN-201 MAKEUP DEMINERALIZER WATER TRANSFER PUMPS

3-J-AN-205 MAKEUP DEMINERALIZER WATER STORAGE TANK

3-J-AP-201 CND STORAGE TANK LEVEL CNTRL VLV & TEMP ALARM

3-J-AP-202 CONDENSATE TRANSFER AND STORAGE PUMPS

3-J-AP-203 CND STORAGE TNAKS OUTLET VLV TO AUX FW SYSTEM

3-J-AQ-201 HYDRAZINE & AMMONIA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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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면 Title

3-J-AQ-202 SPARE HYDRAZINE/AMMONIA PUMP

3-J-AQ-204 AMMONIA AND HYDRAZINE AGITATORS

3-J-BB-201 RX CLNT PMP & RCP OIL LIFT PM

3-J-BB-202 PRZR POWER RLF BLOCK VLV, RX MAKEUP & LEAKOFF VLV

3-J-BB-203 PRZR RLF DRAIN, VENT & SPRAY VLV

3-J-BB-204 PZR HEATER FEEDER BRKR & PRZR POWER RLF VALVES

3-J-BB-205
PRESSURIZED BACK-UP HEATERS AND REACTOR VESSEL HEAD 

VENT VALVES

3-J-BB-209 RX VESSEL EXCESS LETDOWN BLK VLV

3-J-BB-210 ISOLATION CIR BKR CLASS 1E

3-J-BC-201 RHR PMP MINI FLOW VLV AND VLV INDICATING LIGHTS

3-J-BC-202 RHR PMP INLET ISOL VLV

3-J-BC-203 RHR PMP INLET ISOL VLV

3-J-BC-204 RHR PUMPS

3-J-BC-205 RHR TO CHARGING PUMPS VALVES

3-J-BC-206 RWST TO RHR PMP SUCTION ISOL VLV

3-J-BG-201 BTRS BYPASS AND CHG. PP ISOLATION VLV

3-J-BG-202
EXCESS LTDN TO CVCS SEAL OR RCDT RCP SEAL & CHG. PUMP 

BLOCK VALVES

3-J-BG-203
BTRSISOL VV. BORIC ACID INJ. VALVE TO BORIC ACID MAKE-UP 

AND RCP SEAL WATER ISOL. VALVES

3-J-BG-204 CHARGING PUMPS & BORIC ACID BATCHING TANK AGITATIOR

3-J-BG-205 SWING CHARGING PUMP

3-J-BG-206
LETDOWN ISO. VALVES AND CHARGING PUMP AUX LUBE OIL 

PUMPS

3-J-BG-207 RWST TO CHARGING PUMP & VCT OUTLET ISOL

3-J-BG-208 LETDOWN VALVE TO VCT OR EDT & VCT VALVE VENT TO GRS

3-J-BG-209
LETDOWN VALVE TO DEMIN. OR VCT & LETDOWN LINE ISOL 

VALVES

3-J-BG-210
CHILLER UNIT & RCP SEAL LEAKOFF VALVE CHARGING LINE TO 

RCS BLOCK VALVES

3-J-BG-211
BTRS CHILLER PUMP, CVCS BOR INJ. MKUP PUMP, BOR ACID 

FILTER & BORIC ACID TK TO CHARG. PUMP VALVE

3-J-BG-212
BORIC ACID INJECTION CONTROL, RCS SPRAY & EXC LETDOWN 

BLOCK VALVES

3-J-BG-213
STANDPIPE FILL VLV. FOR THE RCP'S & INDICATING LIGHS FOR 

FLOW CONTROL V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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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BG-214
BORIC ACID TRANSFER PUMPS & STEAM VALVE TO BORIC ACID 

BATCHING TANK

3-J-BG-215 LETDOWN ORIFICE BLOCK VALVES

3-J-BG-219
BORON METER BLOCK VALVES & BORON THERMAL REGEN SYS. 

VALVES

3-J-BH-201 BORIC INJECTION TANK ISOL VLV & HYDRO TEST PMP

3-J-BH-202
ACC FILL LINE, CHK VV TST LINE, HOT LEG HEADER ISO. VVS 

& LEG RECIRC VV

3-J-BH-203 ISOL VLV & SIS TEST LINE VLV

3-J-BH-204
BIT RECIRCULATION VALVES SPENT FUEL POOL BLOCK & 

ACCUMULATOR NITROGEN ISO VVS

3-J-BH-205
BORON INJECTION RECIRC PUMP & BORON INJECTION TANK 

MIXER

3-J-BH-206 BIT & BORON INJ. SURGE TANK HTERS COLD LEG ISO. VALVES

3-J-BH-207 ACCUMULATOR DISCHARGE VALVES

3-J-BH-210 SIS TEST LINE VALVES

3-J-BK-201
CONTAINMENT SPRAY PUMPS AND SPRAY ADDITIVE BLOCK 

VALVES

3-J-BK-202
CONTAINMENT SPRAY ISOLATION VALVES & RWST TO SPRAY 

PUMP SUCTION VALVES

3-J-BK-203
CONTAINMENT SPRAY RECIRCULATION SUMP ISOLATION 

VALVES

3-J-BL-201 VACCUM DEGASFIER UNIT BOOSTER PUMPS AUTO START LOGIC

3-J-BL-202 REACTOR MAKE-UP WATER TRANSFER PUMPS

3-J-BL-203 RX MAKEUP WATER STORAGE TANK INLET VLV

3-J-CF-202 MFWPT EMERGENCY OIL PUMPS AND VAPOR EXTRACTORS

3-J-CF-204 SYSTEM ALARMS

3-J-CG-201
CONDENSER VACUUM PLMPS & VACUUM PUMP SEAL WATER 

RECIRC PUMPS

3-J-CG-202 SYSTEM ALARMS

3-J-CG-203
CONDENSER AIR TO AIR EJECTOR ISOLATION AND AFTER 

CONDENSER DRAIN VALVES

3-J-CG-204 STEAM JET AIR EJECTOR ISOLATION VALVE

3-J-CV-207 TURB CNTRL SYS ELEC GOV CNTRL

3-J-CV-211 AUTOMATIC TURBINE LOAD RUNBACK

3-J-FC-201 MFWP TURBINE DRAIN AND EXHAUST STEAM VALVES

3-J-FC-202 MFWP TURBINE TURNING GEAR

3-J-FC-203 MFWP TURBINE TRIP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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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FC-204
SYSTEM ALARMS & VALVES POSITION INDICATION & 

AUTO/MANUAL SPEED CONTROL TRANSFER SWITCHES

3-J-FC-205 SYSTEM ALARMS

3-J-FC-206 SYSTEM ALARMS

3-J-FE-204 AUXILIARY TURBINE TRIP & THROTTLE VALVE AND ALARM

3-J-KJ-206 STANDBY DIESEL GENERATOR EQUIPMENT ALARMS

3-J-SA-209 MAIN STEAM ISOLATION SIGNAL

3-J-SA-210 MAIN STEAM ISOLATION SIGNAL

3-J-SA-211 AUXILIARY FEEDWATER SIGNA

3-J-SA-212 AUXILIARY FEEDWATER SIGNAL

3-J-SA-213 BOP ESFAS ALARM

3-J-SA-216 DG LOADING SEQ SHEET IOF5

3-J-SA-217 CONTAINMENT SPRAY PUMPS START-UP LOGIC SIGNAL

3-J-SB-201 REACTOR TRIP SIGNALS

3-J-SB-202 REACTOR TRIP SIGNALS B

3-J-SB-203 PERMISSIVES & BLOCK SIGNALS MANUAL BLOCK SIGNAL

3-J-SB-214 MAIN STEAM ISOLATION SIGNAL

3-J-SB-215 CTMT SPRAY AND CTMT ISOL PHSE B SIG

3-J-SB-221 STEAM DUMP CONTROL

3-J-SB-222 TB RUNBACK AND LOADING STOP

3-J-SB-227 REACTOR TURBINE INTERFACE

3-J-SB-231 SI ACTUATION SIGNAL

3-J-SB-232 SI ACTUATION SIGNALS

3-J-SB-233 SI ACTUATION SIGNALS

3-J-SB-234 SI ACTUATION SIGNALS

3-J-SB-235 SI ACTUATION SIGNALS

3-J-SB-236 FEEDWATER ISOLATION ACTUATION SIGNALS

3-J-SB-237 CTMT ISOL PHSE A ACT SIGNALS

3-J-SB-238 CTMT ISO PHSE A ACT SIGNALS

3-J-SB-239 CTMT ISOL PHASE A ACT SIGNALS

3-J-SB-240 CTMT ISOL PHASE B ACT SIGNALS

3-J-SB-241 MAIN STEAM ISOL * S.G. F.W.P. TRIP SIGNALS

3-J-SB-242 MAIN TURBINE TRIP & MISC. SIGNALS

3-J-SB-243 MISCELLANEOUS SIGNALS

3-J-SB-245 MISCELLANEOUS SIGNALS

3-J-SB-246 RCP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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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경보창 목록

경보 그룹 경보창 이름

N-7J-RK-UA-903(JP004C) SGF WP TROUBLE ALL TRIPPED

N-7J-RK-UA-915(JP008A)

SG 1 FEEDWATER TEMP HIGH

SG 2 FEEDWATER TEMP HIGH

SG 3 FEEDWATER TEMP HIGH

FW PUMP A SEAL WTR TEMP HIGH

FW PUMP B SEAL WTR TEMP HIGH

FW PUMP C SEAL WTR TEMP HIGH

START_UP FW PP NPSH LOW

FW PUMP NPSH LOW

FW PUMP DISCH HDR PRESS HIGH

FW STARINER DP HIGH

FW PP C FLOW LOW

FW PP B FLOW LOW

FW PP A FLOW LOW

SYSTEM AE TRN A TROU/DISA

SYSTEM AE NON TRN TROU/DISA

SYSTEM AE TRN B TROU/DISA

N-7J-RK-UA-916(JP008B)

SGFPT TRIP

SGFPT PWR SURPLY FAILURE

SGFPT SPEED PICKUP FAILURE

SGFPT EMERGENCY LUBE OIL PP OVERLOAD

SGFPT LO DISCH CLR HDR TEMP HIGH

SGFPT VACCUM LOW-LOW

SGFPT ACTIVE THRUST BRG WEAR

SGFPT INACTIVE THRUST BRG WEAR

SGFPT EMERGENCY LUBE OIL PP RUNNING

SGFPT LUBE OIL FILTER DP HIGH

SGFPT THRUST BRG DRAIN OIL TEMP HI

SGFPT HP BEARING DRAIN OIL TEMP HI

SGFPT LP BEARING DRAIN OIL TEMP HI

SGFPT TURB EMER OIL PUMPS PULL-LOCK

SGFPT LUBE OIL TK LEVEL HI/LO

FW PUMP BEARING OIL PRESS LOW

SGFPT BEARING OIL PRESS LOW

SGFPT HYDR OIL PRESS LO

SGFPT LUBE OIL CONDITIONER LEVEL HI/LO

SYSTEM FC NON TRN TROU/DISA

SGFPT SERVO VV OIL FILTER DP HIGH

LUBE OIL XFR PUMPS ELECT PROT

TURB LUBE OIL CONDITIONER LEVEL HI/LO

SGFPT EXHAUST TEMP HIGH

COND A HOTWELL LEVEL H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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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경보창 목록

경보 그룹 경보창 이름

N-7J-RK-UA-916(JP008B)

COND A HOTWELL LVL LO-LO

COND UMPS SUC STR DP HIGH

COND PUMPS SHAFT SEAL WTR SPLY PRESSS 

LO

COND B HOTWELL LEVEL HI/LO

COND B HOTWELL LVL LO-LO

COND PUMPS DISCH HER PRESS LOW

COND PUMPS BEARING TEMP HIGH

SGFPT HRUST BRG WEAR TRIP

COND C HOTWELL LVL HI/LO

COND C HOTWELL LVL LO-LO

CONDENSATE PUMPS FLOW LOW

CONDENSER ABSOLUTE PERSS HIGH

CONDENSER EXP JOINT LEVEL LO

COND DEM BYPASS DP HIGH

GLANDSTEAM BYPASS DIFF PRESS HIGH/LOW

CONDENSATE TO LP FW HTR FLOW LOW

SYSTEM AD TROU/DISA

CONDENSATE DEM SYS TROUBLE

N-7J-RK-UA-918(JP009A)

FW HTP 7A WTR LEVEL HI-HI

FW HTP 7A WTR LEVEL HI/LO

FW HTP 7B WTR LEVEL HI-HI

FW HTP 7B WTR LEVEL HI/LO

FW HTR 6A WTR LEVEL HI-HI

HEATER DRN TK T020 LVL HI/LO

HEATER DRN TK T020 LVL LO-LO

FW HTR 4A WTR LEVEL HI-HI

HEATER DRN PUMP P021 FLOW LOW

HEATER DRN PUMP P022 FLOW LOW

HEATER DRN PUMP DISCH PRESS LO

HEATER DRN PP SEAL WTR PRESS LO

FW HTR 3A WTR LEVEL HI-HI

AUXILIARY STM HEADER PRESS LO

PW HTR 2A WTR LEVEL HI-HI

SYSTEM AB NON TRAIN TROU/DISA

SYSTEM AF TROU/DISA

FW HTR 1A WTR LEVEL HI-HI

FW HTR 6A WTR LEVEL HI/LO

FW HTR 6B WTR LEVEL HI-HI

FW HTR 6B WTR LEVEL HI/LO

FW HTR 5A WTR LEVEL HI/HI-HI

FW HTR 5B WTR LEVEL HI/H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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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그룹 경보창 이름

N-7J-RK-UA-918(JP009A)

FW HTR 4A WTR LEVEL HI/LO

FW HTR 4B WTR LEVEL HI-HI

FW HTR 4B WTR LEVEL HI/LO

FW HTR 4C WTR LEVEL HI-HI

FW HTR 4C WTR LEVEL HI/LO

FW HTR 3A WTR LEVEL HI/LO

FW HTR 3B WTR LEVEL HI-HI

FW HTR 3B WTR LEVEL HI/LO

FW HTR 3C WTR LEVEL HI-HI

FW HTR 3C WTR LEVEL HI/LO

FW HTR 2A WTR LEVEL HI/LO

FW HTR 2B WTR LEVEL HI-HI

FW HTR 2B WTR LEVEL HI/LO

FW HTR 2C WTR LEVEL HI-HI

FW HTR 2C WTR LEVEL HI/LO

FW HTR 1A WTR LEVEL HI/LO

FW HTR 1B WTR LEVEL HI-HI

FW HTR 1B WTR LEVEL HI/LO

FW HTR 1C WTR LEVEL HI-HI

FW HTR 1C WTR LEVEL HI/LO

N-7J-RK-UA-919(JP009B) SYSTEM AC TROU/DISA

N-7J-RK-UA-921(JP011A)

DSL GEN A OVERSPEED/ DIFF TRIP

DSL GEN A ELECTRICAL TRIP

DSL GEN A ENGINE PNL TOUBLE

DSL GEN A TROU DURING ESFAS

DSL GEN A FAIL TO RUN

DSL GEN A IN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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