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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계측제어 기반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소 운전모드중 저출력 운전과 정상 출력 운전모드는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셜계되어 있다. 그러냐 가열 및 냉각 운전모드는 발전소 상태가 자동 

으로 동작을 할 수 없는 조건이거냐 발전소의 동특성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수동운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 운전에 따른 운전원의 업무 

과중이냐 감시 소홀로 인해 원전 불시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로 충수 및 배기완료 상태에서 원자로 출력 5%까지 운전 

을 자동화한 원전 자동기동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불필요한 일시적인 경보냐 결과 경보를 억제하고， 우선순위를 낮추어 운전 

원의 주의가 특별히 필요한 경보에 집중하도록 경보 수를 줄이는 경보처리방법 

이 필요하다. 통합 경보 및 진단계통(ADIOS Alann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필요성 때문에 개발되었다 . 

• 경보수의 억제 

• 진단기능올 통합한 경보 및 진단계통 개발 

• 경보정보 네비게이션 체계 확립 

• 운전원의 시급한 개선 요구의 수용 

.VDU 기반의 Compact Workstation 주제어실 설계의 수용 

• 인간공학적 표시요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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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자동기동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발전소 운전절차서， 운전원의 운전 행 

위， 일본 Ohi 3&4의 자동기동 및 정지시스템을 분석하여 자동화 전략을 수립하 

였다. 개발된 자동화 전략에 따라 자동운전 모드를 가열 모드 1, 가열 모드 11, 임 

계모드로 구분하였다. 또한， 6개의 운전유지대 (break point)를 설정하여 자동운전 

중 운전원의 개입하여 기술지침서 제한사항이나 초기조건 점검과 같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운전 유지대에서 운전원이 진행 벼튼을 누르면 자 

동으로 다음 운전 구간이 수행된다. 

자동기동시스템은 감독자시스랩，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 그리고 이들간 

올 연결하는 통신망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감독자시스템은 실시간 전문가시스템올 

사용하여 개발한 시스템으로 발전소의 모든 상태나 분산 제어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운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 제어시스템올 통제하는 

가능을 갖고 있다. 분산 제어시스템은 자동기동 운전운전중 원자로냉각재 압력 

및 온도제어， 가압기 압력제어， 중기발생기 수위제어 둥과 같은 연속운전과 운전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시펜셜 제어를 수행한다. 이 시스템의 제어 명령이나 설정 

치는 감독자시스템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받는다. 자동가동시스템은 모 

두 4개의 운전원 CRT를 갖고 있으며， 운전원은 이들 CRT를 통해 발전소의 상 

태， 제어대상 시스템의 현 상태， 운전절차 수행 메시지， 경보 및 기술지침서 위배 

사항 메시지 둥올 제공받고， CRT 화면을 사용하여 펼요한 제어를 수행한다. 

ADIOS는 운전원의 운전경험과 경보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여 경보를 처 

리 및 표시하는 방법을 개선하였다. ADIOS의 지식기반은 운전원의 인지의사 결 

정모델(cognitive decision making modeD의 계층적인지 과정에 기반을 두고， 경 

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구축되었다. ADIOS에는 이러한 지식구조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펼요 없는 경보를 제거하거나 억제하며， 경보를 운전상황에 따 

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통적으로 표시하는 다이나믹 경보처리 기술이 적용되었 

다. 또한 운전원의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모델기반 고장진단기술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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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처리기능에 통합되었다. 

경보처리 개념의 타당성올 확인하기 위해 고리 3호기 및 영광 3호기를 대 

상으로 prototype이 구현되었다. Prototype에는 총 삼천여 개의 경보가 지식으로 

표현되었으며， Tile 형 경보 Window, 일， 이차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과 

세부계통 schematic 화면이 구현되었다. 영광 3호기를 대상으로 개발된 ADIOS 

는 인간공학 시험설벼 (KAERI-ITF : KAERI - Integrated Test Facility)에 연결되 

어 영광 운전원에 의해 실 시간적인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설 환경에서 인간공학 

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N. 연구개발결과 

자동기동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O 종합 운전절차서 분석， 외국의 자동기동 기술 현황， 발전소 운전원의 운전 

경험 분석 둥을 토대로 자동기동시스템의 개발전략과 자동화 범위를 설정 

O 자동기동 제어규칙 개발 및 프로토타업 자동기동시스템 개발 

• 가열 모드 I 

- 원자로냉각재 온도제어기 개발 : 60'C -176.6 "C 

- 원자로냉각재 압력제어기 개발 : 24kg/cm2 유지 

- 가압기 수위제어기 개발 : 가압기 수위 100%-30% 

• 가열 모드 II 

- 원자로냉각재 온도제어기 개발 : 176.6 't -192 't 

- 원자로냉각재 압력제어기 개발 : 24kg/cm2 -15까ζg/cm2 

- 가압기 수위제어기 개발 : 가압기 수위 100%-30% 

중기발생기 수위제어가 개발 100%-50% 

• 임계 모드 

- 예상 임계점 계산 프로그램 개발 

O 실시간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감독자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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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동기동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계측제어 시험검중셜비에 연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전 운전구간에서 안정된 가열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많은 운전원 업무부하를 감소시킨다는 것올 확인. 

다이나믹 경보기술 개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 경보 지식기반 구축 방법론 확보 

- 경보 상관관계 분석 기법 

- 지식기반 표현방법론 개발 

• 경보 지식기반 설정 

- 경보 상관관계 수목 개발 

- 경보 분류 

- 경보 우선순위 셜정 

- 경보처리 모드 설정 

- 경보처리 기기상태 정의 

- 경보 객체 정의 

• 통합 경보 및 진단 계통(ADIOS) 개발 

- 경보처리 및 표시 기술 확보 

- ADIOS의 prototype 구현 

- 경보표시 Navigation 체계 확립 

- ADIOS의 인간공학적 유용성 확인 

- ADIOS의 인허가 대책 마련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개발된 자동기동시스템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액체금속로， 그리고 산업체의 

공정시스템 둥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고리 3&4호기 운전절차서 분석 결과와 

운전원 경험을 토대로 감독자시스템의 제어 규칙과 분산 제어시스템의 제어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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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본 시스템은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 

다. 특히， 감독자시스템과 분산 제어시스랩을 결합하여 제어 효과를 향상시킨 방 

법은 외국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기술이므로 타 산업체에서나 원전에서의 활 

용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ADIOS를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ADIOS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인허가 문제를 해결했다. 따라서 ADIOS의 원자력 

발전소 적용온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ADIOS의 상업용 원전인 

차세대와 기존 경수로의 설계 개선에 대한 적용방안이 첨부 1에 제안되었다. 

• 경보처리 알고리즘의 검중 

• 안전관련 경보 및 정보의 표시 

·인간공학적 성능 평가 

ADIOS는 stand-alone의 generic 개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나 

제철공장과 같은 대규모 공정계통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ADIOS의 generic 

경보처리 rule 및 경보객체 표현방법을 일반화(generic)하면 G2 Real-Time 

Expert System의 Solu tion -Base로 상업 화가 가능하며 G2의 국내 딜 러 인 포스콘 

으로부터 solution-base로 상업화하는 것을 제안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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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1e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이 

11. Objectives 

The PWR plant operation is norma11y categorized into plant startup, 

low power operation, norma1 operation, cooldown operation. In these operation, 

however, startup and cooldown operation is performed manually according to 

the operation procedure. These manua1 operation is required to operator' s 

technica1 skills. And the manual operation can be occurred to operationa1 

errors because of operator’s workload during long duration. 

Automatic startup system, named by Automatic Startup Intelligent 

Control System(ASICS) is developed for reducing operator tasks, op디mizing 

heatup operation, and enhancement of operation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from cold shutdown to reactor power 5%. 

The improvement of an a1arm processing technologies is necessary on 

suppressing and filtering a nuisance a1arm, and dynamica11y prioritizing an 

unimportant alarm for the sake of focusing on operator’s attention to an 

important a1arm. For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objectives,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 ca11ed ADIOS has been 

developed. 

- Reduction of the number of invoked alarms 

- Integration of alarm and diagnosi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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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 up a configuration of aIarm navigation 

- Utility needs to urgently improve the aIarm processing technologies 

- Fitness for the computerized compact control panels 

- Fitness for principles of human factor engineering 

III. Scope of the Project 

Operation procedures of Kori 3&4, 0야rator experience in PWR plants, 

and startup technology of 0비 3&4 in J apan were surveyed and an머yzed for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y of ASICS. According to development 

strategy, three automatic operation mode such as heating mode 1, heating 

mode II, critical mode was selected. And aIso, six break points were set 

between the consecutive modes of different automatic operation, in which 

operator wj]] make confinnatOJγ checking and then push the button to 

proceed into the next 0야ra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ASICS is supervisory control system, distributed 

control system(DCS), and network system for connecting each others. The 

su야rvisory control system is re머-time expert system which checks plant 

status and then govems the DCS through network. The DCS perfonns a 

sequentiaI control and continuous control such as RCS temperature and 

pressure control, PZR level control, S/G level control. The control setpoint 

which is caIculated by su야rvisory control system is transferred through 

network. During automatic 0야ration， overview plant and controlled equipment 

status for soft control, operation procedure message, alarm message and 

fleshing are disp]ayed on four CRT so that operator can easiJy understand 

the plant status and control the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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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 has improved a technology of the alann processing and 

presentation reflecting knowledge from the operating experiences of alarrns. 

Knowledge base in ADIOS has been constructed on analysis of the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s between alarrns. ADIOS has represented 

knowledge base to Frames. ADIOS has applied several alarrn processing 

technologies. such as plant mode dependency. state dependency. direct 

precursor. and level precursor, etc. ADIOS has also applied a model-base 

diagnostic functions for operator to cope with major transients. To confirm a 

correctness of alarrn processing techniQues, prototype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KORI 3 and YGN 3 PWR NPPs. The about 3000 al따m objects 

have been represented as knowledge base in the prototypes. The alarrn 

window like tile for the safety-related alarrns, primary and secondary 

schematic display, and detailed system-level schematic display have been 

designed. Also ADIOS prototype based on YGN 3 PWR has evaluated a 

performance of human factor engineering using KAERI - ITF(KAERI 

Integrated Test Facility). 

IV. Results 

The major results of this project as follows 

o Study the automatic heatup technology of foreign countries and 

analysis of the operation procedure in Nuclear Power Plants 

o Development control algorithm and prototype design of Automatic 

Startup Intelligent Control System 

• Heating mode 1 

- Development of RCS temperature controller for 60 't -176.6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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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RCS pressure controller for 24kg!cm2 

- Development of PZR level controller for 100%-30% 

• Heating mode II 

- Development of RCS temperature controller for 176.6.C - 292 't 

- Development of RCS pressure controller for 24kg!cm2 -15까땅!cm2 

- Development of PZR level controller for 100% - 30% 

- Development of steam generator level controller for 100%-50% 

• Critical mode 

- Development of ca1culation program for Estimated Critical Point 

。 Development supervisory control system using rea1-time expert system 

。 In order to evaluate the 야~ormance of the ASICS, the simulation are 

done for functiona1 test facility. Simulation results show satisfactory 

performances and it can be obseπed that the operator workload is 

reduced largely. 

• Estab1ishment of methodologies constructing alarm knowledge base 

- Ana1ysis of a1arm relationships 

- Methodologies of knowledge representation 

• Estab1ishment of a1arm knowledge base 

- Development of a1arm relationship trees 

- Alarm Classification 

- Definition of priority level 

- Definition of a1하m processing mode 

- Definition of a1원m processing state 

- Definition of a1arm objects 

• Development of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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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ies of 머따m processing and presentation 

- Development of prototype of ADIOS 

- Configuration of alarm navigation 

- Evaluation of human perfonnance 

- Solution of licensing issues 

v. Proposal of Applications 

The ASICS is applicable to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 liquid 

metal reactor, and other industrial process control system. And also, the 

ASICS can be applied to conventiona1 power plants such as Kori and YGN 

power plant since the control algorithm and control rules of ASICS is 

developed using operation procedures of Kori 3&4 and operator experience. 

Especia11y, the integration technology of expeπ system and digital distributed 

control system for enhancing control effects is useful technology for industry 

and power plants since it has not been studied yet. 

The results of ADIOS have reviewed to be applied the a1arm processing 

system of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and an upgrade of alarm system 

of th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DIOS has solved the licensing 

issues, such as 

• Verification of alarm processing a1gorithm and knowledge base 

• Presentation of safety-related alarms 

• Evaluation of human perfonnance 

ADIOS is a stand-alone system to be develo야d to generic rules and 

려하m objects, therefore can be applied other industries, such as fossil power 

plants and iron industries, etc. ADIOS can be commercializ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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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ation of the alann objects and alann processing rules as G2 

solution-base program. ADIOS will be proposed to POSCON. G2 dealer. for 

commercialization of G2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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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동기통기술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모드는 원자로 노형 또는 원전 셜계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정상 출력운전， 저출력운전， 기동운전， 가열운전， 냉각운전， 연료교 

체 운전 둥으로 분류되며， 운전원은 각 운전모드에 부합되는 종합 운전절차서에 

따라 발전소를 운전하고 있다. 이들 운전모드 중 저출력 운전과 정상 출력 운전 

모드는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셜계되어 었다. 그러나 가열 및 냉각 운전모드에 

서는 발전소 상태가 자동으로 동작을 할 수 없는 조건이거나 발전소의 동특성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수동운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 운 

전에 따른 운전원의 업무 과중 및 감시 소훌로 인해 원전 불시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가열 및 냉각운전 모드에서 운전원의 업무부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가열 및 냉각 운전모드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진행되고， 어떤 계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감시와 조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전원은 기기들 

의 상태뿐만 아나라 발전소 상태를 계속 감시하면서 제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긴 시간동안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 

O 어떤 변수(원자로냉각재 온도 둥)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수단이 다양하다. 

따라서， 운전원의 운전 혼란이 가중되고， 숙달된 운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는 주중기 방출밸브(S/G PORV) 조작이나 잔열제거 

계통 열교환기 출구측 유량조절밸브(RHR c∞ler outlet flow controD 둥을 조 

절하여 제어할 수 있다. 

。 여러 계통을 동시에 수동으로 운전해야 하므로 운전원의 조작 및 판단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었다. 

。 가열 및 냉각운전 동안에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안전계통의 정기 

점검， 발전소 유...，1 보수를 위한 기기배열， 발전소 감시 및 조작 둥올 수행해야 

하므로 운전원의 입무부담이 가중된다. 

-3-



따라서， 발전소 가열 및 냉각운전시 수동운전에 따른 운전원의 업무 부하를 감 

소시키고， 발전소 상태냐 조건에 따라 최적의 운전으로 신뢰도와 이용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가열 및 냉각운전 자동화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자동기동시스랩을 개발하여 발전소 가열운전을 자동화하 

였다. 개발된 자동기동시스템은 지능형 감독자시스랩， 디지혈 분산제어시스랩， 데 

이터 연계시스랩， 컬러 카피어와 텍스트 프린터 둥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지난 3년 동안 중장기 연구 과제로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자동기동시스템의 

개발 전략수립， 자동제어 범위설정， 자동제어 규칙 개념설계， 그리고 개발 환경구 

축 둥과 같은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2차년도 연구에서는 자동기동을 위한 모든 

제어규칙 생성 및 구현， 현장 데이터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운 

전원 연계화면 구축 둥과 같은 적용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개발 

된 자동기동시스템을 시험검증셜비와 연계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동기동시스템의 개발전략과 자동제어 범위을 설정하기 위해 고리 

3 & 4호기 운전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동 운전행위， 종합운전절차서 

((i()}l)[l.l.l.l], 비상운전절차서(E()}l) [1.1.1.2], 그리고 기술지침서[1.1.1.3] 둥을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및 압력제어， 

가압기의 수위제어， 증기발생기의 수위제어 둥과 같은 연속제어와 발전소 조건에 

따라 시훤셜하게 수행되는 온/오프(on!off， open!close) 제어는 지능형 감독자시 

스랩과 디지혈 제어시스랩을 사용하여 자동화하였다. 그러나 안전에 관련된 변수 

를 조작해야 할 경우는 수동으로 운전하도록 자동제어범위를 설정하였다. 따라 

서， 자동운전 중 운전원의 개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운전 

유지r:ß (operation break point)를 셜정하였다. 이 운전유지대는 운전모드가 바뀔 

때， 그리고 운전원이 반드시 개입하여 안전에 관련된 변수를 조작해야 할 때에 

대해 각각 셜정하였다. 

자동기동시스랩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고리 3 & 4호기의 동특성을 모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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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측제어 시험검중셜비에 연결하여 실험하였고， 실험 결과 모든 운전구간에서 

안정된 제어성능을 보인다는 것올 확인하였다. 그리고 1997년 4월 25일에 개최된 

‘첨단계측제어/인간공학 과제발표회 및 오픈 랩’ 행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시연 

하였고， 시연 결과 발전소 운전왼과 계측제어 전문가들로 부터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기간 동안 발전소 냉각운전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수행하지 않았지만 개발된 자동기동시스템의 기술을 이용하면 앵각 

운:전에 대한 자동화도 쉽게 확장할 수 었다. 

-5-



제 2 절 다이나믹 경보기술 개발 

1. 연구깨발의 목적 

원자력발전소 경보계통(plant annunciation and alann system)의 근본 목적 

은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조기에 발전소의 이상상태를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서 발전소의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있다.[1.2. 1. 1 ， 1.2.1.2] 

국내에 설치된 경보계통은 한 개의 측정치에 하나의 경보표시기(경보창)를 

할당하여 주어진 프로세스 경보신호가 설정치 한계를 벗어날 때 지정된 공간에 

경보하게 되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1 .2. 1.31 지정된 위치에 경보를 표시하는 

것은 경보상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경보에 따른 상황판단을 전적으로 운전 

원의 지식에 의존하게 되어 운전원의 인지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많은 경 

보가 폭주활 때에는 운전원이 경보의 발생순서를 인지하거나 이상상태의 진행추 

이를 추적하여 이상상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2. 1.41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 경보 및 진단계통(ADIOS Alann and Diagnosis

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이 개 발되 었다.[1 .2. 1.5， 1.2.1.6] 

ADIOS 는 경보처리 기능과 고장진단 기능이 통합된 통합 경보 및 진단시 

스탬이다. 경보처리기술 개발과정에서 운전원의 사고 대처능력을 향상할 필요성 

이 강하게 제기되어 고장진단 기능이 통합되게 되었다. 운전원의 사고 대처능력 

의 향상을 위해서는 고장의 원인 진단과 함께 운전원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 

어야 한다. 운전원올 지원하는 기능은 고장진단 기능과 함께 비상운절차서 지원 

기능 및 사고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경보처리 기능 

과 고장진단 기능을 통합하여 개발하고， 비상운절차서 지원기능 및 사고 관리 기 

능은 다음 단계에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속 과제로 연결되지 못하 

여 이들 기능은 개발되지 못하게 되었다. 

ADIOS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 경보수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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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는 경보가 폭주하는 과도상태에서도 경보가 이상상태를 감지하는 

정보감지기로서 역할하도록 중복 경보의 표시를 억제하고， 중요도에 따라 

운전원의 대처가 시급한 경보를 강조하여 운전원의 감시가 필요한 경보의 

수를 줄여 표시했다 . 

• 진단기능올 통합한 경보 및 진단계통 개발 

모든 이상상태는 센서나 기기의 고장이 근본 원인이다.[1.2. 1.7] 이러한 고 

장들이 초기 상태에 경보로서 표시되기 때문에 운전원은 경보를 통해 센 

서나 기기의 고장을 진단하게 된다. 센서나 기기의 고장을 조기에 진단하 

게 되면 운전원은 경보의 원인올 파악하여 이상상태에 대처하기 때문에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보는 진단된 결파를 확인하고 

운전원의 사고 대웅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되어 

운전원의 정보인지 부담과 행위(운전) 부담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 

서 경보와 진단 기능이 통합되면 진단 결과에 대한 경보의 예측이 가능하 

게 되고， 예측되지 않은 경보가 발생활 때 경보함으로써 운전원이 감시해 

야 하는 경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통합 경보 및 진단계통 

(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 ADIOS)에 

는 주요 센서나 기기의 이상거동이 고장진단 모델로 구축되어 경보계통에 

통합되었다 . 

• 경보정보 네비게이션 체계 확립 

인간의 인지 및 행위 유형 (cognitive action pattern)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간기계 연계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은 운전원의 

인지의사 결정모텔<Cognitive decision making modeD을 기반으로 셜계되 

어야 한다.[1.2. 1.8] 운전원의 인지행위모형은 운전원이 경보기나， 계기 기록 

계 둥과 같은 표시기기로부터 이상상태의 경고를 인지하여， 정보기기로부 

터 정보를 얻어 상황올 판단하고， 운전(행위)하고자 하는 목표를 셜정하여，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나 수단을 찾아， 행위를 수행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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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Visua1 Display UniHVDU) 

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경보 및 진단계통인 ADIOS는 운전원의 인지 및 

행위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1. 2차 overview schematic 

화면을 상황 판단 및 운전 목표를 설정하는 상위단계화면으로， 세부계통 

schematic 화면올 행위계획 수립 및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System 

Level 화면으로， 상세 기기관련 경보 window화면을 행위 목표의 실행을 

지원하는 기기level 화면으로， 경보화면은 체계화한 경보정보 네비게이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운전원의 경보 추적부담을 줄였다. 

2. 연구껴발의 훨요생 

1979년 미국 TMI-II 사고는 발생된 초기 3 분간 300 여개의 경보가 발생하 

여 이상상태 파악에 혼란을 초래하여 경보처리계통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1.2.2. 1] . 실재 완전 운영시에도 초기 이상상태 발생시에서 원자로 정 

지까지 수개에서 많게는 30 여개의 경보가 발생하고 원자로 정지로 인해 다시 

적게는 30 여개에서 많게는 80여개의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원자로가 정지하여 비상운전에 돌입하게 되면 최소 30 여개에서 100 여개 이 

상의 경보가 발생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의해 원자로 정지 

가 일어난 경우를 가정하면 하나의 원인에 의해 원자로 정지 전까지 30 여개의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초기 몇 개의 원인 경보 외에는 불필요한 경보가 예측 

된다. 또한 원자로 정지 후에 발생되는 50 여개의 경보도 30개 이상은 원자로 정 

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경보로 초기 이상상태를 파악하는데 불필 

요한 경보들이다. 

실험에 의하면 운전원은 30 개 이상의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의 원인을 파악 

하는데 혼란이 생기며， 100 개가 넘으면 상황 판단에 경보를 무사하는 것으로 나 

타나 었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의해 100 개의 경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할 때 

원자로 정지 전까지 20 여개의 경보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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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보이며 원자로 정지로 인한 30 여개의 경보는 원자로 정지로 인한 일시 

적인 과도 상태로 발생하는 경보이다. 따라서 운전원이 감시해야 하는 경보는 40 

여개로 감소되며， 40 여개 중에 시급히 판단하고 인지해야 하는 경보는 불과 20 

여개에 불가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원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불필요한 일시적인 경보나 결과 경보 

를 억제하여 우선순위를 낮추어 운전원의 주의가 특별히 펼요한 경보에 집중하 

도록 경보처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은 표시되는 경보의 수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 외에 경보계통 외적인 요 

인에서의 경보처리계통의 펼요성올 요약한 것이다 . 

• 운전원의 시급한 개선 요구 

미국의 NASA에서는 미국 전력연구소의 지원하에 미국의 U디lity들에게 현 

재 원전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셜계개선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EPRI -NP-6839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보계통(Alann Screening/ 

Intelligent Annunciators)의 개선은 언허가 부담이 적고 개발 이익이 가장 

크다고 지적되었다.[1.2.2.2] 

.VDU 기반의 Compact Workstation 주제어설 설계 수용 

원자력 산업에 디지탈 기술이 도입되면서 주제어설의 정보표시 기기가 

Visual Display Unit(VDU) 기반으로 변경되어 주제어설이 Compact 

Workstation 형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넓은 공간을 요구 

하는 기존의 경보창 형태의 경보계통은 VDU 기반의 셜계로 compact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 

• 인간공학적 표시요건의 수용 

TMI-II 사고 원인의 분석에 따라 주제어설 및 HSHHuman-System 

Interface)의 셜계에 인간공학적 개념의 적용이 의무화되고， 인허가 요건으 

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기반의 경보계통 설계에도 인간공 

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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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깨발의 범위 및 훤전 척용생 검토 

가. 연구깨발의 범위 및 내용 

디지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기반 경보계통은 두가지 방향으로 개 

발되고 있다. 첫째는 기존 경보 개념올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 경보창에 있는 경 

보를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재배치하는 개념이다. 이는 운전원의 운전경험과 

지식， 발전소 거동에 따른 지식이나 경보에 대한 지식을 경보처리 및 표시에 이 

용하는 경보개념이다. 기존 경보를 개선하는 방법은 개발이 쉽고， 인간공학적 성 

능 검증이 용이하여 인허가 획득이 쉬워 개발에 많이 이용되고 었다. 둘째는 기 

능적 접근방법(functiona1 approach)으로 원전의 펼수안전기능(Critica1 Safety 

Function CFM)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경보로 표시하는 개념이다.[1.2.3. 1] 이 

방법은 원전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기능에 기초하여 운전원의 이상상태 인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능의 위협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발전 

소의 상황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안전기능올 정의하는 것이 어려우 

며， 안전기능에 위협올 주는 변수를 정의하여 안전기능에 위협올 준다는 것을 입 

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개발에 어려움이 었다. ADIOS는 첫째 방법을 기반 

으로 원전의 물리적 기능에 위협을 주는 경보를 표시하는 기능적 접근방법을 가 

미하여 개발되었다. 

ADIOS의 지식기반은 운전원의 인지의사 결정모텔Ccognitive decision 

m와선ng model)에 기반을 둔다. 운전원의 인지의사 결정모형은 정보수집， 상황판 

단， 의사결정， 목표설정， 수단선정， 목표실행， 결과확인 둥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 

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적절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발전소에 대한 분석과 추 

론은 발전소의 구조 및 거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며， 이들 지식이 

지식구조로 표현될 때 추론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지식구조를 설정하는 방법 

으로 발전소의 기능 및 거동에 대한 지식을 원인-결과 상호관계， 기능적 상호관 

계 분석 및 경보간의 상관관계둥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1.2.3.2]. 

ADIOS에는 발전소의 상황에 따라 생성되는 경보들의 인과관체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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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형상화하고 형상화된 지식구조에 따라 추론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 

없는 경보를 제거하거나 억제하며， 표시된 경보에 대해서도 운전원 조치의 긴 

급성올 운전상황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순위톨 동적으로 표시하는 다이나믹 경 

보처리 기술이 적용되었다. 현재까지 많은 원자력 국가에서 여러가지 경보처리논 

리를 사용하여 경보의 수를 줄이는 노력올 경주하고 있다[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기술개발현황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보처리계통들에 

적용된 기술은 거의 유사하다. 경보를 해석하는 방법 즉 지식 (knowledge)구조를 

셜정하는 방법， 지식구조를 표현하는 결과(알고리즘) 및 표시방법에서 차이가 난 

다. 

ADIOS는 경보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경보간의 논리적 물리적 

상관관계를 분석， 평가하여 지식구조를 셜정하였다[1.2.3.9]. 고리 3&4 호기 및 영 

광 3&4 호기를 분석 대상 발전소로 각 발전소의 천 여개의 경보들의 상관관계 

가 평가되었다. 원인경보에 우선순위를 두어 표시하는 직접 선행자(direct 

precursor) 처리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보를 강조하는 셜정치 선행자(level 

precursor) 처리와 여러 경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중복 경보처리 퉁이 분석되었 

다. ADIOS는 분석된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고， 경보를 억제하여， 운전원이 

감시해야 하는 경보의 수를 줄여 표시하였다[1.2.3.10]. 

ADIOS의 경보처리 개념의 타당성올 확인하기 위해 고리 3&4 호기 및 영 

광 3&4 호기를 대상 발전소로 prototype이 구현되었다. 이 prototype에는 총 삼 

천여개의 경보가 지식기반으로 표현되었으며， Tile 형 경보 Window, 일，이차계 

통 overview schematic 화면과 세부 계통 schematic 화면이 구현되었다. 영광 

3&4 호기를 대상으로 개발된 ADIOS는 발전소의 모든 경보에 대해 구현되었으 

며， 인간공학기술개발에서 개발된 인간공학 시험설바(KAERI-ITF KAERI

Integrated Test Facility)에 연결되어 영광 운전원에 의해 실시간적인 원자력발 

전소 주제어실 환경에서 인간공학적 타당성이 검중되었다.[1.2.3.11] 

진단기능은 모텔기반 진단계통인 MOAS-II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MOA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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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 특성을 정량적 모렐로 구성하는 deep knowleclge를 이용하여 이상상 

태의 원인-결과 상관관계를 모렐로 구축하여 지식기반을 표현하였다. ADIOS에 

는 MOAS-II 의 지식기반올 사용하여 기기 및 계통의 이상상태 진단기능이 적 

용되 었다.[1.2.3.13] 

나. 연구재발의 원전 적용성 검토 

ADIOS를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었다. 특히 이들 문제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 꼭 해 

결되어야 한다 . 

• 경보처리 알고리즘의 검중 

• 안전관련 경보 및 정보의 표시 

• 인간공학적 성능 평가 

ADIOS는 경보처리 알고리즘을 쉽게 검증하기 위해 단순화된 경보처리 논 

리를 사용했다. 단순화된 경보처리 논리는 Extended Petri net을 사용하여 경보 

처리 논리의 정확성， 일치성 빛 완결성이 검중되었다. ADIOS는 안전관련 변수와 

경보를 표시하기 위해 검중된 기기얀 hardwired 된 프로세서에서 경보를 처리하 

여， Tile 형 경보창이나 LED type의 표시기기에 경보를 표시했다. 또한 실시간 

적 원자력발전소 모의 (simulation) 환경인 인간공학적 시험셜비 ITF{KAERI

Integrated Test Facility)에서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올 대상으로 ADIOS의 

인간공학적 유용성이 명가되었다. 이러한 인허가관련 요건을 해결함으로서 차세 

대 및 기폰 경수로와 같은 상업용 원전에 ADIOS 를 적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 

으며， 오직 사용자의 적용 의지만이 문제로 남아 었다. 

최근 우리기술(주)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기존 아날로그 경보계통을 제어하 

는 기기를 개발한 바있다.[1.2.3.14] 우리기술에서 개발한 경보계통 제어기기는 기 

존의 경보창올 제어하는 아날로그 논리를 디지탈 논리 및 기기로 개선한 것으로 

노후화 된 영광 1,2 호기 경보계통올 국내에서 개발한 기기로 대체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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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기술이 개발한 기기는 아날로그 논리를 디지탈 논리로 단 

순히 교체한 것으로 여전히 경보 폭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 

리기술이 개발한 기기에 ADIOS의 경보억제 및 우선순위 논리를 적용한다면 현 

재 기존 경수로의 경보계통이 안고 있는 경보 폭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ADIOS를 차세대와 기폰 경수로 둥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경보계통의 설계 개선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부록 1과 같이 제안한다. ADIOS 

를 상업용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제안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ADIOS (Alann and Diagnosis-Integrated 0야rator Support System) 

를 차세대 및 기폰 경수로의 경보계통에 적용 

2. 업무 범위 : ADIOS를 이용한 통적경보처리 계통 설계 

- 경보처리 알고리즘 개발 

- 경보처리 모드 셜정 및 상태 설정 

- 우선순위 설정기준 및 경보 우선순위 결정 

- 경보의 특성에 따른 처리 알고리즘 개발 

- 경보계통 구성 

- 계층적 경보처리 및 표시 화면 설계 

- 경보 추적 Navigation 체계 개발 

3. 업무 내용 및 업무 분담 

- 총괄 및 System Engineering : Utility 

- 계통셜계 요건 및 셜계 자료 생산 : KAERI, KOPEC 

- 소프트웨 어 SPEC. : KAERI, KOPEC 

- 하드웨어 SPEC. : KOPEC, 우리기술 

알고리즘 코딩 : 업체나 우리기술이나 KAERI 

- 하드웨어 공급 : 우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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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 가 지 원(Licensing Support) : KAERI, 우리 기 술 

- 소프트웨어 확인 빛 검중 및 통합 성능 시험: KAERI 

- 하드웨어 확인 및 검증 : 우리기술 

- 인간공학적 유용성(성능시험) : KAERI 

4. 설계 일정 : 총 개발 기간 :2년 6개월 

- 셜계 자료 생산 :6 개월 

- 설계 사양서 생산 :6 개월 

- 프로그램 및 수정 :6 개월 

- 인허가 지원 :3 개월 

- 확인 및 검증 :4 개월 

- 인간공학적 성능 시험 :6 개월 

- 경보처리 논리도 작성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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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 창 국내외 기출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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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동기동기술개발 

1. 일본 PWR의 짜동기동 및 청지시스햄 깨발 

가. 게발전략 및 짜동화 범위 

일본은 기폰의 원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5년부터 

MITHMinistry of Intemationa1 Trade and Indusσy: 일본 통상성)의 주관 아래 

각 전력회사 및 원전 공급사들이 모여 범 국가적인 "!mprovement and 

Standardization Program" 을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8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져 수행되었고， 그 중 2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올 Kashiwazaki Kariwa 5 

호기(BWR) 및 Ohi 3 & 4호기 (PWR)에 적용하였다. Kansai 전력과 Mitsubishi 

그룹이 공동으로 개발한 Ohi 3 & 4호기는 1991년 10월부터 상업운전올 시작하 

였고， 안전관련계통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에 디지털기술， 광전송기술， 그리고 제 

3 세대 주제어실 개념올 채태하였다[2. 1.1.5]. 특히 이 원전에는 원전 기동 및 정 

지시 과중한 운전원의 업무부담올 줄이기 위해 "Automatic reactor heat-up and 

c∞，l-down system"올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원전에 적용함으로 

써 기존 수동운전에 벼해 조작빈도 60%, 감시빈도 75% 정도의 운전원 업무부하 

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스템의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Automatic reactor heat-up and c∞l-down system을 위 해 따로 센서 나 

구동기를 셜치하지 않고 기폰의 것을 그대로 사용 

。 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조작은 자동화에서 제외하며， 수동으로 운전 

。 자동운전중 비정상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수동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개발팀은 운전원들이 가열(heat-up) 및 앵각(c∞，l-down) 운 

전시 과연 어떤 운전행위를 수행하는지， 자동화에 따른 제약조건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동화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reactor 

resetting, 안전 주입， 원자로앵각재펌프 기동 둥과 관련된 밸브나 기기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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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은 발전소 안전에 관련되어 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전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시스댐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 Bre와-point 방법 사용 

가열 및 냉각 운전을 모두 9개 모드(가열운전 5， 냉각운전:4개 모드)로 나 

누었고， 각 모드내에서는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모드로 

운전올 진행할 때는 중앙제어반(central control board)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눌러야 한다. 

。 자동운전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 

플랜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즉시 수동운전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 자동운전으로 인해 발전소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 MMI 향상 측면 

자동운전 중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를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 

전 진행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고 CRT에도 표시한다. 

。 자동제어 설정치 

중앙제어반에서 운전원이 온도가열율이나 냉각율과 같은 제어 셜정치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소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냐. 사스댐의 구성 

가열 및 냉각운전을 자동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전 모드를 나누었고， 

각 운전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운전된다. 

。 가열모드 경우 :5개 모드 

Hea디ng 1 Heat-up to oz scavenging 

- Heating II Heat-up after 02 scavenging completion to PZR gaseous 

phase generation commencement 

- PZR gaseous generation PZR gaseous phase generation 

- RHR isolation RHRS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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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ing m : Heat-up after RHRS isolation to hot shutdown 

O 냉각모드 경우:4개 모드 

- C∞ling 1 : Cooling after HSD to RHRS isolation cancellation 

- RHRS isolation cancellation RHRS isolation cancellation 

- PZR gaseous phase extinction PZR gaseous phase extinction 

- C∞ling 11 : C∞ling after PZR gaseous phase extinction to cold 

shutdown 

각 모드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제어， 가압기 수위제어 둥의 연 

속제어와 펌프 기동이나 히터의 온-오프와 같은 시편셜 제어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운전원이 중앙제어반에 있는 모드 스위치를 

누르면 다른 운전모드로 계속 진행한다. 그림 2.2. 1. 1과 그림 2.2. 1.2는 가열 및 

냉각운전에 대한 자동운전 절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표 2.2.1. 1과 2.2. 1.2는 

각 운전모드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동제어 수단과 제어대상을 표시하고 었다. 

Ohi 3 & 4호기에 적용된 “ Automatic heat-up and c∞l-down system"은 개발 

전략에 따라 디지털 장벼나 센서 그리고 구동기 둥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에 셜치되어 었던 디지털 장비에 제어로직을 첨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림 

2.2.1.3은 적용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로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처 럼 자동제 어 로 직 은 master portion, control pαtion， 그 리 고 integrated p아tion 

에 각각 나누어 셜치되어 있다. Master portion에서는 RCS 온도 및 압력제어를 

위한 설정치 계산이나 가압기 살수밸브나 비례 히터 둥을 동작시키기 위한 시편 

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올 갖고 있다. 그리고 control portion에서는 

master p야tion에서 제공한 설정치나 시편셜 제어신호 전송받아 연속제어나 시편 

서 제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integrated p아tion에서는 플랜트 운전 조건에 

따라 제어장비가 정상운전， 가열운전， 그리고 냉각운전 둥을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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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청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동제어 로직은 POUProblem Oriented 

Language)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그림 2.2. 1.4는 8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디지털 제어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그룹 l부터 7까지는 주 제어시스랩이고， 그룹 8은 주로 감사시스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열 및 명각운전을 자동화하기 위해 그룹 8에는 master 

P아tion이， 그룹 l에서 7까지는 control p아tion과 integrated portion이 각각 들어 

있다. 그리고 경보선호나 운전 조건 신호들은 이 디지털 제어시스템에서 만들어 

져 2중화된 intermediate 버스를 통해 CRT processor나 플랜트 주 컴퓨터로 보 

내져 ‘automatic heat-up and cool-down system'용 화변에 표시된다. 

이 시스템에 샤용된 제어 로직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PWR 발전소를 모의한 

시물레이터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 시스템의 적용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으로 가열 및 정지운전을 

수행하였올 때와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운전원의 조작빈도와 

감시빈도의 데이터를 비교하였고， 비교 결과 조작빈도는 60% 그리고 감시빈도는 

7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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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가열운전시 각 운전모드에 따른 자동제어 수단과 제어대상 

운전모드 제 어 수 단 제 어 대 상 

Heating 1 - RCS Temp. 78.C 끼까지 

- RCS Pr. 28K 유지 

RHR Cooler Outlet Flow 

Control Valve 

- Letdown Water Pressure 

Control Valve 

Heating II - RCS Temp. 16<rc 까지 1- RHR Cooler α1따 Flow 
Control Valve 

- RCS Temp. 165t η}지 

- PZR Temp. 218.C 전까지 

PZR Temp. 218 t 에서 

RCS Pr. 28K 유지 

- Main Steam Relief Valve 

- PZR Backup Heater 

- PZR Proportional Heater 
- Letdown Water Pressure 

Control Valve 

PZR Gaseous 
Phase 

Generation 

- RCS Temp. 165.C 유지 

- PZR Temp. 218 t 유지 

- RCS Pr. 28K 유지 

- RCS Pr. 28K 유지 

(Letdown flow가 갑자기 
증가하면 PZR 기포형성 
으로 확인) 

- Main Steam Relief Valve 

- PZR Proportional Heater 
- Letdown Water Pressure 

Control Valve 
- PZR Backup, Proportional 
Heater와 PZR Spray Valve 

RHRS Isolation 11- RHR Pump Stopping 
RHR Loop Isolation 

·r 
앵
 

1L 천
 때
 

수
 빠
 Heating III - RCS Temp. 291.7t 까지 1- Main Steam Relief Valve 

- RCS Pr. 157.28K 까지 1- PZR Backup, Proportional 

Heater와 PZR Spray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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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냉각운전시 각 운전모드에 따른 자동제어 수단과 제어대상 

운전모드 제 어 대 상 제 어 -/L「 단 

Cooling 1 - RCS Temp. 160 0C 까지 - Turbine Bypass Valve or 

Main Steam Relief Valve 
- RCS Pr. 26K 까지 - PZR Backup, Proportional 

Heater와 PZR Spray Valve 
- PZR Level 95% 까지 - Charging Control Valve 

RHRS Isolation - RHR Loop Isolation Automated Logic 
Cancellation Cancellation 

- RHR Pump Starting - 수동운전 

PZR Gaseous - RCS Temp. 160 0C 유지 - Main Steam Relief Valve 
Phase - RCS Pr. 28K 유지 - Letdown Water Pressure 
Extinction (Charging flow가 갑자기 Control Valve 

증가하여 PZR level이 
높아지면 PZR 기포형성 
사라진 것으로 간주) 

Cooling 11 - RCS Temp. 55 oC 까지 - RHR Cooler Ou t1et Flow 

Control Valve 
- RCS Pr. 26K 유지 - Letdown Water Pressure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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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cture of hUl up and cooldown 

Vo1ce nOtÎrlCatlOn 

U n it b u s 

Intermidiate bus 1 

Intermidìate bus I 

Gr2 

~ 옮 

Coalrol equ.pmer. l ror aulom at‘an 

target temp.sett lJl g 
.wit d1 

• 

Gr 8 

,. Mode selectiD I: sìgn.l 

. Heatup/cooldown rate. 

target temp. settlng 

signal 

Pigital control 
equlpment 

그림 2.1.1.4 일본 Ohi 3 & 4호기의 제어장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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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이나믹 경보 기술개발 

1. 국내 훤짜력발전소 정보계통 현황 

현재 국내에는 가압경수로 6 기， 켄두 중수로형 2 기， 프랑스형 가압경수로 

2 기 및 캠퍼스천엔지니어링형 가압경수로 2 기가 가동되고 었다. 국내 원전의 

경보계통 분석에는 각 노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리 1 호기， 월성 1 호기， 울진 

1 호기， 영광 3 호기 경보계통의 설계 특성이 분석되었다. [2.2.2.1 , 2.2.2.2, 2.2.3.3, 

2.2.2.4] 

가. 고리 1호기 

고리 1 호기의 경보시스템은 노후하여 최근에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에 

의해 셜계가 개선되었다. 

(1) 경보 처리 

경보신호는 현장의 온도， 압력， 수위계측기에서 신호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process cabinet으로 모아져 주제어실 뒤에 있는 제어 케비넷 안으로 전송된다. 

이 제어 케비넷 안에서 각 경보설정치와 변수들과의 벼교를 통해서 설정치를 초 

과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경보신호가 bistable을 통해 경보창으로 전달되게 된다. 

(2) 경보 표현 

경보신호은 각 경보반의 경보창에 표시된다. 고리 1호기는 900여개의 경보 

창이 각 시스템 별로 20개의 경보반으로 나누어져 설치되어 었다. 

경보의 우선순위는 설계 변경전에는 빨강색으로 표현된 원자로 정지 및 

터빈 정지 경보와 황색(전구 색)으로 표시된 일반 경보 2 Level에서 설계 변경후 

4 Level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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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First Priority : RED 

Second Priority : YELLOW 

- Third Priority : WHITE 

- Safeguard Priority : BLUE 

경보의 색은 경보명판과 전구 사이에 색깔 아크렬 판을 끼워서 구분하였 

또한 TMI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추가 설치된 Operator Aided Computer 

System(OACS)는 경보를 Printer에 다른 이상상태들과 같이 발생된 시간순으로 

프린트된다. 고리 1호기에는 경보만을 위한 프린터가 없다. 

초기 정지 경보반Wrst-out trip a1ann)의 경보창은 여러 개가 동시에 발 

생될 경우 acknowledge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발생된 경보(first-out a1ann) 

의 점멸 속도가 다른 경보들보다 빨라 구분을 할 수 있다. 

냐. 윌생 1호기 

(1) 경보 처리 

월성 1 호기의 경보시스랩은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탈 시스템으로 

duplicate(중복화) 되어있다. 주 경보시스템은 디지탈 시스템이고 아날로그 경보 

시스템은 경보창에 경보를 표시하는 Backup 경보시스템이다. 

발전소 신 호는 그림 2.2.1 .1과 같이 DCC (Digital Control Computer) X, Y 

와 아날로그 프로세스 캐비넷에 전달된다. DCC X. Y의 경보신호는 주제어실에 

있는 CRT와 경보 프린터에 경보를 표시하며， 아날로그 경보신호는 경보반에 신 

호를 전달하게 된다. 

컴퓨터기반 경보시스템인 DCC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보관련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었다. 

- AAS (Ana1og Alann Scan Program) 

컴퓨터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2msec.마다 한번씩 얽어 들여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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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과신호와 정상복귀에 관련된 경보메시지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랩 

Alann Data Processin2 

I했i솥첼1$1“’l |!"II~tjl때“| 

// 

\\ Field 
Parameter 

DCCCRTX 

DCCCRTY 

Alann Printer 

.1 꾀an째ïndows 1 

Control Room 

;싫;“”펀치딩 
I1펀치석;섣~~f;~，약 

그림 2.2.1.1 월성 1 호기의 경보처리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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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OCCX와 Y두대에 각각 실행된다. 아날로그 신호는 발전소의 

각종제어 프로그램에서도 제어목적으로 읽어들이고 필요시 경보를 발생 

한다. 

- CAS (Contact Alarm Scan Prograrn) 

각 계통 기기의 이상동작이 발생하였을 때 회로내 경보용 계전기 접점 

의 개폐 상태를 탐지하여 경보메시지를 발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AAS 

와 마찬가지로 DCC X, Y에 모두 실행된다. 

- TPM (Channel Output Temperature Monitor Prograrn) 

3807H 의 연료관의 출구측 온도를 측정하여 인접 Channel들의 평균온도 

와 비교하여 경보설정치를 초과한 경보와 계측설비의 고장 경보를 발생 

시키며， DCC X에서만 실행된다. 

Control Prograrn Annunciation 

발전소 제어 프로그램에 장애를 주는 계측신호， 발전소 상태 변화에 따 

른 제어모드의 변화둥 제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는 독자 

적으로 경보메시지를 발생시킨다. 

(2) 경보 표현 

경보는 23인치의 2개의 CRT와 Window Annunciator( 경보반) 및 경보프린 

터둥 3가지 하드웨어를 통해 운전원에게 전달된다. CRT와 프린터에는 모든 경 

보들이 표현되고， 경보창에는 원자로 안전과 관계된 경보와 OCCX와 Y가 모두 

고장시에 요구되는 중요 경보들을 시스템 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경보 우선순위는 다음의 3 가지 색깔로 표현된다. 

- Safety System(RED) 

- Major Alarm(YELLOW) :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경보 

- Minor Alarm(CYAN) : 중요도가 낮은 경 보 

CRT상에 나타나는 경보 메시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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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841-PL1101 020 CLEANUP TROUBLE C0190 

경보메세지 앞의 A는 경보가 Abnonna1(A) 상태인가 Nonn머(N)상태인가 

를 표사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색깔이 변하며， N으로 표기될 때는 N자가 녹색으 

로 변경된다. 경보메시지는 발생된 계통에 따라 다음과 같이 back-ground 색깔 

이 다르게 표시된다. 

- Red : Safety System 

- Magenta : 원자로 및 1차 열수송 계통 

- Cyan : 보일러 및 터빈 발전기 계통 

- Yellow : Electrica1 System 

- Green : Auxiliary System 

CRT에 나타나는 경보는 좌측 CRT부터 시간순으로 상단에서부터 표시되 

는데 만약 2대의 CRT에도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경보가 발생될 때는 새 

로운 경보와 가장 오래된 경보사이에 점선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경보를 점션의 

위쪽에 나타낸다. 그 외에도 경보계통은 아날로그 입력 경보의 경보 셜정치를 변 

경하거나， 경보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CRT상에서 불펼요한 경보를 삭제할 수 기 

능 둥을 가지고 있다. 

다. 울천 1 호기 

(1) 경보 처리 

울진 1 호기의 경보계통은 고려 1호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경보 

신호는 현장 신호들은 제어 캐비넷으로 모여 여기서 설정치와 비교되어 주제어 

실에 있는 경보창과 경보 프린터에 전달하게 된다. 고리 1호기와 다른 점은 경보 

용 프린터와 OACS의 CRT가 주제어실에 설치되어 있어 경보를 시간순으로 볼 

수 있다. 

(2) 경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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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는 경보창， 경보 프린터 및 OACS CRT에 표시된다. 경보창에 표시되 

는 경보는 경보 우선순위에 따라 4 가지색의 경보명판에 의해 구분되어 표현된 

다. 

- 적색 : 자동동작 없음 운전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보 

- 황색 : 적색과 같으나 긴급도가 적색보다 낮은 경보 

- 백색 : 자동적으로 정상상태를 회복하는데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경보 

- 녹색 : 자동동작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가 펼요한 경보 

OACS CRT 경보는 경보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CRT 화면상에 두 개의 

Window가 상하로 나타나는데， 위쪽 window에는 시간순 경보가 아래 window에 

는 Acknowledge된 경보가 표시된다. 

라. 영광 3호기 

(1) 경보 처리 

영광 3 호기의 경보시스템은 경보창에 표시된 아날로그 경보시스템과 

CRT에 표시되는 디지탈 경보시스템이 있다. 경보처리를 위한 현장 아날로그 신 

호들은 Process Instrumentation(PD에서 공학적 단위 변환 및 레인지 책킹과 설 

정치 비교 둥을 거쳐 경보창， 경보 CRT 및 프린터에 표시되고， 또한 PI, 제어 

및 보호 계 통(control and protection system)과 자료수 집 계 통(plant data 

acquisition system)에서 처리된 디지탈 신호는 정보표시계통(plant computer 

system)에서 처 리되어 Critical Safety Function Monitoring System(CFMS) 

CRT에 경보로 표시된다. 

(2) 경보 표현 

경보는 경보반， 2대의 경보 CRT, 경보 프린터에 표시되고， Critical 

Function 경보는 따로 CFM계통의 CRT에 표시된다. 경보의 주제어실 배치는 그 

림 2.2.1.2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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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보반은 각각의 부계통에 따라 세분하여 배치되어 쉽게 경보와 관련 

된 계통을 찾올 수 있다. 경보창에 표시되는 경보는 우선순위에 따라 경보명판에 

색깔 딱지(경보창 하단에 세모와 네모모양)를 부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적색 : 원자로 정지 경보(세모 딱지) 

- 황색 : 각 계통별 중요 경보(네모 딱지) 

- 백색 : 일반 경보 

- 녹색 : 공학적 안전설비 자동 경보(네모 딱지) 

CRT 상의 경보는 2대의 CRT에 동일하게 표시되는데 시간순으로 상위에 

표시한다. CRT상에 표현되는 경보메세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A 16:14:52.정'5 #98 #2CONDENSERVEIHIGH 

메세지의 A는 Abnormal 상태를 나타내며， 정상이면 N으로 표기된다. 메 

시지에는 시간. Point Number 및 경보의 내용이 표시된다. 경보가 발생하면 빨 

강 색으로 표시되며， 정상으로 돌아오면 녹색으로 바뀌고 A는 N으로 환원된다. 

경보는 Acknowledge 되면 빨강 색에서 노랑 색으로 바해고 정상인 녹색 경보는 

reset 되면 CRT에서 사라진다. 

경보 CRT나 경보창으로 신호를 전송해주는 PI의 Sequential Events 

Recorder UMUX(Universal MUlti PleX)에서는 Boolean Logic올 이용하여 간단 

한 Alarm Filtering올 수행하며. Alarm Color Cording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 

어 “38=1+2*3"은 1번이 경보이거나 2번과 3번이 모두 경보상태이면 38번의 경보 

는 Filtering한다. 

CFM계통의 CRT에는 Critical Function에 관련된 경보만 표시되며， 경보 

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옴과 같은 색깔로 경보가 표시된다. 

- White Normal Data. No action required 

- Amber: 1ρw or High Alarm. Action may be n엑uired 

- Magenta : 1ρ-1ρ or Hi-Hi Alarm. Immediate action r，어uired 

- Blue : Out of Range or Ba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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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oom 

Alann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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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
때
 Alann Sianal Processina 

Field 
Parameter 

그림 2.2.1.2 영광 3 호기의 경보처리 및 표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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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 원전의 정보계통 껄채 명가 

국내 원전의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아날로그 경보시스템으로 월성 1,2 호 

기는 디지탈화가 많이 되어 주 경보계통을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광 3,4 

호기에는 컴퓨터 기반 경보시스템이 경보창의 보조 경보로서 설치되어 었다. 표 

2.2. 1. 1은 국내 원전의 경보계통의 설계 현황을 분석한 표이다. 

경보처리 논리는 월성 1호기에는 필요에 따라 설정치를 변경하여 불펼요 

한 경보를 억제하는 기능이 었으며， 가장 최근에 가동된 영광 3호기에는 측정 범 

위를 비교하여 신호를 검중하는 기능과 단순 Boolean Logic올 이용한 중복경보 

filtering 기능이 적용되었다. 결과 경보둥 중복 경보를 억제하는 경보처리 논리 

는 컴퓨터 기반 경보계통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표 2.2.1.1 국내 원전의 경보계통 셜계 현황 

기술 분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울진 1호기 영광 3호기 
경 an떠og O backup O mam 

보 
digit머 mam aux 

설정치조정 O(경보억제) 신호범위 비교 

처 기타 기술 고장진단， 중복경보억제， 

리 계통장애 경보 연동신호억제 
경 우선순위 4 3 4 4 

보 색깔 R.Y.W.B R.Y.Cyan R.Y.W.B R.Y.W.B 
계통구분 O O O O 

표 CRT 표시 OACS 2 CRT(main) OACS 2 CRT(려와m) 

시 3 CRT(CFM) 
보조경보 OACS 경보창 OACS CRT 경보 
경보Printer O O O 

경보표시방법은 고정된 세， 네가지 색으로 경보 우선순위를 표시하며， 경 

보창은 대부분 계통별로 구분되어 었다. 월성 1호기는 2 개의 CRT 가 주 경보 

표시 기능올 담당하며， 경보창이 backup 기능을 담당한다. 

국내 경보계통에는 과도상태 발생시 폭주하는 경보에 대처하는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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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고려되지 않은 설계로서 경보폭주에 대비하는 진보된 경보처리 논리의 적 

용이 요청된다. 

2. 국내 컴퓨터 기반 정보기술 개발현황 

국내의 컴퓨터기반 경보시스템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된 경 

보처리 개념도 고장진단을 위한 일부로서 이루어졌다. 국내의 컴퓨터 기반 경보 

기술 분석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에서 개발한 NSSS一DS(Nuclear

Steam Supply System Diagnosis System)과 NSSS-DS를 개 선 한 OASYS™ 

(On-line operator Aided SYStem)를 조사하였다.[2.2.2.1] 

가. NSSS-DS(Nuclear Steam Supply System-Diagnosis System) 

NSSS-DS는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에서 한전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개발한 고장진단시스템이다. NSSS-DS에서의 경보처리는 다중경보가 발생했을 

때 원인결과수목을 이용하여 연동관계와 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 

생된 결과경보와 발전소의 1차계통의 열평형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 경보를 억제 

하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립 2.2.2.1은 다중경보의 우선순위 결정 모형을 보 

여주고 있다. 경보의 우선순위는 경보들의 직렬파급효과(cascading effect)를 유 

로의 방향 및 연결형태， 다중경보와 관련 있는 운전변수들의 물리적인 상관관계 

퉁으로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그립 2.2.2.2는 냉각재 펌프와 관련된 경보들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보의 인과관계에 따라 후행경보를 제거하고 원인경보 및 고장유형에 따라 고 

장부위를 진단한다. NSSS-DS의 고장진단은 고장유형을 지식기반으로 모델화하 

여 고장부위를 지시한다. 일차적 선행경보의 고장부위 진단과 원자로정지 분석을 

통한 first-out 원자로 정지의 고장부위 진단을 수행하여 운전원에게 고장부위를 

알려준다. 고장유형 결정 프레임은 경보이름， 선행경보， 후행경보， 고장유형 및 

고장부위를 나타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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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고장진단 및 비상조치져훤 시스댐 

OASYS는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에서 개발한 영광 1호기 운전지원시 

스랩이다.OASYS는 경보와 이상상태의 원인올 진단하고， 진단된 결과에 대한 

기존 비상 운전절차서를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OASYS중 경보처리 및 진단 

모률에 대한 부분만을 검토하였다. 

1) 유채 흐톰방향 
(A 1 > A2) 

~~A 
Aow Aow 

2) 저유량 --. 저수위 

(A 1 > A2 ) 

T앙np.Hi. 

3) 냉각수 저유량 -를 고온 

(A 1 > A2 ) 

4) 저압력 -를 파열 -를 저유량 

(A 1 > A2 ) 

l 

• 

i 

i 
u 

f
A
κ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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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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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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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앓
 

5) 펌프 트립 --. 저유량 

(A 1 > A2 ) 
Aow Lo. 

6) 연동동작 

(A 1 > A2 ) 

그림 2.2.2.1은 다중경보의 우선순위 결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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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RCP 펌프와 관련된 경보들의 인과관계 

(1) 지식기반 구축 

OASYS는 비정상상태에서 경보가 발생하는 순차적 관계를 체계화하여 

지식기반을 구축하였다. 벼정상상태와 경보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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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YS는 영광 1,2 호기 비정상 운전운전절차서 60개 항목올 경보발생 유형을 

고려하여 126 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2.2.2.1은 비정상상태에 의한 경보의 

순차적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이 표에서 개별처리항목은 경보를 중심으로 

비정상상태를 체계화한 것이며， 순차처리 항목은 비정상상태에 의해 시간적인 순 

서로 발생하는 경보를 체계화한 것이다. 

다. 

표 2.2.2.1 제어봉 삽입 사고에 의한 경보 증상 분석표 

비정상상태 j제어봉의 계속적인 삽입 
~-→}←-----→ --• 

관련절착셔 :AOP-911-2 모의쩨어반 !CRF-1 

재벌처리 

!ROD BANKS LOW LIMIT(JP006C52) 75 65 

빼 LOWER HI FLUX DEV I AUTO DEFEA T (JPOO6C33) 
훌상 lPll_ !-lJ:>r~R J!l f~l!~Q~V!건IJTq pfiFeAτlL~뺏F;g3l X-f 순챈리 

(2) 지식기반 표현 및 경보처리 

OASYS에서는 경보지식을 다음과 같은 프레임 (Frame) 구조로 표현 하였 

- 정적 중요도 : 2 단계의 우선순위로 원자로 정지로 이어지는 경보에 상 

위 우선순위를 줌 

- 운전 모우드 : 기술사양서에 따른 6 가지 모드로 구분하여 처리 

- 설정치 선행자 

- 기능 선행자 

다음은 OASYS에서 표현한 프레임 지식구조의 예이다. 

머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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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r : jp006a51, 

staticpriority low 

relevanLmode : [1] , 

leveLprecursor 디pOO6a52] 

direcLprecursor 디pO()5c01 ， jpOO5c03, .. .J). 

표현된 지식기반은 표 2.2.2.2의 5 가지의 룰을 사용한 추론기관을 통해 우 

선순위를 결정한다. 

- 1순위 (적색) :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보나 원인경보. 

- 2순위 (검은색) : 결과경보， 설정치 선행자 경보 

- 3순위 (회색) : 운전모우드와 관련이 없는 경보 

표 2.2.2.2 경보처리를 위한 메타 규칙 

규칙번호 규칙 설명 

다중 경보 발생시 현재의 운전모드와 관련 없는 경보에 
규칙 1 

대해서는 낮은 우선순위를 준다. 
다중 경보 발생시 경보 설정치 선행자가 존재할 경우에 

규칙 2 
는 이 선행자에 대해 낮은 우선 순위를 준다. 
다중 경보 발생시 기능 선행자나 정적 중요도가 높은 경 

규칙 3 
보에 대해서는 높은 우선 순위를 준다. 

규칙 4 
다중 경보 발생시 기능 선행자가 존재하는 경보에 대해 l 

서는 낮은 우선 순위를 준다. 
다중 경보 발생시 경보만으로 원인과 결과 경보로 구별 

규칙 5 하기 어려울 경우， 발전소 데이타베이人로 부터의 저장 

데이타를 이용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3) 이상상태 진단 및 경보표시 

OASYS 에서는 경보 발생에 따라 발전소의 이상상태을 진단하기 위해 지 

식기반을 영광 1, 2 호기 비정상운전절차서의 비정상상태 60종류를 126종류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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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비정상상태와 경보 또는 경보군과의 관계를 퍼지수를 이용한 프래엄 데 

이터 구조로 표현하였다. 구성된 지식베이스로부터 발생된 경보를 추론엔진에서 

셜정된 규칙에 따라 발생한 경보와 가능성 있는 비정상상태를 저장하고， 저장된 

지식기반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 비정상상태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이상상태를 

진단한다. 

처리된 경보는 그림 2.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 하단의 alann key를 

누르면 전체 화면의 좌측 화면이 세부분으로 구분되어 상위화면에는 시간순으로 

경보와 비정상상태가 모두 표시되며， 중앙 좌측 화면은 경보가 발생된 순서대로 

표시되고， 중앙 우측 화면은 처리된 경보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색깔로 표시된다. 

하위화면은 경보로부터 진단된 버정상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짧앓짧廳훌홉홉廳l옳원 L둠듀늪휴-를슐휴활흡옳聽짧騙鷹훌嚴顧鋼 

21:" ’. I’M:tR r Rt:ss (.1).'쉬Al'KU’ Ht:‘” ‘’“ ‘’” 
","""11‘ 1 “”’‘t:CT T "1.'1, IIIUI’ 
,..’‘í R." I> ß^N‘ ()r IlU.Ron ‘ JT IfIU:.“ q 

'"‘’‘; ,;It‘ RAM.'P.'\ Pl9J ßRf .. "G F-^RC('" Fl. O“ lI J 

,. ‘’,.. ‘ ”‘ROM ;,.Ir ø I‘t 9.! Jt RG."r. F .... ‘ IU:C:\‘ F1. 0W HJ 

m ‘’.G6[.1,.’|’I .~ψ‘~ 헤，.\ 누꺼 ’ ‘:'‘ -(1", "UV~lI .u ι 
l샤’ l’ 1 'r':"~""수 성.~ ) 찍」‘’‘ i ‘.$. MIF~2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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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lZ R r Rf:SS 1..0에tI"，CK U' HE'" T ER$ ON 

T REF/AUCT T ‘ VOli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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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1‘K‘ ，、 n l.l .titOnW lT l’OR.\'""1, 
j ’)\"f. ('1 、t" ^ plm nRn.r.F.AR ~:CU: rt.fl IJ. 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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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2.2.2.3 경보처리 및 진단결과를 표시한 비정상상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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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컴퓨터 가반 정보가술 깨발현황 

외국의 컴퓨터기반 경보시스템 현황 분석에는 기존 경보개념을 개선하여 셜 

계한 OECD HALDEN의 CASH, CANDU 3의 경보계통 및 일본 OHI 발전소의 

DPAS와 가능적 셜계 개념을 적용한 W쩌의 AWARE시스템과 이 두 개념을 혼 

합하여 적용한 CE의 Nuplex 80+을 검토하였다. 상세한 분석 내용은 1 차년도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본연구에서는 1 차년도 보고서를 요약하였다.[2.2.3.1J 

가. ABB-CE Nuplex 80+ 정보기술 

(1) 지식기반 구축 

Nuplex 80+의 경보계통 설계는 기존 경보계통을 접진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존 계통의 단점을 운전원 측면에서 보완하고 경보처리를 위해 

컴퓨터 기술을 최대로 이용하였다. Nuplex 80+의 경보 지삭기반은 운전원의 직 

무분석에 따른 대표 경보를 계층적 경보구조로 표현하였다. Nuplex 80+ 경보체 

계는 플랜트에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IPSOOntegrated Process Status Over

view)에서 플랜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DIAS(Discrete Indication & 

Alann System) 경보계통에서 경보 및 상태의 원언을 추적하여， DPS (Data 

Processing System)의 CRT에서 운전을 위한 상세 정보를 얻도록 구성되었다. 

Nuplex 80+의 경보는 RCS(Reactor Coolant System). CVCS(Chemical 

Volume Control System). Core. Feedwater & Condensate 및 Turbine 둥의 5개 

의 주요 계통별로 구분된 제어반에 개개 경보들을 대표경보로 그룹핑하여 DIAS 

에 표시한다. DIAS 경보와는 별도로 발전소의 필수안전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의 위협 여부를 진단하여 경보하는 기능별 경보체계도 가지고 었다. 

(2) 경보처리방법 

Nuplex 80+의 운전모드(0야rational Mode Dependancy)별 처 리 논리 는 

경보처리 모드를 정상운전， 기동 및 냉각(Heatup/Cooldown). Cold 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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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eling, Post-Trip 둥 네가지 모드로 구분하여 주요 경보의 셜정치를 모드에 

따라 변경하여 해당모드에서 불필요한 경보를 억제시킨다. 

기기상태별(Equipment Status Dependancy) 처 리논리는 경보와 관련된 

기기의 상태에 따라 경보를 억제시킨다. 이러한 논리는 경보와 관련된 펌프나 밸 

브가 운전되지 않으면 경보로서의 의미가 없어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다중셜정치는 한 파라미터에 여러 설정치가 있을 때 두 경보가 모 

두 동작되면 이전 상태의 경보(precursor)는 생략한다. 

(3) 경 보의 표시 (A1arm Presentation) 

Nuplex 80+ 경보표시의 특정은 계통별로 그룹화하고， 계충화하여 대표 

경보로 묶어 상위 경보로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변 DIAS의 “Letdown HDR" 

대표 경보창은 l17ß 의 경보가 그룹화되어 표시되었다. 그림 2.2.3.1은 DIAS의 경 

보창의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Nuplex 80+ 경보표시의 또 다른 특정은 기기상태 

경보를 경보에서 제거하여 동작 스위치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필수안전기능 

의 위협에 대한 경보를 3 X 4 matrix 형태로 표시하여 비상운전중에 이용하고 

있다. 

많렐텍 | lETOOWH/CHARGIHG l 잃램 

댈웹 I鍵밸평탤델얄웰$밸 훨짧 
필밸밸휩탤낌 

댈뀔 11鍵

2 L TDN HDT TEMP HIGH 
2 LTDN HDR PRESS HIGH 

〔김 IX INLET TEMP HIGH 
2 L TDN FLOW HIGH 

E펌 딴헥 뎌 IX INLET TEM E밸 F팩 
Normal Display "LTDN HDR" Alarm Selected 

그림 2.2.3.1 DIAS 경보창의 화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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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Westinghouse A W ARE 정보기술 

(1) 지식구조 설정 

AWARE의 지 식 구조는 plant-wide disturbance analysis, surveillance 

system development 둥에 기초한 기능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목표-수단 

(goal-means) 수목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었다. 그림 2.2.3.2 는 웨스팅하우스가 

주제어실 개발을 위해 발전소 프로세스의 기능적 관계를 목표-수단 수목으로 구 

성한 것이다. 

(2) 경보 처리 

AWARE는 비정상상태에서 대한 경보만을 인정하여 경보에서 기가상태 

경보를 분리하고， spatial dedication 한 곳에 표시한다. Functional group 내에서 

high group과 low group을 하나의 set으로 묶어 동적인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3) 경보 표시 

AWARE는 3 단계의 계층적 표시 구조를 가진다. 상위 overview panel 은 

가능적 목표를 표시하는 계층으로 필수안전가능의 위협을 경보한다. 중간계층의 

message display slots는 목표를 확인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하위 support 

panel은 사용자 영역으로 운전원이 원하는 상세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2.2.3.3 

은 AWARE 의 계층적 경보표시 구조를 보여 준다. 

다. Ha1den Reactor Project 의 CASH 경 보기 술 

(1) 지식기반 설정 

CASH(Computerized Alarrn System with Hammlab)의 경보개념은 기존 

의 경보 개념을 유지하면서 운전원의 경험과 지식 및 연구결과 둥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개념이다. CASH는 경보계통을 개선하기 워해 중복 경보 fj1tering 개념 

을 도압한 HALO(Handling Alarrn with LOgic)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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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Overview Pa t1 el 

Message D;splay Slots 

Support Pa t1 els 

The set of overview pa l1e/s pro
vide a full-pla l1 t view , cou l1 ter-
il1 9 the te t1de l1cy to focus on a 
deta i/ed issue at the expense of 
a total pla t1 t awareness. 

그림 2.2.3.3 A W ARE 의 계층적 경보표시 구조 

는 HALO의 경보처리 개념을 거의 사용하고 았으며， 표시방법에서 새로운 개념 

을 개발하였다. CASH는 그 동안의 개발 경험에서 얻은 필수안전기능 경보개념 

과 성공경보 경보개념을 적용하여 계통별로 그룹화된 경보표시 개념을 개발하였 

다. 

(2) 경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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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의 경보표시는 경보를 경보만으로 구현하지 않고 제어실의 통합된 

공간 감시 및 제어계통의 구조 속에서 표현했다. CASH의 경보표시는 운전원 인 

지행위모형을 반영한 것으로 계통별 그룹 경보를 표시하는 화면과 운전원이 선 

태하여 필요한 경보를 볼 수 있는 selective 화면으로 구성된다. CASH의 경보표 

시는 그 동안의 개발 경험에서 얻은 필수안전기능 경보개념과 성공경보 경보개 

념 을 적 용하여 filtering 된 경 보를 표시 하지 않는 상위 Overview 경 보화면 을 설 

계하였다. CASH는 억제된 경보도 운전원을 위한 정보로서 인정하여 상위 

overview 화변에서 만 표시하지 않고 상세 selective 화변에는 모드 경보를 다 

표시한다. 

(3) 경보처리 

CASH의 경보처리 논리는 화면표시와 연관되어 었다. CASH의 경보처리 

는 억제된 경보도 운전원을 위한 정보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상세 selective 

화변에는 억제되지 않고 모두 표시한다. CASH는 경보신호가 입력되면 basic 경 

보와 상위 level 경보로 분류한다. High level 경보는 overview 화면에 표시되는 

대표 그룹경보들이다. 분류된 basic 경보는 운전모드， 결과 경보， 중복 병렬경보， 

동적억제곡선 및 동적설정치 처리 둥의 논리에 따라 filtering 되고， filtering 된 

경보는 selective display 화변에만 표시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2.3.4 는 

CASH의 단계적 경보처리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 일본의 DPAS (Dynamic Prioritization Alarm System) 

(1) 지식기반 셜정 

DPAS는 기존 경보개념을 그대로 이용하여 개선한 전형적인 경보처리 계 

통이다. DPAS는 기존 경보창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경보 filtering 논리에 따라 

동적 우선순위를 주어 색깔로 경보를 구분했다. DPAS의 지삭기반은 경보의 중 

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셜정과 원언-결과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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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 처리 

DPAS는 모든 경보를 aIarm, caution, nonnaI의 세가지 우선순위로 분류 

하며， 운전모드， 기기상태， 다중설정치， 중요성， 및 원인-결과의 관계에 따라 우선 

순위가 동적으로 결정된다. 

(3) 경보표시 

DPAS는 운천원의 경험적 ‘공간 인식력’ (spatiaI recognition)올 유지하 

기 위해 기폰 경보창올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우선순위 만올 적용하여 

경 보롤 표시 하고 있다. 또한 처 리 된 경 보는 LDPOarge display paneI)에 표시 되 

게 하여 운전원의 상황판단 농력올 강화시켰다. 발생한 경보와 관련한 변수의 추 

이는 CRT-based aIarm 화면파 Flat display 화면에서 확인한다. 

마. CANDU 3의 정보기술 

(1) 지식기반 셜정 

CANDU의 경보지식 기반은 Plant의 기능과 운전모드 그 모드의 부차 목 

표 둥 모든 지식올 경보의 knowledge로 구조화하였다. 운전모드를 기존의 정상 

운전， 기동， 불시정지 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탈피하고， control, cool, contain, 

convert의 4가지 운전목표에 따라 구분하여 plant situation들을 정 의 하고 분류하 

였다. 

(2) 경보 처리 

CANDU의 경보처리 개념은 현재 운전모드나 공정상태에서 운전에 크게 

관련이 없는 경보들을 최상위 경보표시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개 

념이다. 파도현상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transient 경보들은 시간지연 기법을 

사용하여 억제하며， 짧은 시간동안 생성되는 경보들은 그룹화하여 대표경보로 표 

시한다. CANDU는 자동으로 동작되어야 하는 기기가 동작되지 않올 때 경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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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며， 비정상상태나 과도상태를 진단， 예측하여， 사전에 경보하는 기능올 가 

지고 있어 운전원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 

(3) 경보 표시 

Improved CANDU Annunciation System은 여 러 상황(pretrip， safety 

system check, plant stabilization, restoration of power production) 에 서 빠르 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에 위치한 Central Message 

Overview 화면을 갖고 있다. 이 화면은 기존의 annunciation message screen을 

대체하며， Operator’s Desktop Facility에서 CRT를 통해 운전원이 플랜트의 상 

태파악과 진단정보 둥 상세한 경보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림 2.2.3.5 는 

CANDU 경보시스템의 여러 가지 운전원 인터페이스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 Fault Message List 

우선순위에 따라 플랜트의 경보상태를 알려준다. 메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화되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경보들은 계속하여 운전원에게 전 

달이 되도록 한다. 

- Status Message List 

이 display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운전원 조치들에 대하여 방법들을 

안내하고， 중요 자동제어 계통의 상태를 알려주어 운전원이 전체 플랜트 

상태의 문제를 잘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이 메세지들은 발생시간 

에 따라 순서화되어 운전원이 변화의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플랜트 

상황을 숙지하고 그 과도상태의 흐름(direction)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도 

움을 준다. 

- Annunciation Interrogation Workstation 

plant의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 하여 overview display가 활용된다면， 시 

간적 여유가 다소 있는 고장의 진단과 고장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상 

세한 정보와 다양한 형태의 정보표현 형태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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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CRT에 의해 진단과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그래픽형태로 제공하고， 경보대웅절차， 관련 process 상황정 

보， 예상 trend, flowchart, source sign려 둥의 데이터틀을 탐색할 수 있 

도록 한다. 

Interrogation 
ofWindow 

Tiles 

그림 2.2.3.5 CANDU 경보계통의 운전원 인터페이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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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컬과가 기술재발현황에셔 차지하는 위치 

가.깨요 

표 2.2.4.1 은 국외 경보처리시스템과 ADIOS에 적용된 기술을 비교한 표 

이다. 분석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보계통에 적용된 기술은 대부분 유사하 

다. ADIOS의 지삭기반 설정 경보처리 및 표시기술은 외국의 경보계통에 적용된 

기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또한 ADIOS에는 원인경보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능과 운전원 대웅절차서를 제공하여 흘천원의 사고 대처 능력톨 향상시 

켜 외국의 경보계통보다 뛰어나 기능을 지니고 었다. ADIOS는 경보처리 논리에 

많이 적용된 단순한 경보 상관관계 지식기반을 사용하여 개발되어 확싫환 인허 

가 획특이 보장되고，.자가 보호된다. 또한 ADIOS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설 

계 변경 및 개선이 유리하여， 차셰대나 기폰 경수로의 상업용 월전에 저렴환 가 

격으로 척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적용을 기반으로 외국의 기업가 경 

쟁하여 이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냐. 깨 발 현 황(Development Status) 

검토된 대부분의 국외 경보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prototype이 

개발된 후 성능 시험 중에 었다. 그 중 일본의 DPAS는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OHI 3，4호기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DPAS는 기존 경보창에 일부 경보처 

리 논리만을 적용한 불안전한 경보처리 시스템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WARE는 

실시간적 시율레이션 환경인 훈련용 주제어실에에서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러나 AWARE는 기존 경보개념과 차이가 많은 기능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개발 

되어 새로이 정보체계 Onformation Navigation)를 적립해야 함으로 인허가의 위 

험부담이 크다. CASH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ADIOS와 바슷한 개발 접근방법과 

처리논리를 이용하고 실시간 시율레이션 시험환경인 Hammlab에서 성능시험중 

에 있다. Nuplex 80+ 와 CANDU의 경보계통은 경보처리 및 표시 개념은 개발 

이 완료되었으나 실시간 시율레이션 환경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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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2.4.1 국외 경보처리시스템과 ADIOS에 적용된 기술을 비교 

ADIOS NUREG Nuplex AWARE CASH DPAS CANDU 

기술분류 -0700 80+ 
성능명 성능평 성능평 성능평가 성능평 적용 성능평 

개발 status 가실행 가 요구 가 필요 실행 가실행 가실행 
.지식 경보상관관계 O O O O 

기반 
기능적 상관관계 ‘ O ‘ O ‘ ‘ 원인-결과상관관계 O O 
운전모드 처리 O O O O O O 

경보 
기기상태 처리 O O O O O O O 
다중껄정치 처리 O O O O O 

처리 동적껄정치 처리 ‘ O O 
동적우선순위 O O O O 
오동작 경보생성 O O O 
계충적 표시 O O O O O O 

경보 
종류별 그룹평 O O 
계통별 그룹평 O O O O O 

표시 기능적 표시 ‘ O O 
원인경보 진단 O 
경보절차서지원 O O O 

0: 쩍용 ‘ : 톨환헌 혁용 

ADIOS는 개념 개발이 완료되어 실시간 시률레이션 환경에서 인간공확혁 휴용형 

를 시험중에 있어 개발은 늦게 시작되었으나， 외국의 타 시스템과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발 개념과 특히 형늄시험 곁과는 많은 부분이 

훌겨찌거나， 좋은 결과만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월헌애 혁용힐 때에는 발를 운 

II혐이 제기되어 공정이 늦어지거나 인허가 획득에 실패 할 수 있다. ADIOS 

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평가된 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어， ADIOS의 월현 쩍용이 비용 면이나 활용 

도면예서 훨랜 유리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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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 지삭기반 

국외의 컴퓨터 가반 경보처리시스랩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지식올 기반으로 가존 경보 개념을 개선하여 경보창과 CRT 에 

경보를 재배치하는 개념이다. 이는 운전원의 운전경험과 지식， 발전소 거동에 따 

른 지식이나 경보에 대한 지식을 경보처리 및 표시에 이용하는 경보계통이다. 둘 

째는 TMI 사고이후 대두된 이상상태의 진단의 불확실성에 대벼하여 이상상태의 

대처 방향을 증후기반(symptom -base)으로 설정한 새로운 기능적 접근방법 

(functional approach)으로 원전의 필수안전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에 위협 

이 되는 상황을 경보로 표시한다. 이 방법은 원전의 안전성에 기초하여 운전원의 

이상상태 인식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능의 위협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발전소의 상황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일본 OHI의 동적 경보시스랩인 

DPAS, AECL의 CANDU 경보시스랩과 Halden의 CASH는 기폰 경보개념을 경 

보 상관관계 수목의 지식을 기반으로 동적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개선한 전형적 

인 시스템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WARE는 필수안전기능을 기능적 목표-수단 

수목(goal-means tree)으로 구성한 지식기반을 이용해 경보시스템을 단순화시켰 

다. ABB-CE의 Nuplex 80+의 지식기반은 필수안전기능을 감시하는 기능적 접근 

방법과 기존 경보를 그룹화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국외의 경보계통은 운전원 인지의사결정모형 (cognitive decision making 

modeD에 기반을 두고 지식기반을 설정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분석과 추론은 

발전소의 구조 및 거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지식은 지식구 

조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지식구조는 발전소의 기능 및 거동에 대한 데이타 및 

지식， 상호 기능적 관계 분석， 경보간의 인과관계 분석 둥을 통하여 구체화되었 

다. 대부분의 국외 경보계톨의 지식기반톨 경보 인과관계 수록률 이용하여 기존 

경보개념을 새로운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경보계통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개발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DIOS의 지식기반은 대부분의 경보시스템이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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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 경보 인과관계 수목을 이용하여 설정되었다. 경보 인과관계 수목은 이상상 

태 발생시 생성되는 경보들 사이에 선후 관계(버rect precursor cause

consequential alann)를 추정 하여 구조화했다. 인과관계 수목은 구조가 간단하고 

운전원이 인지하고 목표를 셜정하는(운전 실행) 운전원의 인지의사결정모텔과 일 

치하여 쉽게 경보로부터 이쌍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운전원이 경보 

상태를 이해하기 쉬워 인간공학적 성능검증이 용이하며， 인허가에 유리하다. 본 

연구는 개발된 결과를 현재 셜계되고 있는 차세대 및 후속기에 적용하는 것올 

목표로 두고 었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의 가장 큰 문제인 인간공확척 엉늄검흥이 

용이한 컬보 일과판체 수묵를 이용하여 지식기반을 설정하였다. 

라. 정보처리 및 훤인정보 전단 

국내에 셜치된 아날로그 경보시스탬은 하나의 측정치에 하나의 경보창이 배 

정되어 었다. 젤정치 결정에 발전소의 이상거동 둥의 지식을 이용하고， 원인경보 

억제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보처리에는 이용되지 못하였다. 영광 3，4호기는 

가장 최근에 셜계되어 필수안전기능의 위협에 대한 기능적 분석 지식이 이용되 

어 overview한 필수안전기능을 위협하는 경보가 CRT에 표시된다. 

국내 컴퓨터기반 경보처리계통인 OASYS는 경보의 상호관계를 지식기반으 

로 사용하고 었다.OASYS는 원인경보와 이상상태를 진단하는데 경보가 발생하 

는 유형과 벼정상상태의 경보 유형을 벼교하는 로직을 사용하였다. 

경보처리에는 대부분 운전모드， 기기상태， 다중셜정치 및 경보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경보를 억제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3，4개의 정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며， 

DPAS과 본 연구의 ADIOS는 정적 우선순위를 경보 인과관계에 따라 동적 우선 

순위로 처리하였다. Nuplex 80+는 일부 경보처리 모드에서 동적인 설정치를 적 

용하고 있으며， CASH는 과도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동적 설정치를 적용하고 있 

다. 동적 설정치는 과도상태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여 적용된 특정한 과 

도상태에만 적용되므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검증도 어려워 ADIOS는 채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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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과도상태에서의 운전 오류는 상태 파악을 잘못하였거나， 기기의 운전상 

태를 잘못 해석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ADIOS는 예측된 과 

도상태에서 예측되지 않은 결과가 생성될 때에 경보하고， 상태에 따른 기기의 오 

동작을 경보함으로서 운전원의 상태 파악 및 운전원의 행위를 검증하게 했다. 

원인경보의 진단은 대부분 운전원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보는 센 

서나 기기의 고장에 의해 발생한다. 경보의 원인이 조기에 진단되며， 운전원의 

경보 대웅능력도 향상되어 운전 오류를 줄일 수 있다. Halden에는 CASH의 상 

위 통합 정보시스랩인 ISACS가 있어 경보 초기에 경보의 원인을 파악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ADIOS는 경보계통에 진단기능을 통합하여 경보 초기에 원인경보 

를 경보로서 표시하여 준다. 

마. 정보 표시 

경보표시 방법은 대부분 계통과 기능별로 그룹핑하여 계층별로 대표경보를 

표시하고 있다.AWARE는 필수안전기능을 기능별로 그룹핑하여 LED 형 표시 

기에 표시하고 있다. Nuplex 80+는 정상 운전시 계통별 그룹을 상위 경보로 

Plasma 표시기기에 표시하고 비상운전시 기능별 그룹을 상위 경보로 CRT에 계 

통별 그룹 경보와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N4의 경보시스템은 CRT를 주 경보표 

시기로 사용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기존 경보창을 보조로 사용한다. 

Halden 의 CASH는 CRT 만을 표시기기로 사용하여 기능별 그룹경보를 표시하 

고 있다. 일본의 OHI 경보는 기존의 경보창에 표시된다. ADIOS는 운전원 인지 

행위 결정모형에 따라 경보톨 계훌력므로 표시하여 정보 추적(Alarm 

Navigation) 체채톨 체계화하였다. 상위 overview level 경보화면은 경보창과 

1 ，2，차 overview 화면으로 구성되어， 운전원의 상황판단과 운전 목표 설정을 지 

원하며， system level 경보화면은 세부 계통 schematic 화면으로 구성되어， 행위 

계획 수립올 지원하며 최종 기기 level 경보화면은 행위목표의 수행을 지원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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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동기동기술개발 

1. 종합운전철차서 분석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모드는 발전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고리 원전 3&4호 

기의 경우 핵연료 교체운전， 저온정지운전， 고온정지운전， 고온대기운전， 출력운 

전 둥으로 나누어 운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기동시스템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충수 및 배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자로 출력 5%까지 원자로 가열운전을 자동 

화하는 시스템이므로 저온정지운전에서 고온대기운전까지의 운전절차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리 3&4호기 종합 운전절차서 및 기술지침서，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 연수원에 셜치되어 있는 원전 훈련용 모의실험 장치 (compact nuclear 

simulator)의 운전절차서를 기준으로 저온정지운전에서 5% 출력 운전까지의 절 

차를 분석하였다. 

가. 운전 철차서 및 기술지침서 요약 

(1) 저온정지상태에서 고온정지상태까지 운전절차 요약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를 상온에서 176.6
0

C까지 가열하고， 압력올 25 -

28kglcm2로 유지하기 위한 제반 운전절차를 요약하였다. 이 운전절차에는 가압 

기 기포 형성과 안전주입모드로 밸브 둥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가) 초기조건 

-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가압기에 대한 충수 및 배기가 완료되었을 것 

- 원자로냉각재계통 붕산농도 조건을 만족할 것 

정지여유도 계산에 의한 상온정지 혹은 연료교환 운전시의 붕산 

농도 이상일 것 

- 잔열제거계통 운전중일 것 

- 중기발생기 습식보관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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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증기차단밸브(MSIV) 닫혀있을 것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운전중일 것 

선원영역검출기 동작중일 것 

가압기 가열기가 운전상태에서 꺼져있고， 살수계통 운전 가능할 것 

가압기 압력보호밸브(PORV)와 해당 모터구동 밸브가 수동상태로 

닫혀 있을 것 

一 안전주입계통(S1) 작동가능상태로 배열되어 있을 것 

원자로 보충수계통 운전 가능할 것 

(나)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열율은 28'C /hr을 초과하지 말 것 

- RCP 운전중일 경우 펌프의 최소 홉입수두가 보장되도록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을 25-28kg/cm2 유지할 것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171'C, 압력 30kg/cm2 전에 잔열제거계통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할 것 

• 가압기 기포형성전에 잔열제거펌프 입구측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부터 격리하지 말 것 

가압기살수온도와 가압기 내의 온도차는 178'C 를 초과하지 말 것 

3개의 유출 오리피스 차단밸브는 개방되어 있을 것 

•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71"C 이상에서 최소한 1대의 RCP를 운전 

할것 

•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충전 및 밀봉수 온도보다 높은 경우 가압기 

기포형성전까지 RCP 기동하지 말 것 

「 증기발생기 1차측과 2차측의 압력차가 112kg/cm2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 PZR 살수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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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냉각재계통 82"C를 초과하기 전에 냉각재 수질제한치를 만족 

할것 

- 정지제어봉을 완전히 인출할 것 

- 원자로출력이 선원영역에 있을 때 동시에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반웅도를 변화시키지 말 것 

- 원자로 정지여유도는 T avg > 93"C에서 k> 1.77%6k/k, Tavg 드 93
0

C 

에서 k는l.O%6k/k로 유지 

(다) 운전절차 요약 

1) 운전중인 잔열제거펌프의 열교환기로 통하는 유량을 감소시켜 원자 

로냉각재로부터 열제거를 조절하여 가열울에 맞게 가열한다. 

2) 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유출유량이 형성되도록 하고， 3개의 오리피스 

차단밸브를 연다. 

3) 원자로냉각재펌프 "B"를 기동하여 냉각재를 가열한다. 

4) 가압기의 살수밸브를 닫아서 원자로 냉각재와 가압기가 독립적으 

로 가열되도록 한다. 

5) 유출수가 ”고” 유량제한치 (27m~페r)에 도달하기 전에 유출수 열교 

환기 출구 압력제어밸브(BG-PV-145) 설정치를 26.6kg2/cm(350 

Psig)까지 증가 시킨 후 ”자동”으로 전환한다. 

6) 가압기 온도와 가압기 압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가압기에 증기 

기포가 형성될 것이다. 이때 가압기 살수밸브를 수동으로 열어 압력 

이 급속히 감소되면 가압기에 증기기포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난다 

7)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유출유량이 

증가할 것이고， 가압기의 수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충전유량 조절밸브 

(BG-HV -122)로 충전유량올 감소시킨다. 

8) 2차계통 가열 및 기동절차에 따라 2차계통 운전이 진행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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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 가압기에 증기기포가 형성되었고， 가압기의 수위가 떨어지고 냉각재 

온도가 176.7"C 에 도달하면 잔열제거펌프를 정지한다. 

10) 잔열제거계통을 안전주입 모드로 밸브를 배열한다. 

11) 계속해서 가열할 경우 고온정지 부터 고온대기 운전절차에 따라 

가열한다. 

(2) 고옴정지상태로 부터 고온대기상태까지 운전절차 요약 

고용정지상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176.6 0C)와 압력 (25 - 28kg/cm:;) 

을 압력-온도곡선에 따라 온도를 291 + 1 oc 또는 291-3
0

C로 가열하고， 압력을 

157kg/cm2까지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운전절차를 요약하였다. 

(가) 초기조건 

{ 잔열제거계통은 안전주입 모드로 밸브 배열이 되어 있다. 

- 원자로보충수제어계통은 현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산농도와 같게 

설정되어 보충수 제어선택 스위치는 ”자동” 위치에 었다. 

- 주증기 차단밸브와 압력 보호밸브가 닫혀있다. 

- 복수저장 및 공급계통이 운전중이다. 

{ 보조급수 계통이 운전중이다. 

{ 순환수 계통이 운전중이다. 

- 2차계통 가열 및 기동절차에 따라 2차 계통 운전이 진행되고 었다. 

(나) 주의 및 제한사항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열율은 제한치이내여야 하며 증기관 최대 

가열율은 100
0

C까1f이 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140.65 kg/cm' 이 되기 이전에 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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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력 안전주입 상태퉁이 증기관 압력 42kg/cm' 에서 꺼지는지 

확인한다. 이때， 중기발생기에서 증기를 인출할 때 중기발생기의 

압력은 42kg/cm'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가압기의 붕산농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농도와 50ppm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붕산 농도를 변화시킬 때 기동 영역 계측기의 

계수증가율이 2배 이상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2배이상 증가시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노섬내의 반웅도를 재평가하여 원인이 규명 

될 때까지 연기한다. 

(다) 주요 운전절차 

1) 원자로냉각재펌프와 가압기 전열기를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올 계속 가열한다. 

2)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증가시킬 때에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온도콕선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주의: 

- 중기발생기의 1차측과 2차측 압력차가 112 kg/cm' 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중기관 저압 안전주입올 방지하기 위하여 중기관 압력이 

42kg/cm'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유출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에 의해 증가될 것이다. 유출수가 

27m3/hr에 도달하기 전에 BG-PV-145 제어기를 조절하여 정상 

운전 압력인 27kg/cm' 로 설정하고 자동위치로 둔다. 필요에 

따라 오리피스 차단밸브를 닫아 유출수를 27m3/hr 제한한다. 

4)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70kg/cm' 일 때 축압탱크를 안전주입모 

드로 밸브 배열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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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140.65kg/cm' 이상일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P-ll 상태둥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 가압기 압력과 증기관 압력의 안전주엽이 unblock 되었는지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153.6kg/cm‘ 이상에서 가압기 보호밸 

브 Block 경보가 꺼지는지 확인한다. 

6)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가 287.7"C 이상이 될 때， P-12 바이스테불 

상태둥이 꺼지는지 확인하고， 원자로냉각재 압력을 157 kg/cm' 에 

안정시킨다. 

7) 계속하여 발전소를 기동할 경우 고온대기에서 5%출력까지의 발전소 

기동절차에 따른다. 

(3) 고온대기상태에서 5% 출력까지 운전절차 요약 

이 운전모드에서는 원자로를 기동하기 위한 예상임계점을 계산하고，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보론농도를 조절한 다음， 제어봉을 인출하여 원자로의 임계를 

만들고 원자로 출력을 5%까지 운전하는 제반 운전절차이다. 

(가) 초기조건 

고온대기를 유지할것. 

一 증기발생기 수위를 유지할 것.(협역 지시기에서 50 ::t 5 % 유지) 

- 가압기 수위를 유지할 것 

- 원자로 보충수계통이 정상으로 작동될 것. 

- 정지여유도가 1.77% 6k끼‘ 이상을 유지할 것. 

- 정지제어봉이 완전 인출된 상태일 것. 

(나) 주의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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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계측기들이 운전 가능할 것. (선원영역 검출기， 중간영역 검출기， 

출력영역 검출기) 

- 붕산 회석에 의해서 엄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선원영역 검출기의 계수율이 2배로 증가하면 즉시 회석하고 노섬반 

웅도를 확인한다. 

- 선원영역에서는 붕산농도 변화， 냉각재 평균온도 변화， 제어봉 인출 

둥으로 반웅도를 조절할 때 이들 중 하나의 방법만으로 반웅도를 

제어해야 한다. 

제어봉 한계치 이하에서 임계에 도달해서는 안된다. 

- 제어봉을 인출하여 원자로를 임계에 도달시킬려고 할 때 최저/최고 

제어봉위치 사이에서 임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동올 중지하고 

제어봉을 삽입한 후 예상임계점(ECP: Estimated Critical Position) 

을 재계산한다. 

RCP 가 운전되고 있거나 운전가능해야 한다. 

제어봉이 완천히 삽입된 상태에서 제어봉을 인출하기전에 디지털 

제어봉 위치지시 기 (Digital Rod Position Indication)와 스웹 계수기의 

위치지시가 “0"위치에 있는지 검사한다. 

- 기동율이 1 DPM(Decade per Minute) 이하를 유지하는가? 

가압기의 붕산농도는 원자로냉각재 유로보다 50ppm 이상 낮지 않아 

야 한다. 

(다) 운전절차 요약 

1) 원자로 초기조건을 확인 및 기록한다. 

2) 정확한 예상임계점올 계산한다. 

3) 예상 임계 제어봉위치 및 정지여유도를 확인한다 

4) 두대의 선원영역 검출기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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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붕산주입/희석을 판단한다. 

6) 시료분석에 의한 농도를 확인한다. 

7) 임계도달까지 15분 간격으로 기록한다. 

8) “Hi flux at Shutdown" 경 보를 차단한다. 

9) 선원영역 검출기의 계수율을 기록한다. 

10) 예상임계에서 예상된 bank값을 운전원에게 확인한다. 

11) 제어봉 제어스위치을 “수동”위치로 선택하고 제어봉을 인출한다. 

12) 제어봉이 삽입한계이하에서 임계에 도달하면 제어봉을 노내에 완전 

히 삽입하고 원자로 기동을 중지하고 2번 절차로 전환한다. 

13) P-6 확인한다. 

14) 임계를 확인하고 출력을 안정시킨다. 

15) 예상임계점을 확인한 후 기록하고 원자로 출력을 2%까지 증가한다. 

(4) 2차계통 운전절차 

2차계통의 예열 운전은 1차계통 가열에 따른 열전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발생기내의 열적 변화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운전에서는 만수위로 유 

지하고 었던 중기발생기 수위를 정상수위로 낮추고， 주급수계통 또는 보조급수계 

통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수위를 제어한다. 또한， 증기발생기 압력제어， 복수기 

진공유지 퉁이 이루어진다. 

(가) 운전조건 

- 주증기 차단밸브와 주증기 차단 바이패스밸브가 닫혀있고， 증기발 

생기 압력보호밸브가 닫혀있다. 

보조 보일러가 운전중이고 보조증기계통에서 보조증기가 공급되고 

있다. 

모타구동 보조급수펌프 혹은 기동용 급수펌프가 운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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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주의 및 제한사항 

- 주증기관 최대 가열율은 l00 't/hr 이다. 

- 2차계통 예열 중 증기발생기로부터 주중기를 인출하거나 중기발 

생기로 급수를 할 때는 원자로냉각재가 냉각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냉각재계통의 온도가 204 't 이상일 때 증기를 터빈이나 복수기덤프로 

인출 가능하다. 

- 2차계통의 수질은 수질 제한치를 만족해야 한다. 

(다) 운전 절차 요약 

1) 터빈발전기 윤활유계통올 정렬하고， 교류대기 (AC standby) 윤활유 

펌프를 기동한다. 

2) 터빈의 각 베어링 출구 유량지시 투시경 (sight glass)으로 윤활유의 

유량이 있는지 검사한다. 

3) 터빈 잭킹오일 펌프를 기동한다. 

4) 밀봉유(seal oil)계통올 운전하기 위하여 공기측 및 가스측 밀봉유 

펌프를 기동한다. 

5) 윤활유 정화계통올 운전한다. 

6) 발전기 가스 제어계통의 운전절차에 따라 발전기내의 수소를 정상 

운전압력 (4.2kglcm2 )으로 채운다. 발전기의 가스압력이 정상 압력에 

도달하면 수소냉각기에 2차기기 냉각수를 공급한다. 

7)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계통 운전절차에 따라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펌프를 기동한다. 

8) 터빈 터닝기어를 운전한다. 

9) 복수계통운전 절차에 따라 복수펌프를 기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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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동용 급수펌프를 기동하고 급수계통을 복수기로 재순환 시키면서 

수질을 개선한다. 

ll) 순환수계통의 운전절차에 따라 순환수펌프를 4대 이상 기동한다. 

12) 터빈트립 릴레이 및 비상밸브들을 리셋시킨다. 

13) 냉각재계통의 온도가 93'C 이상일 때 주증기격리밸브를 연다. 

14) 냉각재계통의 온도가 100'C 이상일 때 증기발생 기 추출(blowdown) 

밸브를 열고， 주급수나 보조급수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수위를 

50%로 유지 시 킨다. 

15) 냉각재계통의 온도가 204.4 t 이상일 때 주증기 차단 바이패스 밸브 

의 우회밸브를 1개 열어서 주증기관을 예열한다. 

16) 복수기 공기제거계통의 동작을 확인하고， 복수기 압력이 100mmHg 

이하로 떨어지는지 확인한다. 

나. 운천 철차셔 분석 

저온정지상태에서 고온정지상태까지의 운전은 상온(60t)으로 유지하고 

있는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176.6t까지 가열하고， 냉각재 압력을 24kg/cm2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간이다. 또한， 이 운전구간에서는 가압기 기포형성을 위한 

운전이 수행한다. 원자로냉각재는 냉각재 펌프에 의해 강제 순환되므로 유로의 

내벽과 마찰에 의해 가열된다. 따라서， 냉각재의 온도가 증가하고， 온도 증가로 

인해 냉각재의 부피가 팽창하여 압력이 상승하게 되므로 유출유량 조절밸브 

(HV-142)나 충전유량 조절밸브(FV-122)를 조절하여 압력을 일정하게 제어해야 

한다. 가압기 기포를 형성하기 위해 가압기의 모든 전열기를 여자 시키고， 가압 

기 살수밸브를 닫아두면 가압기는 원자로냉각재와 독립적으로 가열되어 기포가 

형성된다. 가압기에 기포가 형성되면 만수위상태의 가압기 수위는 낮아지게 되므 

로 충전유량 조절밸브(FV -122)를 조절하여 가압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이 운전 모드에서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온도와 압력， 가압기 수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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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속제어와 발전소 상태에 따라 시헨셜하게 동작하는 각종 펌프나 밸브 둥 

이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고온정지에서 고온대기까지 운전 및 2차측 운전은 176.6
0

C 의 명각재 온도를 

291.C까지 가열하고， 24kglcm2으로 유지하고 있는 맹각재 압력을 15꺼<:glcm2 

까지 상승하는 운전을 수행한다. 따라서 가압기의 살수 밸브와 가압기 전열기를 

이용하여 냉각재 온도와 압력을 압력-온도 콕선에 따라 상숭한다. 이때， 맹각재 

온도와 압력 상숭은 기술지침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상숭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압력이 lOkg/cm2 정도에 도달하면， 습식보관중인 증기발생의 수위를 

취출수계통(blow down system)을 이용하여 정상 수위로 낮추고， 2차측 운전에 

따라 증기발생기 수위가 정상수위보다 낮아지면 주급수계통이나 보조급수계통올 

조절하여 정상수위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운전 모드에서는 원자로 맹각재 

계통의 온도와 압력， 가압기 수위， 그리고 증기발생기 수위와 같은 연속제어와 

발전소 상태에 따라 시헨셜하게 동작하는 각종 펌프나 밸브 퉁이 자동으로 조절 

되어야 한다‘ 

고온대기에서 기동운전(임계운전모드) 및 2차측 운전은 원자로를 기동하기 

위하여 노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상 임계점을 운전원이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원자로 맹각재 보론 농도를 조절한 다음 제어봉을 인출하 

여 임계 상태로 만들고， 임계 데이터를 기록한 다음 원자로 출력을 상숭시킨다. 

2차측은 1차측과 평형을 유지하면서 펼요한 계통을 운전한다. 따라서， 이 운전 

구간에서는 예상 임계점 계산과 제어봉 및 붕산 농도를 제어해야 한다. 

이들 운전 모드들을 자동화하기 위해 자동기동시스템에서는 저온정지상태에서 

고온정지상태까지 운전을 가열 모드 1, 고온정지에서 고온대기까지 운전과 2차측 

운전을 가열모드 U, 그리고 고온대기에서 기동운전까지를 임계 모드로 정의하고， 

각 운전 모드에서 수행되어야 할 연속제어와 시편셜제어를 자동화하였다. 

각 운전모드에서의 주요운전， 제어변수 및 제어대상은 표 3. 1.1.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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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가열모드에 따른 주요운전， 제어대상 및 제어변수 

~좋 주요운전 자동제어변수 자동제어대상 

원자로냉각재 가열 가열율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출구측유량조절밸브 

저온정지-

고온대기 가합기 기포 형성 가압기 온도 가합기 전열기 

(가열모드1) 

원자로냉각재 압력 원자로냉각재 압력 잔열제거계통 유출밸브 

조절 

원자로냉각재 가열 가열율 중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 

가합기 수위조절 가압기 수위 충전 및 유출 유량조절 

밸브 

고옹정지-

고옹대기 원자로냉각재 압력 가압기 살수유량 가합기 살수밸브 

(가열모드II) 조절 

중기발생기 수위조절 급수 및 취출수 중기발생기 취출수 및 

유량 보조급수 유량조절밸브 

엄계모드 반웅도조절 반웅도 제어봉 및 보론농도 

2. 자동기동시스템의 개발천략 

현재 상업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각 계통별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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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 있으나 저출력운전(원자로 가열운전， 기동운전)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수동운전에 의폰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원의 과중한 업무부하로 인해 

인적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올 제고하기 위해 다음파 같은 개발 전략올 수립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용 

도 6O"C에서 291.C까지 가열운전올 자동화하였다. 

O 발전소 안전파 관련된 셜계는 기존의 설계개념에 따른다. 

자동기동시스탬 비 안전관련 셜비로서 안전파 관련된 신호나 동작올 간섭 

되어서는 안된다. 

O 안전에 관련된 기기나 대형펌프는 수동운전 한다. 

제어신호(permissive signal)'-t 보호계통의 차단신호동 원자로 냉각재 펌프 

와 같은 대형기기의 운전은 수동 운전하도록 하였다. 

O 운전원 판단에 따라 수동 전환이 가능토록 한다. 

어떤 운전 상태에서도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수동 

운전 전환기능올 갖도록 하였다. 

O 가능한 기폰의 원전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들 개발전략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동화 범위를 선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기동시스댐올 개발하였다. 

O 자동화의 범위 설정 

원전 자동기동운전을 위한 자동기동시스댐의 제어 대상은 그림 3.1 .2.1과 

같이 잔열제거계통의 가열 및 냉각율 제어， 가압기의 압력 및 수위제어， 중 

기발생기의 수위제어， 보조급수계통의 유량제어 둥이다. 또한， 이들 계통에 

포함된 온/오프와 제어밸브도 자동화하였다. 그러나 현장 수동 조작밸브나 

스위치들은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 펌프나 

기기냉각수계통， 그리고 해수냉각계통， 제어봉 인출은 자동화에서 제외되었 

고， 이들은 운전유지대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하였다. 그림 3. 1.2.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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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에 포함된 변수들올 보여주고 있다. 

。 운전유지대 설정 

각 운전 모드의 운전절차서에는 초기조건 점검， 안전기능점검 및 주기점검， 

기술지침서의 각종 규제사항 만족여부 확인， 중요한 기기의 기동이나 정지 

둥과 같은 중요 운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운전은 발전소 현 상황 

을 유지하면서 수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기동시스템에서는 

그림 3.1.1 .1과 같은 운전 유지대 (break point)를 두어 발전소 현 상황을 유 

지하면서 초기조건 점검， 기술지침서와 각종 규제사항 만족여부 확인， 그리 

고 현장의 수동 운전 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MFP COP 

AFl' 

FV-60S 

그림 3. l.1.1 자동화 대상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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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모드별 제어변수 그림 3.1 .2.2 자동기동시스템의 

3. 자동기동시스댐의 채어규칙 

모드 I 제어규칙 깨발 가. 가열 

온도 냉각재 배기가 완료된 상태(원자로 및 ;;E./
걷rπ一 원자로 I 。

"c" 모드 가열 

압력을 가열하고， 176.6"C로 도
 

온
 

원자로냉각재 24kg/cm2 )에 서 압력 6O"C, 

냉각재와 독립적으로 가압기를 24kg/cm2로 유지하는 운전구간이다. 또한， 원자로 

기포가 형성되면 만수위 형성하는 구간이다. 가압기내에 기포를 가압기 가열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감소한다. 따라서， 이 운전구간에서는 수위는 가압기 상태의 

시편셜하게 상태에 따라 연속제어와 발전소 수위와 같은 가압기 온도와 압력， 

기술지침서 

제 한사항을 위배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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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제어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 가열율은 시간당 28
0

C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가 71"C 이상일 때 

최소한 1대의 냉각재펌프가 운전되고 있어야 한다. 가압기의 살수 온도 

차는 144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압기 기포형성시는 간헐적으로 

144t를 초과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178
0

C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평균온도가 177t 에 도달하기 전에 잔열제거계통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온도가 71 t 이상일 때는 최소한 1대의 원자로 냉각재펌프가 운전되 

고 있어야 한다. 

。 압력제어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냉각재계통 압력은 25 - 28kg!cm2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30kg!cm2에 

도달하기전에 잔열제거계통을 원자로 명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잔열제거계통으로 유출 유량을 형성하고， 3개의 오리피스 

차단밸브(HV-1/2/3)를 열어두어야 한다. 

。 가압기 수위제어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유출유량 조절밸브(HV-142)를 최대로 개방하고 3개의 오리피스 차단밸 

브를 열어두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제어 규칙 

원자로 충수 및 배기가 완료된 후 약 6<)"C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원자 

로 냉각재의 평균온도를 176.6t 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냉각재펌프의 기동조건에 

따라 냉각재펌프를 기동하여 냉각재를 가열한다. 이때， 온도 가열율은 시간당 

28
0

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출구측 조절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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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603)를 사용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를 제어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온도 제어 자동화규칙을 개발하였다. 

while (안전주업모드로 밸브 정렬이 이루어질 때까지) 

end 

HV-603 밸브를 조절하여 원자로 냉각재 온도 제어 

case 1 : (Tavg = 71
0

C) and (RCP 기동조건 만족) 

RCP 기동조건에 따라 RCP B 기동 

case 2 : (Tavg > 80 't) and (RCP B 기동) 

RCP 기동조건에 따라 RCP A. C 기동 

case 3 : (T avg = 176.6 't) and (PZR 기포 형성 완료) and 

(22kg!cm2 < PZR Pr. < 27kg/cm2
) and 

(RHR pump 정지조건만족) 

RHR pump 정지 

잔열제거계통을 안전주업모드로 밸브정렬 

(2)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제어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의해 강제 순한되고 있는 냉각재는 유로의 내벽과 

마찰하여 온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온도증가로 인해 원자로 냉각재의 부피가 팽 

창하므로 냉각재의 압력은 상승하게 된다. 이 운전 모드에서의 합력제어는 안전 

주입모드로 밸브를 정렬할 때까지 냉각재계통의 압력올 23 - 28kg/cm2로 유지하 

는 것이다. 이것은 가압기에 기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유출유량 조절밸브 

(HV-142)나 충전유량 조절밸브(FV-122)를 조절하여 압력을 유지하고， 가합기에 

기포가 형성된 후에늪 가압기 살수밸브(PV-μ4)를 조절하여 합력올 제어한다. 

가합기 형성전에는 원자로냉각재가 만수상태이므로 충전유량이나 유출유량에 

의해 냉각재의 압력을 조절할 수 었다. 그러나 가압기 기포 형성 후에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압력에 대해 포화상태가 되므로 가압기 살수밸브나 가압기의 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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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사용하여 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단 가압기 기포형성 후에는 충전유량 

조절밸브가 가압기 수위제어에 사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압력 자동화제어 

규칙을 개발하였다. 

while (안전주입모드로 밸브 정렬이 이루어질 때까지) 

case 1 가압기 기포 형성전까지 

end 

HV-142나 FV-122 밸브를 제어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을 

24kg!cm2으로 유지 

case 2 가압기 기포형성 후 

FV-122 밸브를 가압기 수위제어 전환 

PV μ4 밸브를 제어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을 

24kg!cm2 으로 유지 

case 3 : (T avg = 176.6 0C) and (PZR 기포 형성 완료) and 

(22kg!cm2 <PZR Pr. < 27kg!cm2
) and 

(RHR pump 정지조건만족) 

RHR pump 정지 

잔열제거계통을 안전주입모드로 밸브정렬 

(3) 가압기 수위제어 

가압기의 모든 전열기를 여자시키고， 가압기 살수밸브를 수동으로 닫아 

두면 가압기는 원자로 냉각재와 독립적으로 가열되어 가압기의 기포가 형성된다. 

이때， 만수위 상태의 가압기 수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냉각재 계통의 

체적이 팽창하여 유출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기 수위가 무부하 

셜정치인 22%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사용 

하여 수위를 조절한다. 고리 3&4호기 원전의 가압기 수위제어는 원자로냉각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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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온도가 292 't일 때 가압기 수위 설정치는 22%이고， 309't에서는 설정치가 

60%이다. 그리고 그 사이의 온도에서는 선형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위제어 설정치를 수정하여 냉각재의 평균온도가 

292.C 에 도달하기 전에는 가압기의 수위 설정치를 30%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운전구간에서는 냉각재의 온도가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따른 냉 

각재 체적변화가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원인으로 냉각재 온도가 낮아질 

경우 가압기내의 냉각재 체적이 수축하여 가압기 수위가 저-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열역학적 현상 때문에 발전소의 운전원은 가압기 수위를 

수동으로 약 40%로 유지하면서 운전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압기 기포형성후의 

가압기 수위제어는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가압기 수위를 30% 

로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가압기 수위 자동제어 규칙은 다음과 같다. 

while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가 300't에 도달할 때까지) 

end 

case 1 가압기 기포 형성후부터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가 292
0

C 

에 도달할 때까지) 

FV-122 밸브를 제어하여 가압기의 수위를 30%로 유지 

case 2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가 292 't 이상일 때 

FV-122 밸브를 제어하여 프로그램된 가압기 수위설정치 

유지 

나. 가열 모드 H 제어규칙 채발 

가열모드 II는 가열모드 I에서 176.6"C로 유지하고 있는 냉각재 평균온도를 

291 ±3 ℃까지 가열하고， 압력을 24kg!cm2에서 157 ::t lkg!cm2으로 상숭시키는 

운전구간이다. 또한， 이 운전구간에서는 습식 보관중인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정상상태 수위 (50%)로 감소시키는 운전과 2차측 예열 운전이 병행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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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전구간에서는 앵각재계통 압력-온도 곡선의 제한범위내에서 명각재의 온도 

와 압력을 연속적으로 제어해야 하고， 증기발생기 수위제어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2차측 예열운전에 따른 각종 밸브나 펌프의 시편셜제어가 자동으로 수행 

된다. 가열 모드 I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술지침서의 주의 및 제한사 

항을 위배하지 말아야 한다. 

O 온도제어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앵각재 온도 가열율은 원자로앵각재계통 압력-온도곡선 제한치를 초과하 

지 말아야 하며， 가압기의 살수 온도차는 144
0

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온도 가열중 냉각재계통 고온관 온도는 적어도 28
0

C 의 과앵각여 

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O 압력제어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원자로앵각재계통 압력은 압력-온도곡선 제한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증기발생기 l차측과 2차측 압력차가 112kg/cm2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기관 저압 안전주입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관 압력이 

41.1kg/cm2로 중가하기 전에 앵각재계통 압력이 138kg/cm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앵각채계통 압력이 138.5kg/cm2으로 되기 전에 증기관 

저압력 안전주입 상태둥이 꺼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중기발생기 수위제어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보조 급수 밸브는 안전관련 설비이므로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어기를 구성해야 한다.2차측 가열을 목적으로 증기발생기로부터 증기 

를 사용할 경우 중기의 배출 및 급수의 공급이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하 

여 일차측이 급속히 앵각되지 않도록 한다. 앵각재 온도가 l000 C 이상일 

때 증기발생기의 배수를 시작하고， 중기발생기의 압력이 45kg/c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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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복수 펌프(COP)를 1대 기동해야 한다. 

(1)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 제어규칙 

이 운전구간에서의 온도제어는 176.6
0

C로 유지하고 있는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를 291 꽉 ℃까지 가열하는 것이다. 이 구간에서는 가압기 히터가 자동 

으로 동작하고 었고， 냉각재펌프도 운전조건에 따라 모두 기동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재 온도와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온도 증가는 냉각재계통 압력-온 

도곡선의 제한치 범위내에서 최적의 가열율(가열율 설정치)을 따라 가열되어야 

한다. 원전의 운전원이 이 운전구간에서 수행하는 운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열율 설정치 보다 용도가 높을 경우 

가압기 살수량을 줄이거나 전열기를 여자시켜 압력을 증가시킨다. 

。 가열율 설정치 보다 온도가 낮을 경우 

가압기 살수량을 증가하거나 전열기를 비여자시켜 압력을 낮추거나， 

냉각재펌프를 사용하여 온도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운전하는 이유는 온도제어와 압력제어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고， 압력-온도곡선에서 과냉각 여유도(sub-cooling margin 28"C)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압력제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운전구간에서의 온도제어는 프로그램된 과냉각 여유도를 설정치로 설정하여 

가압기 살수밸브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과냉각 여유도 설정치(프 

로그램된 가열율 설정치)는 발전소 운전상태에 따라 가변되도록 하였다. 개발된 

온도 제어 자동화규칙은 다음과 같다. 

while (원자로 냉각재 평균옹도가 291 펴 ℃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그램된 과냉각 여유도를 설정치로 사용하여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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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살수밸브 조절 

case 1 프로그랩된 가열율 설정치보다 온도 가열이 너무 늦게 

증가할 경우) 

정지되어 있는 원자로 냉각재펌프 기동 

가압기 전열기를 수동으로 끔 

case 2 : (프로그랩된 가열율 셜정치보다 온도 가열이 너무 빨리 

증가할 경우) 

기동된 원자로 냉각재펌프를 정지 

(2)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제어규칙 

이 운전구간에서 압력제어는 241‘g!cm2로 유지하고 있는 압력올 냉각재계 

통 압력-온도곡선의 제한범위내에서 15π‘g/cm2 까지 가압하는 것이다. 옹도제어 

와 압력제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냉각 여유도 셜정치를 따라 압력이 

가압되도록 가압기 살수밸브를 조절한다. 그러나 살수밸브를 이 목적에 맞게 사 

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수밸브 동작 프로그랩을 수 

정해야 한다. 따라서， 냉각재계통 압력이 153.6kg!cm2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안된 

제어규칙을 사용하여 살수밸브를 동작시키고，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기존의 방법 

올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압력 제어 자동화규칙은 다음과 같다. 

while (원자로냉각재 압력 이 153.6kg!cm2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그랩된 과냉각 여유도를 셜정치로 사용하여 가압기 

살수밸브 조절 

case 1 (프로그랩된 가열율 설정치보다 압력이 너무 늦게 

증가할 경우) 

가압기 전열기를 수동으로 여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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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case 2 : (프로그랩된 가열율 설정치보다 압력이 너무 빨리 

증가할경우) 

가압기 전열기를 수동으로 끔 

가압기 살수 유량 증가 

(3) 2차 계통 운전 규칙개발 

2차계통은 냉각재계통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발생기의 온도도 증 

가하여 증기가 생성되고， 압력이 상숭한다.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lOkg/cm2 이상 

이 되면 중기발생기 수위제어를 수행한다. 먼저 취출수 계통을 사용하여 습식 

보관된 만수위 상태의 증기발생기 수위를 정상수위인 50::!:: 5%로 낮추고， 증기발 

생기내의 압력 변화로 인해 수위가 정상 수위보다 낮아지면 보조급수를 사용하 

여 수위를 정상수위까지 조절한다.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주증기관 

의 예열， 증기텀프 운전， 복수기 진공 형성 둥과 같은 2차측 예열 및 기동에 따 

른 운전올 시헨셜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수위제어나 2차측 예열 

올 위한 운전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술지침서 주의 및 제한사항올 위배하지 않아 

야한다. 

。 증기발생기 수위제어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보조 급수밸브는 안전관련 설비이므로 본래의 기능올 방해하지 않도록 

제어기를 구성해야 한다. 냉각재의 평균온도가 10kg/cm2 이상일 때 증기 

발생기의 배수를 시작하고， 중기발생기의 압력이 45kg/cm2 이상에서 복 

수 펌프를 1대 기통해야 한다. 

o 2차계통 예열 및 기동운전에 따른 주의 및 제한사항 

주증기관의 최대 가열율은 l00.C!hr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냉각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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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온도가 204 "C 이상일 때 증기를 터빈이나 복수기로 인출해야 한다. 

증기발생기로부터 주증기를 인출할 때나 중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할 때 

1차 계통이 과뱅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차 계통의 압력이 42kg!cm2 

일 때 증기발생기 압력 저-저 안전주입 우회 상태둥이 꺼지는지 확인하 

고， 42kg!cm2 이상일 때 원자로 냉각재 압력올 140kg!cm2 이상으로 증가 

해야 한다. 

(가)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규칙 

증기발생기의 압력이 lOkg!cm2 이상일 때 취출수 계통의 취출수밸브 

CHV -304/5/6)를 이용하여 만수위 상태의 중기발생기 수위를 55%로 유지시킨다. 

이것은 취출수 밸브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증기발생기내에 압력이 생성되어야만 

최대용량으로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위를 55%로 유지하는 이유는 

증기발생기의 온도증가로 인해 압력이 증가하거나 2차측 예열을 목적으로 증기 

를 인출할 경우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기발생기 수위가 정상 

수위보다 낮아지면， 보조 급수밸브CHV -313/4/5)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정상수위 

인 50%로 유지한다. 보조 급수밸브는 공학적 안전 작동설비(ESF)이므로 안전 

작동신호가 발생되면 고유기능을 하도록 설계하여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계모드가 끝난 후에는 저출력 주급수 조절밸브 

(FV-때8/9/10)를 사용하여 수위제어를 수행하도록 셜계하였다. 개발된 증기발생 

기 수위 제어 자동화규칙은 다음과 같다. 

while (임계운전모드 완료시 까지) 

case 1 증기 발생 기 압력 이 lOkg!cm2 이 상) and (증기 발생 기 

수위가 55% 보다 높을 경우) 

취출수밸브CHV-3여/5/6)를 자동 조절하여 증기발생기 

수위를 55%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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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case 2 중기발생기 수위가 50% 보다 낮을 경우 

보조 급수밸브(HV -313/4/5)를 자동 조절하여 증기 발생 기 

수위를 50%로 유지 

(나) 2차 계통 예열 및 기동운전 규칙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가열됨에 따라 2차측 계통의 압력은 상승하게 

된다. 즉， 증기발생기의 압력은 1차 계통의 가열상태에 따라 변하므로 압력 변화 

에 따라 2차측 예열 및 기동운전을 시편셜하게 진행한다. 증기압력이 lOkglcm2 

일 때 만수상태의 증기발생기 수위를 정상수위로 낮추기 위해 취출수 밸브 제어 

를 수행한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압력이 45kglcm2에 도달하면 복수 휩프를 1대 

기통한다. 증기발생기 압력이 76kglcm2에 도달하면 주증기 차단 우회밸브를 1개 

만 열어 주증기관을 예열하고， 중기덤프 제어기의 압력 설정치를 76.8kglcm2으로 

설정한 후 자동으로 둔다. 그리고 밀봉증기 (grend-seal) 공급을 위한 운전을 수 

행하고，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의 설정치를 79.1kglcm2으로 설정한다. 마지막 

으로 복수기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공펌프와 공기 추출(air eject) 계통을 기 

동한 후 복수기 압력이 720mmHg 임을 확인한다. 

다. 엄계모드의 운천 규칙개발 

임계 모드에서는 가열 모드 H 의 연속운전으로 원자로를 임계에 도달되게 

한 후 원자로 출력을 5%까지 올리기 위한 운전절차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모 

드에서는 냉각재 평균 온도 292"C에서 원자로를 기동하기 위하여 예상임계점을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 붕소농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제어 

봉을 매 50스템씩 인출한다. 이때 선원영역 검출기의 계수율을 기록하여 예상임 

계 제어봉 위치와 실제 임계 제어봉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임계를 만드 

는 일을 수행한다. 만약 원자로의 엄계가 제어봉 삽입 한계 이하에서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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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을 모두 삽입하고， 예상임계점올 재계산하여 삽입 한계 이상에서 원자로 

임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임계에 도달하면 임계상태를 기록한다. 그 다음 기동 

율올 0.75DPM 정도로 유지하고 10 8 AMP(중간영역 검출기)까지 출력 중발을 

계속하여 P-6 상태둥이 점둥되면(10 1OAMP) 선원영역 고중성자속 원자로 트립 

신호를 차단하고， 필요에 따라 원자로 출력을 증발한다. 원자로를 임계에 도달하 

도록 하기 위한 운전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임계를 만들기 위한 제한 조건 

냉각재 온도는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올 기준으로 15분 전후는 껑8't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임계상태 제한 조건 

원자로 임계가 제어봉 최저 제한범위와 및 최고치 이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예상임계 제어봉 위치가 실제 임계 위치와 500pcm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제어봉을 노내에 모두 삽입하고 예상임계점을 

재계산하여 기동한다. 

。 예상임계점 계산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임계점 계산은 예상임계점 계산양식올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았다. 수작업으로 임계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전 정지일시， 정지시 보론농도 및 현재의 보론농도， 노심의 제논 농 

도， 그리고 특성독선 즉 “ Integral rod worth verus steps withdraw" 둥 

과 같은 여러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들을 계산양식에 기록하 

고 정지전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여 예상임계점을 계산한다. 

위와 같이 임계 모드에서는 예상임계점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전 업 

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이 예상임계점 계산에 필요한 각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임계점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올 개발하였다. 다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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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1은 임계 모드 운전절차에 따른 예상임계점 계산 프로그램 흐름도이다. 

그림 3.1.3.1 임계 모드 운전절차와 임계점 계산 프로그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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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기동시스템의 구생 

가압 경수로 원전에서 원자로 가열 운전모드는 원자로의 충수 및 배기가 완 

료된 상태에서 원자로 출력 5%까지 원자로를 가열하는 운전모드로 대략 20시간 

정도의 긴 운전시간이 필요하다. 이 운전구간 동안에 운전원은 원자로 가열을 위 

한 원자로 냉각재 온도 및 압력제어， 가압기 수위제어， 중기발생기 수위제어 둥 

의 연속제어와 발전소 상태에 따라 각종 펌프나 밸브 둥을 시헨셜하게 조작해야 

한다. 따라서， 긴 운전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수동운전 행위로 인해 운 

전원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운전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가열 운전모드를 자동화한 자동기동 

시스탬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댐은 그림 3. 1.4.1과 같이 지능형 감독자시스댐， 

분산제어시스댐， 신호연계시스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고리 3&4호기의 동특성 

을 모의화한 계측제어 시험검중설비 (FTF: Functional Test Facility) [3. 1 .4.1]는 

개발된 시스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충적 구조의 최상위 시스템인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은 실시간 전문가시스댐 

인 G2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이 시스댐은 발전소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하여 기술지침서 주의 및 제한사항 위배여부 경보 발전소 정보의 추이 (trend 

curve) 퉁과 같은 중요 운전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발전소 상태에 

따라 하부 시스템인 분산제어시스댐으로 최적의 제어방법을 지시해 준다. 감독자 

시스댐은 분산 제어시스댐과 이더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정보 교환은 0.5초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하부 시스템인 분산 제어시스템은 각 운전모드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연속제어 

와 시편셜 제어를 수행한다. 분산 제어시스템에는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압력제 

어， 가압기 수위제어， 중기발생기 수위제어 둥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PID(비 

례-적분-미분) 제어기를 포함하고 있다. 각 제어기의 제어 설정치와 발전소 운전 

상태에 따른 제어기의 전환(switchover)은 상위시스댐인 감독자 제어시스템으로 

부터 명령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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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I 연계시스댐은 계측제어 시험검증셜비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더 

넷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를 현장신호인 4-20mA 전류신호와 O- lOVdc 

천압신호로 변환하여 분산시스댐의 필드 버스 모률(FBM : Field Bus Module)로 

전송한다. 또한， 온/오프(개/폐) 신호에 의해 동작되는 펌프나 밸브， 전열기 동의 

접점신호를 제공한다.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는 고리 3&4호기의 동특성올 수학적으로 모텔링한 엔 

처니어링 시률레이터로 자동기동시스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VX1 연계시스템을 통해 분산제어시스댐과 

연결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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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능형 캄독자시스댐 

자동기동시스템의 최상위시스댐인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은 가열운전에 따 

른 발전소의 정보 감시와 발전소 상태에 따른 최적의 제어방법을 하부시스댐인 

분산 제어시스템으로 지시하는 시스템이다. 

(1)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의 기능 

지능형 감독자시스댐은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기능， 운전절차 수행기능， 

제어명령 하달기능을 갖고 있어 자동기동운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가) 발전소 운전상태 감시기능 

1) 발전소 정보 표시기능 

분산제어시스템과 연결된 이더넷을 통해 실시간<0.5초)으로 원자로 

충수 및 배기완료 상태에서 원자로 출력 5%까지 운전에 펼요한 모든 발전소 

데이터(약 400여개의 신호)를 취득하여 정보감시화면(그림 3. 1.4.2)에 표시한다. 

각 아날로그 데이터들은 연관성에 따라 그룹화하여 추이곡선(trend curve)이나 

X-y plot으로 표시하였고， 디지털 데이터는 온/오프 상태둥으로 표시하였다. 

2) 기술지침서 위배사항 점검기능 

각 운전모드(가열 모드 1, 가열 모드 11, 임계모드)의 자동운전중 기술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한사항의 위배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이다. 만약 

어떤 값이 기술지침서 제한사항을 위배할 경우 운전절차화면에 경보 메시지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원자로냉각재 가열율은 시간당 

28't를 초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감독자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집된 냉각 

재 온도의 가열율을 계산하여 계산된 값이 2TC/hr를 초과하였을 경우(제한사항 

위배치보다 l"C 낮게 설정되어 있음) 운전절차화면에 경보 메시지를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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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운전에 의해 온도제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나) 운전절차 수행기능 

1) 초기조건 점검 기능 

각 운전모드의 시작점에서 수행해야 하는 발전소 초기조건 점검을 

자동화하였다. 초기조건 점검항목과 운전원 조치사항은 운전절차화변에 메시지로 

표시되게 하였고， 점검항목에 따라 운전원이 수행한 조치 결과가 발전소 상태에 

부합되면 다음 점검항목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가압기 살수밸브가 수동으로 

닫혀있어야 할 경우 운전원이 잘못 판단하여 열어두었다면 살수밸브를 닫을 때 

까지 다음 점검항목으로 진행되지 않고 “살수밸브를 닫아라”란 메시지가 운전절 

차화면에 표시된다. 

2) 운전유지대 점검 기능 

각 운전모드의 자동운전중 운전유지대에 도달하면 관련된 운전원의 

조치사항이 운전절차화면에 메시지로 표시되고 적절한 운전원 조치가 끝날 때 

까지 메시지는 깜빡이면서 표시된다. 그리고 각 운전 유지대에서는 운전원의 조 

치가 끝날 때까지 발전소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올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로 

가열 운전중 안전주업 밸브정렬 구간에 도달하면 감독자시스댐은 원자로냉각재 

의 압력 및 온도제어기의 셜정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전 값으로 그대로 유지하 

다가 운전원 조치가 완료되면 계산된 새로운 셜정값을 제어기로 전송한다. 이것 

은 운전 유지대에서 운전원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제어 

기의 설정치가 변경되어 원하지 않는 이상상태로 발전소가 운전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다) 제어명령 하달기능 

감독자시스템은 고리 3&4호기 종합 운전절차서와 발전소 운전원의 

- 89-



운전 지식을 규칙 (rule)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고， 발전소 상태에 따라 

최적의 제어규칙을 사용하여 발전소를 운전하는 지식기반(knowledge base)의 실 

시간 전문가시스탬이다. 따라서， 발전소 운전상태에 따라 각 연속제어기의 설정 

치를 계산하여 제어기로 전송하고， 시헨셜 제어의 시작 시기를 분산 제어시스템 

에 알려준다. 또한， 운전모드가 바뀔 때 각 제어기의 구성을 바꾸어 주어 발전소 

상태에 따라 최적의 제어가 수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 연속제어기의 셜정치 지시기능 

감독자시스댐은 발전소 상태에 따라 각 연속제어기의 제어 설정치를 

계산한 후 계산된 설정값을 각 제어기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가열 모드 I의 원자로냉각재 온도제어시 발전소 운전상태 즉 몇 대의 냉각재 펌 

프를 기동하여 운전하는가에 따라 냉각재의 온도 증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최적 

으로 온도를 가열하기 위해 발전소 상태에 따라 온도 제어기의 설정값을 계산해 

서 전송한다. 이것은 최척의 설정값으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2} 제어기 실행명령 지시기능 

예를 들어， 가열 모드 I에서 가압기 기포 형성전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제어는 충전유량 조절밸브나 유출유량 조절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압력 

을 제어하지만， 가압기 기포 형성 후에는 충전유량 조절밸브는 가압기 수위제어 

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제어 대상시스탬(충전유량 조절밸브)이 발전소 

운전 상태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 감독자시스템은 이들 연속 

제어기(압력제어기에서 수위제어기로)의 구성을 변경해 준다. 이것은 감독자 제 

어시스탬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으로 발전소 운전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각 연 

속제어기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지시해 주기 때문에 자동운전의 연속성이 보 

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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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농형 감독자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인간-기계 연계화면의 구성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의 하드웨어는 SUN classic 기종의 워크스테이션에 

Solaris 2.4 운영시스템올 사용하였고 워크스테이션에는 20인치 컬러 CRT 2대를 

연결하였다. 연결된 2대의 CRT는 각각 운전절차화면과 정보감시화면으로 사용 

된다. 감독자시스템의 운전원 화면과 제어 규칙은 실시간 전문가시스템 개발 도 

구인 G2 버전 4.1올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G2 브릿지 프로그랩을 개발하여 

02 소프트웨어와 하부시스템인 분산제어시스템간에 이드넷을 통한 양방향 통신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감독자시스템의 제어명령(제어기셜정치나 시헨 

셜제어의 시작시기 둥)이 분산제어시스댐으로 전송되고， 분산제어시스템에서 취 

득한 모든 발전소 정보와 현재의 제어기 셜정치 그리고 제어기의 구성 둥을 감 

독자시스댐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G2 브릿지 프로그랩올 통한 

데이터 교환은 0.5초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지농형 감독자시스템의 운전원 화면은 2대의 CRT에 각각 표시되는 운전절차 

화면과 정보감시화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운전절차화면과 정보감시화면은 

주화면(main 버splay)과 몇 개의 부화면으로 구성되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운전 

에 필요한 화면을 선택할 수 었다. 그리고 이들 화면은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화면이므로 각각의 화면에서 운전원이 발전소의 기기들(펌프나 

밸브 퉁)을 직접 작동시킬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가) 운전절차화면 

운전절차화면의 구성은 그림 3. 1.4.2와 같다. 그림에서 보호 관련 신 

호영역 (protection related signals)에는 공학적 안전설비(ESF) 관련 상태 표시둥 

(SI, CTMT IS0, SI Bypass, MST IS0, FW IS0, SR Block, IR Block, PR 

Block)과 원자로 트립 복귀신호(RX Reset) 표시둥， 보호계통 작동 복귀신호(Safe 

Reset) 표시둥이 있다. 그리고 제어 연동 신호영역<Control interlock signa1s)에는 

제어연동 신호인 C-신호 표시퉁이 있고， 허용 연동 신호영역 (penni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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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ock signals)에는 p-신호 표시둥이 있다. 이들 표시둥들은 동작중일 때 붉 

은색으로 표시되고， 비동작에서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Controllnterlock 
Signals 

Permisive Interlock 
Signals 

Operation 
Procedure 

그림 3.1.4.2 감독자시스템 운전절차화면 구성도 

메뉴 버턴영역에는 모드시작 버턴(MODE 1. MODE 11. CR1T1C)과 발전소 상 

태를 감시하기 위한 버턴들(RCS V a1ue, BOP Value, Overview, ESF Status)이 

있다. 그리고 “Execute" 버턴은 운전원이 수행한 명령을 확인(confirm)하기 위한 

버턴이다. 

지시영역(Indicator)에는 가열 모드 I 초기조건 점검 표시 및 운전진행 표시 

램프， 가열 모드 11 초기조건 점검 표시 및 운전진행 표시 램프， 그리고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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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 5%에 도달하여 가열운전이 끝났음을 알리는 가열 운전 완료 표시램프가 

있다. 

원자로 충수 및 배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운전원이 모드 I 시작 버턴을 클릭하 

면 지시영역의 모드 I 초기조건 점검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운전절차영 

역 (operation procedure)에는 발전소 운전절차의 초기조건 점검항목이 메시지로 

표시된다. 각 초기조건 점검항목에 대한 운전원 조치가 끝난 후 “Execute"을 클 

력하면 다음 점검항목이 메시지로 표시된다. 만약 운전원의 조치가 완료되지 않 

았거나 잘못 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점검항목으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된 메시지 

가 계속 깜빡거리게 된다. 운전원이 초기조건을 모두 점검하고 계속해서 모드 I 

운전을 진행할 경우 운전절차영역에 나타나는 메세지를 확인한 후 “Execute"을 

클릭하면 된다. 이때， 지시 영역의 모드 I 초기조건 점검 표시둥은 녹색으로 바 

뀌고， 모드 I 운전진행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운전절차에 따른 메시지 

가 나타난다. 자동 운전중 운천원의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원 조치 

메시지가 운전절차영역에 표시되고， 원전원이 “ Execute" 버턴을 클릭하면 자동으 

로 운전이 계속 진행된다. 모드 II 버턴을 클릭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절차로 진 

행된다. 모드 II 운전이 완료된 후 "CRITIC" 버턴을 클력하면 예상 임계점 계산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원자로가 엄계에 도달하기위해서는 예상 입계점을 계산하 

고， 필요한 경우 계산된 임계점에 따라 제어봉이나 붕산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 엄계점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것 

을 전산화하였다. 

또한， 그림 3.1 .4.2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주의 

및 제한사항 위배에 대한 경보메세지를 나타내는 부화면이 았다. 이 화변은 운전 

절차영역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았지만 발전소의 신호값이 제한사항을 위배했을 

경우나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팝업으로 운전절차화변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메시지는 붉은색으로 깜빡이도록 하였고 운전원이 “Execute"을 

클릭하면 깜빡임이 멈추어지도록 하였다. 경보가 해제되었거나 정상 신호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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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오면 자동으로 이화면은 사라진다. 

(나) 정보감시화면 

정보감시화면의 구성도는 그림 3. 1.4.3과 같다. 이 그림에서 2차측 정 

보영역 mop Values)은 각 증기발생기 수위와 압력을 추이곡선과 숫자로 표시하 

였다. 그리고 원자로냉각재 정보영역(RCS Values)은 원자로 정보 부화면， 가압 

기 정보 부화면， 그리고 충전유량 및 유출유량 부화면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제어봉 위치정보 영역(ROD Position)은 제어봉그룹(CBA， CBB, CBC , CBDl의 

위치와 정지봉그룹(SBA， SBB, SBC, SBD)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었다. 원자로 

출력 정보영역(Rx Power)에서는 선원영역 (SR). 중간영역 OR) ， 출력영역 (PR)에 

대한 값을 표시하였다. 

RCS Values ROD positions 

Rx Power 

BOP Values 

그림 3.1 .4.3 감독자시스템 정보감시화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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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뷰 정보영역 (Overview)에서는 자동기동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기(밸브， 펌 

프， 전열기 둥)와 시스템(증기발생기， 가압기， 터빈， 원자로， 탱크 둥)의 상태를 

표시하였다. 각 기기들의 상태 표시는 운전원의 인지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 

기들의 동작상태는 붉은색으로， 비동작 상태는 검은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각 

기기나 시스댐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음 표 3.1.4.1와 같은 상세 정보표가 나타 

난다. 

표 3.1.4.1 원자로의 상세 정보표 

Items Values 
......... ~.~… ......... '--"-'-._._ .. ....... • •••••••• ‘“‘U" ·γ “ •••• ~ 

Name Reactor 

Source Range 1.715 

Intermíd Range 11.0 

Rx Power 5.18ge- 1Q 

Coldleg A Temp.( OC) 123.46 

Coldleg B Temp.CC) 123.53 

Coldleg C Temp. ( .C) 123.42 

Hotleg A Temp.("C) 123.41 

Hotleg B Temp. ( oC ) 123.48 

Hotleg C Temp. ( .C ) 123.41 

RCS Tavg( 't) 123.45 

RCS Pr(kg/cmz
) 24.1 

Reactívíty 0.032 

Boron Concentration(ppm) 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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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의 운전규칙 

종합운전서 절차서 분석， 발전소 운전원의 운전지식， 기술지침서의 주의 

및 제한사항 분석 등올 통해 개발된 자동기동시스템의 제어규칙을 기반으로 감 

독자시스템의 운전규칙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운전규칙은 기술지침서 주의 및 제 

한사항 위배여부를 포함한 경보 규칙 운전절차 수행규칙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실시간 전문가 시스템 개발 도구인 G2는 사용차가 제어규칙을 개발할 

때 G2 룰과 G2 프로시져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다. G2 룰은 정해 

진 시간<invoke time)마다 G2 프로세서가 룰을 점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룰을 

활성화한다. 따라서， G2 룰운 when, whenever, if 동과 같은 조건문을 주로 사용 

하여 프로그랭한다. 반면에 G2 프로시져는 룰이나 액션 버턴에 의해 활성화되는 

일종의 프로그램 형식이다. 따라서， G2 프로시져는 시펜셜하게 진행된다. 이런 

이유로 기술지침서 주의 및 제한사항 위배여부를 포함한 경보는 매 샘플링 순간 

마다 취득되는 데이터를 제한치와 비교해서 운전원에게 관련된 메시지를 보여주 

어야 하므로 G2 룰(rule)올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리고 초기점검이나 운전절차 

수행에 관련된 운전 규칙은 시헨셜하게 진행되므로 G2 프로시져 (procedure)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였다. 

(가) 경보 규칙 

경보 규칙은 매샘플링 순간 마다 취득된 발전소 데이터에 제한치 위 

배여부롤 점검하여 운전원에게 메시지로 보여준다. 다음 그림 3.1 .4.4는 가열 모 

드 1, 가열 모드 II, 그리고 임계모드의 경보 규칙의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그림에 

서 분산 제어시스템의 필드 버스 모률을 통해 0.5초 간격으로 수집된 발전소 데 

이터는 네트워크(G2 브릿지)를 통해 감독자시스댐으로 전송된다. 각 운전 모드의 

경보 룰에서는 매 0.5초 간격으로 이들 데이터에 대한 제한치 위배 여부를 점검 

하여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 해당하는 경보 메시지 프로시져를 활성화시킨다. 

경보 메시지 프로시져에서는 관련 메시지를 나타내는 부화면을 운전절차화변에 

- 96-



팝업으로 표시한다. 이 부화변의 메시지는 깜빡임으로 표시되고， 운전원이 메뉴 

버턴영역의 “Execute"을 클릭하면 깜빡임이 멈춘다. 그리고 취득된 데이터가 

정상이 되면 이 메시지 부화면은 사라진다. 다음 그림 3. 1.4.5와 3. 1.4.6.은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이 제한치 이하(22kg/cm2)로 감소할 때 이를 점검하는 룰과 룰에 

의해 활성화되는 프로시져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경보룰 #1 ’! 경보 메시지 
프로시져 #1 

경보룰 #2 
경보메시지 

프로시져 #2 

/ 욕므므곤 
운전절차화면 

l/ 
경보룰 #N 

에 경보 메시지 
프로시져 #N 

그림 3. 1.4.4 각 운전 모드의 경보 규칙의 처리과정 

when the rcs-tavg of rx <= 175.0 and the pressure of rx <= 

22 then start modeHO\V- pr-alarm() 

그림 3.1.4.5 가열 모드 I 원자로 냉각재 저압력 점검 룰 

- 97--



~mode1-lo내-pr-alël.m(. r 
M: class confirm-alarm; 

begin 

create a confirm-alarm M; 
ca" alann-make-add("[seq1]. !!! MODE1에 서 RCS 압혁이 

22k빙cm2 미하로 훨머지고 있융냐악 !!!', M); 
wait until the status 01 BTN_STATUS • 1 checking 

eve깨 1 second; 
conclude that the confirm-state 01 M • the symbol 

confirm; 
wait 10r 0.2 second; 

end 

그림 3.1.4.6 가열 모드 I 원자로 냉각재 저압력 프로시져 

(나) 운전절차 수행규칙 

운전절차 수행규칙에는 제어기 초기값 설정규칙， 초기조건 점검규칙， 

그리고 운전절차서 수행규칙이 있다. 먼저 운전원이 운전절차화면의 “ MODE 1" 

과 같은 모드 시작 버턴을 클릭하면 제어기 초기값 설정규칙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 규칙이 완료되고 나면 초기조건 점검규칙과 운전절차서 수행규칙이 차례대로 

수행된다. 제어기 초기값 설정규칙과 초기조건 점검규칙은 모두 프로시져로 프로 

그래멍하였고， 운전절차서 수행규칙은 룰과 프로시져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1) 제어기 초기값 설정규칙 

제어기 초기값 설정규칙에서는 각 운전 모드를 자동으로 운전하기 

위한 각 제어기의 초기값(설정치， 자동/수동 상태)을 설정한다‘ 

가열 모드 I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어기의 초기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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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출유량 조절밸브(HV-142) 제어기 설정치 초기값 설정 

유출유량 조절밸브를 통해 원자로 냉각재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이 제어 

기의 압력 설정치를 24kg/cm2으로 설정한다. 

O 충전유량 조절밸브 감독자 제어모드로 설정 

가압기 기포형성전에 유출유량 조절밸브를 통해 원자로 냉각재 압력을 

조절할 수 없을 때는 충전유량조절밸브를 사용하여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감독자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감독자 제어모드(“AUTO and AUTO SUP" 모드)로 설정하고，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30% 열어둔다. 

O 원자로냉각재 온도제어기의 가열 설정치 초기값 설정 

잔열 제거계통 열교환기 출구측 조절밸브(HV→603)를 사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온도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온도제어기의 가열율 설정치 증가 

용션을 “0"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초기조건 점검 후 냉각재의 온도를 

가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냉각재의 온도가 가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한편， 분산 제어시스템의 온도제어기는 초기 설정값， 

최종 설정값， 가열율 설정치， 그리고 가열율 설정치 증가 융션올 가지고 

있다. 초기 설정값은 시작 온도 설정치이고 최종 설정치는 최종 목표 

온도 설정치이다. 그리고 가열율 설정치는 초기 설정치에서 최종 설정치 

까지 분당 몇도씩 가열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값이다. 만약 최종 설정치 

가 176.6
0

C 이고 초기 설정치가 60t 일 때 가열율 설정치가 0.3이고， 가열 

율 설정치 증가 융션이 1이라면 60t 에서 시작하여 176.6
0

C까지 분당 O. 

30C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열율 설정치 증가 용션이 0이 

면 가율열 설정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3.1.4.7은 가열 모드 I의 제어기 초기 설정규칙의 한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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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122 Initialization} 
create a confinn-message M; 
call message-make-add(맨eq]. 충전 유향 
조캘옐브(FV122)률 ’AUTO/AUTD-SUP' ~효 설정하며 
RCS 압력융 자동체어할 수 있도륙 하세요. !!!', M); 

wait until the status of BTN_STATUS • 1 checking every 
1 second; 

conclude that the confim남tate of M = the symb이 
con껴nn; 

wait for 0.2 second; 

create a confinn• nessage M; 
call message-make-add(맙eq]. 충전 유향 조캘 멸 브(FV122) 

의 초기값을 30，..로 설정합냐다. !!!', M); 
wait until the status of BTN_STATUS • 1 checking every 

1 second; 
conclude that the confinn-state of M • the symb이 

confinn; 
set the value-status of FV122_0UT to 30.0; 

wait for 0.2 second; 

그림 3.1.4.7 가열 모드 I의 제어기 초기값 설정규칙 프로시져의 예 

가열 모드 n의 제어기 초기값 설정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값을 설정 

한다 

O 가압기 살수밸브(Pv-μ4) 제어기 설정치 설정 

가열 모드 I에서 개발된 제어 규칙에 따르면 가압기에 기포가 형성된 후 

에는 가압기 살수밸브를 조절하여 압력을 24kg/cm2으로 유지한다. 따라 

서， 가열 모드 I의 가압기 기포형성 후에는 살수밸브가 감독자 제어모드 

로 설정되어 감독자시스템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나 가열 모드 II에서는 

가압기 살수밸브가 압력-온도곡선의 과냉각 여유도를 따라 냉각재의 온 

도와 압력을 연속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감독자시스댐은 가압기 

살수밸브 제어기의 과냉각 여유도 설정치를 60으로 설정한 후 분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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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때 가압기 살수밸브를 “AUTO and AUTO 

LOC" 모드로 선택해 두어야 한다. 

2) 운전절차서 수행 규칙 

운전절차서 수행규칙은 종합 운전절차서 분석이나 발전소 운전원의 

운전지식 둥을 근간으로 개발하였다. 다음 그림 3.1.4.9 - 3.1.4.1 2는 개발된 가열 

모드 I과 가열 모드 11의 운전절차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초기조건 점검이 

나 운전 절차에 따라 운전원이 수행해야 할 각 기기의 조치사항이나 상태 확인 

은 고리 3&4호기 종합 운전절차서 분석을 통해 결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시헨셜 

하게 진행되므로 G2 프로시져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가) 온도제어 수행규칙 

가열 모드 I에서의 온도제어기는 열교환기 출구측 유량 조절밸브 

(HV-603)를 제어하여 냉각재의 온도를 176.6
0

C까지 가열한다. 냉각재 온도는 

기동된 냉각재 펌프의 수에 따라 다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감독자시스템은 기동 

된 냉각재 펌프의 수에 따라 온도제어기의 가열율 설정치를 변경하여 분산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그러나 이 값은 기술지침서 제한사항인 28 0C/hr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냉각재 펌프가 1대 기동되어 있을 경우 

가열율 설정치는 O.3
0

C/min, 2대 기동되었을 경우 O.37
0

C/min, 그리고 3대가 모두 

기동되었을 경우는 0.45
0

C/min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가열율 설정치가 냉각재의 

온도 보다 rc 이상 높을 경우 감독자시스템은 가열율 설정치 증가 용션을 0으 
로 설정하여 냉각재의 온도가 온도 설정치까지 증가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림 

3.1.4.8은 가열모드 I의 온도 제어 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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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ihen the rcs-tavg olrx <- 176.6 and (the value-status 01 
HV603_SPT - theRCS-TAVG 01 RX) >- 1 then start 
modeUo\'Uemp_ctl () 

νihen the rcs-tavg 01 rx <- 176.6 and (the RCS-T AVG 01 
RX - the va/ue-status of HV603_SPT) >- 1 then start 
model_high_temp_ctl ( ) 

νihen the rcs-tavg of rx <- 176.6 and (the value- status 이 
HV603_SPT - the RCS-TAVG 01 RX) <- 0.2 then set 
the value-status 01 HV603 SRAMP to 1 

νihen the rcs-tavg 01 rx <- 176.6 and the status 01 
RCP ST A - 1.0 then set the value-status 01 
HV603 SRATE to 0.3 

νihen the rcs-tavg of rx <- 176.6 and the status 01 
RCP STA - 2.0 then set the value- status of 
HV603 SRA TE to 0.37 

νihen the rcs-tavg 01 rx <- 176.6 and the status 01 
RCP ST A - 3.0 then set the value-status 01 
HV603 SRATE to 0.45 

그림 3.1.4.8 가열모드 I의 온도 제어 룰 

나) 압력제어 수행규칙 

가열 모드 I에서 가압기 기포 형성전의 압력제어는 2가지 제어 

수단에 의해 수행된다. 분산 제어시스댐의 압력제어기는 유출유량 조절밸브 

(HV-142)를 조절하여 압력을 제어하고， 감독자시스템은 충전유량 조절밸브 

(FV-122)를 조절하여 압력을 제어한다. 따라서 감독자시스템이 충전유량 조절밸 

브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룰을 개발하였다. 

。 HV一 1427} 90%이상 열려 있고， 냉각재 압력 이 25kg/cm2 이상일 때 

유출유량 조절밸브가 90%이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밸브를 사용하여 압 

력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닫아서 압력 

을 줄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시스댐은 충전유량 조절밸브의 개도를 

10% 닫아 충전량을 감소시킨 후 얼마간 기다렸다가 압력이 감소하면 밸 

브의 개도를 고정한다. 그렇지 않고 압력이 계속 증가하면 밸브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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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닫도록 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룰을 사용하였다. 

조절될 충전유량 조절밸브 개도값(%) = 현재 밸브 개도값(%) - 10% 

。 HV -1427} 10%이하로 닫혀 있고， 냉각재 압력 이 23kglcm2 이하일 때 

유출유량 조절밸브가 10%이하로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밸브를 사용한 압 

력제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천유량 조절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높여 

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독자시스탬이 충전유량 조절밸브의 개도를 10% 

열어 충전량을 증가시키고 얼마간 기다렸다가 압력이 증가하면 밸브의 

개도를 고정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압력이 떨어지면 밸브를 10% 더 열 

도록 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룰을 사용하였다 

조절될 충천유량 조절밸브 개도값(%) = 현재 밸브 개도값(%) + 10% 

가압기 기포 형성 후에는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가압기 수위제어로 전환하고， 

가압기 살수밸브를 사용하여 압력을 제어해야 한다. 따라서， 충전유량 조절밸브 

를 “ AUTO and AUTO LOC" 모드로 전환하여 분산 제어시스템에서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제어하도록 한다. 그리고 감독자시스댐에서 가압기 살수밸브를 사용 

하여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압기 살수밸브를 "AUTO and AUTO SUP" 모 

드로 전환해야 한다. 

O 냉각재 압력이 23.5kglcm2 이하일 때 

감독자시스템은 가압기 살수밸브 개도를 5% 닫고 얼마간 기다렸다가 

압력이 증가하면 밸브의 개도를 고정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압력이 떨 

어지면 밸브를 5% 더 열도록 하였다. 즉， 개발된 룰은 다음과 같다. 

조절될 가압기 살수밸브 개도값(%) = 현재 밸브 개도값(%)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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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재 압력 이 24.5kg/cm2 이상일 때 

감독자시스템은 가압기 살수밸브 개도를 5% 열고 얼마간 기다렸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밸브의 개도를 고정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압력이 

올라가면 밸브를 5% 더 닫도록 하였다. 즉， 개발된 룰은 다음과 같다. 

조절될 가압기 살수밸브 개도값(%) = 현재 밸브 개도값(%) + 5% 

가압기 기포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자시스템은 가압기의 온도와 수위를 

점검한다. 따라서， 가압기 기포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룰은 다음과 같다. 

if (가압기 온도 으 230'C) and (가압기 수위 드 95%) 

가압기 기포 형성 

기포형성 관련 메시지 프로시져 활성화 

end 

가열 모드 H에서의 압력제어는 가압기 살수밸브를 조절하여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이 압력-온도곡선상의 설정된 과냉각 여유도를 따라 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자시스템은 제어기의 설정치 즉， 과냉각 여유도를 발전소 상태에 따 

라 감독자시스템이 계산하여 제어기로 전송한다. 과냉각 여유도 설정치는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176.6'C 일 때는 60이고 292'C 일 때는 4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76.6 "C와 292'C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I 60-4o \ 과냉각여유도설정치 =-l l ×(원자로냉각재온도 -176.6'C) + 60 \ 292'C -176.6'( J 

여기서， 원자로냉각재 온도는 현재 시간에 측정된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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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수행규칙 

증기발생기 수위제어는 취출수 계통을 이용하여 만수위를 정상수 

위로 낮추는 방법과 열역학적 현상이나 주증기라인 예열을 위해 증기를 배출할 

때 증기발생기 수위가 정상수위 보다 낮아져 보조급수를 사용하여 수위를 복구 

하는 방법이 있다. 감독자시스템은 취출수 밸브 제어기와 보조급수밸브 제어기의 

설정치를 각각 55%와 50%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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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임계점 계산 프로그램 개발 

원자로를 임계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원이 예상임계 제어봉 

위치를 정하고， 예상임계점 (ECP : estimated critical position)을 계산한 다음 원 

자로 냉각재 붕산농도를 조절하고， 제어봉을 인출한다. 원전의 예상임계점계산 

은 발전소 주기에 맞는 곡선집 [3. 1.4.2]으로부터 예상임계점 계산에 필요한 곡선 

(예 Temperature defect versus average moderator temperature 등)의 눈금을 

원어서 계산하므로 계산 및 판독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오차로 

인하여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하였을 때 제어봉위치와 운전원이 계산한 예상임계 

제어봉위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임 

계점 계산을 전산화하였다. 임계점 프로그랩은 감독자시스템의 워크스테이션 내 

에 폰재(재ome/j skim/test9.c)하며， 그림 3.1 .3.1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예상임계 

점 계산은 운전절차화면의 “CRITIC" 버턴을 클릭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 

된다. 

O 운전원은 원자로 정지전 상태의 평균온도와 정지후 상태의 평균온도값을 

표 3.1.5.1의 * 표시항에 입력하면 감속재 온도 결손값을 계산한다. 

0 원자로 정지전 상태의 원자로냉각재 붕산농도와 정지후 붕산 농도를 

표 3. 1.5.1의 * 표시항에 입력하면 반웅도 결손을 계산한다. 

0 정치전 출력값과 정지후 출력값을 표 3.1 .5.1의 * 표시항에 입력하면 출력 

반웅도 결손값이 계산된다. 

0 정지전 상태의 제어봉 스랩과 정지후의 제어봉 스탬을 표 3.1 .5.1의 * 표시 

항에 입력하면 제어봉 반응도 결손값이 계산된다. 

O 노심내의 지논은 원자로 출력과 경과 시간에 따라 동가지논 출력을 자동 

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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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햄 

이 시스템은 감독자시스템으로부터 이드넷을 통해 제어명령을 전송받아 

원자로냉각재의 온도와 압력， 가압기 수위， 증기발생기 수위 둥과 같은 연속제어 

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또한 운전절차에 따라 시헨셜하게 동작해야 하는 밸브나 

전열기 등의 기기를 온/오프(개/폐)하는 시웬셜 제어를 수행한다. 

이 시 스 템 은 미 국 FOXBORO사 의 Intelligent Automation Series ~ 디 지 털 분 

산제어시스템을 사용하였고， 본체는 AW 50 워크스테이션 (SUN sparc 20 기종에 

Sol따is 2.4 운영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분산제어시스템의 하드워l 어적 구성은 다 

음 그림 3. 1.4.13과 같다. 본체에는 20인치 컬러 CRT 2대가 연결되어 있고， 이들 

은 각각 오브뷰 CRT와 제어 CRT로 할당되어 있다. 오브뷰 CRT는 마우스로만 

기기의 조작이나 부화면을 나타나게 할 수 있지만 제어 CRT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운전원이 CRT를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사용하여 기기나 시스 

템을 직접 조작할 수 었다. 정상운전 중에는 오브뷰 CRT에 발전소 전체 상황을 

표시한 오브뷰화면을 띄워서 운전하고 제어 CRT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전 

모드의 제어화변을 띄워서 운전한다. 이것은 운전원이 발전소 전체 상황을 보면 

서 국부적인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들 화면은 모두 

팝업 윈도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CRT에서도 이 

들 화면을 호출할 수 있다. COMM 10에 연결된 도트 프린터는 자동기동 운전 

중 발생하는 경보에 대해 시간 태깅과 경보 정보를 붙여 출력하고， 컬러 카피어 

는 화면 전체를 카피할 때 사용한다. CP( Control Processor) 30은 필드버스 모율 

(FBM)을 통해 들어 온 현 장신호를 사용하여 PID 제 어 (auto-tuning PID 제 어 알 

고리즘 포함)와 시첸셜 제어 Oadder logid를 수행하는 제어기이다. 이 제어기는 

최대 120루프의 PID 제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수행속도는 0.1초에서 60분 

까지 선택할 수 었다. 그리고 하나의 CP 30에 최대 48개의 펼드버스 모률을 붙 

여서 사용할 수 있다. CP 30을 통해 수행된 제어결과는 필드버스 모율을 통해 

현장의 기가나 시스템을 조절한다. 분산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적 구성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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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 [3. 1.4.3]에 기술되어 있다. 

‘g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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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BUS 

AW 50 
WORKSTATION 

Interface wi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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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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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Oveniew CRT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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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κ훌e with fie애 signalol 

Touc:h CRT 

그림 3.1.4.13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 

활활쩔 

융邊똘쫓 
DOT 

PRINTER 

(1)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의 운전원 화면 

(가) 오브뷰 화면 의 구성 

오브뷰 화면은 그림 3. 1.4.14와 같이 자동기동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 

기나 시스템의 변화 상태를 컬러와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를 쉽 

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증기발생기와 같은 각종 기기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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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시스템의 섬볼에 숫자 등으로 표시하였고，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각 섬볼을 

마우스로 클력하면 나타나는 오브레이 화변 (overlay display)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기가나 시스템의 조작은 모두 이 오브레이 화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 

도록 설계하였다 

오브뷰 화떤의 명령 버턴영역 (command buttons)에는 분산제어시스템의 운영 

에 대한 버턴뜰파 상세한 경보 내용을 표시해 주는 “ Alarm" 버턴이 있다. 발전 

소 운전 종 정보가 발생하면 "Alarrn" 버턴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분전원이 머l 

뉴 버 턴 영 역 (menu buttons) 의 “ Alarrn ACK" 버 턴을 달락 하면 ’‘Alarm" 버 턴 의 

깜빡임이 엠춘다 그라고 운전원이 "Alarrn" 버턴음 클릭하면 경보 밤생시간， 경 

보 종뷰， 경보 내용 등이 경보 밤생 순서대로 표시된다. 정상 운전중에는 

"Alarrn" 써턴이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나머지 t니턴들은 시스템의 구성이나 운전 

원 화떤음 다사 그런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Command Butlons 

…·… .’‘““… .. 

Menu Butlons 

二L 림 3.1.4.14 분산제어시스템의 오브뷰 화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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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버턴영역 (menu buttons)에는 각 운전 모드의 제어화면을 호출하는 버턴 

들 (MODE 1, MODE II, PRESS CNTRL, TEMP CTRL, BOP SIDE) 이 있 고， 특 

정 사스템의 상세 정보와 국부적인 제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메뉴 버턴(ESF 

STA, ROD STA, MAKE UP)이 았다. 이랴한 특정 사스템에 관련된 메뉴 버턴 

음 달력하면 오브뷰 화면위에 오브레이 화면이 나타난다. 다음 그림 3.1.4.1 5는 

“ ROD STA" 버턴을 글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제어봉 제어 오버레이 화면이다. 

그럼에는 제어봉을 인출하거나 삽입하기 위한 조작 버턴들이 있고， 각 제어봉 그 

둡의 위치를 그래픽과 숫자로 표시하고 있다. 재어봉블 조작할 때는 제어봉 그룹 

선택 버턴 (Group Select)을 사용하여 조작할 그룹을 선택하고， 저l 어봉 재어 모드 

{Rod Control Mode Select> 버턴을 사용하여 제어모드륜 선택한 후 조작 버턴 

(Rod Controll을 클릭하면 된다. 조작이 끝난 후 오브뷰 화면으로 복귀할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취소 버턴() )을 클릭하면 된다. 

Overlay Display 

그림 3. 1.4.15 제어봉 제어 오버레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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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버턴은 자동기동 운전 중 중요한 정보의 추이를 나타내는 추이화변을 

호출하는 버턴이다. 원자로 냉각재의 평균 온도와 압력 뿐만 아니라 증기발생기 

수위， 가압기 수위 등 중요 정보를 48시간 동안 하드 디스크에 임시 파일로 저장 

하기 때문에 이들의 추이를 쉽게 추이화변에 나타낼 수 있다. 

"Deteil Disp“ 버턴은 각 제어기의 구성을 보여 주는 화면으로 이 화변을 통해 

PID 제어기 계수나 설정치 등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운전원은 사용에 주의하 

여야 한다. 

(나) 제어화면의 구성 

분산제어시스템의 제어화면은 각 운전모드에 따라 몇가지 화면으로 

구분되어 었다. 

1) 가열 모드 I 제어화면 

가열 모드 I 제어화면의 구성은 그램 3.1.4.16과 같다. 가열 모드 I은 

저온정지상태의 원자로냉각재 온도(약 55
0

C)를 고온정지상태(1 76.6
0

C)까지 가열 

하고， 압력을 24kg/cm2으로 유지하는 제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화변에는 압 

력제어를 위한 충전 유량 조절밸브(HV -142)의 제어기 화면과 온도제어를 위한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유량 밸브(HV-603)의 제어기 화면이 었다. 이들 제어기 

화면에는 제어기의 설정치 (SV)와 제어기 출력값(0) ， 그리고 측정값(M)이 그래프 

와 숫자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원은 이들 값을 통해 제어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동으로 제어기 출력을 변경할 경우는 제어화면의 제어기 출력 

값을 클릭하고， 제어메뉴(Ctrl Menu)의 자동/수동(A!M) 버턴을 클릭하여 수동모 

드로 설정한 후 “up" 버턴(댄 회) 또는 "Down" 버턴([반， 옹 i)을 클릭하면 된다. 

제어기의 설정치나 P(비례)， I(적분)， D(미분) 계수 등을 변경할 때는 변경할 

제어기 화면을 클릭한 후 제어메뉴 중 “ Detail" 버턴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나 제 

어기의 설정치나 P(비례)， I(적분)， D(미분) 계수 등은 모의실험을 통해 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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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된 값이므로 제어기 화면에서의 제어기 구성 변경은 주의해야 한다. 

제어화면의 메뉴선택 영역 (Select ‘ Menu)에는 다른 제어화면을 호출할 수 있는 

명령 버턴이 있다. 만약 가열 모드 I의 운전 중 2차측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BOP Side Status" 버턴이나 증기발생기 쪽에 그려진 “To 2nd" 버턴을 

클릭하면 2차측 운전화면이 나타난다. 또한， 모드 I의 압력제어 및 온도제어 

상세화면을 호출할 수 있는 버턴과 모드 II 운전화면， 그라고 오브뷰 화면을 호 

출할 수 있는 버턴이 있다. 따라서 이들 버턴을 사용하면 쉽게 다른 운전 화면 

으로 접근할 수 있다. 

Mode I Pr. CTRL 

Mode | Temp. CTRL Trend Curve 

CTRL Menu 

그림 3. 1.4.16 가열 모드 I 제어화면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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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화변에도 오브뷰 화면과 같이 가열 모드 I 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기나 시 

스템의 상태를 그래픽으로 표시하였고， 각 기기나 시스템의 상세 정보와 조작은 

오므레이 화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3. 1.4.17은 각 기기나 시스템을 클릭하였 

을 때 나타나는 오브레이 화면들을 보여준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기동할 때는 

“RCP Overlay Display"에서 원자로 냉각재 오일 펌프의 "ON" 버턴을 클릭한 후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ON" 버턴을 클릭하면 된다. 가압기 오프레이 화면의 

경우 가압기내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가압기 수위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비례 

전열기의 경우 자동모드와 수동모드 버턴이 었다. 수동모드로 전열기를 동작시킬 

경우 “M" 버턴을 클릭하고， 비례 전열기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형 지시계 

를 선택한 후 "UP" 버턴 (1때) 또는 "Down" 버턴 C\ïD을 클릭하면 된다. 

충전유량 조절밸브(FV-122)는 가압기 기포 형성전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제 

어를 수행하고， 가압기 기포가 형성된 다음에는 가압기 수위제어에 사용된다. 

따라서， 자동모드인 “A" 버턴을 클릭한 후 “Auto Sup" 버턴을 선택하였을 때는 

감독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압력을 제어하고， "Auto Loc" 버턴을 선택하였을 

때는 분산제어시스템이 가압기 수위를 자동제어한다. 수동모드인 경우는 FV-122 

밸므의 개도를 "UP'’ 또는 "Down" 버턴으로 조절할 수 었다. 

추이화면(Trend Curve)에는 원자로냉각재의 온도와 압력값， 그리고 압력제어 

기와 온도제어기의 설정값을 추이곡선으로 표시하여 운전원이 자동으로 운전되 

고 있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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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Overlay Display 

FV-122 Overlay Display 

그림 3.1.4.17 모드 I 제어화면의 오브레이 화면 

2) 가열 모드 II 제어화면 

가열 모드 II는 고옹정지상태mcs 온도 176.6"C , 압력 24kg/cm2 )에서 

고온대기상태(RCS 온도 292 0C, 압력 157kglcm2 )까지 원자로 냉각재 옹도와 압력 

을 증가시키는 제어가 수행된다. 이때， 온도와 압력 증가는 압력-온도 곡선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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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과냉각 여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운전구 

간에서는 2차측 운전도 수행된다. 가열 모드 II의 원자로 냉각재계통 제어화면은 

그림 3. 1.4.18과 같다. 그림에서 압력 제어기 (Mode II Pr. CtrI) 화면은 압력 온도 

곡션을 따라 압력을 제어하는 화면으로 제어수단은 가압기 살수밸브(PV μ4)를 

사용한다. 따라서， 제어기 화면의 설정치 (SV)는 감독자시스템에서 설정한 과냉각 

여유도이고， 측정값(M)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냉각 여유도이다. 그리고 제어 

거 출력값(0)은 가압기 살수밸브의 개도를 나타낸다. 

가열 모드 II의 2차측 제어화면의 구성은 그림 3. 1.4.19와 같다. 이 화변에는 

2차측 예열 및 운전에 관련된 모든 기기나 시스템의 상태가 그래픽으로 표시되 

어 있다. 가열 모드 I에서 처럼 기기나 시스템을 조작할 때나 상세한 정보를 원 

할 때는 오브레이 화면을 호출하면 된다. 

Mode 11 Pr. CTRL Trend Curve 

그림 3.1.4.18 가열 모드 II 원자로 냉각재계통 제어화변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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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9 2차측 제어화면의 구성도 

그럼 3.1 .4.20은 주증가 격리밸브 오브레이 화면과 증가발생기 취출수 져l 어기 

오브레이 화면을 보여준다. 증기발생기 취출수 제어가 오브레이 화면에는 만수 

상태로 보관된 3대의 증기발생기 수위를 55%로 낮추가 위해 사용되는 3개의 져l 

어기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 제어가가 자동으로 선택되었을 경우 PI 제어가에 

의해 증기발생기 수위는 55%를 유지한다. 주증가 격리밸브 오브레이 화변에는 

증가관의 증가유량 압력 그리고 주증가 격리밸브의 개도 위치 등 상세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Open" 또는 "Close" 버턴을 사용하여 주증기 격리밸브를 조작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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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Blowdown Overlay Display 

그림 3.1.4.20 주증기 격리밸브 오브레이 화면 

(2)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의 제어기 구성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의 냉각재 온도 및 압력제어， 가압기 수위제어， 

증기발생기 수위와 같은 연속제어기는 적분오차에 의해 제어기 역동작을 없애기 

위해 anti-windup PID 기법을 사용하였고， 수동으로 제어하다가 갑자기 자동으 

로 변환하였을 때 bumpless 스위칭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3. 1.4 .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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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입력모률에 저 제한치， 저-저 제한치， 고 제한치， 고-고 제한치를 설정 

하여 현장신호가 어떤 제한치를 넘었을 때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구현된 PID 제어기의 블록 선도는 그림 3. 1.4.21과 같다. 그림에서 펼드버스모 

률은 발전소 현장의 아날로그 센서신호(O-lOVdc 또는 4-20mA)를 취득한 후 

디지털값으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업력모률(AIN)로 전송한다. 아날로그 입력모률 

에서는 디지털값으로 변환된 현장신호를 엔지니어링 선호(온도， 압력신호 등)로 

변환하여 PID 모률로 전송한다. PID 모률에서는 엔지니어링 신호와 감독자시스 

템에서 이드넷을 통해 전송된 설정치를 비교한 후 그 오차 신호를 사용하여 제 

어기 출력 (0-100%) 신호를 계산한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모률(AOUT)에서는 

제어기 출력을 현장신호(O-lQVdc 또는 4-2QmA)로 변경한 후 필드버스모률을 

통해 구동기를 동작시킨다. 이와 같은 일련의 동작은 0.5초마다 한번씩 이루어지 

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분산제어샤스템의 제어대상계통은 그림 3. 1.4.22와 같다. 그리고 가열 모드 I과 

가열 모드 II에 사용되는 각 제어기의 변수값은 표 3. 1.4.2와 3.1.4.3에 표시 

하였다. 

10M 10 
AIN PNT 

PNT_NO 

Nu띠ear Power P1ant 

그림 3.1.4.21 PID 제어 기 의 블록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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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織찌짧찌??織[.~찌찌_1~ 

c d e 

It<-BV 

f d b d e g h 

-
a RHR heat exchanger ou t1et flow control valve(HV-603) 
b : PZR heater 
c Low pressure letdown valve(HV -142) 
d: PZR spray valve(PV-444) 
e Charging flow control valve(FV-122) 
f : S/G PORV(PV-101) 
g Aux-feedwater flow control valve(HV-313) 
h : S/G 81owdown valve <HV-304) 

그림 3.1.4.22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의 자동제어 대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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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 가열 모드 I의 제어기 구성 

κ\ PID Gain 설정치 제어대상 기타 

P 10 60 - 176.6 "c 
RHRS 열교환기 

RCS 까지 최고 
출구측 조절밸브 

RCP 기동수에 

온도제어기 0.45/min씩 따라 가열율 변경 
I 0.2 증가 

(HV-603) 

P 2 
RCS 

24kg/cmι 
% 흔*%2J- 감독자시스템에서 

압력제어기 조절 밸브(HV -142) FV-122제어 

0.4 

P 1 가압기 
PZR 충전유량 

기포형성 후 
수위제어기 

30% 
조절 밸브(FV-122) 

I 4 수위 제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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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3 가열 모드 11의 제어기 구성 

\\ PID Gain 설정치 제어대상 기타 

RCS P 2 176.6-292 0C Over heatup에 서 는 

24-15η{g/cm2 가압기 살수밸브 PORV 조작， 
온도 및 

까지 효로그램된 (PV-444) Over Pr. 에서는 
압력제어기 0.5 과냉각여유도 전열기 조작 

P 1 가열 모드 I의 
PZR 걷 흐「숫 ~% 그 ‘ fTL 

가압기 
수위제어기 

30% 
조절 밸브(FV-122) 

4 수위 제어 계속 

P 10 S/G 수위가 50% 

50% 
보조급수밸브 

이하일 때 
(HV -313/4/5) 

수위 제어 시작 
S/G 2 

수위제어기 

P 0.1 S/G 압 력 lOkg/cm~ 
취출수조절밸브 

55% 
(HV -304/5/6) 

이상에서 

수위 제어 시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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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다. 선호 인터빼이스 및 

분산 제어시스템 감독자시스템과 그리고 시험검증셜’비 분산제어시스랩과 

그림 3. 1.4.23은 각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연계하였다. 간에 정보를 

시스템간의 신호연계 체계를 보여준다. 

,--------------------------------------------------------------------------------’ 

nelwork program 

nelwork program 

혹
.
a
a
@
 

찍
。
a
『g
크
 

혹
.
a
@
@
 

찍
S
a
크
 

자동기동시스햄 

* VXI VME(Versa Module Eurocard)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 

* CP: Control Processor 

그림 3.1.4.23 각 시스템간의 신호연계 체계 

(1) 분산 제어시스템과 시험검증설비간의 통신 

시스템 위해서 각 구축하기 통신을 분산제어시스템간에 시험검증설비와 

현장신호와 연결되지만， 본 연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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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였다. 

분산 제어시스템은 필드버스모률을 통해 

의 



에서 개발한 자동기동시스템은 프로토타입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필드 

버스모률올 갖고 있지 않다. 자동기동시스템을 시험검증설비와 연결하여 실험을 

할 때 대부분의 신호는 VXI 연계시스템을 통해 필드버스모률로 전송되고， 일부 

선호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VXI 연계시스랩의 통신 방법은 

참고문헌 3. 1.4.1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참고로 각 통신 변수에 대한 신호 목록은 부록 A에 첨부하였다.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 프로그램은 TCP/l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서버는 시험검증설비가 있는 워크스테이션이고， 분산 제어 시 

스템은 클라이언트로 구성하였고， 공유메모리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2) 감독자시스템과 시험검증셜벼간의 통신 

감독자시스템과 시험검증셜비간의 통신 프로그램은 시험검증설비의 각 

변수를 직접 감독자시스랩으로 수신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검증설비의 각 변수들 

은 공유 메모리에 저장되고， 감독자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gsi brid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독자시스템에 전송된다. 그림 3. 1.4.24는 감독자시스템과 시험검증설 

바간의 통신 구성도를 보여주고 었다. 

communication 
Iink 

그림 3.1.4.24 감독자시스템과 시험검증설비간의 통신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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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4에서 감독자시스템의 GSI variable object에서는 gsi interface를 

정 의 하고， 이 object에 는 gsi connection configuration 및 그 외 의 변 수에 대 해 

정의한다. 즉，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통선 방법은 무엇이며， 통신포트는 

어디로 할 것인가를 설정해 준다. 그립 3.1.4.25는 통신 방법 및 통신포트 등을 

설정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GSI Variable Object에는 수선될 변수들 

에 대한 정의가 팔요하다. 그림 3.1.4.26의 object definition에는 시험검증설비로 

부터 수신될 변수들에 대한 정의한다. 시험검증설비에 있는 GSI bridge 프로그 

램은 벡타 방식을 채택하여 변수들을 0.5초내에 감독자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구 

성하였다 감똑자시스템으로 3()()7H 의 변수가 전송되는데 이들 변수들은 하나의 

Object로 처리하였다. 

l"èG811ê1:aIlI~.I:l:l~‘ ä gsi-ll1te Ci Cè 
““ ““· 

Notes 。K

Item configuration none 

Names GSI-GET -INTERFACE 

GSI connection configuration tcp-ip host '147.43.42.107" port-number 
22050 

External system has a scheduler n。

POII external system for data n。

Grouping specification no grouplng 

Identifying attributes id 

Remote process initialization string '" 

Interface timeout period use default 

GSI interface status o 
""""~ .. _ .. ‘’!’‘’ • .,‘ ” 

그림 3.1 .4.25 gsi -interfac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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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ι :ιι lfI i錢쫓줬1웠J왔~잖-깅繼웠 /파 ，핏 ;ι111 첫 Z폈11땅5’?’5젠jι*경"""녔‘2줬Il었 H‘I셨‘ ..... ι，ν / … ... ‘ ;’Iι씀，ι i 씀“:ι 
Noles 。K

Aulhors ctidm (22 Apr 1997 10:38am.), jskim 

Ilem conflgurallon none 

Class name gsi-gel-dala 

Direcl superlor classes gsi-dal용service ， symbolic-varlable 

Class speciflcatt 끼 bules Id; 
kzrod1; 
ksmc; 
kcπnod; 

kbnksel; 
kzbank1 ; 
kzbank2; 
kzbank3; 
kzbank4; 
kzbank5; 
kzbank6; 
kzbank7; 
kzbank8; 
kmovbnk; 
kcrmo1 ; 
kcrmo2; 
kcrmo3; 
kcrmo4; 
kbnksel1 ; 
kbnksel2; 
".、 ~，，，‘/、 ''). 

그림 3.1.4.26 gsi-variabl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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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험 결과 및 고찰 

개발된 자동기동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와 연 

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는 감독자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운전절차 메 

시지와 기술지침서 제한치를 포함한 경보 메시지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감독자 

시스템의 제어규칙이 발전소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운전원 

연계화면의 구성이 운전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포함한다. 

또한， 각 운전 모드(가열 모드 1, 가열 모드 II, 임계 모드)에서 감독자시스템의 

제어규칙에 따라 동작하는 분산 제어시스템의 연속제어기가 안정적으로 동작하 

는지， 각 운전 모드의 제어화변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 기기나 시스템의 조작이 

운전원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3.1 .5.1은 프로 

토타입으로 구성한 자동기동시스템을 보여준다. 

그림 3.1 .5.1 프로토타입으로 구성한 자동기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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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열 모드 I의 질혐 컬콰 

이 운전 모드에서는 개발된 자동기동시스템이 원자로 냉각재 압력을 

24kg/cm2으로 제어하면서， 상온(60 't )의 원자로냉각재 평균온도를 176.6 0C까지 

정해진 가열융(28 't!hr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따라 안정하게 가열되는지를 

실험하였다. 또한， 가압기 기포 형성 후 만수위 상태의 가압기 수위를 30%로 

유지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원자로 냉각재 온도 및 압력제어의 실험 결과는 그림 3. 1.5.2와 같다. 그림에서 

“RCS TEMP TREND"는 제어된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를 나타내고， "RCS pr 

TREND"는 제어된 원자로 냉각재의 압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온도곡선의 세로 

축은 5O't에서 300't까지 25 0C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압력곡선은 0에서 

160kg/cm2까지 16kg/cm2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낸 

다. 

온도제어의 경우 6O't에서 176.6 't 까지 시간당 zrc로 가열할 경우 가열시간 

은 대략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실험결과를 보면 6O't에서 176.6 0

C 

까지 가열하는데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냉각재 

의 온도 가열이 시간당 2TC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운전구간에서 온도 가열이 기동된 냉각재 힘프의 수에 의존하지만， 냉각재 

협프를 모두 기동하였다고 해서 온도가 시간당 zrc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기동시스템에서는 기동된 냉각재 협프 수， 냉각재의 가열 상태에 따 

른 열역학적 현상， 그리고 발전소 운전원의 운전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하면 빨리 

온도를 가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가열율 설정치를 정하였다. 즉， 3대의 냉각재 

협프가 기동되었을 때는 분당 0.45 't (2TC!hr)로， 2대가 기동되었을 경우 분당 

0.37 't (22.2 't!hr), 그리고 1대만 기동되었을 때는 0.3 't(18 't까π)씩 가열율 셜정치 

가 변한다. 그러나 가열운전 중 냉각재 온도가 셜정된 가열율을 초과하면 온도제 

어기는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출구측 조절밸브(HV-603)를 조절하여 냉각재의 

온도를 제어한다. 실험을 통해 설정된 가열율이 최적의 값이라는 것올 확인할 수 

- 131 -



있었고， 온도제어기의 동작도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나타낸 

그림에서 냉각재의 평균온도가 16<YC 이상에서는 설정된 가열율과 냉각재의 평 

균온도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열역학적 

현상에 기언한 것으로 냉각재 온도가 높아서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 

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공급되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3대의 

냉각재 펌프가 모두 기동되어 있었고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출구측 조절밸브가 

완전히 닫혀있었지만 냉각재 온도는 가열율 설정치를 따라가지 못했다. 

가열 모드 II의 초기 조건 점검이 끝날 때 까지 176.6
0

C 로 유지하는 운전 구간 

에서도 온도제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전략으로 설 

정한 운전유지대에서의 발전소 현상태 유지기능을 만족하였다는 것을 실험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가압기 기포형성전의 압력제어는 감독자시스뱀에서 제어하는 충전유량 조절밸 

브(FV-122)와 분산제어시스뱀의 압력제어기에서 제어하는 유출유량 조절밸브 

(HV -142)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가압기 기포형성 후에는 감독자시스템에서 

제어하는 가압기 살수밸브(PV-따4)와 압력제어기의 유출유량 조절밸브에 의해 

압력이 제어된다. 가압기 기포 형성전에는 유출유량 조절밸브가 최대로 열려 있 

고， 압력이 계속 증가할 경우 감독자시스뱀이 직접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서서히 

닫아 압력을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대로 유출유량 조절밸브가 최대로 닫 

혀져 있고， 압력이 계속해서 떨어질 경우 감독자시스탬이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서서히 열어 압력을 상승시킨다. 가압기 기포 형성 후에도 감독자시스템이 가압 

기 살수밸브를 서서히 닫거나 열어서 압력을 제어하도록 제어규칙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충전유량 조절밸브나 가압기 살수밸브의 조작은 압력제어의 보조 

수단이다. 이러한 제어규칙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본 실험을 통해 감독자시스템의 제어규칙과 분산제어시스템의 압력제어기가 

효과적으로 압력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압기 기포 형성 후 수행되는 가압기 수위제어는 충전유량 조절밸브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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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수위 상태의 가압기 수위를 30%로 유지한다. 고리 3&4호기의 경우 수위 

제어기 설정치가 22%로 설정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위 설정치를 30%로 

설정하여 열역학적 현상으로 인해 가압기 수위가 저수위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292
0

C 이상으로 증가 

하면 수위설정치를 22%로 변경한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전원이 가압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 실험을 통해 개발된 가압기 

수위제어기가 정해진 설정치를 따라 안정하게 제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수위제어가는 가열 모드 II에서도 계속 사용되므로 가열 모드 II의 실험 

결과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øøø , U' 29' Ø8 17‘-’3 dll C I ØØØ:U:29'Ø8 
17‘. U 5PT 

24. 7Ð ~9/u2 

그림 3. l.5.2 가열 모드 I의 온도 및 압력제어 실험 결과 

- 133 • 



냐. 가열 모드 II의 질험 컬과 

이 모드에서는 개발된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압력제어기와 증기발생기 수 

위제어기가 안정하게 동작하는지 실험하였다.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압력저l어는 

176.6 0C 와 24kg/cm2으로 유지하고 있는 냉각재 온도와 압력을 292 0C 와 

1 57kglcm2까지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냉각재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제어하 

기 위해 가압끼 살수밸브를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온도 압력제어기를 개받하였 

다. 이 제어가의 설정치는 감독자시스템에서 계산한 과냉각여유도를 사용한다. 

감독자시스템은 원자로 냉각재 온도변화에 따라 과냉각여유도를 60~40t 사이 

의 값으로 계산하여 저l 어기로 전송한다. 이 설정치는 원자로 냉각재 압력 -온도 

곡선상에서 충분한 과냉각여유도를 갖는 값이다. 그럼 3.1 .5.3은 냉각재 온도 및 

압력제어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온도 및 압력은 설정된 과냉각여유 

도를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176.6
0

C 에서 292
0

C까지 냉각재 온도가 

증가하는데 대략 8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본 실험을 통해 개발된 온도-압력제어 

가는 하나의 제어수단(살수밸브)을 사용하여 압력 온도곡선의 제한치를 만족하 

면서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측 운전에 따라 만수위 상태의 증기발생기 수위를 제어하는 수위제어가는 

모두 6개로 구성된다. 먼저， 3개의 증가발생기로부터 만수위 상태의 수위를 55% 

로 낮추는 취출수제어기는 취출수 조절밸브를 제어한다. 이 제어기들은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비례제어기로 구성하였다. 실험을 통해 취출수셰어기를 

사용하여 만수위 상태의 수위를 55%로 낮추는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보조급수제어기는 55%를 유지하고 있던 수위가 2차측 예열함에 따라 

50%이하로 떨어질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조급수밸브를 조절한다. 이 제어기 

도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2차측 예열 운전 및 증가 덤프시에도 보조급수제 

어기가 안정된 동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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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5.3 가열모드 11의 온도 및 압력제어 실험 결과 

다. 엄계모드에서 예상염채점 채산 

표 3. l.5.1는 운전원이 예상임계접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입력 화면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리고 표 3. l.5.2와 표 3. l.5.3은 같은 조건에서 운전원이 수동으로 임 

계점을 계산한 것과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들 표를 비교해 보면 오차가 99pcm이나 된다. 이들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실 

험하였을 때 수작업으로 계산한 것은 미임계에 도달하였지만， 게산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한 것을 적용하였을 때는 정확하게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임계접 계산에 필요한 각 그래프 눈금의 판독 오차에 기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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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1 개발한 프로그램의 실행된 상태 

----.--

~efore 5~Ut빼 5t빼 야ter 5~Ut빼1 5tatus 1 ~ractjcal 

Ifj떼 crjtjcal 5t때5 1 reactj YH~ ~빼r ~efect 1 est뼈te~ crH1 cal 5tatu5 1 reactjYH~ ~빼r ~efect 1 

II~ M l ~ I~ T 14 "1 

1 T뼈 J~~ ~e~ (1 - 4J~ ~(nl 때1 ~e~ ( 1‘A - ~ 뼈| 

1 ~oroo con. 1* 4뻐 ~~ 1 띤 4~~1 ~(nl 1* 꺼 4&1 3m 삐| 

| 뼈fr 때fect 1* W~ ， 1(-) 1돼 뼈 ~ ~ 뼈 W' H 

1 r삐 ~05H빼 1* ~ lm 5te~ 1 (-) 뻐 P매 ~m 5te~ 1 (-) m P매 

1 x빼 ~1% 뻐al ~빼r 1 (-) l~ll 뼈| ~1 1 (-) Jm P매 

1 5細r1빼 1 -, e~ual ~lMer 1 꺼 - 뼈| - 1(-) - P매 -

1 reactj~t~ 5빼 | - 1(-) ~m 뼈| - 1(-) ~14~ P매 -

* reactjvjt~ = ~MJr ~efect 5뻐 ~efore tr1~ - reactjvH~ 5빼 따 5tartu~ 
~m ~빼-) ~14~ ~(nl = 11 ~(nl(+ or -) 

*caut빼 : jf critlcal j ty j 5 to occur at (1빼Hjons suc~ t뼈t t~e ~jfference c뻐ses 떼 jom뻐e of n~~ 뼈 core reactjvH~ fr빼 cr1tjcal 
att~e 1뻐t 빼ut~빼I t~e 때~ roac~ to cr1tjca l1t~ 뻐5t ~e ~uj ~e ~~ 떼 j nve r5e count ratj 0 ~ 1 ot 
~oron j nserat뼈 con. : P빼 
ro~ ~osH1 on js ~ I~ 
~~ (~ 뼈ron 때. j5 4뻐 ~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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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 운전원에 의해 계산된 예상임계값 

상 태 
정지전상태 엄계상태 

변 1 까-、 
실제임계상태 

최종임계상태 반응도 결손 예상임계상태 반웅도결손 

1.월 일 시 간 
2.냉각재 평균 *A 309 0 C - 420 pcm 292 0 C 。 C

온도 o ocm 
3. 붕소농도 480 ppm - 4800 ocm 480 ppm 5520 pem ppm 
4. 출력(결손) 100 % (-)1500 pem 0 % 0 pem 10*( -8)amps 
5. 제어군위치 d-203스랩 (- )100 pem d-l50 人랩 (- )250 pem 까~랩 

6. 지 ~ %등가출력 (-)잃00 ocm (-)3500 κm 
7. 사마리움 %둥가출력 (-) pem (-) pem 
8. 반응도결손합 (-)9720 pem (-)9270 pem 

* reactívíty power defect sum before trip - reactivity sum startup 
-9720 κm + 9270 pcm =-450 κm 

boron inseπíon con. 40 ppm 
rod position is D-15O 
RCS boron con. 520 ppm 

표 3.1.5.3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한값 

상 태 
정지전상태 임계상태 

변 1 까-、 
실제임계상태 

최종임계상태 반응도 결손 예상임계상태 반응도결손 

1.월 일 시 간 
2.냉각재 평균 

309 0 C 292 0 C *A 
온도 

- 439 pcm o ocm 
3. 붕소농도 480 ppm - 4857 pem 480 ppm -5712 pem 
4. 출력(결손) 100 % (-)1550 pem 0 % 0 pem 
5. 제어군위치 d-203스웹 (- )100 pem d-15O 스웹 (- )278 pcm 
6. 지 ~ %등가출력 (-)2900 pem (-)3483 pcm 
7. 사마려움 %등가출력 (-) pem (-) pem 
8.반응도결손합 (-)9834 κm (-)9473 pcm 

* reactivity power defect sum before trip - reactivity sum startup 

-9834 pcm + 9473 pcm =-361 pcm 

boron insertion con. = 30 ppm 

rod position is D-1 5O 

RCS boron con. 51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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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컬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기동할 때 운전원의 운전 부담을 줄이고， 판단 

오류로 인한 발전소의 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정지상태에서 운자로 출력 

5%까지의 운전을 자동화한 원전 자동기동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하여 해외 자동기동기술， 운전절차서， 발전소의 운전원 운전 행위를 분 

석하였다. 이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동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였고， 자동기동시 

스템의 운전모드를 가열모드 I 가열모드 II 그리고 엄계모드로 구분하였다. 

각 운전 모드를 자동으로 운전하기 위해 감독자시스템과 분산 제어시스템의 

제어 규칙을 설정하였고， 이 규칙에 따라 각 제어가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자 

동운전 중 운전원의 확인이나 조치사항이 필요할 때 운전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유지대를 설정하였다. 운전유지대는 각 운전 모드의 초기조건 및 기술지침 

서에서 요구하는 점검사항을 점검 구간 RHR 격리 구간， P-6 및 원자로 엄계 

확인 구간 둥으로 나누었다. 감독자시스템은 발전소의 모든 정보를 운전원 제공 

하고， 자동운전에 필요한 모든 제어 설정치를 계산하여 분산 제어시스템으로 

제어 명령을 하달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분산 제어시스랩은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압력제어， 가압기 수위제어， 증기발생기 수위제어와 같은 

연속제어와 시편셜 제어를 수행한다. 이 시스템의 각 제어기 설정치는 감독자시 

스템으로부터 전송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동기동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고리 3&4호기 동특성을 모의화한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와 연결하여 

각 제어기성능，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의 제어규칙， 신호연계 등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저온정지상태에서 원자로 출력 5%까지 최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개발된 자동기동시스템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냐 액체 금속로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자동냉각시스템의 개발과 통합된 자동운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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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이나믹 경보기술 개발 

1. 정보처라 방법 

가. 지 식 (Knowledge)의 정 의 

지식은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 사실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 없이 많은 단편적인 자료 

(data)를 책， 신문 및 방송 퉁 여러 매체를 통해 습득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가 목적에 따라 편집 정리되면 정보(inforrnation)가 된다. 자료는 필요한 사 

랍이나 조직에 의해 체계화되면， 이러한 정보가 지식 (knowledge)이 된다. 따라서 

지식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정보를 의미한다.[3.2.1 .1] 

나. 정 보 지 삭 기 반 구축 방법 (Alarm Knowledge Analysis) 

지식기반 구축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분석의 목 

적에 따라 체계화하여 절차나 규칙 등의 논리적인 형식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 

을 의미한다. 결국 알고있는 정보를 체계화하여 지식으로 만들거나 정보를 조작 

가능한 알고리즘 구조(지식기반)로 표현함으로서 자료검색 뿐만 아니라 자료처리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경보 지식분석 방법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이용 

하는 방법， top-down 기능적 분석 방법 및 션행경보와 후행경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1) Cause-Consequential Structures Trees(원인 결과 수목) 

원인-결과 구조는 발전소에서 생기는 여러 고장이나 사고들에 따른 파 

급효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분석기법이다. 이 개념은 1970년대 사고 해석을 

위해 사용된 개념으로 사고분석 수목， 원인一결과 관계 수목 및 근본원인 추적수 

목 둥이 이 구조의 전형적인 예이다. 원인-결과 수목은 물리적 현상의 근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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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고장의 유형， 파급효과 및 전파 특성을 분석함으로 고장이나 사고의 근본원 

언을 진단하여 경보할 수 있고，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 원인-결과 관계 수목은 

발전소 전체의 계통에 대한 물리적 현상의 근원， 사고와 고장의 유형 및 파급효 

과를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지식구조가 되어 On-line으로 경보 

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주로 소규모로 구성하여 고장진단 모텔로 사용 

하고 었다. 이 원인 결과 지식구조를 이용한 대표적인 경보처리시스템은 1983년 

에 EPRI가 개 발한 DASS(Disturbance Analysis and Surveillance System)로 실 

제 발전소에 적용되지 못했다.[3.2. 1.2] 그림 3.2. 1. 1은 DASS 개발에 이용된 RCS 

Inventory 를 유지하기 위한 System Status Tree를 보여 주고 있다. DASS의 

원인-결과 수목 개념은 규모를 단순화시켜 안전관련 기능에 적용하여 필수안전 

기능 개념 개발의 모체가 되었다. 

(2) 발전소 기능적 분석 수목(Plant Functional Analysis Trees) 

기능적 분석 수목은 원인-결과 수목을 목적과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단 

순화시켜 계층적으로 구성한 개념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구조는 물리적 

인 계통과 부계통으로 구성되고， 물리적 거동은 계통과 부계통들간의 상관 관계 

로 표현된다. 발전소 물리적 거동은 구조화된 여러 계층의 계통들에 의해 수행되 

는 결과이다. 여러 계층으로 나누진 계통은 각 계층마다 달성되어야 하는 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계층적으로 나누어진 기능은 물리 

적인 계통과 부계통들의 상관 관계에 의해 달성되어 진다. 기능적 분석 수목은 

달성되어져야 하는 기능(목표 : goal)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Means) 인 

계통을 계층화하여 구조화한 수목이다. 기능적 지식표현은 원전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여러 계층의 기능 구조 및 물리적 계통으로 세분하여 목표와 목표를 수 

행하는 수단(물리적 구조)의 계층적 상관관계로 분석하여 표현하는 지식표현 방 

법이다. 이 지식표현 방법은 상위의 기능이나 목표를 하향적 분석기법에 의해 하 

위의 기능 및 목표로 최하위의 개별 기기(수단)까지 세분화하여 형상화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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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3.2. 1.2는 원전의 급수공급계통의 고압력 예열기와 관련된 기능적 목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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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 경보 상관관계 수목(Plant Alann Relationship Trees) 

경보에 관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경보간의 논리적 물리적 상 

관관계를 지식구조로 설정하는 방법이 었다. 이 방법 또한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 

계를 경보의 발생 선후관계로 단순화시킨 개념으로 원인경보와 결과경보간의 상 

관관계를 수목 형태의 연속적인 구조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지식구조의 각 노드 

들은 경보객체 하나하나로 구성되거나， 경보의 통합된 대표경보로 구성되고， 각 

노드에서 파생된 노드들은 경보사이의 션후관계에 의해 표현된다. 연속적 경보 

상관관계를 이용한 경보처리방법으로는 경보 발생 순서에 따라 션행 경보와 후 

행경보를 평가하여 선행경보를 강조하여 표시하는 직접 선행자(direct precursor) 

처리와， 같은 신호나 같은 원인에 의해 경보가 발생되나 다른 설정치로 인해 동 

시에 경보가 생성되고 발전소에 보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보를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경보를 억제하는 설정치 선행자(Ievel precursor) 처리와， 같은 신호 

나 같은 원인에 의해 같은 의마를 갖는 여러 경보가 발생되는 경우 하나의 경보 

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중복 경보처리 둥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ADIOS는 연속적 경보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경보처리를 위한 지식기반 

을 설정하였다. 과도 상태나 이상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보의 원인과 

결과를 평가하여 수목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지식으로 표현하여 경보처리 논리에 

적용하였다. 그림 3.2.1.3 은 ADIOS에서 설정한 경보 상관관계수목을 논리도면으 

로 표현한 예이다. 

다. 지 식 기 반 표현 방법 (Knowledge Base Representation) 

경보 상관관계 등으로 분석된 지식기반은 자료검색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계화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표현한다 함은 

사용자가 생각하고 논리하는 형태인 자연언어로 표현한다는 의마이다. 지식을 표 

현 하는 대 표 적 인 방 법 은 Semantic Networks, Production Rules, Predicate 

Logic, 및 Frames 방법들이 었다. ADIOS는 경보를 하나의 객체 (object)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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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BP 04P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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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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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P2) 

| Level Pre~_~ Cause-Consequen 

FWBP 04P L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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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Precursor) 

FWBP 04P Lube 
。il Press lolo(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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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S A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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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ial) 

MFWP 01 P Trip 
(P2 -P3) 
(Consequential) 

FWBP 04P Trip 
(P2 -P3) 
(Con.equential) 

l A빼 Presentation 

그림 3.2.1.3 논리도면으로 표현된 경보 상관관계수목 

하여 객체의 속성을 경보의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Frame 구조를 경보지식 

기 반 표현방법으로 사용하였다[3.2.1.4] [3.2.1.되 [3.2 .1 .6] [3.2.1.7] . 

(1) Semantic network 

Semantic network은 일반적이고 오래된 지식 표현방법이다. 이것은 도매 

인 안에 있는 객체 사이의 추상적 관계를 노드와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Semantic network에서의 노드는 사실이나 객체를 표시하고 노드를 연 

결하는 화살표는 이들 노드들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객체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GEAR is-a part-of a Rotor Assembly. 

- GEAR can-be-produced-by Machining. 

- Machining is-done-in The-Shop 

- Rotor Assembly needs Inspection 

- 144-



위 의 예 에 서 GEAR, Rotor, Assembly, Machining, The-Shop, Rotor, 및 

Inspection은 노드를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관계 is-a Part-of, can-be

produced-by, is-done-in, 및 needs는 화살표에 의해 표시된다. 

Semantic network는 유사한 노드가 각 노드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간단한 표현 이 가능하다. Semantic network은 이 점 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노드나 화살표를 추가하거나 수정 및 삭제하기 용이하다. 

- 다른 노드로 부터의 관계를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다. 

- 계층적인 관계에 대한 추론을 그리기 쉽다. 

Semantic network의 가장 큰 단점 은 체 계 적 인 구조의 부족으로 인 해 컴 

퓨터를 이용하여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 Production Rules 

Production rules는 표현 방법중 가장 대중적이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Production rules는 권고나 지시 그리고 전략을 표현하는 형식적 

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주로 If-Then rule로 표시되는데 If-Then rule은 

전제와 그것의 결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제 (antecedent)는 일반적으로 

AND나 OR 같은 논리 연결어로 연결된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 

(consequent)은 하나 이 상의 취 할 행 동을 명 시 하는 어 구들로 구성 되 어 있 다. 이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제구와 결론구는 다음과 같다. 

IF premise, THEN conclusion 

IF input, THEN output 

IF condition, THEN action 

IF antecedent, THEN consequent 

IF data, THEN outcome 

IF action, THEN goal 

이 지식표현 방법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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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을 표현하기 쉽고 개별적인 구칙을 추가나 제거하기가 용이하다. 

지식을 분석 및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 인간이 문제를 풀 때 사고하는 방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 절차적인 지식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에 유용하다 

그러나 Production rules는 선언적인 지식들을 표현하기 어렵고 전반적으 

로 지식기반이 방대해져서 다루기 어렵다. 또한 방대한 지식기반 속에서 유용한 

결론을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추론방법이 펼요하다는 단점이 었다. 

(3) Predicate Logic 

Predicate Logic을 이용한 지식표현 방법은 명제를 이용한 정형적인 함수 

를 사용하여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지식 표현 방법은 명제를 함수와 같 

이 표현하여 명제에 대한 관계를 일반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Semantic 

network에서 사용한 예 중 일부를 Predicate logic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gear is-made-by machining 

<IS-MADE-BY(GEAR MACHINING)) 

이렇게 지식을 표현하면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함수 

관계에 따라 함수에 맞는 답을 유추해 낼 수도 있다. 또한 정형적인 툴을 이용하 

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용이하다. 그 외 Predicate 

logic방법이 가지는 장접들은 다음과 같다 

표시의 단순함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이 가능하다. 

- 모률화 때문에 다른 지식 기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술이 더해지거 

나 삭제되거나 수정이 가능하다. 

- 각 사실들이 한번에 표현될 수 있으므로 단순하다. 

- 기존의 사실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유도해 내는 논리 증명 기술이 사 

용 가능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Predicate logic방법은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과 같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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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이론의 영역에서 가장 잘 사용된다. 그러나 Predicate logic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점들을 가지고 었다. 

- 절차적이고 학습적인 지식을 표현하는데 어렵다. 

- 제한원 구조로 인해 큰 지식 기반을 다루는데 어렵다. 

- 데이터 조작 절차가 제한되어 었다. 

(4) Frame 구조 

Frame은 객체， 객체의 분류， 상황， 행동， 사건 둥의 여러 항목들을 포함하 

는 슬롯 형태로 되어 있다. Semantic network에서는 객체에 관한 정보가 지식 

기반을 통틀어 임의로 놓여질 수 있다. 그러나， Frame방법에서는 관련된 정보가 

모여 Frame이라 불리는 하나의 단위로 된다. 프레임 구조로 지식을 표현하기 위 

해서는 먼저 지식들이 가지는 공통된 속성들을 찾아내어 이 속성들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만든 다음 개개의 지식들의 속성에 맞는 항목들을 채워 넣으면 된다. 

이 방법은 정보를 체계적인 표를 이용하여 지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압축하여 표현 할 수 있다. Frame 구조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종속적인 관계로 정의되어 다른 Frame에서 속성을 물려받는다. 

- 정보의 간단한 표현으로 인해 지식 기반의 보다 빠른 탐색이 가능하다. 

- 객체 사이의 유전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Frame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식들이 일관된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보시스템의 경우， 경보에 대한 지식이 방대한 반면 경보 

들이 가지는 속성들이 유사하여 프레임 구조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많은 정보 

량을 간략하게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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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보처라 방법 

(1) 운전모드별 처 리 (Plant-Mode Dependency) 

발전소가 운전중일 때 운전 모드와 관련된 경보는 유효하고 다른 경보는 

일반적으로 제거된다. 운전중인 운전 모드에서 예상되는 경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방법은 운전모드에 관계 있는 경보들을 

미리 규정하여 운전모드에 관계없는 경보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3.2. 1.8] 

예를 들어 기동모드나 상온정지모드에서의 냉각재 계통 저압이나 저온은 

경보상태가 아니므로 제거되고， 정상출력모드에서만 경보한다. 운전모드별 경보 

처리는 특정 발전소 운전모드나 운전상태에 따라 경보의 유효여부를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전모드는 원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사양서에 

여섯 가지 운전모드로 분류되며， 경보 유효화를 결정하기 위해 여기에 원자로 정 

지 모드와 공학적 안전설비 동작모드를 추가하여 분류한다. 이 운전모드별 경보 

제거에 의해서도 많은 경보를 제거할 수 있다. 

(2) 기기 상태별 처리(Equipment-State Dependency) 

발전소 상태는 운전모드와는 달리 시스템이나 부품의 운전상태나 정지에 

의해 정의된다. 현재 운전 중이 아닌 계통이나 기기에서 생성되는 경보는 계기의 

오동작 경보이므로 보수요원에게 필요한 경보이므로 억제된다. 만약 펌프 A가 

트립되었을 때 펌프 A에 관련된 경보들이 발생되어서 운전원이 실제로 펌프 A 

가 트립된 것을 인식하였을 때 펌프 A에 관련된 경보들은 중요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발전소의 상태에 따라 경보의 중요도를 다르게 표현 할 수 있다. 

(3) 발전소 상태 별 처 리 (Plant State Dependency) 

발전소의 상태 (plant state)는 운전모드와 달리 소규모로 정의되는데 주요 

펌프나 밸브 둥의 갑작스런 정지나 고장으로 인한 과도상태를 의미한다. 발전소 

상태별 경보처리는 펌프나 밸브의 정지에 의해 발전소의 상태가 변할 때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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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되는 경보들을 세분화하여 경보의 유효화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 

우 상태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경보들을 통합하여 대표 상태경보로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변 “펌프 A가 정지되어 나타냐는 경보”들은 “펌프 A 정지” 상태 

경보로 대표될 수 있으며， 상태경보로 통합된 개별 경보들은 실제 상황이 파악되 

었올 때 제거되거나 억제된다. 또한 상태별 경보처리에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경보 

를 통합하여 상태경보로 그룹화하여 표시하는 방법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경보가 

여러 센서에서 개별적으로 경보될 때 이들의 대표되는 의미로 경보를 생성할 수 

도 있다. 

(4) 원 인 결 과별 처 c.1 (Causal-Consequence Relationship Direct Precursor) 

원인-결과별 경보처리는 경보사이의 인과관계 및 함수관계를 이용하여 원 

인이 되는 경보와 결과가 되는 경보가 동시에 발생되었을 경우 결과가 되는 경 

보의 중요도를 낮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경보의 인과관계는 하나의 고장이나 사 

고가 연속적으로 다른 사고에 영향을 주는 특성 때문에 생긴다. 이 경보처리는 

고장이나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우선순위를 높여 경보하고， 결과 경보는 

제거하거나 억제한다. 직접선행자(direct precursor)~~리가 전형적인 처리 방법으 

로 원인-결과를 1대 1 관계로 연결하여 단순화시켰다. 직접선행자 경보는 연동 

경보신호에 의한 직접선행자와 물리적인 영향에 의한 직접선행자 두가지가 었으 

며， 경보 신호에 의한 연동경보는 논리도면을 분석하여 추출하며， 물리적 영향에 

의한 연동경보는 발전소의 이상상태 거동에 의한 연속적인 경보를 분석하여 추 

출한다. 

(5) 다중설 정 치 처 리 (Level Precursor) 

동일 변수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설정치를 가지는 경우 두 경보는 같은 

의미를 가지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소가 진행되는 경보에 중요성을 두고 우선 

순위를 높인다. 예를 들어 가압기내의 압력에는 high 경보와 high-high 경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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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high 경보와 high-high 경보가 같이 발생되었을 경우 high-high 경보의 

중요도를 높게 표현한다. 다중설정치에는 두가지 경보 연동이 존재한다. 하나는 

같은 센서에서 생성된 경보가 두가지 설정치를 가진 경우로 “고 경보”와 “고-고 

경보” 및 “저 경보”와 “저-저 경보” 사이에서 형성된다. 다른 하나는 다른 센서 

에서 같은 의미의 경보를 생성시키는 경우로 예를 들어 증기발생기 압력에 관련 

된 경보는 “증기발생기 고압”경보와 증기발생기 고압에 의한 “증기 대기방출 밸 

브 열림”경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차계통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의미 

는 동일하나 “증기 대기방출 밸브 열림”이 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 경보에 

우선순위를 높인다. 

(6) 경 보 생 성 (Alarrn Generation) 

경 보 생 성 에 는 기 기 오동작(Equipment-Status Relationship)에 의 한 경 보 

생성과 바예측 상태에 의한 경보생성이 있다. 발전소의 상태가 변할 때 발전소는 

자동으로 펌프나 밸브의 운전상태를 순차적으로 재조정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펌프와 밸브의 운전상태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기의 오동작을 경보로 

표시한다. 만일 순차적 결과에 따라 예상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운전원에게 

경보하고， 이후의 사고의 진행 사항을 진단하여 예측된 상태로 생태가 변하지 않 

을 때도 경보한다. 

(7) 우선순위 처리 

경보의 우선순위는 경보의 표시방법과 연계되어 있다. 경보의 우선순위는 

정적인 우선순위와 동적인 우선순위 처리로 나눈다. 정적인 우선순위는 경보의 

중요성과 운전원 조치의 긴급성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3에서 4 단계의 우선순위 

를 갖는다. 동적 우선순위는 위의 경보처리 방법과 연계되어 있다. 고유의 우선 

순위를 가진 경보가 경보처리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강조되거나， 억제되어 진 

다. 

- 150-



2. 경보 지식기반 껄정 

가. 경보 운전철차셔 구생 

(1) 발전소 운전철차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절차서는 발전소의 건설 후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 

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서로서 여기에는 운전절차서와 정비와 보수절차서가 있 

다. 운전절차서는 일반 운전절차서， 계통 운전절차서， 비정상 및 바상운전절차서 

와 경보 운전절차서 둥으로 구성된다[3.2.2.1 ， 3.2.2.2, 3.2.2.3, 3.2.2.41 

일반 운전절차서(General Operation Procedure)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 

술사양서에 기술된 여섯가지의 운전모드를 수행하는 원전의 정상적인 운전 절차 

를 기술하고 있다. 일반운전절차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네가지 사고범 

주의 상태 -1 사고CCondition-1 Accident} 정상상태 및 운전 정지， 허용편차내 운 

전 및 운전과도현상에 대한 운전절차를 지시하고 었다‘ 계통 운전절차서 (System 

Operation Procedure)는 원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계통의 시 험 및 다른 운전 

절차서가 요구하고 있는 상세한 계통의 운전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3.2.2.5] 

비 정상 운전절차서 (Abnorma1 Operation Procedure)는 원자로제어 계통의 

고장이나， 주급수 펌프의 정지 등 계통의 오동작이나 고장에 의해 열어나는 과도 

현상에 대한 운전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사고범주의 상태 -1 사고(Condition-I 

Accident) 일부와 1년에 한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정상운전상태로 복귀 가능한 

과도상태인 상태 -11 사고CCondition-II Accident)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비상 운전절차서 (Emergency Operation Procedure)는 냉각재 상실사고나 

급수완전상실등 노심 용융 가능성이나 방사능의 대중 누출 가능성이 있는 극한 

사고에 대한 운전조치를 기술하고 있으며， 사고범주의 상태 -111 사고 

(Condition-III Accident)와 상태 -IV 사고(Condi디on - IV Accident)에 대해 사고의 

완화와 사고의 진단 및 사고에 대한 회복 조치 등을 지시하고 있다. 사고범주 

상태-II1 사고(Condition-II1 Accident)는 원전 수명중 한번 정도 가능한 사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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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안전셜비로 발전소를 안정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태 -IV 사고 

(Condition-IV Accident)는 주중기관의 배관파손이나 증기발생기 파열사고와 같 

이 일어난다고 예상할 수 없는 최악의 가상사고로 규정되어 았다. 영광 3&4 호 

기의 ul 상 운전절차서는 비상 운전절차서， 원자로 정지동 우선조치 절차서， 및 

회복절차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비상 운전절차서 

- 비상 1 : 원자로 정지 

- 비상 2: 냉가재 상실 

- 비상 3: 증기발생기 튜브 파열 

- 비상 4: 과잉중기 요구 

- 비상 5: 급수완전 상실 

-비상 6: 소외전원상실 

- 바상 7: 교류전원 완전 상실 

• 우선 조치절차서 

-우선 1 : 원자로 정지후 우선 조치 

- 우선 2: 사고 진단 

• 회복 절차서 

- 회복 01 : 회복절차 적용 조건 

- 회복 02 : 반응도제어 

- 회복 03 : 필수 전원 확보 

- 회복 04: 냉각재계통 재고량 제어 

- 회복 05: 냉각재계통 압력제어 

- 회복 06: 노심 및 냉각재 계통 열제거 

- 회복 07 : 격납용기 격리 

- 회복 08: 격납용기 온도 및 압력 제어 

- 회복 09: 격납용기 가연성 가스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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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10: 장기적 조치 

일반 운전절차서는 경보처리모드 기기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경보처리나 기기상태 등에 의해 억제되어야 하는 경보는 계통운전절차서， 비정상 

운전절차서와 비상 운전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 또한 비정상 운전절차 

서와 바상 운전절차서는 과도상태를 정의하고 과도상태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 

하는 경보를 찾기 위해 분석되었다. 

(2) 경보 운전절차서의 구성 

원전에서 경보는 원전 공정의 혼돈상태를 처음으로 감지하고 혼돈의 정도 

와 상태를 파악하여， 운전원이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 

서 경보 운전절차서는 계통의 아주 작은 고장이나 오동작에서 비롯된 과도상태 

에서부터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 및 대형사고를 진단하는 경보까지 모든 발전 

소 운전영역에서 각각의 경보에 대한 운전절차를 기술하고 었다. 영광 3&4 호기 

의 경보 운전절차서는 총 7권으로 총 1327개의 주제어설 경보와 각 보조빌딩 및 

폐기물 처리계통의 현장제어반 경보에 대한 운전절차를 기술하고 었다. 주제어반 

경보는 계통별로 구분된 총 26 개의 경보반에 경보반마다 50 개의 경보창을 가 

지고 있으며， 약 1040 개의 경보로 구성되어 었다. 표 3.2.2.1는 영광 3 호기 경보 

반 구성 및 경보수를 표시하고 었다. 각 경보반은 계통별로 구분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개별 경보반은 다시 세부 계통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그림 3.2.2.1 

은 영광 3호기 cvcs 계통 경보반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리 3호기의 경보철차서는 4권으로 총 1290개의 경보에 대한 운전절차를 

기술하고 었다. 주제어설 경보반은 총 l17H로 계통별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었다. 

(3) 경보 운전절차서의 내용 

다음은 “가압기 압력 고” 경보에 대한 경보 운전절차서의 내용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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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영광 3호기의 경보반 구성 및 경보수 

경보반No. 경보반에 표시된 계통명 계통별 경보수 

ESF SWGR ROOM (VE) 18 
AUX BLDG ( V A) 12 
ECCS EAUIP ROOM (VY) 14 
LCP 15 

2 DG ROOM (VÐ) 9 
INTAKE PUMP HOUSE (VH) 12 
WONQ ENFP 8 
FUEL BLDG (VF) 20 

3 CONTROL ROOM (VC) 22 
ETC. 14 
LCP 8 
RADIO ACTIVE DRAINS (DE) 9 

4 PX. PS. ARlPR GW. SA. NT 10 
INST AIR (!A) 5 
ETC. 14 
SPENT FUEL POOL (FC) 14 

5 MISC 14 
MISC BLDG FRAIND (DM) 15 

6 COMPOMENT COOLING WATER (CC) 43 
7 ESF ACTUATION 36 

CNMT BLDG (VP) 18 
8 CNMT MON 4 

CNMT SPRAY (CS) 8 
9 SAFETY IN]ECTION (S1) 36 
10 CVCS 43 
11 CVCS 30 

RCS 13 
RCS 9 
RCP 1A 4 

12 RCP 2A 4 
RCP 3A 4 
RCP 1B 4 
PMS!PDA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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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영광 3호기의 경보반 구성 및 경보수(계속) 

RXGAS VENT 3 
RRS 3 

13 ICCMS 8 
RPCS 2 
ETC. 4 
CEDMCS 12 

14 NEUT MON 4 
DPS 12 
RPS ACTUATION 8 

15 RPS INITIA TIN 30 
ESF INITIA TION 28 
APC 4 

16 CPC 7 
PPS 4 
FIRST-OUT RPS 15 
AUX FEED WATER (AF) 19 

17 MAIN STEAM (MS) 14 
AUX STEAM (AS) 4 
ETC. 5 
SG BLCWDOWN (SD) 13 

18 SG 7 
ETC. l 

19 MAIN FEEDWATER (FW) 36 
20 CONDENSATE (CD) 33 

CONDENSATE (CD) 15 
21 MISC 9 

CIRC WATER (CW) 13 

22 TUBR BLDG CLG WTR (WH!WT) 9 
HEATER DRAIN (lID) 39 
EXT STM(ES) 8 
TURBLUBE OIL<TO) 10 

23 MCS (GC/TNTB/TC) 15 
TURB DCM(EH) 12 
ETC. 3 

24 MAIN POWER 21 
4.16KV /480V(IE) 16 

25 DC 28 
DC POWER (IE) 17 
DC POWER (NON-IE) 16 

26 AC INST POWER 15 
13.8KV (DIV.A) 8 
UAT OlX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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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명 : 주제어실 경보창에 각인(PZR PRESS HD 

• 경보위치 : 주제어실 경보창의 위치 (PM-06j-14-1B) 

• 경보원 : 경보를 생성하는 센서 번호(RC-PI-102A!B/Cφ) 

• 경보설정치 : 066.7 kg/cm 2
) 

• 컴퓨터 data point : 컴퓨터 입력 변수명 (RPBSOO5A!B/Cφ) 

• 경보 원인 : 연동관계에 의한 경보입력 신호 물리적 연계관계에 의한 경 

보원인을 기술(가압기 압력 “고” 예비트립 가압기 전열기 제어계통 고 

장) 

• 자동동작 : 경보신호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발생되는 선호(제어봉 인출금 

지신호(CWP) 발생) 

• 긴급조치 : 자동동작 외에 운전원이 긴급히 취해야 하는 행위(경보기록계 

확인， 가압기 살수밸브 개방， 원자로 출력 감발) 

• 후속조치 : 긴급조치를 한후 사태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압력 계 

속 증가시 원자로 정지) 

• 참조 : 참조해야 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논리도면 9-786-1158-004) 

냐. 갱보 지식기반 절정 

0) 경보 상관관계 분석 

ADIOS는 경보간의 논리적 물리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식구조를 설정하 

였다. 이 분석에는 고리 3 호기의 경보창에 표시된 전기계통 및 환기계통 경보를 

제외한 500여개의 경보와 영광 3 호기 경보창에 표시된 약 1따0개의 모든 경보 

가 포함되었다. 경보 상관관계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이용되었다. 

• 운전절차서 중 경보절차서(고리 3, 영광 3호기) 

• P&ID Diagram 

• 논리도면， Function Ðiagram, Process Diagram (고리 3 호기) 

• C&I Diagram, Control Logic Diagram( 영 광 3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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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셜명서， 기술지침서， 비정상 및 바상운전절차서 및 종합운전절차서 

• Nuplex 80+ 설 계 자료 

경보 상관관계 분석은 운전모드， 비정상상태 및 기기 운전상태의 변화에 

의해 과도상태가 발생할 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보들의 선후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ADIOS는 이들 선후관계를 이용하여 발생된 경보를 제거 (fil tering )하거 

나， 억 제 하거 나(suppression) , 우선 순위 (prioritization)를 주어 처 리 하거 나 표시 한 

다. 경보 상관관계에서 분석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보특성 및 경보분류 

- 경보처리 모드 설정 및 상태 정의 

- 경보 원인， 직접 선행자(direct precursor), 및 설정치 선행자 

- 경보와 관련된 기기의 연동 관계 및 중복 경보(통합 경보) 

- 경보 중요도 및 대처의 긴급성(우선순위 결정) 

- 경보 파급효과 및 자동동작 기기 

표 3.2.2.2는 영광 3호기의 화학 및 제적제어계통 경보를 분석한 표의 일부 

이다. ADIOS는 이 분석표를 기반으로 경보 상관관계 수목을 구성하고 경보처리 

논리를 설계하였다. 

그림 3.2.1.3 은 경보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작성된 경보상관관계 수목을 

논리도면으로 표현한 예이다. 경보 상관관계는 영광 3호기 급수승압펌프 

(Feedwater Booster Pump)의 윤활유계통의 고장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보들의 상관관계이다. 이들 상관관계수목을 경보를 처리하기 위한 논리도면으 

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각 경보의 처리 논리에 대한 설명이다. 

• FWBP 04P Lube Oil Press Lo(우선순위 2) 

- 기기상태 경보억제 : FWBP 04 P not running 

- 경보처 리 모드억 제 not Normal or not Rx Trip 

- 다중셜정치 처리 : 1010 경보시 우선순위 3 

• FWBP 04P Lube Oil Press Lolo(우선순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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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상태 경보억제 : FWBP 04 P not running 

- 경 보처 리 모드억 제 not Normal or not Rx Trip 

- Causal Alarm 

• FWBP 04P Trip(우선순위 2) 

기기상태 경보억제 : FWBP 04 P not running 

- 경 보처 리 모드억 제 not Normal or not Rx Trip 

- 결과 경보처리 : 우선순위 3 

- 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표시(정상동작) 

• MFWP 01 Trip(우선 순위 2) 

기기상태 경보억제 : MFWP 01 P not running 

- 경 보처 리 모드억 제 not Normal or not Rx Trip 

- 결과 경보처리 : 우선순위 3 

- 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표시(정상동작) 

• RPCS Actuation(우선순위 1) 

- 경보처리 모드억제 not Normal or not Rx Trip 

- 결과 경보처리 : 우선순위 3 

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표시 (정 상동작) 

- Plant Status Input(Rx Power > 75%) 

FWBP 04P Trip은 "FWBP 04P Lube Oil Press Lolo(우선순위 2)"경보와 

연동되어 경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된다. FWBP 여P Trip에 따라 

MFWP 01 P 가 정지되게 된다. MFWP 01 P 가 정지하면 원자로 출력 75% 이 

상에서 RPCS 계통이 동작하게 되어 1.2 계통의 불안정을 완화하여 원자로 정 

지를 방지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동작에 의해 급수승압펌프 윤활유 계통의 고 

장으로 인해 약 30 개의 경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FWBP 04P Lube Oil 

Press Lolo(우선순위 2)" 경보가 원인경보가 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보들 

은 경보처리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억제되거나， 기기 상태정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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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표시된다. 다음은 인간공학 시험설비에서 프린트된 FWP 01 P 가 정지된 

후 약 3분간 발생한 경보 목록이다. “CEA DROP DETECTED" 경보나 “RRS 

Tavg/Tref" 경보 등은 RPCS 동작에 의한 상태 경보처리 논리에 따라 ADIOS에 

서는 억제되어 표시되지 않는다. 

(2) 경보의 분류 

경보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경보는 공정계통의 이상상태를 

표시하기도 하고， 기기의 운전상태나 비정상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발전소 전 

체의 이상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경보는 이러한 고유의 특성에 따라 처리 및 

표시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ADIOS에서는 경보를 발전소 경보(plant alann) , 

공정경보(process alarm)와 기기 상태경보(status alarm) 세 가지형으로 분류하 

였다. 표 3.2.2.3는 경보를 경보의 고유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으로 분류한 표 

이다. 표 3.2.2.4은 분류된 경보에 따라 적용된 경보처리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가) 발전소 경 보(Plant Alarm) 

발전소 경보(plant alarm)는 발전소 전체의 이상상태를 표시한다. 이들 

경 보는 “Seismic Monitoring OBE/SSE Al따m”， “Over Power Delta(C4) Alert" 

등과 같이 공정경보와 기기 상태경보에 속하지 않으며， 노심이나 발전소의 구조 

에 영향을 주거나， 방사능이 누출되어 대중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었다. 이 

들 경보는 원자로 정지나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동작 경보이거나 이들 계통의 동 

작을 수반한다. 이들 경보는 대부분 우선순위가 1 순위로 정의되며， 중복경보(다 

중설정치 처리 및 first-out 원자로 정지) 처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처리 논리 

를 적용하지 않는다. 발전소 경보는 대부분 안전관련 경보이며， 하드와이어된 경 

보창과 schematic display화면에 동시에 표시된다. 

(나) 공정경보(Process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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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경보 특성에 따른 경보 분류 

Type of Alæ:πs Definition Examples 

Process Main Those alarrns that Temperature, pressure, flow, or level alarrns 
Alarrns Process indicate an abnormality associated with the main process lines, such as: 

Alarrns in the main process. a) reactor c∞lant temperature high 
b) steam generator level low 
c) condensate pump discharp;e pressure low. 

Auxilíary Those alarrns that Temperature, pressure, flow , or level alarrns 
Process indicate an abnormality associated with the subprocess lines, such as: 
Alarrns in the subprocess the a) component cooling water outlet temperature high 

ma1function in which b) residual heat removal pump discharge pressure 
does not directly affect high 
the rnain process c)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level low 

Status Equipmen Those alarrns that Lubrication, bearing, seal water, oil, vacuum, voltage, 
Alarrns t-Related indicate an abnormality frequency, or vibration alarrns for associated 

Alarrns in the support function equipment, such as: 
of equipment a) reactor c∞lant pump mcP) vibration high 

b) RCP bus under voltage alert 
c) condensate pump bearing temperature high 
d) main feed pump turbine vacuum low low 
e) diesel .'[enerator room temperature ru.'[h 

Equipmen Those alarrns that Valve, pump, turbine, heat exchanger, control rod, or 
t-Status indicate an abnormal spray misconfiguration alarrns, such as: 
Alarrns status of equipment a) pressurizer power relief valve not opening 

b) no charging pump aligned train A 
c) containment spray actuated 

Equipmen Those that inform a Operating inforrnation of valve, pump, turbine, and 
t-Status normal operating status other equipments, such as 
Informati of equipment a) pressurizer power relief valve opening 
on b) RCT makeup pump auto start 
System- Those that inform a Operating ìnforrnation of RPCS, TG Test, and other 
Status norrnal operating status systems, such as 
Informati of Systems a) STC Train C Equipment in Test 
on b) Reactor Power Cutback System Actuation 
System-t Those that indicate a Functional troubles and disable an electrical Power, 
rouble functional trouble and such as 
Alarrns to disable an electrical a) Annunciation System Trouble 

power b) System BG Non Train Trouble!Disable 
Plant Alarrns Those alarms that Plant-Ievel alarms that cannot be readily c1assìfied 

ìndicate an abnormality into process or equipment alarrns, such as: 
in the plant a) containment pressure high 

b) containment sump level high 
c) seismic instrumentation panel AC loss 
d) lE radiation hi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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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Alanns 

Process IMain 
Alanns IProcess 

Alanns 

표 3.2.2.4 분류된 경보에 적용된 경보처리 기술 

Characteristics Major Method for Alann Processing and 
Display 

-A malfunction in the main I-Traditional alarm-processing methods are 
process directly propagate I applied to these aIanns, such as 
through the process. I J) equipment-state dependency 

-Some aIanns belonging to this I 2} plant-m여e dependency 
category represent the status ofi 3} multi-setpoint relationship 
very important plant parametersl 4}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associated with plant trip I-All aIanns associated with plant trip are 
signaIs. I given fixed , first priorities. In the case of 

-Sometimes, several alanns are I multi-setpoint alanns, the lower level alanns 
associated with one process I (e.g., steam generator low level alann) are 
parameter I lowered in priority when the higher level 

aIanns (e.g., steam generator 
low-low level alarm) also are activated. 

-Where severaI alanns are associated with 
one process parameter, they are grouped into 
a representative alann. For instance, only 
one steam generator level alarm icon is 
included in the process mimic overview, and 
the icon changes color when any alann 
within the group (e.g. , steam generator 
low or high aIann) is activated. 

Auxiliary I-A malfunction in an auxiliary 
Process I system, such as component 

-Similar alann-processing methods as applied 
to the main process 외하끼1S are also used 

Alanns I c∞ling water system, directly 
propagate through the system. 
However, if the malfunction is 
not pro야rly handled in time, 
then it indirectly affects the 
Inam process. 

for the alanns of each auxiliary system 

Plant Alarms -Some alanns belonging to this I-All alanns associated with plant trip are 
category represent the status ofl given fixed , first priorities. In the case of 
very important plant parametersl multi-setpoint alanns, the lower level alanns 
associated with plant trip I (e.g., containment sump high alann) are 
signaIs I lowered in priority when the high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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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분류된 경보에 적용된 경보처리 기술(계속) 

Status Equipmen -The 0야ration of equipment - The operation of equipment requires various 
Alanns t-Related requrres various support support functions. For example, pumps 

Alarrns functions. For example, pumps require lubrication, be때ng， oil, seaJ water, 
re예lire lubrication, bearing, 이L voltage, frequency, or centricity. 
se려 water, voltage, frequency, - A malfunction in these sup∞rt functions 
or centnClty. affects the main or auxiliary process through 

- A malfunction in these suppαt the resultant malfunction of the relevant 
functions affects the main or eqU1pment 
auxiliary process through the 
resultant malfunction of the 
relevant equipment 

Equipmen - The genuine status alarrns -The genuine status alarms are shown on the 
t-Status indicate that the equipment is process mimic overview by changing the 
Al없끼lS in a particular state and sho비d body color of the misconfigured equipment 

be in a different state. 

Equipmen -Conventional alarrn panels used -The mere status inforrnation is displayed 
t-Status to contain many status alarrns. separately from the alarrns 
Inforrnati However, most of them are not 
on genuine alanns, but indicate 

merely some changes in 
equipment status that the 
operators need to be aware of. 

System- -Conventional alanns inc1ude an -The mere status infonnation is displayed 
Status nonnal 0야rating status of separately from the alarrns 
Infonnati systems, but indicate an 
on abnonnal status of process that 

operators need to be aware of. 
System-t -Some alann represent a -No alarm processing methods are app1ied 
rouble functional trouble of system those alanns 
Alarms and to disable an electrical -Those have only priority three. 

pOwer 

공정경보는 공정계통의 온도， 압력， 유량 및 수위 둥과 같이 공정변수가 설 

정치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공정계통의 비정상상태를 인식시켜 준다. 

공정계통의 이상상태는 같은 공정계통이나 다른 공정계통에 연속적으로 전파되 

는 경향이 있어 경보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정경보에는 경보생성처리를 

제외한 운전모드별 처리 및 원인-결과별 처리등 모든 전형적인 경보처리 방법이 

적용되었다. 공정경보는 주공정경보와 부공정경보로 분류되었다. 주공정경보는 

ADIOS의 1차 및 2차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변에 표시되는 주요 공정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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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자로앵각재 계통， 급수 및 복수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잔열제거 및 안 

전계통과 터빈계통의 바정상상태를 표시하는 경보로 원자로정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보들이 대부분으로， 우선순위도 대부분 1이나 2순위로 정해졌다. 

부공정 경 보는 ADIOS의 Overview schematic화면 하단에 네모로 표시 되 는 

subsystem경보의 세부 schematic 화면에 표시되는 공정경보이다. 부공정경보는 

원자로 정지 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공정계통에 영향을 주어 주공정계 

통의 비정상상태를 유발한다. 이들 경보의 우선순위는 주로 2거나 3순위로 정해 

졌으며， 이들 경보가 발생하면 ADIOS의 overvlew화면 하단의 subsystem 경보 

네모에 표시되며， subsystem경보를 크릭하면 상세 schematic 화면이 표시된다. 

(다) 상태 경 보(Status Alann) 

상태경보는 기기나 계통의 비정상상태나 현재 운전상태의 정보를 표시한 

다. 상태경보는 기기 상태경보와 계통 상태경보로 분류되었다. 기기 상태경보는 

기 기 상태 정보(equipment - status inforrnation), 기 기 관련 경보(equipment-related 

al따m)와 기기 상태경보(equipment-status alann)둥으로 분류되었다. 기기 상태 

정 보는 “RCT Makeup Pump Auto Start " , “Pressurizer Power Relief Valve 

Opening" 등과 같이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정보이 

다. 그러나 이들 정보도 발전소의 비정상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운전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들 상태정보는 우선순위를 주지 않고 경보목록에서 분리하여 

기기 상태정보 목록(equipment-status inforrnation list)에 따로 표시했다. 만일 

현재 상태에서 이들 기기가 동작되지 않으면 경보를 생성하여 (alann generation 

processing) 가 기 내부에 적 색으로 표시 했다. 

기 기 관련 경 보는 “RCP Bus Undervoltage alert", "Condensate Pump 

Bearing Temperature High" 등과 같이 펌프나 밸브의 운전에 필수적 인 조건 등 

기기의 불건전상태(운전 가능 여부)를 경보한다. 이들 경보는 직접 해당기기를 

정지시키기도 하며， 기기의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이다. 이들 경보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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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상태별 방법으로 처리되며， 기기의 외부테두리에 적색으로 표시된다. 기기 

경보의 상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논 해당 기기를 c1ick하면 하위화면에 계층적 

으로 상세정보가 표시된다. 

기 기 상태 경 보는 “NO Charging Pump Aligned Train A", “Accumulator 

Ta따‘ A Discharge Valve Not Open"등과 같이 현재 상태에서의 기기 비정상적 

인 상태(현재 상태에서 Charging Pump가 Aligned 되어야 하거나， Discharge 

Valve 가 open 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not A1igned되거나， not open 상태)나 기 

기의 오동작(malfunction)을 나타내며 기기의 내부에 적색으로 표시했다. 이들 

경보는 경보생성 방법으로 처리했다. 

계통 상태경보는 계통 기능불능경보(system trouble/disable alarm)와 계 

통 상태정보(system status information) 등이 있다. 계통 기능불능경보는 

"System BG(Boron Recovery System) Non Train TroubleIDisable", 

"Annunciation System Failure"둥과 같이 계통 전체의 전원 상실이나 계통 기기 

의 오동작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표시하며， 우선순위는 3 순위 

로 결정하여 관련계통 주변에 네모형 Box로 표시한다. 

계 통 상 태 정 보는 "STC Train A Equipment in Test", "Reactor Power 

Cutback System Actuation" 둥과 같이 계통의 정상적인 운전상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며， 계통 상태정보는 경보목록(려arm list)에서 분리하여 기기 상태정보 

목록(equipment-status information list)에 따로 표시 한다. 

(3) 경보의 우선순위 분류 

ADIOS에서는 경보가 발전소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의 경， 중에 따른 중요 

성과 운전원이 경보에 대처해야 하는 긴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경보 

의 영향이나 대처의 긴급성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으며 발생하는 이상상태의 원 

인 및 종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정지로 이어지는 시간을 기 

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준도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는 상황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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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경보 우선순위는 

NUREG- 0700에 의하면 보풍 3 단계에서 4 단계의 우선순위를 권고하고 었다. 

ADIOS의 경보 우선순위는 이상상태의 특성이나 원자로 정지 등 평가의 기준이 

불분명한 방법을 배제하고 보다 구체적인 경보 변수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하 

였다. ADIOS는 3 단계의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ADIOS는 경보변수의 특성에 따 

라 결정된 정적 우선순위에 발전소나 기기의 상태 및 경보의 상관관계에 의해 

처리되는 동적 우선순위를 적용하였다. ADIOS에서는 모드나 기기상태에 논리에 

따라 처리된 경보는 표시되지 않으며 결과 경보나 다중설청치에 의해 처리된 경 

보는 우선순위를 한단계 낮추어 표시한다. 

(가) 우선순위 1 경보 

우선순위 1 경보는 원자로 정지， 공학적 안전셜비의 동작， 원자로 구조의 

변형 및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유발하는 변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우선순위 

1 경보는 발전소 경보와 안전계통과 관련된 경보들로서 하드와이어드된 경보창 

과 schematic display화면에 동시에 적색으로 표시된다. 우선순위 1 경보는 중복 

경보처리 방법이나 원인 결과 상관관계처리 방법에 의해 우선순위 2 경보로 변 

경되나， 억제되어 표시되지 않는 경보는 없다. 우선순위 1 경보의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갈다 . 

• Reactor Trip 관련 변수 및 경보 

• Turbine Trip 관련 변수 및 경보 

• ESFAS 관련 변수 및 경보 

• Personal Hazard 및 Radiation Release 관 련 변수 

• Reg. Guide 1.97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는 변수 

• 주요 기기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Support Function 경보 

(나) 우선순위 2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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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2 경보는 직접 안전관련 계통을 동작시키지 않는 경보로 대부분 

의 경보가 우선순위 2 경보에 속한다. 우선순위 2 경보는 원자로 출력이나 터빈 

출력을 변경시켜 경보를 제거할 수 있거나， 대안을 찾아 경보의 상태를 제거시킬 

수 있다. 우선순위 2 경보는 경보처리의 모든 방법이 적용되며， 운전모드별 처리 

와 기기상태별 처리 논리에 의해 억제되어 표시되지 않으며， 다중설정치 및 결과 

경보 처리에 의해 우선순위 3 경보로 변경된다. 우선순위 2 경보는 경보 

schematic display화면에 황색으로 표시된다. 우선순위 2 경보의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 우선순위 1 경보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 운전과 관련된 Technica1 

Specification 관 련 변수 

• 기기의 정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기의 Support Function 경보 

• 주요 기기의 고장 및 고장관련 경보 

• Reactor 이나 Turbine Trip 없이 수동이나 자동으로 출력올 변동하여 

발전소를 안정시킬수 있는 경보 

(다) 우선순위 3 경보 

우선순위 3 경보는 발전소 출력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보로 센서나 

기기의 고장으로 편차가 생긴 경보나， 고장난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존 

재하는 경보들이다. 이들 경보는 출력의 변동 없이 즉시 자동이나 수동 조작에 

의해 경보를 제거할 수 있다. 우선순위 3 경보는 운전모드별 처리와 기기상태별 

처리 논리만이 적용되어 억제된다. 우선순위 3 경보는 경보 schematic display화 

면에 흰색으로 표시된다. 우선순위 3 경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센서나 Equipment 의 고장에 의한 편차 경보 

• 출력변동 없이 자동 및 수동 조작에 의해 제거 가능한 경보 

• 고장난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아 존재하는 경보 

• System Trouble/Disable 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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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 보처 리 모드(Alann Processing Mode) 정 의 

(가) 경보처리 모드 결정 기준 

원자력발전소는 많은 물리적 계통을 가지고 있다. 이들 계통은 발전소 

운전모드에 따라 사용되는 때가 있고， 사용되지 않는 때가 있다. 기존 경보계통 

은 단순한 설정치 비교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운전모드에서 운전되지 않는 

계통의 경보나 운전모드가 전환될 때 생기는 과도상태에서의 경보까지도 표시되 

재 되어었다. 컴퓨터기반 경보처리 논리는 해당 운전모드에서 의미가 있는 경보 

만을 선별해서 표시하여 운전원을 불필요한 경보에 의한 정보의 홍수로부터 보 

호하여 운전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발전소의 운전모드는 각 발전소의 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었다. 기술지 

침서에 기술된 6 가지 운전모드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고범주 사고상태 

-I(Condition-I Accident)~ 정상상태， 운전정지， 허용편차내 운전， 운전 과도현상 

에서 발전소가 운전될 때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각 운전모드는 반응도， 출력 

및 냉각재 평균온도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초기 상온정지에서 기동모드를 

거쳐 출력운전모드로 옮겨갈 때까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와 압력을 올리 

기 위해 필요한 계통 및 기기가 운전되었다가 정지되기도 한다. 

ADIOS에서는 이러한 계퉁이나 기기가 운전되거나 정지되는 시점을 기 

준으로 경보처리모드를 결정하였다. 그림 3.2.2.2 는 ADIOS의 운전모드별 경보처 

리를 위해 설정한 경보처리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는 각 경보처리모드에서 

변화되는 주요 변수와 모드가 변할 때 운전되거나 정지되는 주요 가기의 운전상 

태를 보여 주고 있다. 

( 나) Refueling/Cold Shutdown Mode 

Refueling/Cold Shutdown Mode는 발전소 운전모드의 Refueling와 Cold 

Shutdown Mode에 해당하며，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는 93.3C 이하， 압력은 

2까{g/cm2 이하이여야 한다. 이 모드에서 RCS계통은 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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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보 처리를 위한 Plant-Mod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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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ADIOS 경보처리 모드 및 주요 변수의 추이 

IIotPNPump 

.~ 

원자로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이 시기에는 원자로에 냉각 

수를 채워 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원자로의 온도를 93.3C까지 

압력을 27kg/cm2로 유지하여 RCS 계통의 heat up을 준 바 한다. 다。。 τ:1L 

Refueling/Cold Shutdown Mode에 서 의 발 전 소 상 태 를 요 약하였 다. 

• 원자로 냉각재 계통 충수 완료 

• RCS 계통 가압(CVCS 우회 line을 이용 잔열제거 계통 운전) 

• 가압기 배가 완료 

• CVCS 계통 운전 준비 

• RCP 기동조건 확인 

- RCS 압 력 : 22.5 kg/cm2 

- RCP Seal delta P : 14 kg/cm2 

- Bearing Oil Lift Pump 2 분 기 동 

- VCT Pressure : 1.5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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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 경보 처리롤 위함 Plant-Mod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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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ADIOS 경보처리 모드 및 주요 변수의 추이 

원자로의 온도와 압력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이 시기에는 원자로에 냉각 

수를 채워 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원자로의 온도를 93.3C까지 

압력을 강kg/cm2로 유지하여 RCS 계통의 heat up을 준벼한다. 다음은 

Refueling/Cold Shutdown Mode에서의 발전소 상태를 요약하였다. 

• 원자로 냉각재 계통 충수 완료 

• RCS 계통 가압(CVCS 우회 line을 이용 잔열제거계통 운전) 

• 가압기 배기 완료 

• CVCS 계통 운전 준비 

• RCP 기동조건 확인 

-RCS 압력 : 22.5 kg/cm2 

- RCP Sea1 de1ta P : 14 kg/cm2 

- Bearing Oil Lift Pump 2 분 기 동 

- VCT Pressure : 1.5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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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W Flow 

- RCP Seal Injection : 0.5 L/sec 

Refueling/Cold Shutdown Mode에서는 RCS 계통에 냉각수를 채우고， 

공기를 배출하며， 온도와 압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이 모드에서는 가압기에 

냉각수를 완전히 채우고 가압을 하기 때문에 가압기 저 압력와 가압기 고 수위 

경보는 항상 생성되어 있어 의미가 없다. 또한 CVCS 계통은 우회되기 때문에 

CVCS 관련 경보는 의미가 없으며 오직 RCP 기동을 위한 경보들 만이 의미가 

였다. 만일 RCP 기동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ADIOS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보를 발생시킨다. 

( 다) Heatup/Cooldown Mode 

Heatup/Cooldown Mode는 발전소 운전모드 Hot Shutdown Mode에 해 

당하며，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는 176 C 이하， 압력은 4Okg/cm2 이하 이여야 

한다. 이 모드는 RCP를 이용하여 원자로의 heatup하는 과정으로 가열율은 

28C써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RCS 압력은 27kg/cm2를 유지하며， 가압기에 

기포가 형성되면 40 kg/cm2을 유지한다. 이 모드에서는 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운 

전을 CVCS 계통을 통한 운전으로 전환하여 가압기의 수위를 유지한다. 다음은 

Heatup/Cooldown Mode에서의 발전소 상태를 요약하였다 . 

• RCP 기동으로 RCS 계통 가열 

• Shutdown Bank 인 출 

• 가압기 bubble 형성으로 가압기 수위 유지 (CVCS 계통 운전) 

• 가압기 heater 및 살수 운 전 

• 증기발생기 blowdown 및 2차계통 운전 : 증기발생기 수위 50% 유지 

Heatup/Cooldown Mode에서는 RCP 가 기동되어 가열을 하는 과정이다. 

이 모드에서는 가압기에 기포가 형성되어 가압기의 수위 경보가 의미를 가지며， 

압력 경보는 여전히 의미가 없다. 이때 2차 계통은 blowdown을 시작하여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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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의 수위를 50%로 유지하고 압력은 42kg/crn2 이상을 유지한다.2차계통의 

경보는 운전은 시작되었으나 2차계통이 안정화 되지않아 경보로서의 의미가 없 

다. 또한 CVCS 계통은 정상적인 운전상태에 도달하여 경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라) Startup Mode 

Startup Mode는 발전소 운전모드 Hot Standby와 S tartup Mode에 해 당 

하며，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는 286C 이하， 압력은 146kg/crn2 이하이여야 한 

다. Startup 모드는 RCS 계통을 가열하고， 가압하는 과정이다. 이때 2차측도 1차 

측에 의해 예열되어지며， 증기발생기의 증기를 통해 1차측의 온도와 압력의 증가 

윷이 조절되며， 2차측의 증기관 가열율은 100c/h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1차측의 

가압과 가열은 RCS 압력온도 곡선올 따라 이루어진다. 1 차측 온도와 압력이 

286C 15꺼땅/Cm를 유지 하면 제 어 봉을 인출한다. 다음은 S tartup Mode에 서 의 발 

전소 상태를 요약하였다. 

• 증기발생기 수위 50% 유지(보조급수 펌프나 기동급수 펌프가동) 

• RHR Pump Safety Injection Mode 전 환(Suction RWST) 

• 가압기 저압 SI unblock(P-11), PORV Block Valve Open(경보 소등) 

• 저저 Tavg 증기텀프 차단(P-12) 확인， 증기텀프 증기압력 모드 전환 

• 제 어 봉 인 출(50 step, overlap) 

• 복수펌프 기동， 순환수 펌프 4대 이상 가동， 터빈구동 주급수펌프 기동 

• 선원 영역 고중성자속 정지 차단(P-6 점등 확인) 

• 임계도달 

Startup Mode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증가 덤프로 인해 증기발생기의 압력과 수위가 급격히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1차계통의 과냉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시기는 운전원인 많은 시험과 상 

태확인 둥으로 운전원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이다. 이러한 과도상태에서의 경보는 

- 172-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ADIOS는 펼요한 기기의 운전조건을 만족하는 못할 

때 경보를 생성하며 이 Mode에서는 기기들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기기상태별 

경보처리 논리를 주로 사용하여 경보를 처리하였다. 또한 증기와 관련된 터빈 보 

조기기들과 관련된 경보들은 운전상태에 따라 의미가 없다. 

(마 ) Norma1 Mode 

Norma1 Mode는 발전소 운전모드의 Norma1 Mode에 해당하며， 원자로 

냉각재 평균온도는 286 C 이상， 압력은 146kg/cm2 이상， 노심의 반웅도는 0.99 

이상이여야 한다. 이 모드에서는 제어봉이 인출되면서 원자로 출력이 상승하게되 

고， 이에 따라 2차계통의 운전이 시작된다. 원자로 출력에 따라 복수 펌프와 주 

급수펌프가 점차적으로 기동되고， 출력 7% 정도에서 터빈 롤링 (rolling) 이 시작 

되어 터빈의 회전수가 1800rpm까지 증가하며， 원자로 출력 15% 전후에 발전기 

병업 (synchronization)이 이루어진다. 이후 발전기 부하Ooad)설정에 따라 원자로 

출력이 따라가 100%에 이르게 된다. 다음은 Normal Mode에서의 발전소 상태 

를 요약하였다. 

• 원자로 출력 6-7% 터빈 Rolling에서 1800 rpm까지 증가 

• 원 자로 출 력 10% : IR Hi , PR Hi flux Trip Block(P- lO, P-7) 

• 터빈 발전기 15% 제어봉 자동，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자동 

• 원자로 출력 15% 발전기 병업 이후 loading rate에 의해 출력 증발 

• 터빈 출력 40% 주급수 펌프 기통(2대 운전) 

• 터빈 출력 50% 복수펌프 기동(3대 운전)， Heater Drain 펌프기동(2대) 

• 터 빈 출력 80% 주급수펌프 기동(3대 운전) 

Low Power05%이하)에서 보조급수제어밸브와 주급수제어밸브를 수동으 

로 제어하고， 증기발생기에 swell과 shrink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ADIOS에서는 swell과 shrink 현상에 의 

한 일시적인 증기발생기의 압력과 수위 경보를 time delay와 경보 예측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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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진실한 경보만을 표시한다. Nonna1 Mode에서는 발전소의 상태가 정상 

적이기 때문에 경보의 발생은 비정상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에 mode에 의한 처리 

는 적용되지 않고 기기 운전상태에 따른 경보처리 논리를 적용한다. 

( 바) RX Trip Mode 

원자로 정지 모드는 발전소 운전모드에는 없으나 경보처리 논리를 위해 

설정된 Mode이다. Rx Trip 모드은 발전소의 여러개의 원자로 정지 신호가 동작 

훨 때 시작된다. 정상상태의 운전에서 주요 기기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오동작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면 1차계통과 2차계통의 부조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많은 경보가 생성된다. 이러한 경보 중에는 원자로 정지를 일으킨 원인 경보와 1 

차계통과 2차계통의 부조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보와 원인경보에 이 

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 경보가 있다. ADIOS에서는 원자로 정지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보는 time delay와 상태 예측논리에 의해 제거하고 진실 

한 경보만올 표시하고 결과 경보는 원인-결과 경보처리 논리에 의해 우선순위 

를 낮추어 표시한다. ADIOS의 원자로 정지 모드는 발전소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 할 때 시작된다. 각 발전소의 원자로 정지선호 및 설정치는 각 발전소의 기 

술지침서 (Tech띠ca1 Specification)의 2.0 항에 잘 기술되어 있다. 

(사) ESFAS(EngÌneering Safety Features Actuation Signa1) Mode 

공학적 안전설비 동작신호 모드(ESF AS Mode)는 발전소 운전모드에는 

없으나 경보처리 논리를 위해 설정된 Mode이다. 정상상태의 운전에서 원자로 정 

지가 일어난 후 발전소의 상태는 고온대기모드(Hot Standby Mode)로 안정화되 

게 셜계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로 정지이후 발전소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 안전 

주입 신호나 격납용기 격리 신호둥 ESFAS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도 원 

자로 정지 이후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과도상태에 의해 일시적으로 많은 경보가 

생성된다. 이러한 경보 중에는 ESFAS를 일으킨 원인 경보와 과도상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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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경보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 경보가 있다. ADIOS에서는 일시적 

으로 발생하는 경보는 time delay와 상태 예측논리에 의해 제거하여 진실한 경 

보만을 표시하고， 결과 경보는 원인 결과 경보처리 논리에 의해 우선순위를 낮 

추어 표시한다. ADIOS의 ESFAS 처리모드는 발전소 공학적 안전설비 동작 신 

호가 발생 할 때 시작된다. 각 발전소의 공학적안전설비 동작 신호 및 설정치는 

각 발전소의 기술지침서 (TechnicaI Specification)의 표 3.3-3에 잘 기술되어 있 

다. 

(5) 경 보처 리 기 기상태 (Alarm Processing Equipment State) 정 의 

발전소의 상태는 운전모드 보다 규모가 작은 과도상태를 의미한다. 비정상 

상태는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태이며， 대개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 

어지면 원자로 정지는 일어나지 않고 발전소는 안정된다. 비정상상태는 사고상태 

-I(Condition-I Accident)이나 사고상태-11 (Condition - 11 Accident)에 해당된다. 

미국 전력연구소는 EPRI - NP-2230에서 모두 41개의 비정상상태를 정의하고 있 

다. EPRI 가 정의한 비정상상태에는 경보처리를 위해 정의하기 어려운 “Loss of 

Offsite Power"y' “Loss of RCS Flow"둥 심각한 비정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 

다. 

ADIOS에서는 운전절차서 중 비정상 운전절차서의 분류에 따라 비정상상 

태를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비정상상태에서 원자로 계통의 운전에 직접 영 

향을 주지 않는 비정상상태를 제외하고 가기나 계기의 고장에 의한 비정상상태 

만을 중심으로 기기상태 경보를 처리하기 위한 비정상상태를 정의하였다. 표 

3.2.2.5은 영광 3 호기를 대상으로 정의된 비정상상태를 보여준다. ADIOS에서는 

비정상상태로 인해 정지된 기기와 연관된 경보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보는 

표시를 억제하고， 비정상상태와 통합되어 표시될 수 있는 경보는 상태경보로 통 

합하여 대표경보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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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5 J\I)I()~에서 정의된 비정상상태 목록(영광 3 호기) 

절차서 변호 저l S• 1L 비 

비정상 이 부하상실 

비정상-02 제어몽낙하 또는 오정렬 

비정상 03 자연순환 냉각 
→~ 

비정상 05 주제어실 밖에서의 발전소 정지 

비정상 07 격납건물 살수계통 오동작 

비정상←08 주증기 격리밸브 닫힘 

비정상 09 원자로 제어계통 고장 

비정상 12 -;「ζ 그님-/「‘ 퍼 n 표 .s.if1 

비정상 13 충전 펌프로 가스 유입시 조치 

비정상-15 운전불가능 CEAC 

비정상 16 핵연료 취급사고 조치 

비정상-17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 대응조치 

비정상-18 발전소 정지중 붕소 희석 

비정상 22 사분출력 경사비 비정상 

비정상 23 원자로 냉각재 고방사능시 조치 

비정상 21 2차계토 수질오염 
__ "_ .r 

비정상 25 원자로 냉각재 계통 누설 

비정상一26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저하 

비정상 27 가압기 안전밸브 누설 

비정상 -28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 저하 

비정상 -30 중전유로 비정상 

비정상-33 원자로 보충수 제어계통 고장 

비정상-36 증기발생기 수위제어계통 고장 

l 비정상 37 노외 중성자속 감시계통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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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5 ADIOS에서 정의된 비정상상태 목록(계속) 

절차서 변호 제 .5'.. 비 -, 

비정상 38 증기발생기 노즐댐 누설시 조치 

비정상-40 붕산수 비상주입 

비정상→42 증기발생기 튜브 누설 

비정상-43 안전둥급 120VAC 계기용 전원 상실 

비정상-45 정지냉각계통 상실시 조치 

비정상 46 보조급수계통 오동작 

비정상 49 지진발생 

비정상-50 격납건품 환기 및 냉각설비 비정상 

비정상-52 보조건물 공기조화계통 비정상 

비정상-54 핵연료 건물 공기조화계통 비정상 

비정상 59 기동변압기 이상 

비정상-62 가압기 안전감압 밸브 고장 

비정상-66 복수계통 비정상 

비정상 67 복수기관 누설 

비정상 69 복수기 공기추출계통 비정상 

비정상-71 급수가열기 배수계통 비정상 

비정상-72 순환수 상실 

비정상-75 2차기기 냉각해수 상실 

비정상 76 l차기기 냉각해수 상실 

비정상 78 사용후 연료 저장조 냉각계통 비정상 

비정상 79 연료 교환수조 수위상실 

비정상 80 터빈 진동 

펀 
비정상-81 터빈 제어유 계통 비정상 

비정상 82 터빈 밀봉유 상실 

비정상 83 터빈 발전기 E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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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 보 지 식 가 반 표 현 (Al하m Knowledge Base Representation) 

(1) ADIOS의 지식기반 표현 구조 

ADIOS는 경보의 지식기반을 표현하기 위해 Frame 구조를 사용했다. 

Frame 구조는 분석된 지식이나 대상{objecO들이(노드) 공통된 특성을 많이 가 

져， 이러한 공통된 특성을 객체의 속성 (attributes)으로 정의하고， 속성을 처리규 

칙의 매개변수(relations)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Frame 구조는 공통된 속 

성을 가진 객체를 계층적으로 표현하며， 이들 속성들은 상속하게 된다. Frame은 

각 객체를 객체속성과 이들 속성의 ~(element)으로 표현한다. 이들 객체속성의 

값을 해당 규칙 (rule)이나 절차(procedure)가 탐색하여 결과를 추론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보계통은 공통된 특성을 많이 가진 방대한 경보(alarm 

object)들로 구성되어 었다. ADIOS는 각 개별 경보를 경보객체 (alarm object 

node)로 표현하고， 공통된 특성을 경보객체의 속성으로 표현함으로서 경보객체의 

속성을 경보처리 논리의 비교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Frame 

구조로 경보를 표현했다. 그림 3.2.2.3 는 경보를 frame 구조의 지식기반으로 표 

현한 고리 3호기 ADIOS Alarm Class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Alarm Class는 

경보처리 규칙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었다. 상위 Alarm Class는 Process Alarm, 

Equipment-Status Alarm, Failure Alarm, Representative Alarm 및 System 

Alarm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2.2.4는 Process Alarm Class중에서 Level Alarm 

Class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Level Alarm Class의 상위 Class는 Process 

Alarm이며， Level Alarm Class의 속성은 Process Alarm Class로 부터 상속받았 

다. 

(2) 경 보 객 체 (Alarm Object)의 속성 (Attributes) 

ADIOS의 경보객체는 다음의 속성들을 포함한 Frame로 표현되었다. 표 

3.2.2.6는 주공정 경 보(main process alarm)~ PZR-PRESS-HI "Pressurizer 

Pressure High" 경보객체의 속성의 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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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2.2.3 ADIOS 의 Alarm Class 의 구성 

PZR-PRESS-HI 의 속성 

• PZR • PRESS-HI(name) : 경보의 이름으로 경보처리를 위한 인식자이다 . 

• prmy-rcs-pzr(system-name) 3 단계의 계통을 표시하며， 계통별 경보 

목록 표시에 인식인자로 이용한다 . 

• valid(alarm-source) 신호원을 표시하며 다중신호인 경우 신호검증을 

거쳐 valid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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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變J찌찌첼I핸션전찌變篇때뿔篇篇쓴灣 
No"'s 。K

A‘Jthors none 

Item conftgunollon none 

C I!t.Mrame Ievel "1l1!t.’m 

。‘’'ect euperlor clssses proceS""1l1!t.1T1\ 

CI!t.톨 epecific attribu"''' none 

’n"".."ce configunollon none 

Change none 

Menuoptlon a flnalmenu cho/ce 

C l!t.eslnherl훌nce path leVeI"1ll!t.rm. procsss에a.rrn ， a에m.object. 
lIem 

Inherlted altrlbutee setpoint; 
예1d; 

h’erlocled융qulj:men’-
。.‘잉훌I-<l뻐ml; 

causal-<lκ1fT1l 2; 

。.. usal-<l빼n‘3; 

level.precursor; 
tme• )n; 
tme• i ’ f; 
11 .. ‘ nessage; 
p-... atue inlt’“Iy I .. O; 
slato.빼 Inltl에Iy Is ofl; 
acl<n owledg웅。r-resellnlllaty 뻐 reset; 

priorily initially Is 1; 
de ...... I-prlorl\y Inlt1a1v is 1 

Attr/bu'" In i야외Imtlon .. none 

그 림 3.2.2.4 Level Alarm Class 

• "Pressurizer Pressure High"(alann-message) 경 보창에 표시 된 경 보메 

세지 

• 83.3(p-value) 센서에서 들어온 현재 값으로 경보설정치와 비교되어 경 

보를 발아(activation)시 킨다. 

• off(status) 경보의 현재 상태로 “ON", "OFF", ’'ON - Flashing"과 

"OFF - Flashing" 등이 있 다. 

• initially(acknowledged or reset) acknowledged'-t reset 상태 를 표시 하 

며， 초기상태에는 lnitially로 표시된다. 

• l(p꺼ority) : 경보처리논리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위 (dynamic priority) 

• 1 (default priority) 경보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 고유의 정적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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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6 PZR-PRESS-HI 경보객체 의 속성 구성 

蠻뿔剛씀찌톰聯聊聯힌쏠때…r 
Notes 。K

”‘원에 con’ Ig띠atlon none 

Names PZR.PRESS.HI 

System rame prmy-rcs-pzr 

Alarm source vaJ ld 

Tilemessage "Pressurlzer Press HlgH' 

Pvalue 83.3 

Status 。If

Ackno‘’edge or reset Inltlallzed 

Prlorlty 1 

OeIaUl t prlorlty 1 

Mode 혀l 

Setpont 165.2 

Klnd h-잊，arm 

Interlocked equlpment none 

Causalaκuml none 

Causal alarm2 nor‘ i 

Causal alarm3 none 

Level prec .... sor pzr-press•::I ev-hI 

Time on "13:14:27‘ 

Time 0" -13:15:26" 

Range 0-210 

• alHmode) 경보처리 모드를 나타내며， 해당 모드에서 유효한 경보만 표 

시된다 . 

• 165.2(setpoint) : 경보의 설정치로 상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 hi-alannOrind) 경 보의 특성 을 나타내 며 , process-alarm은 hi-떠따m이 

나 10-떠없m으로， representative-a1arm은 repre로， state-a1arm은 state로 

표시한다. ADIOS는 kind 에 따라 경보처리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 . 

• none {interlocked equipment) 기기 상태별 경보처리에 이용된다. 연동기 

가가 운전되지 않거나 닫혀 었다면 해당 경보는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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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causal 외따m) 원인-결과 경보처리에 이용된다. causal alarm이 

존재하면 해당 경보의 우선순위는 한단계 낮아지며， 3개까지 처리한다. 

• pzr-press-dev-hiOevel precursor) 다중셜 청 치 처 리 에 이 용된 다. 해 당 

경보가 발생하면 level precursor 경보는 우선순위는 한단계 낮아진다 . 

• "13:14:27" (time on. off) : 경보가 생성된 시간과 소멸된 시간 

• "O-21Okg!cm2"(range) : p-v외ue가 표시 해 야 하는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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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및 진단 시스햄 (ADIOS) 개발 

ADIOS(Alarm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는 동적 

인 우선순위를 이용한 다이나믹 경보처리 시스템과 모텔기반 진단계통이 통합된 

통합 경보 및 진단 시스탬이다. 운전중에 운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보처리 

방법을 개선해야 할 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 운전원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정상 운전에서 운전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보의 근본 원 

인인 센서의 고장이나 기기의 고장을 진단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며， 진단 결 

과의 확인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하며 예측된 결과의 대응 방법이 

나 절차가 지원되어야 한다. 바상 운전에서의 운전원은 사고의 진단과 예측， 필 

수안전기능Ccritica1 safety function)의 감시 및 대웅조치 퉁이 지원되어야 한다. 

ADIOS는 비정상 운전에서 운전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보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센서 및 기기의 고장을 진단하는 기능이 통합되어 개발되었다. 

가. 통합 정보 및 진단 시스햄 구생 

그림 3.2.3.1은 ADIOS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ADIOS는 신호생성을 위 

그림 3.2.3.1 ADIOS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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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lant Simulator, 경 보를 처 리 하는 Alarm Processing Unit, 표시 기 기 에 정 보 

를 보내는 Dísplay Processing UfÙt 및 Display Devices로 구성 되 었다. 

(1) 신 호 생 성 가 (Plant Simulator) 

경보를 처리하기 위한 신호는 고리 3.4 호기를 모의화한 KAERI-TF 

(Test Facility)와 팔로버디 원전을 참조 모텔로 하여 영광 3,4 호기를 모의화한 

KAERI-ITF(lntegrated Test Facility)로부터 받는다. KAERI-TF는 개발된 계측 

제어기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계측제어기술개발 중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개 

발되었고， KAERI-ITF는 운전원 운전부담의 측정과 인적오류를 추적하는 인간 

공학적 설험올 위해 인간공학기술개발 중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3.2.3.2 는 ADIOS의 경보처리 신호 전송 체계를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KAERI-TF나 KAERI-ITF 신호생성기에서 모의화된 값은 신호생성기의 공유메 

모리 (shared memOJγ)에 저장되면， ITF에서 Data를 얻기 위한 geLdata_ 

froI1LITF 외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user code)이나 KAERI-TF에서 Data를 얻 

는 cns_interface_ ver40 외부 인터페야스 프로그램이 공유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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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ADIOS의 경보처리 선호전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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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TransrnÎssion Control ProtocoV Intemet Protoc이) 통신 렁크를 통해 1 

초에 한 번씩 ADIOS 주컴퓨터의 GSI( G2 Standard Interface) 프로세서로 전달 

한다. GSI 프로세서는 GSI 프로세서 내에 있는 VECTOR-TYPE-VARL\BL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1초마다 전달된 값으로 u띠ate한다. Update 된 값에 

따 라 실시간 전문가시스템인 G2의 경보처리규칙에 의해 경보객체의 p-value 값 

이나 기기의 상태 값이 변경된다.[3.2.3.1] 

(2) 경보처 리 모률(Alann Processing UniO 

경 보처 리 모률은 activation/deactivation 모률， relation processing 모률 

과 priori tization 모률로 구성되었다. Activation/deactivation 모률은 경보객체의 

p-va1ue와 설정치를 비교하여 경보를 생성시키거나 소멸시킨다. 생성된 경보는 

prioritization 모률로 보내지고， 소멸된 경보는 경보객체의 status를 off로 셋팅하 

여 • display processing 모률로 보내 진 다. Relation processing 모률은 GSI 데 이 터 

베이스에 저장된 변수 값과 상태 값을 이용하여 경보처리 모드와 경보처리 상태 

(state)를 정의하고， 원인경보와 결과경보 및 다중설정치 등 경보 상관관계를 비 

교하고， 현재 상태에서 벼정상적인 기기의 운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Priori tization 모률로 보낸다. Prioritization 모률은 경보상관관계 정보와 경보객 

체의 우선순위 정보를 비교하여 경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display processing 

모률로 보낸다. 그림 3.2.3.3은 ADIOS의 경보처리 흐름도를 보여주고 었다. 경보 

처리에는 삼성 Cl80 workstation올 사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전문가 

시스템인 G2를 사용하였다. 

G2 는 obj ect -oriented 개념을 적용한 expert system으로 경보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class를 정의하여， 이들 특성을 a1ann object의 속성으로 구성하여 

공통된 특성에 따라 경보를 처리하기에 편리한 시스템이다. 또한 G2 는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쉽게 기기들을 구현할 수 있 

고， G2 자체에 off-line simulation 기능이 있어 구현된 결과를 즉시 시험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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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홈훌훌훌훌 Operator 1 nterface 

그림 3.2.3.3 ADIOS 경보처리 흐름도 

수 있다. G2 는 GSI(G2 Standard Interface Module)을 저l 공하고 있어 쉽 게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3) 경 보표시 모률(Alarm Display Processing Unit) 

경 보표시 모률은 activatiorνdeactivation 모률과 priori tization 모륨에 서 

결정된 경보객체의 정보에 따라 경보의 상태 및 색깔， 계통경보， 점멸주가， 현재 

값， 기기의 운전상태， 경보표시 위치， 운전모드 등 발전소 주요 정보등을 처리하 

여 표시가기에 표시한다. 경보의 색깔은 우선순위에 따라 red, yellow , white로 

표시된다. 점멸 주기는 경보가 생성된 후 acknowledged 되가 전까지 ’빠뜬 접멸 

을 하며， 정보상태가 회복되어 reset되기 전까지 느린 점멸을 한다. 처리된 경보 

신호는 경보의 분류에 따라 지정된 화면이나 경보창에 표시된다. ADIOS의 화면 

은 운전원의 인지의사 결정모델(cognitive decision making mode])에 따라 3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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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 되 었다. ADIOS의 화면은 Visual Display Unit(VDU)를 

기반으로 셜계되었다. 상위 overvlew화면은 운전원의 인지 및 행위 유형의 목표 

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으로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Tile 형 경보창 

화면과 1, 2차 overview schematic 화면으로 구성된다. System 단계 화면은 행 

위계획 수립 및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화면으로 세부계통 schematic 

화면으로 구성된다. 기기 단계 화면은 행위 목표의 실행을 지원하는 화면으로 상 

세 기기관련 경보 window화면으로 구성된다. 

(4) 경 보표시 기 기 (Alann Display Devices) 

ADIOS의 경보표시 기기는 Overview Project, CRT 및 AnnunCÌator 

Window Tile로 구성된다. Overview project 화면은 모든 CRT 화면을 투영할 

수 었다. CRT은 3개로 구성되며 초기화면 배치는 왼쪽 CRT에 pnmary 

overview 화면을， 중앙에는 경보목록 화면을， 오른쪽 CRT는 secondary 

overview 화면을 표시 한다. 

Primary overview 화면은 노심， 원자로 냉각재 계통， CVCS 및 RHR 

계통 등의 schematic 으로 구성되며， Secondary overviev\<' 화면은 증기발생기， 

주증기계통， 복수기 및 복수계통과 급수계통 등의 schematic 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overview 화면 하부에는 관련된 부계통의 경보 발생을 표시하는 네모의 작 

은 window가 표시된다. 부계통의 경보가 발생하면 네모의 작은 window가 점멸 

하고， 운전원이 click하면 부계통의 상세 schematic 화면이 CRT에 표시된다. 

Annunciator Window Tiles는 안전관련 경보와 plant 경보를 표시하도록 

1차계통 관련 경보 154 개와 2차계통 관련 경보 154 개 총 308 개로 구성되었다. 

경보창 경보도 또한 경보처리 모률에서 처리된 우선순위에 따라 억제되거나， 우 

선순위가 변경되어 표시된다. 경보창 신호는 주컴퓨터내의 경보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GSI 프로세서와 공유메모리 처리프로그램 alann_ window _interface를 

통해 Remote Procedure Call 방식에 의해 주컴퓨터의 공유메모리에 저장된다. 

- 187 



- •~• 

;‘ Oc ，~ ’ ι ? 

그림 3.2.3.4 ADIOS 경보표시가기의 배치 

공유메모리에 저장된 경보창 선호는 주컴퓨터내의 외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user code) data_send_to_ woori에 의 해 TCP!IP 통선 링크룹 통해 interface 

processing unit로 보내진다. interface processing unit논 전송된 선호에 따라 

hardwired 방식으로 해당 경보창을 구동한다. 그림 3.2.3.4는 ADIOS의 강보 표 

시가가의 배치를 보여주고 었다. 

냐. 경 보 처 랴 (Alann Processing) 

ADIOS에는 1. S. Kim의 논문에서 분류한 경보처리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 

고 있다. 표 3.2.3.1 은 ADIOS에 적용된 경보처리 방법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1) 경보 발아/소멸 (Al따m Activation/Deactivation Processing) 

ADIOS는 GSI의 Database 값을 l초마다 한 번씩 받는다.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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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의화된 변수값， 기기의 상태값과 상태 경보 값들이 포함되어 있다. 업력 

값은 설정치와 비교하거나， 상태값을 주어 경보를 발아시키거나 소멸시켜 적절한 

표시처리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가 상태값은 관련 기기의 상태를 표시하고， 

표 3.2.3.1 ADIOS의 경 보처 리 특성 

Alann Adopted 
Processing Description Example m Comments 
Method ADIOS 

The alanns activated as Condensate pump Yes. 1. This method has the following 
Equipment-S a consequence of an (COP) low advantages: a) easy to find the 
tate equipment-state change discharge pressure dependency of alarms on equipment 
Dependency (e.g., pump tripped) are alann versus the state, b) c1ear so that it can be readily 

lowered in priority COP trip. understood by the operators, and c) 
easy to implement. 

2. Th is may be altematively considered 
as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because the equipment change can be 
thought as a cause and the resultant 
activation of alanns as a consequence 

Plant-Mode The alarms activated as Steam generator Yes. 1. This method is conceptual1y similar I 
Dependency a consequence of a water level to equipment-state dependency, the 

plant-mode change (e.g., deviation high difference Iying in the scope of their 
reactor trip, safety alarm versus a applications. 
injection, or cold plant trip 2. This method also may be considerζd 
shutdown) are lowered in as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pnonty. because of the similar reason as for the 

equipment-state dependency. 
κ1ulti- The lower level alanns Pressurizer high Yes. 1. This method is very analogous to so 
Setpoint are reduced in priority pressure alarm and cal1ed level precursor. 
Relationship when the higher level pressunzer 2. The lower level alanns are not 

alarms also are activated. high-high pressure suppressed, but lowered in priority, 
alann because they may contribute to the 

operators more confidence in the higher 
level alarms where no signal validation 
is perfonned 

Cause- A fault occurring in a 1. Pressurizer Yes. 1. This was the major method used in 
Consequence certain part of the plant power relief line the CEGBs alarm system of 1 960s. 
Relationship process propagates high temperature 2. Altematively cal1ed direct precursor. 

through the process alarm versus 3. The equipment-state dependency can 
fo l1owing a cause- pressurizer relief be considered as a p강t of this 
consequential relationship. tank high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fault temperature al떠m. 

propagation, an alarm 2. Heater drain 
occurring in a p강t of tank low level 
the process may cause alann causing the 
another alarm in other main feedwater 
part to be activated pump low suction 

tlow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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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al Hierarchy is an inherenl Reaclor coolant Yes ‘ 1. The equipment-related alanns are 

Relationship characteristic of a large pump seal grouped together and are not directly 
process planl, e.g., the ìniectìon water low shown on the main process mimic 
levels of component, f10w alarm versus overvlew. 
train, system, function, reactor coolant low 2. When some alann(s) in the group is 

and plant. f10w alann. actìvated, the boundary color of the 

relevant eq비pment is changed to red 

Equipment-S During plant operation, Pressurizer PORV Yes 1. The equipment-status alarms are 
tatus Alann some equipment may be stuck-opened or shown on the process mimic overview 

Separation in an abnormal state. not-openmg by changing the body color of the 
The abnormal equipment alarms ‘ misconfigured equipment. 
status is informed 10 the 2. The mere status information is 
operator sep따ately from displayed separately from the alarms as 

other types of alarms. discussed above. 
Alann Alarms are generated Control rods not Yes. 1. Conventional alann panels generally 

Generation when condítions or at bottom alarm. do not include these alarms. 
events are expected to 2. Equipment-status alanns can be 
occur, but do not occur considered as a part of generated alarms 

Event-Orient Alarms are used to Diagnosis of loss No 1.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ed Method diagnose the occurring of otTsite power use this method as a primary means for 
plant disturbance at event from its unìque an advanced alarm system; however, 
level. alarm pattem several difficulties may be encountered 

as discussed in Ref. 1. 
2. This method may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ìth a support to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Logic-Based Alarms are processed Loss of power to No Th is method may be applied particularly 
Method using a mere logic a motor control 10 electrical power system in the next 

center versus the phase of this study. 
alarms resulting 
from 
deenergization of 
the associated 

ltems. 

기기 및 발전소의 상태를 평가하는 변수로 사용된다. 그림 3.2.3.5는 경보를 발아 

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규칙을 보여주고 었다. 압력 값이 1초에 한 번씩 경보객체 

에 들어오면， 이 규칙이 동작되어 CHECK-AND-UPDATE-STATUS 및 

EQUIPI\.1ENT -ST ATUS-ALARM -CHECK 절차를 구동시켜 설정치와 압력 값 

을 비교하거나， 기기상태를 비교하여 경보를 생성시키고， 소멸시킨다. 그림 

3.2.3.6 은 공정경보를 발아 및 소멸시키는 절차를 보여주며， 그림 3.2.3.7은 기기 

상태 경보의 발아 및 소멸 처리 절차를 보여준다. 경보가 발아되거나 소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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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를I훌를를톨톨繼 靈
unconditionally start check-and-update-

status () and start equipment켠tatus-alarm

check () 

CHECK-AND-UPDATE-STA TUS 

EQUIPMENT-STA TUS-ALARM-CHECK 

활떻잃띠떻 
醫START

醒UPDATE

ALAR싸GENERATIO싸PROCESSING ALARM-CLEAR-PROCESSING 

그림 3.2.3.5 경보 발아 및 소멸 규칙 (ActivatiorvDeactivation Rule) 

경보객체의 상태를 on/off 시키고， 현재 시간을 기록하고， 경보목록 

(alann-logger)에 저 장하고， 점 멸 목록(on-flashing-list， off-flashing-list)에 기 록 

하여 점멸하게 한다. 만일 발아된 경보가 현재 모드나 상태에서 유효하지 않은 

경보이면 경보재거 목록(reduced alann list)에 저장되어 표시되지 않는다. 경보 

재거 목록은 운전원의 요구에 따라 CRT에 표시된다. 표 3.2.3.2 는 경보가 발아 

된 상태의 경보객체를 나타내고 있다. 

(2) 모드별 경 보 처 리 (Mode Dependency Processing) 

ADIOS는 모드별 경보처리를 위해 모드별로 유효하지 않은 경보를 모드 

별 경보목록에 저장하고 있다. 모드별 경보목록에는 저온 정지모드 목록<Cold-

mode-list) , 가열냉각모드 목록(heatup-mode→list) , 기동모드목록( startup-mode • 

list) , 원자로 정지모드 목록(tripped -mode-list) 및 공학적안전설비 동작모드 목 

록(esfas-mode-list) 등이 었다. 이들 목록의 내용은 ADIOS가 초기화될 때 메 

모리에 저장되어 발전소가 해당 모드로 변환될 때 생성되어 있는 경보를 탐색하 

여 모드별 경보목록에 존재하는 경보이면 전체 경보목록(머따m-logger)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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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보제거 목록에 저장한다. 그림 3.2.3.8은 Rx Trip 모드에서의 모드별 경보 

처리 절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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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공정경보의 발아 및 소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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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기기상태 경보의 발아 및 소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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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경보 발아 상태의 경보객체 

P vaJue I 8 :3.:3 

Slalus I on 

Acknowledge or 어sel I on-llashing 

Prtorily 12 

De 1aUl I prt이’ Iy I 1 

Mode 14 

Selpolnt I 151.9 

lo-alarm 

lnlerlocked eq미빼ent I non 

c않al냉g외ala빼rml I none 

alarm2 I none 

Causalalarrn:3 I none 

Level precLI'sor I pzr-press-dev-I。

。n I "19.29:24" 

Tlme 011 I "17 .24: 19" 

mode-list) , 가열냉각모드 목록(heatup-mode-list) , 기동모드목록(st따tup-mode 

list) , 원자로 정지모드 목록( tripped-mode-• list) 및 공학적안전설비 동작모드 목 

록(esfas-mode-list) 둥이 었다. 이들 목록의 내용은 ADIOS가 초기화될 때 메 

모리에 저장되어 발전소가 해당 모드로 변환될 때 생성되어 있는 경보를 탐색하 

여 모드별 경보목록에 존재하는 경보이면 전체 경보목록(머arrn -logger)에서 제거 

하여 경보제거 목록에 저장한다. 그림 3.2.3.8은 Rx Trip 모드에서의 모드별 경보 

처리 절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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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dependency-processing-by-plantO 
A1: classalarm; 
81: symb이; 
begin 
case (the mode of plant) of 
tripped: 
81 = the name of tripped-rnode-list: 
。therwise:

return: 
end; 
for A1 = each alarm in the aJarm-list named by 81 d。

removeA1 frαn alarm- Iogger; 
insert A 1 at the end of reduced-alarm-list; 
if the acknowledge-or-reset of A1 isacknowledged then 

change the body icon-color of A1 to the base icon-color of A1: 

end; 
end 

그림 3.2.3.8 Rx Trip 모드에서의 모드별 경보처리 절차 

(3) 기 기 상태 별 경 보처 리 (EquÎpment State Dependency Processing) 

ADIOS에서는 기기 상태별 경보처리를 두가지로 하고 있다. 첫째는 기기 

의 운전 상태(equÎpment-status)에 유효하지 않은 경보를 경보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경보객체의 속성 Înterlocked equipmentöl] 해당 기기를 기압 

하여 해당 기기가 운전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경보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과 

해당 기기와 경보사이에 관계를 맺어 (make-status-dependency-relations) 목록으 

로 저장하여 해당 기기가 운전되지 않을 때 경보를 억제하는 방법 등 두가지 방 

법이다. 둘째는 기기상태 경보(EquÎpment-status Alann)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기기의 정지 등으로 인한 비정상상태에서 기기의 오동작이나 벼예측된 결과가 

발전소에 나타날 때 경보하는 방법이다. ADIOS는 주요 기기의 정지에 따라 순 

차적으로 투입되는 펌프나 밸브들을 저장하여， 순차적으로 해당기기가 투입되지 

않을 때 경보를 생성한다. 그림 3.2.3.9 는 가압기의 PORV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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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경보를 발생하는 규칙을 보여주고 었다. 

if 엔1e status of porv-a is not open and the 
pressure of pzr:. 165 then change the 
body icon-color of porv‘ B to red and 
start generate-a-failure-alann(porv-a-fail
alm) 

if the 9tatus of PORV-A-FAIL-ALM is on and 
(the status of porv-a is open or the 
pre9sure of pξr <- 165) then start 
valve-body-color-retum(porv-a) and start 
clear-a-failure-alann(PORV-A-FAIL-ALM ) 

그림 3.2.3.9 PORV 오동작 경보 발생 규칙 

(4) 원 인 - 결 과 및 다중설 정 치 처 리 (Direct Precursor and Level Precursor) 

ADIOS의 원인-결과 및 다중설정치 처 èl (Direct Precursor and Level 

Precursor)는 경보객체 (alarm object)의 속성 (Attributes)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했다. 원인-결과처리는 경보가 발아될 때 경보객체의 속성 중 causal 려밍m 항목 

에 적힌 경보가 존재하면 해당 경보의 우선순위를 하나 낮춘다. 다중셜정치 처리 

는 경보가 발아될 때 경보객체의 속성 중 level precursor항목에 적힌 경보가 존 

DIRECT-LEVEL-PRECURSOR-PROCESSING (A1: class alarm) 
begin 
{Direct Precursor} 
if (the causal-a la. rm1 of A1 exists and the status of the alarm named by the 

causal-alarm1 of A1 is on) or (the cau잃l-alarrn2 of A 1 exists and the 
status of the alarm named by the causal-alarrn2 of A 1 is on) or (the 
causal-alarm3 of A1 exists and the status of thealarm named by the 
causal-alarm3 of A1 is on) 

then 
conclude that the priority of A 1 = the default-priority of A 1 + 1 ; 

{Level Precursor} 
if (the level-precursor of A 1 exists) and (the status of the a la.rm narned by 

the level-precursor of A 1 is on) 
then 

conclude that the priority of thealarm named by the level-precursor of 
A1 = the default-priority of A1 + 1; 

end 

그림 3.2.3.10 원인-결과 및 다중설정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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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면 level precursor 경보의 우선순위를 하나 낮춘다. 그림 3.2.3.10은 원인-결 

과 및 다중설정치 처리를 수행하는 절차를 보여 주고 있다. 앞장의 표 3.2.3.2는 

다중설정치 경보처리에 의해 우선순위가 2로 변한 경보 객체를 보여주며， 이 경 

보 또한 다중셜정치 경보를 가지고 있다. 표 3.2.3.3 은 Causal Alarm을 가진 경 

보객체를 보여 주고 었다. 

표 3.2.3.3 Causal Alarm을 가진 경보객체 

Narnes AFP-1 A-SUCT -PRESS-L。

S ys tem n!il'l'le sndy-afw 

Alarm source pt -005 

Tllemessage "Aux F eedwater P아np 1A Suction Press 
Low" 

PV경ue 2.4 

Status 。n

Acknowledge or reset inltialzed 

F에iorlty 1 

DefaJlt prlorlty 1 

Mode 3 

Setpoint 1.5 

때nd Ic←혀arm 

Interloαed equl prnen t afp-1a 

Gaus려 alarm1 cst올01‘11 -1010 

CaJsalalarm2 CSI-어vl- Iol。 

CaJsal alarrrβ none 

다- 경보 표시(Alann Display Processing) 

(1) 경보표시 방법 

(가) 경보 색깔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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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의 색깔은 경보처리 논리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Red, 

Yellow, White로 표시된다. 다음은 경보 우선순위에 따른 경보의 색깔을 보여주 

고 었다. 

- 우선순위 1 경보 : red 

- 우선순위 2 경보 : yellow 

- 우선순위 3 경보 white 

- 기기관련 경보(운전 불가능 경보) : 기기외곽 red 

- 기기 오동작 경보 : 기기 내부 red 

- 계통대표 경보 : 하부 경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색깔 변경 

경보창에는 우선순위 1 경보와 2 경보만이 표시된다. 경보는 경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i띠ti떠 P, F, L 등과 현재값을 표시하고， 경보의 네모 외각에 우 

선순위를 나타내는 색깔을 표시한다. 기기관련 경보는 schematic 화면상에서는 

우선순위가 표시되지 않고， 기기외각에 red로 만 표시하며 상세경보를 선택할 때 

기기관련 경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색깔을 확인 할 수 있다. 기기오동작 경보 

(equipment-status alarm)는 상태를 정의하는 규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되는 

기기가 동작되지 않을 때 기기 내부에 red로 표시한다. 

(나) 기기 운전상태 표시 

ADIOS에서는 펌프나 밸브 둥 기기운전 상태를 색깔로 표시하고 었 

다. 다음은 기기 운전상태의 색깔 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펌프의 운전 wheat 

- 펌프의 정지 green 

- 밸브의 열 립 transparent 

- 밸브의 닫침 : black 

기기의 운전상태는 운전원이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기기가 현재 운전되고 있는지 운전될 수 있는 지(운전 가능한 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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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파악하는 것은 운전원이 사고를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기기의 운전상태， 운전 불가능 경보(equipment→related 머arm) 및 오동작 경보 

(equipment-status alarm)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다) 경보의 표시 

ADIOS에서는 경보의 처리 및 표시 방법에 따라 경보를 대표 공정 

경 보(represen tati ve-process - alarm) , 대표 기 기 상태 경보(representative 

equipment • status 머따rn) ， 계통 대표 경보(system-alarm) ， 공정 경보(process 

al킹rn )， 기 기 관련 경 보(equipment-related→alarm) 및 기 기 상태 경 보(equipment 

-status-al킹rn)로 구분하였다. 그림 3.2.3.11 은 영광 3호기에 대한 ADIOS의 

Alarm Class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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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영광 3호기 ADIOS의 Alarm Clas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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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경보의 표시 

개별 공정 경보는 경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영문 i띠ti머 P.F.L 둥과 공 

정값올 표시하고， 경보상태는 경보외각에 네모로 우선순위에 따라 색깔을 표시한 

다. 기기상태 경보는 중앙에 0가 들어간 네모형으로 경보를 표시하며， 네모외각 

에 우선순위에 따라 색깔을 표시한다. 개별 경보는 경보가 점멸할 때 처음 cIick 

하면 acknowledgedLJ- reset이 되고， 두번째 cIick 하면 상세한 경보 속성 

window가 표시된다. 

2) 대표 경보의 표시 

같은 변수에 여러개의 설정치가 존재하는 경우 ADIOS 는 대표 공정 

경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대표 경보는 개별 공정과 똑 같은 형태로 표시되며， 

색깔은 하부 경보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경보의 색깔을 표시한다. 대표 경보 

는 경보를 처음 cIick 하면 acknowledged LJ- reset 상태가 되고， 두 번째 cIick 

할 경우 상세 개별 경보가 표시되는 window가 표시된다. 그림 3.2.3.12는 대표 

경보를 두 번째 cIick 했을 때 표시되는 상세 경보화면이다. 상세경보화면은 관 

련된 모든 공정경보가 표시되며， 경보의 색깔은 처리된 우선순위에 따라 표시된 

다. 또한 원자로 안전과 관련된 주요 경보는 상세 경보화면에 변수의 trend 

chart와 함께 표시 한다. 

P 1:18.11"’‘ ... rb:.,.“ ’1IsII1\1oo1" 

Pl~ .. _ .. _, .... 톰øtf' 
P 1:18" ’ retHrtrer ' .. 1. L. 

P 1훌.11 .... “’_P ... a.-s, 

그림 3.2.3.12 공정대표경보의 상세경보 

3) 대표 계통 경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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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는 경보정보 체계를 계층적으로 구성했다. ADIOS 의 1 ，2차 계 

통 overview 화면에 포함되지 않은/경보는 그 경보가 속해 있는 계통의 하부화 

면에 대표계통 경보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림 3.2.3.13은 영광 3호기를 대상으 

로 설계된 ADIOS의 primary overview 화면이다. 원자로와 관련 경보중에 

primary overview 화면에 표시되지 못한 경보는 원자로 용기 위에 위치한 Rx로 

표시된 네모에 대표 계통경보로 표시된다. CVCS 계통중 원자로 보충수계통 

(Rx makeup water system)경보는 CVCS 계통의 RMW 로 표시된 네모에 대표 

계통 경보로 표시되었다. 

1 ，2차 계통과 관련이 없이 발전소 전체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 

경보는 1 ，2차 계통 overview화면 하단에 네모로 표시되었다. 대표 계통경보도 대 

鷹혈쫓聲활궐q맏갤딛피E펠흩렐맏헬置뿔歸홉흩렐 

그립 3.2.3.13 ADIOS Primary Overview Schematic 화면 

표 경보와 마찬가지로 하부화변에 발생된 경보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경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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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을 표시하며， 두 번째 click 할 때 상세하부 계통 schematic 화면이 표시된 

다. 그림 3.2.3.14는 영광 3호기를 대상으로 셜계된 ADIOS의 하부격납용기 계통 

schematic 화면을 보여준다. 하부계통화면의 표시 방법은 1，2차 계통 overview 

화면과 통일한 방법으로 표시된다. 

響뿔醫鍵鐵觀顧醫蠻蠻體鍵覆 

H 2. 1 Pau T33.‘ 

w 

갇-"‘ 

lRID13 

CTIIT .. o:IoOIItr 

g뼈a 한 설""22 

T ,,1‘ L .1。

體P3e.l 鷹1'3e.l 품熟， 

그림 3.2.3.14 ADIOS 격납용기 계통 System Schematic 화면 

4) 기기 관련 경보(Equipment-related Alarm)의 표시 

운전원은 갑작스런 기기의 정지 등으로 과도현상이 발생하면 과도현 

상의 원인을 찾는 것과 함께 과도상태을 감시하고 파급 효과를 예측해야 한다. 

이렇게 예측된 결과에 따라 과도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인 밸브나 펌프등 

각종 기기 들의 운전 상태를 감사해야 하고 운전 불가능상태이며 다른 대안을 

찾게 된다. 따라서 운 전원에게는 각종 기기 들의 운전 상태와 운전 불가능 상태 

에 대한 정보는 사고를 악화시키지 않는 중요한 정보이다. 

ADIOS는 운 전원의 전반적인 과도상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기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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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기 관련 경보를 표시한다. 기기관련 경보가 발생하면 기기의 외부 테두리 

에 red로 표시되며， 기가의 중앙을 처음 click하면 acknowledgedY- reset 상태가 

되고， 두 번째 click 하면 상세한 기기관련 경보가 표시되게 된다. 그림 3.2.3.15 

는 기기를 click 했을 때 표시되는 상세한 기기관련 경보들을 보여준다. 

‘했싼~.1 뤘견?폈 @빵:1.←혼흥뤘J ._뽑警3 

P 90." "RCPl A S.‘ Cool.r Pr ••• urw Alann ll 

F 11.9 "RCPl A Conlroled BI.ed 011 Flow HW'Lo" 

‘ACP1A S.혀 Cool.rT.mp High Alarm" 

"RCP1A Com monfTh ", .1 B.arln‘~ T.mpHigh 
Alarm" 
’'RCPl A Vibr.lon AI.rm" 

그림 3.2.3.15 상세 기기관련 경보 

라. 경 보 Navigation 채 계 

”‘V$T 

경보가 발생했을 때 경보와 관련된 상세한 경보를 찾아 확인하는 경보 

Navigation 체계는 주제어실 전체 정보 Navigation 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 

다. 경보 정보는 전체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전체 정보 구성 

체계에 따라 경보 Navigation 체계도 변하게 된다. ADIOS는 독립적인 구성을 

갖는(stand-alone)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ADIOS의 Navigation 체계는 전체 정 

보체계의 구성요소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정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 

었다. ADIOS 는 3단계의 경보 Navigation 체계를 갖는다. 

다음은 ADIOS Navigation 체계의 단계별 구성요소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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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level 경보 : 경보 window, 1 ，2차 overview schematic 화면 및 

시간순 경보 목록 ; 전반적 상태파악， 목표셜정 경보 

• System level 경보 : 세부계통 schematic 화면， 계통별경보 목록 및 우선 

순위별경보 목록 ; 감시정보 확인 

• 가기 LEVEL 경보 : 상세경보 window 화면 ; 기기 운전상태확인 

(1) Overview level 경 보 화면 

Overview level 경보 화변의 운전원 인지의사 결정모텔(cog띠디ve 

decision making modeD의 상위단계이며， 운전(행위) 목표 셜정 및 결과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화면들로 구성되었다. 이 단계는 과도상태시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과도상태의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과도상태를 완화하는 목표를 

셜정하고 실행된 (행위된)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ADIOS에서는 overview level 경보를 T i1e 형 경보화면 1차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 2차 계통 overview schematic 정보화면 및 시간순 경 

보목록(time-sequential a1ann list) 둥으로 구성하였다. 운전원이 Tile 형 경보화 

면에서 원자로 정지냐 공학적 안전설비의 동작 님l 상전원의 상실 동 안전과 관련 

된 경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진의 발생， 격납용기 살수 계통 작동등 발 

전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보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림 3.2.3.16은 

ADIOS의 1차， 2차 계통 관련 Tile형 경보 window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1 ，2차 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은 운전원에게 Tile 형 경보에서 확인된 원 

자로 정지 등 과도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 

다. 운전원은 과도상태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운전목표를 셜정하고， 행위계획 

(action plan)을 수립하며， 최종적으로는 수행된 결과를 확인한다. 1 차 계통 

overview schematic화면은 노섬，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계통， 증기발생기， CVCS 

및 안전주입 계통 schematic으로 구성되었다. 대표계통 경보에는 원자로 정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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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6 1,2 차계통 경보창 구성 

보조계통 경보둥이 있 통， 노심관련 경보， 공학적안전설비 동작계통 및 안전주입 

보여 구성을 overview schematic 화면 의 다. 그림 3.2.3.1 3은 1 차계통 ADIOS의 

효!. 
-, 주증기계통，터빈과 준다. 2 차 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을 증기발생기， 

구성되었다. schematic으로 보조급수계통의 및 주급수계통 *- ;x. 까‘ ，]110三,"2, 서| τ) ， 수계통， 

구성도이다. 그림 3.2.3.1 7는 ADIOS 2 차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의 

이력을 표시한 시간에 따라 발생한 경보의 Time sequential alann list는 

표시되며， 등이 변수값， 경보설정치 발생시간，프로세스 경보의 목록에는 이 다. 

경보목록 시간순 은
 

원
 

저
L
 

운
 

변화된다. 색깔이 써
 
빡
 

우선순위에 경보의 해당 

확 과도상태의 파급효과를 찾고 원인을 경보의 통하여 (Time-sequential lisU을 

경보가 발생한 시 경보목록을 시간순 ADIOS의 인하여， 행위 계획을 수립한다. 

경보가 최 

경보목록은 PAGEDOWN, PAG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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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최근 저장되며， 207H 의 경보가 표시되고， 207H 가 넘으면 

상위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시간순 

간순으로 



驚鐵鍵驚顧轉驚鍵觀鍵짧뼈 Plant Mode ‘ 톰힘 

그렴 3.2.3.17 ADIOS 2차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 

MOST RECENT button이 있어 원하는 경 보를 scroll할 수 있다. 그렴 3.2.3.18 

은 ADIOS의 Time Sequentia1 Alarm List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 System level 경 보화면 

ADIOS의 Syst얹n level 경보화면을 운전원 인지의사 결정 모델의 행위 

계획수립 및 행위 수행 수단을 찾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화면들로 구성되었다. 

행위 계획수립 및 행위수행 수단을 찾는 단계는 상위단계에서 수립된 목표에 따 

라 행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운전원은 과도상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각 기기 

및 계통들의 운전상태와 건전성을 확인하고 운전 가능한 기기 및 계통을 찾아나 

가는 단계이다. ADIOS는 운전원 행위 계획수립 및 행위 수단 추적을 위해 세부 

계통 schematic 화면， 1 ，2차 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의 주요 기기 세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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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51:앞 1.59-6 

1t짧 o 

그 림 3.2.3.18 ADIOS의 Tirne Sequential Alann List 

세화면 및 우선순위별， 계통별 경보 목록을 할당하였다. 운전원은 주요 기가의 

세부화면에서 주요기가의 운전가능성 및 건전성을 확인한다. 세부계통 schematic 

화면은 운전원에게 과도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발전소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며， 경보목록은 운전원이 긴급히 대처해야 할 우선순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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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의 행위 계획 수립에 도움올 준다. 그림 3.2.3.19은 component c∞ling 

system의 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system level 경보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購鍵觸醫醫鍵鍵鍵靈體 행짧헐찮 11I1Ol8 

짧』 
I P'l:: NT.fO\.e‘"'CDl. 

그립 3.2.3.19 CCW System Level Schematic 화면 

(3) 가 기 level 경 보화면 

ADIOS의 기기 level 경보화면은 인지의사 결정모텔의 행위목표의 수행 

을 지원하기 위한 화면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의사 결정 모텔의 행위 목표의 수 

행단계는 과도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결정된 후， 최종적으로 목표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운전원은 이 단계에서 결 

정된 수단(기기)을 운전하기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펼수적인 운전조건을 확인한 

다. ADIOS는 필수 운전 조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기 관련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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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re]ated 려ann)화면을 제공한다. 운전원은 기기 관련 경보에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선태된 펌프나 밸브를 운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운전가능 여 

부)을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및 대안을 찾는다. 그림 3.2.3.15는 

RCP-IA 를 운전하기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올 보여 주는 기기 level 경 

보화면의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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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보 및 진단빼통의 성능명가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강조되는 정보처리 및 표시계통은 

개발개념의 적절성(설계요건의 타당성)， 적용된 알고리즘의 완전성(지식기반과 

소프트웨어의 확인)과 인간공학적 유용성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평 

가는 원전 적용을 위한 인허가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경보계통이나 진단계 

통과 같이 운전원이 개업된 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의 인간공 

학적 유용성은 실제 현장(주제어실)과 같은 환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ADIOS 

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경보처리 알고리즘의 완결성과 인간공학적 유용성 

을 확인하였다. 

• 예 비 기 능시 험 (Preliminary functional test) 

• Petri net 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완결성 확인(Verification) 

• 전규모 시율레이션 환경에서의 인간공학적 성능평가(Validation and 

Evaluation) 

가. 예 벼 기 능사 혐 (Preliminary Functional Test) 

(1) 시혐의 목적 

ADIOS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예비기능시험을 수행하였다. 

• 지식기반과 알고리즘 규칙의 조융 

• 경보처리 규칙의 적절성 확인 

ADIOS 의 지식기반 및 경보처리 규칙은 경보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 

르게 적용되었다. 특히 모드나 상태별 경보처리에서 경계 점에서 경보가 

chattering 하기 때문에 경보처리 규칙의 조율이 펼요하다. 또한 설계자가 의도 

한 대로 경보처리 규칙이 동작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DIOS는 이러한 목 

적을 위해 “off-line test"와 "on-line test"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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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line 시 험 

ADIOS는 경보객체의 속성’값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즉시 경보처리 

규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보생성시험(Alann Invoking Test)은 경보 객체의 

속성 입력 값올 변경함으로써 수행되었다. 경보 상관관계 규칙의 시험은 경보 객 

체의 속성인 며rect precursor와 level precursor 항에 해당 경보의 이름이나 관련 

된 기기의 이름을 기업함으로써 적절하게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모드 

별 경보처리나 상태별 경보처리 규칙은 해당 mode 목록이나 상태목록에 기업하 

여 G2를 기동시킴으로써 적절하게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Off-line 의 최 종 시 험 은 G2 가 제 공하는 off-line simulation 기 능을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시험은 원자로 정지와 TMI- 11 사고를 off-line 으로 모의 

화하여 수행하였다. 

(가) 원자로 정지시험 

원자로가 정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과도현상을 예측하여 급격하게 변 

화되는 가압기 압력 가압기 수위 및 증기 발생기 수위 및 냉각재 평균 온도 등 

주요 변수들을 off-line으로 모의화한 신호를 ADIOS의 경보 객체의 입력신호로 

사용하여 경보처리 규칙의 실행을 확인하였다. 원자로 정지후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냉각재 평균온도 Tavg : 286
0

C까지 급격히 떨어진 후 292 "C를 유지 

• 가압기 압력 : 13π‘g/e따까지 급격허 감압된 후 서서히 15π‘g/c따로 회복 

• 증기발생기 수위 : 급격히 떨어진 후 보조급수 공급으로 서서히 회복 

분석된 과도현상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계측제어연구팀이 개발한 고 

리 3호기를 모텔한 Advanced Compact Nuclear Simulator(CNS)에서 얻은 결과 

를 요약한 것이다. 이 원자로 정지 시험에서 ADIOS의 모드별 처리 규칙 및 원 

인 결과별 처리 규칙 둥이 완벽하게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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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MI- II 사고 시험 

TMI- II 사고를 모의하기 위해 TMI- II 사고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분석되었다. TMI- II 사고는 발전소의 단순한 사고가 정보의 부족과 운전원 판 

단오류에 의해 노심의 용융이라는 최악의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종을 올린 

사고였다. 

1) 사고의 진행과정 

출력 95%의 정상운전중 복수탈염 계통(condensate p이ishing system) 

에 이 물질이 끼여 주급수 펌프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사고는 시작되었다. 주급수 

펌프의 정지에 따라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었으나 출구밸브가 닫혀있 

었고， 1차 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급상승하였다. 가압기 압력 상승에 따라 가압기 

압력 조절밸므(PORV)가 자동으로 열렸으나， 압력은 계속 상승하여 원자로가 정 

지되었다. 원자로 정지에 따라 1차 계통의 압력의 떨어지고. PORV는 c10se 되 

어야 하나， PORV stuck open 된 상태여서， 냉각수는 PORV를 통해 손실되고 있 

었다. 계속되는 압력 강하에 따라 고압 안전주입이 작동되고 다량의 냉각수가 1 

차 계통에 유입되었다. 이때 가압기의 수위는 가압기의 증기화로 고수위를 지시 

하고 있었다. 가압기 고수위 지시 때문에 운전원은 안전주입량을 10 분 1로 줄 

였다. 이에 따라 노내 수위가 떨어지고 노심이 노출되었다. 노심의 증기화로 

인해 냉각재펌프에 진동이 심해져 운전원은 냉각재 펌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 

해 냉각수 펌프를 정지시켰다. 사고 발생 2시간 후 연료봉이 용융되고 일차냉각 

수중에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표 3.2.4.1은 TMI- II 사고의 시간별 주요 내용을 보 

여주고 있다.[3.2.4.1] 

2) 사고모의화 

TMI- II 사고를 off-line으로 모의화 하기 위해 시간별로 진행된 사항 

을 분석하여 가압기 압력， 증기발생기 수위， 급수유량， 가압기 수위 및 주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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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TMI - 11 사고의 시간별 진행 사항 

경과시간 추 요 사 건 내 용 

1979. 3.28. 
04:매.36 

- 3 -6 초 

- 9 -12 초 

- 12-15 초 

- 30 초 

분
 

1 
l 
i 

님
 
} ” 
』

q 
ι
 

- 4-11 운 

- 6 푼 

- 7분 30초 

8분 

- 8운 18초 

- 8분 21초 

• 웅혹수펌프와 급수펌프 Trip으로 Turbine Trip 

- 보조급수펌프 A, B 자동기동됩 • 

• RCS 압력 방흩올 위 해 E1ectromatic Re1ief V/V Open 

• RCS 고압으로 원자로 Trip . 

• RCS 압력이 떨어지고 있었옵. 

- Relievf V/V가 닫혀 야 되 는데 계숙 Open 상태 . 

• 3대의 보조급수펌프 운천중. 

- 출구혹 V/V 예쇄상태로 급수 유입불가 상태였옴. 

• 가압기 수위지시계 급상승. 
• 증기발생기 Level Low로 노심 노흩 • 

• ECCS 작동개시. 

• 가압기 지첨 식별불가 (Hi밍l로 Scale off 됨) 

- 4분경 MPI 펌프 한대 수동 Trip , 10.분 30초후 
추가로 다른 펌프 수동 Trip시킴 . 

• Hot Leg 온도 많4 F 로 RCS F1ash 상태. 

• 원자로 건물 Sump펌프 사용. 

• 닫힌 보조급수펌프 출구밸브 Open하여 급수유입개시 

• 충기발생기 B 압력 최저 도달. 

• 증기발생기 A 압력 북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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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 정보 동을 G2 의 모의화 (simulation) 기능을 통해 모의화하여 ADIOS 

의 경보처리 신호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시간별로 모의화된 주요 변수들은 경보 

객체의 속성 값을 변화시켜 경보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 

였다. TMI- II 사고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경보와 TMI- II 모의화에 의해 발생 

경보를 비교한 결과 경보처리 규칙은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하였다. 

(3) On-line test 

On-line 시험은 본 과제가 속한 “첨단 계측제어기술개발” 대과제의 세부 

과제인 “계측제어 시험검증 기술개발”에서 개발된 계측제어기능 시험설비 (TF : 

I&C functional Test Facility)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계측제어 기능 시험설비 

는 고리 3,4 호기를 참조 모텔로 하여 원전의 거동을 모의화한 시험설비이다. 

ADIOS는 시험셜바에서 모의화된 raw 변수값을 실시간으로 받아 경보 발아 및 

소멸， 경보처리 규칙의 동작 및 경보 표시 방법의 적절성 등올 확인하였다. 

On-line 시험에는 TF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오동작 ( malfunction) 에 대 

하여 시험이 수행되어， 정상적으로 경보처리 규칙이 동작됨을 확인하였다. TF 

는 냉각재 누출사고둥 1차 계통 관련 44의 오동작과 주증-기 방출밸브의 오동작 

등 2차 계통 관련 34개의 오동작 둥 총 78개의 오동작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 

이들 중 원자로 불시 정지사고 (manual Rx trip)와 TMI- II 사고의 결과를 요약 

하였다. 

(가) 원자로 정지 시험 

원자로 정지시험은 원자로 정격출력 100% 상태에서 원자로 정지 오동작 

(KMANRX, 1.0)을 TF에 입력시켰다. 이 정지 시험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보가 모드별 경보처리 규칙에 따라 억제되어 최종적으로 30여개의 경보만 표 

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압기 제어 수위 편차 고" “High delta T", 

“Tavg-Tref 고" “Tavg-Tref 저” 경보 및 “증기-급수펀차 저” 경보 등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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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하는 경보는 억제되어 표시되지 않았음을 볼 수 었다. 그림 3.2.4.1은 

원자로 정지후 경보가 억제되어 표시된 1차계통 overview 화변을 보여준다. 현 

재 RCS 계통에 가압기 압력이 145kg/c따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림 3.2.4.2 

는 2 차계통 Overview 화변을 보여주고 있다. 증가발생기 수위는 SG 3의 수위 

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4.3은 시간별 경보목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목록에는 현재 25개의 경보가 표시되어 있다. 

톨용월-했따힐훌R웰g훌훌훌g Pla. n ‘ Mode 鍵靈靈 %‘-Poweπ 훌훌響 Gen Out 뿔뿔훌훌 

J흉쩔었쌓~:~:~잊흉형앓編짧 !::i:Q~’‘'';.:굿:옳황짧!:::: 했흉흉흉~줬 

L'2 ~ 
T ::J ~8 ( 

•• 。‘ L_ .. ’ 
|줍콜I줍킴I륜률Iê줍11 '̂  11즙킴l~훨파률켈F훌파료희t: c' ‘ 냐; 

그림 3.2.4.1 수동원자로 정지시 1차계통 화면 

(나) TMI-II 사고 

1) TMI-II 사고 모의화 

TMI-II 사고를 모의화하기 의해서는 시험검증 설비를 TMI-II 사고의 

상태로 시율레이션 해야 한다. 그러나 TMI- I1 사고는 TMI-II발전소와 계측제어 

검증설비의 발전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TMI- I1 사고를 모의화할 수 

는 없었다. 이에 따라 TF의 오동작(m머function)기능을 이용하여 TMI- I1 사고를 

재현했다. 다음은 계측제어검증설비에서 재현된 TMI-II사고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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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원자로정지시 시간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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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조건 

- TM1-11 사고 

.100 % 정격출력에서 주급수 펌프 정지 

. 보조 급수 상실 

. 1차측 온도 및 압력 상숭 

- TF 조건 

. ATWS malfunction : MF No 11 - 0 

. 복수펌프 3 대 정지 : KCDP(1) - 0, KCDP(2) - 0, KCDP(3) - 0 

. 보조급수펌프 정지 : KAFWP(1) - 0, KAFWP(2) - 0, KAFWP(3) 

- 0 

. Sl 수동 block : KSIBPS - 0 

• 3 - 6 초후 

- TM1-11 사고 

. 증기발생기 수위 저저 : 터빈자동 정지 

. No 원자로 정지 : TF 에는 원자로 자동 정지됨 

- TF 조건 

. 증기발생기 수위 저저 : 터빈자동 정지， 원자로 정지 

. 가압가 압력 감소 : 원자로 정지 때문 

• 12 - 15 초후 

- TMl-ll 사고 

. PORV 0야n stuck 

. 가압기 압력 고 : 원자로 정지 

- TF 조건 

. PORV Stuck 0야n malfunction : BPORV A - 30%, BHV6 - 30% 

• 2 분후 

- TM1-11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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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동착 

- TF 조건 

. SI block 해 제 : KSIBPS - 1 

• 4 분후 

- TMI-II 사고 

. SI 유량 1/10 감소 

- TF 조건 

. SI block : KSIBPS - 0 

• 8 분후 

- TMI-II 사고 

. 보조 급수 출구 밸브 0야n 

- TF 조건 

. 보조급수펌 프 기 동 : KAFWP(l) - 1, KAFWP(2) - 1, KAFWP(3) 

이후 계측제어 시험검증 셜비는 자동 운전되었다. 대부분의 중요한 상황 

은 8 분 이내에 진행되었다. 운전원은 노심이 증기화되기 전에 상황을 판단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경보처리 논리도 이 상황이전에 경보를 처리하여 운전원 

이 대처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TMI-II 결과 고찰 

사고 초기에 급수펌프의 정지로 인해 1차계통과 2차계통의 부조화가 

일어나 “delta T 고" “delta T 저" “증기-급수 편차 저" “Tavg-Tref 고” 경보 

등이 반복되어 발생한다. 이들 경보는 급수펌프의 정지에 의한 기기 상태별 처리 

및 원자로 정지 시에 모드별 처리에 따라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급수유량의 상실 

로 가압기의 압력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PORV 가 open, close를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 에 서 PORV 가 stuck 0야n되 었다. 만일 이 때 PORV의 stuck open 상태 

가 경보로 표시되고 PORV block 밸브를 잠갔으면 TMI-II 사고는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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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ADIOS는 이때 PORV stuck open 경보를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기준)가 경보목 1,2 경보(우선순위 여개의 약 80 전까지 정지 원자로 

표시되었 정지에 의해 약 45 개의 경보가 경보목록에 표시되었으나， 원자로 록에 

았다. 여기서 보여주고 경보목록을 있는 남아 정지후 원자로 3.2.4.4는 그림 다. 

운전모드별 경보처리가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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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TMI - II 사고를 모의화한 경보목록 

우선순위 경보 8개， 우선순위 그 러 나 1 차 계 통 overview schematic 화면 에 는 

경보 등만 

모의화한 l차 계통 overvlew 

"ESFAS" 대 표 계 통 2 경보 5개， 우선순위 3 경보 5 개， 및 “TRIP"와 

3.2.4.5 는 TMI-II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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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있다. 표시되어 



schematic 화면올 보여주고 었다. 이 화면에서 운전원은 먼저 PORV stuck 0많n 

을 방지하여 냉각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단을 찾아야 하고， 그 후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원은 보조급수 

출구밸브의 close 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4.6 은 TMI-11 사고를 모 

의화한 2 차계통 schematic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2 차계통 화면에는 터빈 정지 

후 2차계통이 운전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보가 억제되고 오직 증기발생기 

의 수위 와 관련된 우선순위 1인 경 보 6개 만 표시 되 어 었다. off-line TMI-11 시 

험에서 예측된 경보와 on-line 시험에서 표시된 경보를 비교하여， 실시간적 

TMI-TI 모의 시험에서도 ADIOS 의 경보처리 논리가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麗靈행靈 Gen Out: 뚫魔憲戀 

--원~~; 쫓?형*양~î :; ‘상욕'!:~':i ν‘견깡싼;d 횟엉션:‘ 

그림 3.2.4.5 TMI -11 사고를 모의화한 1 차계통 overview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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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짧짧앓없짧싫빼 Plllnt Mode IE!핸핑 Rx-flow-.r. 

그립 3.2.4.6 1lTV1I-I1 사고를 모의화한 2 차계통 overview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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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처리 알고라즘의 확인(Verification) 

ADIOS 경보처리 알고리즘의 확인은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에 위 

탁을 주어 수행되었다. 이들은 COKEP(Checker Of Knowledge base using 

Extended Petri net)이라는 자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 COKEP 

은 원래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기반의 부정확성(incorrectness)， 불일치성(incon

sistency) 및 불완전성 Oncompleteness)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서 ADIOS의 경 

보객체 및 처리규칙의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다음은 COKEP을 

이용하여 ADIOS의 경보처리 규칙의 완결성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3.2.4.2] 

(1) 경보지식기반의 형태 및 오류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확장된 패트리넷을 이용한 지식기반 확인 및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동적 경보시스템의 지식기반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동적 경보시스템은 Gensym사에서 제 

작한 G2라는 전문가 시스템 개발 툴에 구축되어 있는데 G2 툴이 기본적으로 프 

레임 구조의 지식기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적경보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지 

식기반도 프레임구조를 가지고 었다. 이 프레임 구조로된 지식기반을 페트리넷을 

이용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변환해야 한다. 그래서 동적경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이용하여 If-Then 규칙으로 변환하여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확장 페트리넷 방법 뿐아니라 경보시스 

템의 성격에 맞게 셜정치와 같은 지식 자체가 갖는 의미론적 속성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한 오류들은 다음과 같다. 

- 설정치 문제 : 경보의 설정치가 그 경보의 Level Precursor 경보의 설정치 

보다 덜 섬각하면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치를 점검하여 오 

류가 발생하는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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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보 

If Setpoint of Selected Alarm ζ= SetJX)int of Level Precursor Alarm 

Then ERROR! 

저경보 

If SetJX)int of Selected Alarm > = SetJX)int of Level Precursor Alarm 

Then ERROR! 

- 경보간의 인과관계 : 경보간의 인과관계의 오류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삭기반에서 자동으로 인과관계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 모드 검증 : 경보가 발생되는 센서가 각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 

는 범위내에 경보의 설정치가 존재하면 오류를 발생하게 되므로 센서의 모드에 

서의 정상 범위와 설정치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 상태 검증 : 모드 검증과 마찬가지로 기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보가 발생 

된 후 관계된 변수들 범위와 상태경보에 속한 경보의 설정치를 비교하여 검증하 

였다. 

- 확장 페트리넷을 이용한 오류 확인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확장 페트리넷을 

이용하여 지식기반의 불건전성， 불일치성 및 불완전성을 확인하였다. 

(2) 경보지삭기반 확인 및 검증 절차 

경보시스템을 확인 및 검증한 절차는 그림 3.2.4.7와 같다. 확인 및 검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G2 툴내에 구축되어 있는 지식기반을 ASCll 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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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켜야 한다. 또한 경보지식기반에 입력된 지식들이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그림 3.2.4.8 참고) 자동으로 지식기반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 

해서 같은 구조를 갖도록 변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정형화된 지식기반(그림 

3.2.4.9 참고)올 이용하여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한다. 

정형화된 지식기반의 자료들이 만들어지면 이 자료들을 입력하여 의미론 

적 검증을 위에서 껄명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이때 검증되 

는 사항들은 셜정치， 인과관계， 모드， 상태에 관한 지식들이다. 

의미론적 검증이 수행된 후 정형화된 지식기반에서 Level Precursor속성 

과 Causal 속성에 관한 지식을 확장 패트리넷의 입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자동으 

로 If-Then 규칙으로 변환시킨다. If-Then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COKEP에 입력 

하여 불건전성， 불일치성， 불완전성의 오류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규칙들을 확인 

한 다음 패턴 비교를 통해 오류를 가지는 규칙들을 점검하여 지식기반의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한다. 

(3) 경보지식기반 확인 및 검증 결과 

경보지식기반을 앞에서 언급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경보지식기반에 이름올 가지지 않은 경보가 1107ß가 되었다. 이 이름이 주 

어지지 않은 경보들이 경보시스템에서 규칙에 의해 처리되지 않아서 오류는 발 

생시키지 않으나 이 경보시스템이 보완될 때를 대비하여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좋다. 

- 설정치 검증 자동으로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 

다. 

CTMT-OP-DECK - AREA -RAD-W ARN의 설 정 치 50.0 인 데 이 경 보의 

Level Precursor~ CTMT -OP-DECK - AREA - RAD-HI의 설 정 치 = 50.0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오류는 두 개의 경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 경보를 처리하는 

- 223-



U nstructured 
Data 

Anomalies 
Check 

Semantic 
Check 

활 
Level 
Causal 

n 

때
 명 빠
 

?
때
 m써 
m 

e 

Pi 

v 

그림 3.2.4.7 경보시스템 지식기반 확인 및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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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ALARM-FOR-TRIP. a system-alarm 
Notes OK 
ltem configuration none 
Names SYS-ALARM-FOR-TRIP 
Tile message none 
P value 1 
Status on 
Acknowledge or reset on-flashing 
Priority 2 
Default priority 1 

CTMT-SEAL-TABLE-RAD-WARN. a rad-alarms 
Notes OK 
Item configuration none 
Names CTMT-SEAL-TABLE-RAD-WARN 
Tile message "CTMT seal table radi Warning" 
P value 0.1 
Status off 
Acknowledge or reset initialized 
Priority 1 
Default priority 1 
Setpoint 250 
Kind hi - alarm 
lnterlocked equipment none 
Causal alarm 1 none 
Causal alarm2 none 
Causal alarm3 none 
Level precursor ctmt-seal-table-rad-hi 
Time on none 
Time off none 

그림 3.2.4.8 G2내의 경보지식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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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RCVR-OUT-PR-LO AN-EQUIP-PRESS
ALARM 
PRIORITY 
DEFAULT PRIORITY 
SETPOINT 
CAUSAL ALARM1 
CA USAL ALARM2 
CA USAL ALARM3 

6.3 
NONE 
NONE 
NONE 

LEVEL PRECURSOR NONE 

A-D-TEMP-ALARM1A-D-TEMP-ALARM 
PRIORITY 2 
DEFAUL T PRIORITY 
SETPOINT 
CAUSAL ALARM1 
CAUSAL ALARM2 
CAUSAL ALARM3 
LEVEL PRECURSOR 

2 
-1. 1 

NONE 
NONE 
NONE 
NONE 

그림 3.2.4.9 정형화된 경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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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경보지식가반 속의 경보간의 인과관계는 표 3.2.4.2과 같이 19개가 자동으 

로 기록되었다. 

- 모드와 상태의 속성을 점검한 결과 오류를 나타내는 지식은 없었다. 

- 경보지식을 If-Then으로 변환한 결과 1097ß 의 If-Then 규칙들이 생성되었 

다. 이 규칙들을 확장 페트리넷에 압력하여 오류들을 확인한 결과 불건전성의 가 

능성을 가진 규칙이 75개정도 나타났고 불일치성과 불완전성의 가능성을 가진 

규칙은 하나도 없었다. 불건전성의 가능성을 가진 규칙 75개를 패턴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진짜 불건전성이라고 나오는 규칙은 하나도 없었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보지식기반를 확인 및 검증한 결과 설정치 검증 

에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건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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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2 경보지식기반내의 경보간의 인과관계 

Cause Consequence 

RCP-A - THERM - BARR-CLG-COIL -F-HI CCW-THERM-BARR-CLG-COIL-F-퍼 

RCP-B-THERM - BARR -CLG-COIL - F - HI CCW - THERM - BARR -CLG-COIL -F-퍼 

RCP-C-THERM-BARR-CLG-COIL - F - HI CCW - THERM -BARR-CLG-COIL - F - HI 

RCP-A-THERM-BARR-CLG-COIL-F-LO CCW-THERM-BARR-CLG-COIL-F-LO 

RCP-B-THERM - BARR-CLG-COIL - F - LO CCW-THERM-BARR-CLG-COIL-F-LO 

RCP-C-THERM-BARR-CLG-COIL-F-LO CCW - THERM -BARR -CLG-COIL -F -LO 

PDT-142 CV -LO-VOL -PURGE- EX - AIR-F-LO 

COND-FLW-LO FWP-A-FLW-LO 

COP-A-FLW-LO COND-FL W - LO 

COP-B-FLW - LO COND-FL찌’ LO 

COP-C-FLW-LO COND-FL W - LO 

CO:-.JD-FL、，V-LO FWP-B-FLW - LO 

COND-FLW-LO FWP-C-FLW-LO 

CST-A-LVL-LOLO AFP-A • SVCT • PRESS-LO 

CST-B-LVL-LOLO AFP-A• SVCT-PHESS-LO 

CST-A-LVL-LOLO AFP-B-SVCT-PHESS-LO 

CST-B-LVL-LOLO AFP-B-SVCT-PRESS-LO 

CST-A-LVL• LOLO AFP-C-SVCT-PRESS-LO 

CST-B-LVL-LOLO AFP-C-SVCT-PHESS-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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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처리 및 진단시스댐 (ADIOS)의 인간공학잘험펑가 

개발된 다이나믹 경보계통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인간공학 실험실에서 개발한 인간공학 실험설비 KAERI-ITF에서 영광 원전 운 

전원을 통하여 다이나믹 경보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다음은 평가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3.2.4.10는 영광 발전소 운전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ADIOS의 인간공학적 성능평가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의 운전원이 1 차계 

통 운전을 담당하고， 오른쪽에 있는 운전원이 2 차계통 운전을 담당하고 있다. 

KAERI-ITF의 환경은 VDU 기반 주제어실 환경으로 경보용 CRT 세 개를 

KAERI-ITF 주제어반 위에 위치시켜 성능이 평가되었다.[3.2 .4.3] 

그림 3.2.4.10 ADIOS 인간공학적 유용성 시험 광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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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의 목적 

본 실험은 ADIOS의 효용성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시험하여 J ADIOS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실험이 

ITF의 SA T(site acceptance test) 기간 중에 수행되어야 하고 피실험자의 수가 제 

한적이므로 가능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여 이를 ADIOS의 개선에 도움을 주도 

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ADIOS의 인간공학적인 결함을 ITF와 비교하여 평가하 

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실험의 주안점이며 J APTEA 실험계획중 예비실험 

(pilot experiment)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二l 림 3.2.4.10 ADIOS 인간공학적 유용성 시험 광경 (2)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실험에서 제어 (control)할 수 있는 변수인 독립변수는 ADIOS와 ITF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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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댐으로 구분되는 경보시스템의 종류가 주요 독립변수이며 실험시나리오와 

운전조가 또 다른 독립변수이다. 운전조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2개조를 활 

용하게 되며 이 두개조간의 운전경험이나 운전능력 둥의 개인적인 차이는 미미 

하다고 가정한다. 실험시나리오는 원자로 운전원과 터빈운전원이 실험중 엄무상 

의 공백이 없도록 조정하여 선정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ADIOS의 인간공학적인 결함이나 개선사항올 도출하는 것 

이므로 ADIOS7} 실험의 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험의 목적에 비추어 ADIOS 

의 특정으로부터 종속변수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IOS의 기능 및 특정 

올 기반으로 표 3.2.4.3과 같은 종속변수(measures)를 도출하였다. 

각 Measure에 대한 측정방법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가) 반웅시간 

실험전에 사용할 실험시나리오별로 time window를 작성하고 이를 

기 반으로 측정 시 점 올 결정 한다. 활용할 측정 데 이 타는 EI’S(Eye Tracking System), 

A/V system, System log 둥이다. System Log를 통하여 측정시점올 확인하고 

ETS와 A/V system에 의하여 운전원의 반웅시간올 측정한다. 

(나) 많or Rate 

실험전에 사용할 실험시나리오별로 운전원의 오류(eπor)를 정의하 

고 이를 ETS, A/V system, System log 둥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류의 발생여 

부를 확인한다. 

(다) SA(Situation Awareness) 

우선 사용할 시나리오별로 SA의 측정시점 및 주요 발전소 매개변수 

를 결정한다. 실험중에 이 시점에서 simulation은 freeze상태가 된다. 이 측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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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3 ADIOS 실험평가의 종속변수 

ADIOS 특징 내용 
상응하는 

Measures 

시간순위별， 계통별，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 
반용시간， 

우선순위별 하여 표시함으로써 운전원으로 하여금 

경보화면 셜계 및 보다 빠르게 정확한 상태파악올 가능 
Situation 

Awareness 
Color coding 하게 함 

Overview 화면에서 직접 경보를 선돼 
반용시간， 

AJarm information 하여 상세 경보메세지 빛 변수의 변화 

navígation 추이를 추적함으로써 펼요한 정보를 
오류율， 

Questionaries 
곧바로 얻올 수 었음 

초기 운전원이 ADIOS를 초기 정보감지기기 

정보감지기기의 로 활용하였는지， 또한 활용도가 었는 Questionaries 

역할 수행 지를 평가 

경보에 대한 필요한 정보만올 골라 중요도와 동적 

운전훤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전훤에게 정보률 
Mental 

정보인지부하의 제시합 
workload 

감소 과도한 인지부하로 야기되는 혼동， 누 

락， 오판 둥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음 

운전효율성은 운전원에게 전달된 정보 반용시간， 

운전효율성의 향상 
의 전달 시간(운전원의 반웅시간)과 전 Error rate, 

달된 정보의 정확성 빛 적절성으로 명 Situation 

가할 수 었다 Awareness 

ADIOS에 대한 운전원의 주관적선호도 

기 타 
(표시 방법， MMI 편의 성 둥) 

Questionaries 
ADIOS의 Alarm processing에 대 한 운 

전원의 주관적 평가 

점에 운천원에게 주요 매개변수중 일부에 대한 추이를 묻는 셜문올 작성하게 된 

다. 작성된 셜문은 명점화하여 수치화한다. 

(라) Mental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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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의 정신부하 측정시스댐 (telemetry기반)에 의하여 측정하고 분 

석한다. 

(마) Questionnaire 

실험후 피실험자와의 자유로운 면담(inteπiew)에 의하여 ADIOS/ITF 

의 MMI 사용편의성I Nuisance Alarm의 필요성I ADIOS의 초기정보감지기능 만 

족여부I ADIOS/ITF의 표시방법의 적절성， 주관적인 선호도， 개선요구사항 둥에 

대한 질의를 하고 웅답올 수집한다. 

(3) 실험시나리오 

본 실험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실험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 Feedwater Pump Trip and RCP Sealing Line Leakage 

。 SGTR

。 Loss of Feedwater and Main Steam Isolation Valve Fail 

각 실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운전원의 Error가 time window에 의하여 

정의되어 었다. 시율레이션의 진행중에는 2회의 freeze가 있으며 그 기간 중에는 

다음의 발전소 매개 변수중 일부에 대한 운전원의 추이파악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한 Situation Awareness측정 지를 피 실험자에 게 주고 웅답을 받는다. 시 율레 이 션 

의 종료시에도 하번의 Situation Awareness측정이 실시된다. 

(가) 실험시나리오 

실험에 활용된 각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오기능(malfunction)과 매개변 

수는 실험전 시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각 시나리오의 총 시율레이션 시간은 

20-30분 정도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사고후 상황의 완화나 복구를 위한 운전보다 

는 경보시스템의 활용 및 상황파악에 보다 더 집중하고자 함이다. 세차례의 

Situation Awareness측정시간올 합하면 각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총 실험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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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시간이 되며 Telernetryy. Eye Tracking Systern의 껄치 및 보정작업의 시간 

을 합하면 한시간 30분정도의 실험샤간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Tirne Window 및 발생되는 경보리스트도 실험시나리 

오에 포함되어 있다. 

1) Feedwater Purnp Trip and RCP Sealing Line Leakage 

ITF의 Instructor Station에서 Malfunction se버ng 시 활용되는 매개변 

수는 다음과 같다. 

IMalfunction ID 

|Delay Time 

| Defunction Time 

| Final Sev하ity 

|Ramp Time 

lCurrent S야ity 

FWI4A 

6:00 

CV09A 

7:00 

10 

10 

일반적으로 FW p/p가 trip되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50%까지 감소하게 된 

다. 이때에 1차측에서 leakage가 발생하여 VCI’ level과 seal charging flow가 감 

소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PZR의 수위가 감소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운전원은 

FW p/p trip시에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시행하고 1차측의 냉각재상실의 추이를 

감시하다가 Rx trip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FW p/p trip시 운전원은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SBCS의 작동여부 : HMS화면 MS14에서 v1001이 개폐를 반복합을 확인. 

- RPCS의 작동여부 : HMS화면 RX02에서 turbine runback on 확인 

- 234-



- Control Rod 삽입 확인 : HMS화면 REACfRL에서 control rod ~rtion 

확인 

운전원은 궁극적으로 RCP sea1ing Line leakage를 확인해야 하는데 Alarm 

을 통하여 cvcs 파le을 확인하여 앞허ing line leakage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Time Window는 다음과 같다. 

5:00 1st Bret꾀k 

6:00 Malfunc하on FWl4A injection 

6:30 TO FW Trip 확인 

7:00 MF CV09A insertion 

7:00 TO 5B영" RPCS동작 확인 

7:00 RO Control Rod Insertion 확인 

9:00 RO RCP se허 leakage point 발견 

10:00 2nd .Break 

15:00 S totJ 뼈nu뼈삐1 

2) SGTR 

ITF의 instructor 5tation에서 Malfunction Set파19 시 활용되는 매개변 

수는 다음과 같다. 

IMalfunction ID 

|Delay Time 

TH05B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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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unαion Time 

l Final Severity 

|Ramp Time 

|Icαl따rne 

100 

3:00 

일반적인 SGTR이나 severity가 상당히 높은 시나리오이다. 2차측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tube rupture된 ￡를 격리시키고 Rx Trip을 시키는 것이 바랍직한 

운전원의 조치이다. 운전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4분 15초경에 Rx 

Trip and Turbine Trip이 발생한다(PZR level Lo). 

이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Time Window는 다음과 같다. 

8:00 MF TH05B injection 

8:30 TO/RO Radiation High Al랴m 확인 

앞00 1st B.뼈짜 

10 :30 TO SG #2 level High를 확인 및 tube ruptured SG를 발견함. 

12:00 TO MSN close 

??:?? 2nd Break 

MSN close후 30초 지 난 시 점 

(만약 12분경에 MSN를 close안했올 경우에는 Turbine Trip후 30지난 시점) 

22:00 Stov 뼈nu빼빼 

3) Loss of Feedwater and Main Steam Isolation Valve Fail 

ITF의 inslructor Station에서 Malfunction 호뼈ng 시 활용되는 매개변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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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alfunction ID MS04A WD02A 

IDelay Time 4:00 6:00 

@빼nction Time 

I Final Seve꺼W 30 30 

핸p Time 1:00 

I Current Severity 

이 실험시나리오에서는 MSIV가 갑자기 30% 닫혀서 turbine power7t 감소 

하는 도중에 Containment안의 SG blowline에서 leakage 발생하는 복합사고이다. 

그러나 1차측보다는 주로 2차측에 관련된 사고 시나리오이며 계속적인 출력감소 

가 시나리오 종료시점까지 진행된다. 

이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Time Window는 다음과 같다. 

4:00 MF MSO왜 injection 

5:00 MSIV close 발견 

5:30 1st Break 

6:00 MSIV open 올 시 도(but fail) 

6:00 MF WD02A injection 

8:30 2nd Br，α짜 

9:50 Moisture Hi Alarm 확인 

11:30 Leakage point(Blowdown Line of SG 1) 발견 

20:00 StotJ simu빼뻐1 

- 237 



(나) Situation Awareness 

Situation Awareness측정지에 사용된 원자력발전소 매개변수는 다음 

과같다. 

O 원자로냉각재계통(RCS)의 Tavg 

O 중기발생기(SG)로 들어가는 주급수 유량(Feedwater Flow) 

01차측의 유출수 유량(Letdown F1ow) 

。 가압기(Pressurizer)의 수위 (Jev리) 

O 체적제어탱크(VCI)의 수위(level) 

O 핵재장천수탱크(RWT)의 수위 (level) 

O 복수기(Condenser)의 수위(level) 

O 복수저장탱크(CS'η의 수위(level) 

O 중기발생 기(SG)의 수위(level) 

O 원자로 출력(Reactor Power) 

O 가동중인 공기추출기(condensate 려ector)의 개수 

O 가동중인 복수펌프(condensate pumps)의 개수 

O 가동중인 보조급수펌프(aux feedwater pumps)의 개수 

。 가동중인 가압기전열기(press따izer heater)의 개수 

。 가동중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의 개수 

O 가동중인 충전펌프(α1ar밍ngPumps)의 개수 

O 가동중인 주급수펌프(Feedwater Pumps)의 개수 

O 열린 터반우회밸브(Opened Turbine Bypass V려ve)의 개수 

O 격납용기(CfMT)의 압력 (pressure) 

O 가압기 (pressurizer)의 압력 (pressure) 

O 복수기(Condensor)의 압력(pressure) 

O 주중기 공통관(Steam Common Head만)에서 의 중기압력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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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중기관에서의 중기옹도(steam temperature) 

O 가압기 (pressurizer) 의 옹도(temperature) 

02차측의 저 압급수예 열 기 (LP pre-heater) 후단의 옹도(temperature) 

O 원자로냉각재계통(RCS)의 저옹관옹도(fcold) 

O 원자로냉각재계통(RCS)의 고옹관옹도(fhot) 

Situation Awareness측정지는 모두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빼이지는 

파거의 발전소 매개변수가 어떠한 추세에 있었는지를 질문하며y 두 번째 페이지 

에서는 현재의 발전소 매개변수의 추세를 세 번째 페이지는 향후의 매개변수 추 

이를 묻는다. 각 페이지는 위에 열거한 매개 변수 중에서 6개의 발전소 매개변수 

에 대한 중감올 묻는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웅답은 중가y 감소， 변화 없음 

의 세가지 항목올 제시하였다. 

(4) 실험의 수행 

상업운전중인 발전소에 근무하는 2 운전조(각 조별로는 RO 1 인， TO 1 

인)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표 3.2.4.4와 같은 실험 계획 하에서 실험이 실 

시되었다. 

표 3.2.4.4 ADIOS 명가실험의 실험계획 

경보시스댐 

실험시나리오 ADIOS ITF 
n 

2 n 
3 n 

1 : 운전조 1 II: 운전조 2 

이 실험계획은 피실험자간의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쌍체비교(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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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에 의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각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조와 경 

보시스탬 그리고 실험순서는 임의의 순서(random order)로 결정된다. 

(5) 실험데이타의 분석 

(가) Situation Awareness 

통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I 얻어진 데이타의 분석결과 ADIOS 

와 ITF간에는 Situation Awareness관점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된 방법은 t-test이며 ADIOS vs. ITF 그리고 RO vs. TO 에 대하여 수행 

하였다. 

(1) ADIOS vs. ITF 

tO = 1.8782 < t(0.05;5)=2.57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 RO vs. TO 

tO = 0.5262 < t(0.05;5)=2.571 

통계척으로 유의하지 않음. 

(나) Mental Workload 

실험 중에 운전원(TO)이 받은 정신적 작업부하를 Telemetry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ITF하에서 행해진 2번째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생체신호를 손 

실했기에 통계적인 분석은 불가하였다. 

(다) Questionnaires 

실험 종료후 다음과 같은 셜문 및 질의웅답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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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DIOS는 발생한 경보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여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올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A: 경보가 많이 뜨는 상황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보(key 

al따m)만올 주목한다. 이 경보는 경험에 의하여 결정하며 발전소 상황을 체크하 

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이 경보를 확인한다. ADIOS에 뜨는 경보 중에 이 key 

alarm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Key alarm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보 

는 발전소 상황올 완전히 파악하고 우선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주목하지 않는 

다. 진단이 끝난 후 상태를 완화시켜가면서 경보리스트(가운데 ADIOS화면)를 참 

조한다. 

우선 조치 중에 비정상적인 운전원 동작이나 불안정한 방향으로 발전소가 

진행될 때에 대한 진단 기능이 수반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운전원이 우선 조 

치 중에 확인해야 하는 변수 및 기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경보하여 준다면 운 

전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경보타일방식의 경보시스템을 선호한다. 경보타일의 

경우에는 운전 중에 한번 둘러봄에 의하여 전반적인 운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Q : ADIOS는 색상에 의하여 경보를 구분하여 표시해 주는데 이것이 운전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A: 경보를 색상에 의하여 구분 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각 시나 

리오에 대해 색상이 바르게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상운전시에는 올 

바를 수 있으나 비상시에는 색상구분이 틀릴 수 있다. 예를 들변 비상시 압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동이지만 현재의 색 

상구분은 적색으로 표시되어 었다면 이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Q: πF와 ADIOS의 사용상 편리점을 비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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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자로 트립후 원언을 찾아가는데 πF보다는 ADIOS가 편리하다. 그 주요 

차이는 색상구분이 있는지의 여부와/관련이 었다. ITF는 색상구분이 없는데 따라 

서 원인을 찾는데 ADIOS보다는 불편하였다. 

Q : ADIOS는 경보의 수를 줄여주는데 운전 중에 필요한 경보가 나타나지 않거 

나 너무 많은 경보가 푼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A: 사고초기에 key alarm만을 주시하고 그 후에는 발전소 parameters를 위주로 

상황파악 및 운전계획을 판단하므로 사실상 알기 힘들다. 그러나 경보의 수를 줄 

인 것은 차후에 경보를 확인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ADIOS와 πF의 셜계 개선사항은 ? 

A : ADIOS는 발전소 제어실에 바로 사용 가능하다. 정상운전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ITF와의 연계사용이 불편하다. 이는 ITF 

사용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DIOS에서 즉시 Iπ화면으로 전환 

시킨다거나 ADIOS를 ITF에 완전히 통합시키면 효용성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ADIOS화면은 사용하기에 크기가 적다고 생각한다. 화면을 확대하 

면 좋을 것이다. 

ADIOS의 1 ~b 2 차계통 process mirnic overview 화면은 복잡해 보이나 계통에 

익축한 운전원은 더 복잡한 process 계통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ADIOS의 화면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2차측의 상세정보를 얻기 위하여 마우스 

조작을 하였는데 1차측의 화면으로 전환되 었다. 

Q: 발천소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ADIOS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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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rror Rate 

실험시나리오에서 정의된 운전원의 직무에 대한 Tirne Window를 기 

반으로 오류를 검출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rror Rate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2.4.5 Error Rate 

실험시나리오 

2 

3 

m
-건
 m 

죄
 

rL-nU 

nU 

nU 

따
-
않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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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A/V 관측기록분석 

Video분석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측되었다. 

o l.SDP의 활용도가 적다 

o trend graph와 mimic의 활용도가 높다. 

o ADIOS나 ITF의 Alarm list는 비주기적으로 활용하였다. 

O 피실험자는 발천소를 가농한 출력운전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 

며 제시되는 MMI를 신뢰하였다. 

o Touch Screen의 활용이 잘 되 었다. 

(이 결론 

이상의 실험데이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향을 발견하여 향후의 

ADIOS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O 운전원은 기존에 사용중인 경보타일방식의 경보시스템을 선호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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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T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다. 운전중에 단순히 머리를 돌려 한번 둘러보면 어느 

하위계통의 어느 기기에 대한 경보가 발생하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으나 VDT의 

경우에는 이를 읽어보아야 하므로 운전원에게는 부담이 된다. 

o ITF의 경우에 계층적인 경보타일과 경보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운전원은 이 

경우에 key al따m올 찾아내기가 용이한 경보리스트를 선호했다. 이는 ITF가 제 

공하는 경보타일이 계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전원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o ADIOS의 계통별 디스플레이 (1차， 2차축 화면)는 경보가 발생하였올 때에 우 

선 운전원이 보았으며 어느 계통에서 경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ADIOS 

의 경보리스트를 확인하면서 key alarm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하게 

일단 key alarm이 결정되면 ADIOS의 mimic은 거의 참조되지 않는다. 또한 우 

선 조치중의 운전원 확인 행위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공하거나 VDT기반 인터페 

이스에 대한 운전원 교육훈련을 통해 수행도를 중가시키는 방안올 고려해 보아 

야한다. 

O 정상운전중 사고발생시 경보를 색상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운전원이 매우 

선호하였으며 ITF의 경보리스트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후의 경보를 색상 구분할 때에는 상황에 의존적인 경보 색상구분이 이 

루어져야 운 전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o ADIOS의 화면구성에는 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표시객체를 인식하 

기가 힘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혹은 ITF의 화면에 

통합하여 시거리를 단축시켜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어조작의 실수는 

ADIOS의 선태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지만I 이는 ADIOS의 셜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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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ITF내로 변경시켰을 때에 제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일단은 제어를 위한 

선돼영역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TF와 ADIOS는 Error Rate, SA둥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다. 둘의 선호도는 색상의 활용에서 차이가 있었다.11’F의 경보표시에 색상사용 

올 고려해야 한다. 

。 ITF의 HMI중 Touch Screen의 활용이 잘되었으나 LSDP의 활용은 저조하였 

다. 이는 LSDP의 화면이 HMI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가시성이 높지 않기 때문 

이라고 판단되었다. LSDP에의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대안이다. 

。 ADIOS에서 바로 발전소 mimic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고려될 수 있다. 

한 피실험자는 ADIOS를 πF내의 HMI에 셜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활 

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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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단기술 께발 

경보처리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의 대처능력의 향상이 사고를 완 

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운전원은 단순한 경보나 

변수 정보만으로는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주제어실이 컴퓨터 기반으로 

껄계되면 운전원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ADIOS의 진단 모렐은 

MOAS-II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MOAS-II는 물리적 특성을 해석하여 이상상 

태의 원인-결과 상관관계를 모렐로 구축하여 지식기반을 표현하였다.[3.2.5.1] 

가. 경보계통파 견단계통의 버교 

고장 진단계통은 경보계통에 비해 경보 신호뿐만 아니라 공정 변수를 직 

접 처리하기 때문에 원인 경보의 진단과 같은 더 자세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 

나 경보의 기능과 진단의 기능은 모두 발전소의 불안전한 상태를 추적하기 때문 

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발전소에는 고장 진단기능은 없어 

원인 경보의 진단이나 고장의 해석을 운전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따라서 

정보나 경보계통에 진단기능이 통합된다면 공정변수의 변화 유형을 추적하여 사 

고를 예측하거나 조기에 경보할 수 있어 운전원의 정보인지 및 해석 부담을 현 

격히 경감할 수 있다. 

표 3.2.5.1은 경보처리계통과 고장진단계통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두 계통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진단계통은 공정변수를 직접 처리하 

여 상태를 해석하므로서 이상상태 초기에 고장올 찾을 수 있다. 경보처리 계통에 

비해 고장진단 계통은 물리적인 거동과 같은 깊이 있는 지식 (deep knowledge)을 

사용하여 원인경보 및 비정상상태를 해석한다. 

냐. 센셔의 고장 견단 모렐 

그립 3.2.5.1은 ADIOS의 원인 경보를 진단하기 위해 셜정한 단순화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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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1 경보처리계통과 고장진단계통과의 비교 

• Compare alarm system with diagnostic system 

Alann System Diagnostic System 

processmg indicate an abnonnality indicate cause of abnonnality 

variable 10 process such as sensor & WW failure 

proc야essmg alann signals 
prα:ess par없n없:er 

variable and variables 

processmg simple logic 
analysís on process variables, 

component status, 
logic such as set-point checking 

Drocess abnonnalities 
detecting after appearing early detecting 
tíme transient symptom ()ftransient s}'mptom 
knowledge 

simple knowledge deep knowledge 
h껴‘e 

based on based on 
implementation the whole system approach the subsystem approach 

application 
large system, smal1 system, 
need operator understanding, easy understanding 

processmg easy Iicensing difticult Iicensing 

A Slmpllfled Schematlc of FWS 

그림 3.2.5.1 ADIOS 고장진단을 위한 단순화된 주급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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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schematic 이다. ADIOS는 원인경보 진단을 위해 고장이 발생했을 때 1,2 차 

계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급수계통을 대상으로 모텔을 개발하였다i 주급수 

계통은 정상운전 중에는 1차계통에서 발생한 열을 2차계통의 전달하는 열전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과도상태가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면 1차계통의 잔 

열을 제거하는 열제거원(heat si파‘)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계통이다. 또한 

주급수을 제어하는 주급수 제어계통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아주 복잡한 제어계통 

의 하나로 빈번한 고장으로 원자로 정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주급수계통 

고장의 대부분은 급수제어 서킷 (circuits)의 오동작에서 비롯된다. 주급수제어계 

통은 3대의 주급수펌프 MFPA, MFPB, MFPC의 속도를 제어한다. 주급수펌프의 

속도에 의해 주급수계통의 유량이 조절되고， 중기발생기의 압력 및 수위가 조절 

된다. 따라서 전체 주급수계통 주변의 관련 공정변수들은 주급수 펌프의 속도， 

압력， 유량 및 수위 둥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주급수계통의 센서고장은 이러한 공정변수간의 고유한 연관성을 이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ADIOS에서는 이러한 공정변수 간의 연관성을 고장진단 모텔 

(SVCs sensor validation criteria)로 구축하여 이들의 관계를 비교하여 센서의 

건전성올 검증했다. 주급수계통 schematic에서 물리적 거동과 변수의 상관관계에 

서 14 개의 고유한 상관관계 모텔(SVCs)을 만들었다. 표 3.2.5.2는 모텔 및 모렐 

적용 기준 둥을 표시하고 있다. 각 모텔간에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 

• SVC 1, SVC 2, SVC 3 과 SVC 4: 압력 balance 

• SVC 5, SVC 6, 과 SVC 7: 펌프의 특성 곡선에 따른 상관관계 

• SVC 8, SVC 9, SVC 10 과 SVC 11 : 에 너 지 balance 

• SVC 12, SVC 13, 과 SVC 14 : 증기발생기 다중 센서의 신호검중 

그림 3.2.5.2는 압력 transITÙtter PT4의 고장을 검출하는 흐름도를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 만일 SVC 5 가 만족되면， 압력 센서 PT4는 건전한 것으로 검 

증(valid)되어 기록되고， 만족하지 못하면 센서 PT4의 고장진단 모률이 실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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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 센서 고장 검출 모텔 

• Sensor Validation Criteria(SVCs) 
EXpRS.ion 

SVC 1 PT3 1 PT32 PT39 PT40 

SVC 2 PDI PT32PD9 

SVC3 PT31 PT32 PT40 

SVC4 PT31 PD9 PT40 

SVC S PT32 PT4 fTI ST A 

SVC6 PT39 PT 13 FT 11 STB 

SVC 7 PT40 Pn2 FT201 STC 

SVC 8 Fr476 486 4961 fTI 11 20 

SVC9 Fr476 486 4961 FT2 \1 

SVCIO FT476 486 4961 Fr220 

SVC 11 FT476 486 4961 FTII 20 

SVCI2 LT473 LT474 LT47S LT467 

SVC 13 LT473 LT474 LT47S LT467 

SVCI4 LT473 LT474 LT47S LT467 

I'U 

A.B‘C Open1ion A.8 Opcn‘ion 

8asi‘ Condilion 

Pr홉sure 8뼈ance A，B，CO야Rtlng 

Pressure Balance A.B 야:Þa'8ting 

Pressure Ba’m야 A.CO야f‘，tmg 

Pressure Balam:e B，CO야Rtmg 

A PumpCurve 

B PumpCurve 

C PumpCurve 

M .. ’ B.lan야 A.B,C Operaling 

M ... S피ance A,B Operaling 

Moss Balance A.C Operating 

M압5Balance B,C Operating 

SIGI Level r혀undant 

SIG2 Level redundanl 

S/G3 Level redundanl 

-
Diagnostic Processing 

of Sensor Failure 

A..C OpenIioIl. 8.C opention 

그림 3.2.5.2 압력센서 고장 검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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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각 펌프의 운전 상태를 검사하여， 해당 센서검중 기준(SVC)올 찾는다. 

여기서 펌프 A 와 B가 운전중이고，'SVC 2와 SVC 9 가 만족되면， PT 4와 주급 

수펌프 MFPA의 속도 센서 증 하나가 고장 가능성이 었다. 이중 다른 특성에 따 

라 둘 중 하나의 고장이 검출된다. 

다- 가기 고장 견단 모헬 

기기고장 검출에는 simplified directed graphs(SDGs)를 이용했다. SDGs는 

이상상태 발생시 영향올 주는 기기， 센서 및 공정변수 간의 고장 전파 모형을 +, 

- 의 방향으로 표현한 모텔이다. 그립 3.2.5.3 은 3대의 주급수펌프 A, B, C가 운 

그립 3.2.5.3 Fault Pro탱gation을 모텔화한 Simp1ified Directed Graphs 

전 중일 때 주급수계통을 SDGs 로 표현한 구성도이다. 여기서 모든 제어기기는 

자동운전 모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PT-31, PT-32 둥과 같은 공정변수들 

은 센서에 의해서 측정되며， 이들 센 서는 이상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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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은 sign에 의해 표현된다. 모든 공정의 과도상태는 failure mode에 의해 

일어나며， 분석에 의해 모든 failure mode는 정의될 수 있다. f，머lure mode 의 대 

부분은 제어기의 출력 및 셜정치의 잘못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failure mode가 

공정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 - 방향으로 표현된다. 표 3.2.5.3 은 주급수계통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failure rn여e를 정리하였다. 

표 3.2.5.3 주급수계통의 failure mode 

PIIl spød c:at때ltroflP A adPIIt is br 009 야 .. 1IOritian cc빼버ltrot"S.G 1 • ...，찌Íl br 

PK2 spød야히매ltroflP A adPIIt is 1i‘h naJ toM1X찌뼈.c:at때ltrot"S.G I • ...,im ÍlIirI‘ 
nI3 깨뼈c:at때ltrofJPB CIIIIPII is br nl21 ‘M )IISitDc:at찌ltr ot"S.G 2.bIaim ÍI br 

n‘’ spød c:cmdIuoflPB OUIjI뼈 i야 nI22 toM)IIS삐.e빼떼Ierot"S.G 2.1Dc빼‘ 낭l 

PIIS 깨l삐c:at빼roflPCCOI후찌 isbr !lI엉 ..... )IISitDcc톨뼈luot"S.G 3.bIaim‘ b. 

PIII5 spødcclll떼ltroflPCCII빼lI is 바h !lI24 ..... posilDlcclllldltrot"S.G 3 ~ is 1i‘h 
nI7 깨Hdec빠려k。πl'A.톨i때Íl br l1I2S 훌애’“_'1'A_Ílbr 

JlII 찌ecIcc111폐ltroflP A ._ÍI qll tV26 ‘ ... _f1IA_ ‘ _11 
nl9 ’톨eCI ~ ...... ioot ;, Itw na1 "'._PPB 맹HdÍl løor 

FIIlO .... 찌 i ‘ ... t.ni. ic “·‘ lJI28 훌빼".pm톨PP B ....a ÍlIårll 

001 .‘“ :....,;misbr næ ‘ •• _PPC spød is løor 

nll2 "CAft'I"IÌIIt;.‘i ‘ nDI ‘ •• 뼈"，PPC찌찌비에# 

F뻐3 ..... \lD찌ic:accdmllerot"S.G 1 야lIIIIùbr n.tll &빼IDI Y'mcíS.G 1 Íl br 

PIIl4 ..J. • ‘~r: I""""，;， IV" nm &πh비바"cíS.G 1 Íl lich 

PIIlS ..... )llSilDa oc를떼ltrot"S.G 2 OUII빼 isbr !lI33 CcaIIoI nIn cfS .G 2 is br 

PIIl6 ..... lIOsiliall ccIII때Itr ofS.G 2 OaIIIII is lich !lI34 CcaIIoI하"cíSIG 2 is lich 

PIIl7 바 .. IDSiIiaII C:GID<페orofS.G 3001뼈‘ k nl3S αlIIIIDln1ncfS.G 3isbr 

PIIl8 ..... )llSilDac:GlD<페orofS.G 3 OaIIIII‘lKh nD6 &πIIDI벼"cíSIG3is 낯h 

기기의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 수위 과도현상(disturbance pattem) 유형과 

압력 과도현상 유형올 정의하였다. 표 3.2.5.4는 주급수펌프에 의해 발생되는 압 

력 과도현상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수위 과도현상 유형도 버슷하게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정상운전 중에 하나의 주급수펌프가 fail 되었다면， 압력 

은 불안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압력 불안정은 주급수계통의 유로를 통해 

전파되고， 중기발생기 수위에도 혼란올 초래할 것이다. 표 3.2.5.5는 이렇게 생긴 

압력 과도현상의 유형 중에 하나인 압력 disturbance pattem, CPT32,low)

(PT39,low) - (PT 4O，low)에 생길 수 있는 모든 failure mode를 정의하였다. 이 

failure mode 중에서 기기진단 모률은 관련된 주급수 펌프의 운전 상태를 추적하 

여， 고장 진단의 결과인 “Output of speed controller of MFPA is Low"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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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메시지를 려워 준다. 

표 3.2.5.4 주급수계통의 압력 disturbance pattern 

• Pressure Disturbance Pattems 
(Pressure disturbance : PT32, PT39, PT40) in FWS 

No PT32 PT39 PT40 No‘ PT32 PT39 PT40 No PT32 PT39 PT40 

L L L 10 N L L 19 H L L 

2 L L N 11 N L N 20 H L N 

3 L L H 12 N L H 21 H L H 

4 L N L IJ N N L 22 H N L 

, L N N 14 N N N 23 H N N 

6 L N H IS N N H 24 H N H 

7 L H L 16 N H L 2S H H L 

8 L H N 17 N H N 26 H H N 

9 L H H 18 N H H 27 H H H 

L low N norm피 H 삐밍1 

표 3.2.5.5 (PT32.1ow) -(PT39,low)-(PT40.1ow)의 failure mode 

• Pressure Disturb뻐ce Pattems : PT32-L, PT39-L, PT40-L 

FM O!>-li’‘e verificatÎon HFDMeosose POM Chanse 

FMI SA IUto; S8, SC manual; SA output low Output olS야혀 Controllor of MFPA is Low 

FM3 S8 1UtO; SA, SC manual; S8 output low Output ofS야혀 Controller 01짜P8 i. Low 

FMS SC .. 10, SA, S8 monual; SC oulput Iow Output ofS야혀 Controller of짜PCi‘ Low 

FM7 SA ‘ 110; S8, SC manual; SA .etpoint low SP of Spoed Control la- of MFPA i. Low 

FM9 S8 IUto; SA, SC manual; S8 setpoint Iow SP of Spoed Controller of MFPB i. Low 

FMII SC IUto; SA, S8 manual; SC seIpoiD\ low SP of Spoed Controller ofMFPC i. Low 

FM2S SA IUIO; S8, SC manual; MFMA .야혀 low S야혀 of짜PAisLow 

FM27 S8 IUto; SA, SC manual; ι!FMB speed low S야:ed 01 MFP8 ís Low 

FM29 SC BIIO, SA, S8 man삐1; MFMC s야혀 low Spoed of MFPC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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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4 장 연구개밟 목표 닮성도 및 대외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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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동기술 개발 

자동기동기술개발 과제의 개발 범위를 원자로냉각재의 온도가 500C에서 

2920C.까지의 가열운전과 원자로출력 5%까지의 운전을 자동화하기 위한 자동기 

동운전시스템 개발로 정하고 개발에 필요한 원전자동화기술현황 및 원전 운전현 

황을 분석하여 자동화 범위 및 개발 개념 수립， 자동화 규칙 생성， 자동화에 필 

요한 신호 리스트 작성， 감독자 운전모드를 위한 제어 순차도 작성， 각 운전모드 

의 주요제어기 설계， 통신 및 감독자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기동시스템 운 

져 
'-'- 기본화면 설계 둥의 연구를 수행하여 자동기동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원전 

적용에 펼요한 Know -how를 확보하였다. 

1. 깨발전략 

원전 자동기동 시스템의 개발 전략은 기존설비의 안전이나 규제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셀비개선이나 제어기의 설치 없이 기존의 제어 신호만을 이용하도 

록 하였으며， 또 원전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대형기기의 운전은 운 

전원 판단에 따라 수동 전환 및 운전이 가능토록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하 

였으며， 자동기동 시스템의 운전모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 가열모드 1: 600 C에 서 1760C까지 운전 

• 가열모드 ll: 1760C에서 2920C까지운전 및 2차측 운전 

• 임계모드: 원자로 임계운전， 5%출력운전 

각 운전모드에서는 초기조건 확인，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안전기능점검 cl 
숭 

주기점검과 같은 중요한 운전행위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자동기동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점검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 유지 대 "(break poÎnt)를 두어 현 상황 

이 유지되도록 운전 유지대를 6곳으로 설정하였다 . 

• 위의 운전모드 사이( 3개 ) 

• 가압기 기포 생성 확인 및 RHR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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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 

• 원자로엄계확인 

이러한 개발전략은 현채 발전소 운전 절차와 같은 것이며， 가열 운전중 기술지 

침서 요구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기존 원전에 적용이 가능하다. 

2. 체어알고리즘 개발 

각 운전모드에 필요한 제어규칙 개발을 위하여 원전종합운전절차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은 정상운전상태(전기출력 20%이상)에서 

자동 동작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저온정지상태에서는 발전소 상태가 자동 동작 

을 할 수 없는 조건이거나 제어대상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운전 

원이 수동으로 발전소 상태를 파악하여 수시로 조절하도록 절차화 되어 있다. 그 

래서 자동기동시스템에서는 각 운전모드에 필요한 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 

• 가열모드 I 

- 원자로 냉각재계통 만수상태에서 압력제어 

- 가열율제어 

- 가압기 수위재어 

• 가열모드 n 
-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제어 

- 가열율제어 

- 중기발생기 수위제어 

• 임계모드 

- 예상임계점계산 

자동기동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중 원자로 냉각재계통 만수상태에서 압력제 

어 알고리즘은 가존 원전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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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자 시스댐 깨발 

자동기동시스템의 최상위시스템인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은 가열운전에 따른 

발전소의 정보 감시와 발전소 상태에 따른 최적의 제어방법을 하부시스템인 분 

산 제어시스템으로 지시하는 사스템이다. 감독자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올 갖도록 

설계하였다 . 

•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의 기능 

• 운전절차 수행기능 

• 재어명령 하달기능 

• 운전절차화면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은 원전운전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원전원으로하여 

금 운전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4. 시스댐종합 및 시험 

자동기동시스템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검증설비(원자력발전소 시율 

레이션 코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증설비와 정확한 신호연계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한 연계소프트혜어 개발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계측제어 

시험설비로부터 재어 및 정보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의 전송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감독자 운전모드 

에서는 실시간 전문가 시스랩 도구인 G2를 사용하여 감독자 운전모드를 설계하 

기 때문에 제어기들이 내장되어 있는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과 신뢰성 있는 정 

보 교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bridge 프로그램 개발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다. 

각 운전모드의 주요제어기 개발을 위해 제어기에 필요한 설계사양 및 제어절 

차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임계제어모드에서 개발된 임계점 계산프로그램은 수동 

으로 임계점을 계산하는 방법보다 정확한 임계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감독자 

정보제공화면은 자동기동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전소 시스템의 정보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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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구성하였다. 각 모드의 주운전화면 

은 주요변수들의 제어 상태를 나타래고 운전에 필요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운전 

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동기동시스템은 지농형 감독자시스템，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 신호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그림 3.1.4.1). 본 시스템올 시험검중셜비와 연결하여 1997 

년 4월 25일 개최된 ‘첨단계측제어/인간공학 과제발표회 및 Open Lab’행사에서 

시연회에서 개발된 각 제어기성능， 지능형 감독자시스템의 제어규칙， 신호연계 

둥을 검증한 결과 가열모드1， 11에서 용도 압력제어곡선은 그림 3.1.5.2, 그림 

3.2.5.3와 같이 제어되었으며， 저온정지상태에서 고온대기 상태까지 최적 가열운 

전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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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이나믹 경보기술 개발 

1. 연구목표 달생도 

가. 검보계통 기농요건 분석 

NUREG/CR -6105의 경보계통 기능요건을 기반으로 다이나믹 경보계통의 

셜계 요건 개발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경보처리 시스랩에 적용된 기술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국내외 경보처리기술 분석결과는 경보처리기술 적용 

현황 분석표로 작성되었다. 

국내외 경보처리 적용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이나믹 경보처리 기술 

개발 방향을 정립하였다. 

나. 검보처리 지식기반 절정 

경보처리 지식기반을 셜정하기 위해 운전절차서， 경보운전절차서， 논리도 

면， P&ID Diagram둥 발전소 운영자료 및 셜계자료를 경보상관관계 수목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경보계통의 공통된 속성을 표현하기 편리한 지 

식기반 표현‘ 방법인 Frame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Frame에 표현된 경보 

특성은 경보의 분류， 모드， 원인 경보， 결과경보， 연동관계， 우선순위 둥이 포함되 

었다. 

경보는 경보의 특성에 따라 발전소 경보， 공정경보， 상태경보로 분류하였 

다. 경보처리논리는 분류된 경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발전소 경보는 발전 

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보로서 우선순위는 주로 1 순위로 정하였으며， 

Tile형 경보창에 표시되었다. 공정경보는 발전소 프로세서에 영향을 주는 경보로 

서 과도상태를 다른 프로세서에 파급시키는 전달자이다. 따라서 공정경보는 전형 

적인 경보처리 논리가 모드 적용되었다. 상태경보는 기기의 이상상태를 표시하는 

경보로서， 계층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상태경보에는 기기의 오동작올 생성하는 

경보처리논리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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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의 우선순위는 3단계로 정의되었으며， 경보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기준 

올 명가하기 어려운 발전소 상태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공정 변수의 의해 정 

의하였다. 

경보를 처리하기 위한 모드는 6가지로 정의되었으며， 정한 기준은 중요한 

기기나 계통이 투업되거나，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드를 정하였다. 

다. 정보 및 진단 시스햄 (ADIOS) 깨발 

경보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경보처리 지식기반을 이용하여 통합 경 

보 및 진 단 시 스 템 (ADIOS Alann and Diagnosis-Integrated 0않rator Support 

System)을 개발하였다. 

ADIOS에는 고리 3호기， 영광 3호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약 3αm개 

의 경보객체(허킹m object)가 구현되었다. ADIOS의 신호원으로는 중장기 과제에 

서 개발된 고리 3호기를 모의화한 계측제어검중설비와 영광 3호기를 모의화한 

인간공학 실험설비를 이용하였다. ADIOS의 경보처리 모률은 발아 및 소멸처리 

모률， 상관관계처리 모률 및 우선순위처리 모률로 구성되었다. ADIOS의 표시기 

기로는 안전관련 경보를 표시하는 Tile 형 경보창， Overview Project 및 CRT를 

사용한다. 

라. ADIOS의 정 보 Navigation 체 계 

ADIOS의 경보화면 navigation체계는 운전원 인지의사결정모텔(cog띠tive 

decision making modeI)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ADIOS의 Navigation체계는 3 

단계로 구성되었다. 

Overview level 경보화면은 Tile 형 경보창， project 화면 및 1,2 차계통 

overview 화면으로 구성되었다. 운전원은 이러한 화면에서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행위목표를 결정한다. 

System level 화면은 overview 화면에 네모로 표시된 대표계통경보와 우 

- 260-



선순위 및 계통별 경보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이 화면들은 운전원에게 계통과 기 

기의 운전 가능성 및 건전성 여부를 표시하여 행위계획을 지원한다. 

기기 level 화면은 각 기기의 세부상세 window 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운 

전원은 목표달성의 수단인 기기의 건전성 및 운전조건을 확인하여 행위를 수행 

하도록 지원한다. 

마. 정보 및 견단계통의 생능명가 

ADIO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기능시험과 알고리즘의 완결성 확인 

을 거쳐 최종적으로 운전원에 대한 운전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예비시험에는 계 

측제어 검증설비를 이용하여 'ir7 개의 오동작(ma1function)을 수행하여 경보객체 

및 경보처리 논리의 기능을 시험하였다. 여기서 ADIOS의 경보처리논리는 정상 

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하였다. 

ADIOS는 알고랴즘의 완결성올 확인하기 위해 Extended Petri -net 올 이 

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 수행되었는데 COKEP 이라는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ADIOS는 여기서 하나의 중복된 설정치 

를 적용한 경보객체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Petri-net 을 이용한 확인에서도 

ADIOS의 경보처리논리는 완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DIOS와 같은 운전원올 대상으로 하는 MMIS 는 실시간 주제어실 시률 

레이션 환경에서 운전 효율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ADIOS는 이를 위해 VDU기 

반 주제어실 환경인 인간공학 실험셜비 환경에서 실제 ADIOS의 사용자가 될 

운전원올 대상으로 인간공학적 유용성올 평가하였다. 이 실험에서 몇 가지 문제 

점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유용성올 확인하였다. 

바. 연구목표 달생도 명가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다이나믹 경보기술 개발에 있었다. 위에 기술된 업 

무들올 수행하여 연구의 최종목표는 달성되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운전원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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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고장진단기능까지 추가， 개발되어 목표를 상회하여 달 

성되었다. 

이제 남은 업무는 개발결과가 차세대를 비롯하여， 기존 경수로의 개량 둥 

상업용 원전에 적용하는 일이 남아 있다. 연구 결과의 원전 적용에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특히 안전관련 경보 및 정보의 표시 둥 인허가의 

해결，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중(Human Factor Engineering Verification and 

V려ida디on) ， 소프트훼 어 확인 및 검 증(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및 

Interface 문제 둥이 그것 이 다. 

안전관련 경보 및 정보의 표시 문제는 ADIOS에서는 Tile 형 경보창 및 

LED 형 표시기기에 기존의 아날로그 논리를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의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인간공학적 유용성의 평 

가이며， ADIOS는 이를 영광 3호기의 시율레이션 주제어실 환경에서 수행하여 

해결하였다.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 방법은 실제 셜계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수행 방법론은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간공학 기술개발” 중장기 

과제에서 개발된 방법론올 사용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중 문제는 원전에 컴퓨터가 도업되면서 가장 민감 

한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DIOS는 경보논리 

를 단순화시켜 논리의 확인 및 검증이 용이하게 논리도면(LogÌC Diagram)으로 

표현하며， 실제 프로그램 셜계에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 

보처리논리를 개발하는데 적당하다고 평가된 "State Mate" CASE 도구를 사용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State Mate"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설계에서 수행 

될 방법론은 “계측제어 시험검중 기술개발n 과제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보처리 기술개발의 원전 적용에 따르는 문제의 해결방안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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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재발의 타당생 

가. 검보쳐랴률 위한 져식기반의 환컬생 

경보처리를 위한 지식기반은 운전원의 인지행위모형을 기반으로 셜계되어 

야 한다. 운전원의 인지행위모형은 ]. Rasmussen에 의해 확립된 인지행위모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의 정보인지모형에 따라 경보처리 지식기반 젤정을 위 

해 원전의 경보절차서， 운전절차서 및 비상운전절차서를 분석하여 운전원이 정보 

감시 및 운전행위에 필요한 변수나 경보를 도출하였다. 이 분석은 고리 3 & 4호 

기 1037 개 경보 중 1, 2차계통 500 여개의 경보를 기능적 경보 연관관계， 운전 

모드별 경보 분류， 기기상태별 경보 분류， 경.보간의 인과관계 분석 (direct 

precursor) , 기기상태별 경보 분석 (state dependency) , 다중셜정치 분석 Oevel 

precursor) , 주요 기기의 보조기능에 대한 계총적 구성 및 동적 우선순위 둥을 

분석하여 표로 작성되었다. 경보상태를 분석한 분석표를 기반으로 G2 ReaI -time 

Expert Tool을 이용하여 경보처리 Rule올 구현하고， 이 Rule 에 따라 처리된 경 

보는 분석표 상의 원인 경보， 기기 상태 및 운전모드 둥의 자료를 G2의 Alann 

Object의 Attribute 로 처 리 하여 경 보처 리 Rule에 따라 구동되 도록 젤 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분석표 작성， rule의 구현， 분석 Data 업력 및 구동확인 둥 

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 지식기반으로 젤정하였으므로 지식기반의 완결성은 확보 

되었다. 또한 보다 완벽한 완결성올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경보처리 

알고리즘 검중방법론 연구”라는 외부수탁올 주어 “Extended Petri Net"을 이용 

하여 분석된 Data와 경보처리 Rule의 일관성(Consistency) ， 정확성 (Correctness) 

및 완벽성( Completeness)올 검증하였다. 

나. 검보 표시화면의 인간공학척 유효생 

경보표시 화면은 운전원에게 경보를 통해 이상상태 경고하고， 상황판단을 

지원하는 정보를 표시하고， 행위목표의 셜정을 지원하고， 행위 수행에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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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수단 둥을 표시한다. 본 연구의 경보표시화면은 운전원 인지행위모텔에 따 

라 일반운전절차서 (Gener려 Operation Procedure), 배정상운전절차서 및 비상운 

전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운전원의 정보감시 및 행위(운전)에 필요한 변수 및 경 

보들을 도출하여， 1, 2 차계통 경보 overview process schematic과 하부상세 화 

변에 경보를 표시하여， 원전의 전반적인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상태의 진행상황 

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또한 기폰 운전원의 혼란을 최소화 위해 

기존 경보창(alann windows)과 같은 형태의 경보창을 통해 원자로 정지， 노심관 

련 경보 및 방사능 관련 경보둥 발전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경보와 1,2 

차계통의 안전과 관련된 경보둥 약 300 개의 경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경보표 

시화면은 경보에 따른 운전에 필요한 가기 및 성공 수단 둥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운전원은 기존 운전 형태와 통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보표시화면은 운전절차서를 분석하여 운전에 필요한 변수 및 경보를 운전원 

인지행위모형에 바탕올 두고 구성하였기 때문에 운전원의 혼란 및 운전오류를 

취소화할 수 있어 인간공학적 효용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보다 완벽한 

인간공학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공학연구팀과 공동으로 인간공학 시험 

셜 비 (KAERI - ITF Integrated Test Facility)를 이 용하여 실 험 함으로서 인간공 

학적 효용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다. 정보정보 취득 네바게이션 체계의 단순생 및 용이생 

경보표시화면은 운전원이 상태파악을 쉽게 하고， 수행된 결과를 간펀한 절 

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정보 취득 절차를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운전원 

은 다음과 같은 경보정보 취득 네비게이션에 따라 원전의 상태를 파악한다. 

첫째 3007ß 의 계통별 대표 경보창을 통해 초기 경보의 중요성과 긴급성 

을 확인 

둘째 1, 2차계통 경보 overview process schematic diagram을 통해 원전 

의 전반적인 상태 및 이상상태의 변화 과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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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째 schematic diagram상의 경 보를 track ball로 선 택 하거 나， 시 간순차 

별 경보목록 및 우선순위별 경보목록을 통하여 경보의 상세정보 및 변화 

추이를 감시 

• 넷째 원전의 상태가 파악되면 경보운전절차서 화면을 통해 운전에 필요 

한 기기 및 수단의 가용성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을 수행 

• 다섯째 수행된 결과가 예측된 상태로 진행되는지 경보 overvlew process 

schematic 및 하부상세화면을 통해 확인 

원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취득 네벼게이션은 단순하고， 실행하기 쉬 

워야 한다. 경보표시화면은 고정된 CRT의 경보 overview process schematic, 하 

부상세화면과 경보목록 화면으로부터 직접 선택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상세 

경보정보를 취득하여 원전의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취득 

과정의 단순성과 용이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경보정보 취득 네비 

게이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간공학연구팀과 공동으로 인간공학 시험설비 

(KAERI - ITF)를 이용하여 정보취득 네비게이션의 체계를 평가하였다. 

3.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가. 정보처라 지석기반 절정 기술 

ADIOS는 지식기반을 위해 과도상태에서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보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도상태나 사고상태에서의 원인-결과 상관 

관계는 주로 사고해석 분야에서 사고분석 수목(fault tree analysis)이나 원인결과 

수목을 그려 위해도(risk analysis)를 확률론 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였다. 최근 

이러한 사고분석 수목이나 근본원인 분석 수목 둥의 개념이 운전원의 사고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전원 지원 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는 아직 없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경보 상관관계 수목의 경보처리 

계통에의 적용이 최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최초의 적용이 사고해석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고해석 수목 둥을 운전원 지원 분야나 사고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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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계측제어계통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가 이러한 시도를 주도하게 될 것에다. 

냐. 정 보 Navigation 체 계 

ADIOS의 경보 Navigation 체계는 운전원의 인지행위모형을 기반으로 확 

립되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화학공장이나 제철산업과 같은 복잡하고 대큐모 

의 공정제어계통은 VDU(Visual Display Unit) 기반의 HSHHuman System 

Interface)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VDU에 표시되는 정보는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지행동유형 (cognitive action pattem)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안전이 대중에게 영향올 크게 미치는 대큐모 발전소는 더 

욱 그러하다. 국내에도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 

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DIOS의 경보 Navigation 체계는 원전에서 뿐만 아나라 타 산업에서도 운전원 

의 인지행위모텔올 적용하여 개발한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시 

도가 원자력 산업 뿐만 아나라 타산업에의 적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가 이러한 시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다. 정보 인간공학척 생농 명가 

안전이 대중에게 영향올 크게 미치는 원자력발전소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 

이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가 발전소에 긍적적인 효과를 줄 수 있 

는 것인지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원에게 영향올 주는 기술은 운전 

원이 이 기술올 사용하였올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용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ADIOS는 국내에서 최초로 운전원에 대한 효용성올 실시간적 시률레이션 주제어 

실 환경에서 명가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기폭제가 되어 많은 운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이 시도되고 명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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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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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 절 자동기동기술개발 

본 연구는 원전의 정상운전절차서를 분석하고， 이를 자동기동시스템에 적용하 

기 위해 운전모드를 가열 1, II 및 임계모드로 구분하여 셜정하였고， 운전원의 개 

입이 훨요한 운전유지대를 두었다. 운전유지대는 가압기 기포형성확인과 RHR 

격리， P-6확인 및 원자로 임계확인으로 셜정하였다. 그리고 각 운전모드에 훨요 

한 제어변수를 정의하고 제어대상을 선정한 후 자동 제어 알고리즘 및 감독자 

운전에 펼요한 알고리즘올 개발하였다. 각 알고리즘의 구조는 계층 구조적인 형 

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중 분산제어시스템 및 감독자(Supervisory) 제어 기 

술은 산업체 현장에서는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로써 이러한 기술을 원자력계에 

접목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건과 상황에 맞는 각각의 제어기 구동에 대한 구현 

절차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특히 감독자 제어 기술과 분산제어시스템을 결 

합한 통합기술은 아직까지 어느 제어분야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기술이다. 감 

독자 제어는 분산제어에서 개발한 각 모드의 제어기를 상황에 맞게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을 차세대 및 후속기에 펼수적으로 사용될 디지털 기 

가 및 통신기술에 적용한다면 차세대 셜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독자 제어시스템을 G2 라는 상용 전문가 시스랩 도구 

를 이용하여 개발함으로， 인허가 관점에서는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 

다. 또한 개발한 시스템을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분산제어 시스템 및 전문가시 

스템을 사용하는 곳에 적용한다변， 쉽게 구현되리라 예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댐올 차세대원자로 및 후속기에 직접적용 가능 

하지만 실제 구현 시에는 분산제어시스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과 감독자 시스탬 

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의 확인 및 검중이 훨요하며， 추후 자동기동 뿐만 아니라 

자동 정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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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이나믹 경보기술개발 

1. ADIOS의 훨천 적용성 고찰 

원자력발전소에 컴퓨터 기반 경보계통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에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당연시되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제어실 및 계측제어계통이 디지탈화 되었고. VDU 기반으로 compact화 

되었다. 이와 같이 VDU 기반의 Compact 한 주제어실 셜계 추세에서 넓 

은 공간올 필요로 하는 경보창에 경보표시는 수용되기 어려워， 컴퓨터 기 

반 경보계통 설계는 필연적이다. 

ADIOS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개발된 결과가 기존 아날로그 겸보 

계통의 설계 개선에 적용되고， 차세대 원전과 후속호기 설계에 적용되는 

데 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경보계통의 원전 적용은 여러 가지 해결되 

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들 문제 중에서 컴퓨터의 고장에 의한 

안전관련 정보 및 경보의 손실을 방지하는 문제와 개발된 컴퓨터기반 경 

보시스랩의 인간공학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가. 정보처리 논리의 명가 

ADIOS는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문제와 프로그램의 코딩 오류를 평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 경보처리논리를 논리도면으로 표현하였다. 

ADIOS의 경보처리 논리는 논리도면으로 구현 가능한 단순한 논리를 사 

용했다. 이러한 단순 논리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타당성 검증이 용이하고， 프로 

그램 오류의 평가도 쉽다. 논리도면으로 표현된 논리는 기존의 아날로그 논리에 

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용이할 뿐만 아 

니라 프로그래밍된 코드의 오류를 확인하기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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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처리 논리를 단순화시켰다. 

ADIOS의 경보처리 논리는 입력 값의 and와 or의 단순 논리 합성으로 표 

현하였다. 특히 논리의 상태 정의 및 원인-결과 경보 둥은 물리적인 상관관계에 

의한 상태나 원인一결과률 배제하여 확실한 경우만 논리로 사용하였다. 과도상태 

는 기기의 정지에 따른 분명한 상태변화가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만 정의되었 

으며， 원인-결과 경보는 전기적인 1 대 1 원인-결과(dürect precursor) 관계에 의 

해서만 정의되었다 . 

• CASE t。이을 사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경보처리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탈시스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이 중요하다. ADIOS를 상업용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engmeenng 시에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ADIOS의 개발 및 적용에 CASE tool을 사용한다. ADIOS와 같은 

경보처리 계통 개발에는 State Mate CASE tool 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안전관련 경보롤 제외한 경보신호는 비안전둥급으로 설계한다. 

ADIOS는 안전관련 경보를 위해 아날로그 기기를 사용했다. 현재 안전관 

련 경보의 표시 및 처리는 인허가 사항으로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ADIOS는 비안전둥급 경보에 디지탈 기기를 사용했다. 안전관련 경보를 제외한 

경보는 비안전퉁급 신호이므로 상업용 원전의 적용 시에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 

중이 안전퉁급 보다 쉽다. 

• 상업용 원전 적용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C 언어를 쓴다. 

ADIOS는 미국 Gensym 사가 개발한 실시간 전문가시스템인 G2 를 개 

발도구로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G2 는 원전의 모텔기반 고장진단시스템 개발에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실제 운전중인 원전에는 사용된 사례가 없다. G2 전문가 

시스템을 상업용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전문가시스템과 같은 AI(Artificial Intelligent) 시스템의 확인 및 검증 

방법이 현재 확실하게 적립되어 있지 못하여 G2 를 적용한 경보처리의 소프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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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확인 및 검중은 거의 불가능하다. G2 는 C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전문가시 

스템이지만 G2의 source c여e를 확인 및 검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 

서 ADIOS는 G2의 환경으로 직접 원전에 적용될 수 없으며， 상업용 원전에 적용 

할 때에는 C 언어를 사용하여 coding 올 한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된 경보처리 

논리도면에 따라 프로그래밍 되기 때문에 ADIOS의 경보처리 개념과 표시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며，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중이 쉽다.C 언어는 Fortran과 함께 완 

자력 산업에 적용된 실 예가 많아 소프트훼어 확인 및 검중과 성능검중 방법 및 

절차가 이마 확립되어 었다. 따라서 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ADIOS를 C여ing하 

면 소프트꿰어 확인 및 검중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다. 

• 경보처리 알고리즘(지식기반)의 확인 및 검중을 수행했다. 

경보처리 논리의 타당성올 확보하기 위해 ADIOS의 경보처리 알고리즘 

올 extended Petri net(COKEP)올 이용하여 검중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공학과에 위탁 수행된 신뢰성 명가는 경보처리 논리의 불건전성 (incorrectness) , 

불일치성(inconsistence) 및 불완전성 (incompleteness)을 찾는 것으로 이를 통해 

두 개의 경보잭체의 설정치가 동일한 것이 되었으며， 불일치하거나 불완전한 경 

보 및 논리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냐. 안천환련 정보와 변수의 표샤 

안전관련 변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올 위해 감시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 

로 정지후 바상운전 상태에서의 안전변수의 감시 (Post Trip Parameter 

Monitoring)는 노심 용융올 방지하여 사고를 완화시키고， 방사능 누출올 감시하 

는데 필수적이다. 현재 규제기관은 디지탈 계측제어계통의 backup system으로 

hardwired 된 안전관련 변수감시시스템올 요구하고 있다. 안전관련 변수와 관련 

된 경보도 또한 전기적 물리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ADIOS는 현재의 인허가 요건올 만족하기 위한 hardwired된 안전관련 경 

보처리 프로세서를 가진다. hardwired된 프로세서를 거친 경보처리 신호는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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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표시된다. 경보창에 표시되는 경보는 우선순위가 1과 2인 경보만이 표시되 

며， 표시되는 경보는 디지탈 경보처리 논리와 같은 논리에 따라 표시된다. 

ADIOS는 전기적， 물리적으로 독립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독립된 경보창에 경 

보를 표시함으로서 인허가와 관련된 안전관련 경보의 표시를 해결했다. 

VDU 기반 주제어실 설계에서는 안전관련 변수나 경보의 표시도 VDU기 

반으로 통합되는 경향이며， PAMS 관련 변수나 경보의 표시에 프라즈마 평판 표 

서기나 LED 형의 표시기를 사용하고 있다. Nuplex 80+나 ABWR는 경보나 

PAMI 변수의 표시에 프라즈마 평판올 사용하고， 웨스팅하우스의 AWARE 설계 

에는 안전관련 경보와 변수를 통합하여 LED 형의 표시기기에 표시하고 있다. 

ADIOS는 안전관련 경보와 변수를 통합하여 표시하게 되면 LED 형의 표시기 

기에 표시한다. 안전관련 경보와 변수의 표시는 hardwired 된 backup 프로세스 

를 사용하고， 기존의 경보창이나 LED type display 기기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림 5.2. 1. 1은 우리기술이 개발하여 영광 1.2호기에 적용한 프로세서를 안 

전관련 경보처리 기기로 사용하여 구성한 경보처리계통 구성도이다. 현장에서 들 

어오는 신호를 안전관련 신호와 비안전신호로 구분하여 안전관련 신호는 우리기 

술의 프로세서를 통하여 처리하여 경보창이나 LED 형 표시기기로 보내고， 비안 

전관련 신호는 데이터 수집 컴퓨터를 통해 발전소 컴퓨터에서 경보처리를 하여 

CRT로 보내어 표시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안전관련 경보에 대한 인허가를 

해결 할 수 있다. 

다. 인간공학척 생능 명가(Cognitive Evaluation) 

운전원이 개입된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은 운전원에 대한 

유용성(인간공학적 성능 평가)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경보나 운전 정보처리 

및 표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랩은 운전원의 인지유형 (cog띠디ve pattern)에 

따라 처리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TMI-II 사고 이후 컴퓨터 기반의 MMIS이 도 

입되면서 운전원의 유용성 평가는 인허가 획득의 가장 큰 난제로 동장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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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안전관련 경보처리를 위한 구성도 

러한 인간공학적 유용성 명가는 실제 현장(발전소의 주제어실)과 같은 환경에서 

명가되어야 하나， 원전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실시간적으로 운용되는 mockup 

이나 시률레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ADIOS는 이를 위해 VDU기반 주제어실 환경인 인간공학 실험셜비 환경에 

서 실제 ADIOS의 사용자가 될 운전원올 대상으로 인간공학적 유용성을 평가하 

였다. 인간공학적 시험셜비인 ITF 에서 수행된 인간공학적 유용성 실험에서 

ADIOS는 대체로 인간공학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명가되었다. 

라. 훤전 척용생 검토 

ADIOS의 원전 적용에 걸림돌이 였던 경보처리 알고리즘의 검증， 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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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와 변수의 표시 및 인간공학적인 성능평가 문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되었다. 이러한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ADIOS의 연구결과의 원전적용은 

사업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의 

결정만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DIOS의 상업용 원전에 적용하 

기 위한 간략한 제안서를 부록 2 에 첨부하였다. 

2. 추가 연구의 펼요생 

가. 훤전 적용을 위한 추가 연구 

ADIOS를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 CASE 도구의 평가 기술 개발 

ADIOS를 실제 원전에 적용할 때 소프트훼어 확인 및 검증을 쉽게 

하고， 프로그래밍 작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CASE 도구 

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CASE 도구는 경보처리계통의 특성에 맞게 선택 

되어야 한다. 다양한 CASE 도구 중에 경보처리계통의 특성에 맞는 도구 

를 선택하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중 방법론 개발 

현재 “계측재어 시험검증 기술개발” 과제에서 안전계통관련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중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경보처리계통은 안전 및 비안전계통 

으로부터 신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둥급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먼저 경보처리계통 

의 안전 둥급을 정해야 하며， 이 둥급에 따라 경보처리계통에 맞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중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경보계통은 비안전 둥급으 

로 분류되었으나， 안전 둥급에서 오는 공정신호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의 

비안전둥급은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 

• 인간공학적 성능평가 기준개발 방법론 

ADIOS는 실시간적 사률레이션 주제어설 환경에서 인간공학적 유용성이 

평가되었다. 인간의 심리상태는 유동성이 많으며， 또한 긴장의 정도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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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어떤 사고에서 실제 발전소의 주제어실에서의 긴장도와 똑같이 모의 

화된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긴장도논/ 다르다. 이러한 다른 여건에서 얻은 결과를 

명가하는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냐. 사고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 

ADIOS는 장기적으로 사고를 예측하여， 사고를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운전지원시스템인 DREAMS(Diagnosis, REsponse and operating Aid 

Management System)로 개발될 예정이였다. DREAMS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한다. 

• 이상상태 진단 및 예측 기능 

• 샤고 진단 및 관리 기능 

• 이상상태 및 사고 대웅 모텔 

• 정보 관리기능 

3. 타 사업에의 연구 및 척용 

가. G2 Solution-ßase 장엽 화 

ADIOS는 정형화된 규칙 (generic rule) 및 data format 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정형화된 규칙은 ADIOS에 적용된 전형적인 경보처리 유형별로 모률화되 

어 있어 새로운 규칙의 추가나 삭제가 쉽다. 정형화된 data format은 경보객체 

(a1arm object)의 속성 (attributes)올 의 마 하며 , 표 3.2.3.2와 같이 분석 된 우선순 

위， 셜정치， 원인 경보， 운전모드， 다중 설정치 경보들을 data format에 입력시키 

면 정형화된 규칙에 의해 경보 처리된 결과가 표시되게 된다. 이러한 정형화(표 

준화)된 규칙 및 data format은 G2의 첨 부 기 능(Solution-base Function 소프 

트혜어 Library 형태)으로 상업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의 상업화를 G2의 국 

내 판매회사인 Poscon으로부터 벼공식적으로 제안올 받아 상업화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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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 산업에의 척용 

ADIOS의 정 형화된 규칙 (generic rule) 및 data forrnat 을 이용하면， 제철 

산업이나 화학플랜트 둥 타 산업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제철공장의 경 

보시스댐에 적용한다면， 제철 공장의 프로세스 전문가냐 운전원이 알고 있는 지 

식을 정형화된 data forrnat인 경보객체(a1arrn object)의 속성 (attributes)에 분석 

된 우선순위， 셜정치， 원인 경보， 운전모드， 다중 셜정치 경보틀을 입력시키면 자 

동적으로 정형화된 규칙에 의해 경보 처리된 결과가 표시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경험과 프로세스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있다면 쉽게 data forrnat을 채워 경보 

처 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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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자동기동기술 

A. A파dL‘Q{; SIGNALS 

NO BLOCK NAME VARIABLE SHARD RANGE UNIT SCALING AIN MEMO 

NAME MEMORY 
2.1 BORON_CN_RCS CBORON LM02RE1 o - 0.001 PPM *10

0 o - 3500ppm Boron conden. of RCS 

2.2 REACTIVITY CRETIV LM02RE139 -6 ‘ 6 %/.kJk +6 0-20%/ ‘ kJk * Control시 ( +6) 

2.3 PW _RANGE_DET QPROREL LM02RE272 o - 1.2 % *100 o - 100% 출력영역검출기 

2.4 IM_RANGE_DET XPIRM LM02RE앙7 -11 - -3 A *(-1) o - 20mA IntermeoliateLLo~ sc허e 
2.5 SR_RANGEJ)ET XPSRM LM02RE278 0-6 cps - o - 10cps Source rangelLog scale 

2.6 XENON_CON~V CXENONAVG LM02RE280 0-6αm PCM ?*10;:l o - 앉뻐)pcm Everage Xenon con. 

l3.1 ISG_PORV~S하 다ORV ILM03뾰 I? 뼈/쩌 IPAKGCM 10 - 150 ISG PORV press setpoint 1 
| 

N
∞
잉
 
! 

4.1 RCS_TAVGM UAVLEGM LM04RE1 0-400 ℃ o - 400"( RCS Tavg(대표값) 

4.2 SGLPORV _101 BV101 LM04RE2 o - 1.0 % *100 o - 100% SG1-PORV-101 

4.3 SG2YORV _201 BV201 LM04RE3 o - 1.0 % *100 o - 100% SG1-PORV-201 

4.4 SG3YORV _301 BV301 LM여RE4 o - 1.0 % *100 o - 100% SG1-PORV-301 

4.5 SGLLEVEL.ßO ZSGNOR(1) LM04RE24 o - 1.0 % *100 o - 100% SG1-Level-No 

4.6 SG2J-EVEL_NO ZSGNOR(2) LM04RE25 o - 1.0 % *100 o - 100% SG1-Level-No 

4.7 SG3J-EVEL_NO ZSGNOR(3) LM04RE26 o - 1.0 % *100 o - 100% SG1-Level-No 

4.8 SG1YRESS PSG( 1) LM04RE30 o - 100 kg/cm' PAKGCM o - 100 SG1 press 

4.9 SG2-PRESS PSG(2) LM04RE31 o - 100 kg/c며 PAKGCM o - 100 SG2 press 

4.10 SG3_PRESS PSG(3) LM04RE32 o - 100 kg/c며 PAKGCM o - 100 SG3 press 

4.1 1 COD_LEG1_TEM UCOCEG (1) LM04RE33 0-400 ℃ o - 400"( C이d Leg 1 Temp 

4.1 2 COD_LEG2_ TEM UCOLEG(2) LM04RE써 0-400 ℃ o - 400"( C이d Leg 2 Temp 



4.l3 COD_LEG3_ TEM UCOLEG(3) LM04RE.:꽁 o - 400 ℃ o - 400 'C Cold Leg 3 Temp 

4.l4 HOT_LEGLTEM UHOLEG (1) LM04RE36 o - 400 ℃ o - 400 'C Hot leg 1 Temp 

4.l5 HOT _LEG2_ TEM UHOLEG(2) LM04RE37 o - 400 ℃ o - 4OO'C Hot leg 2 Temp 

4.l6 HOT J.EG3_ TEM UHOLEG(3) LM04RE38 o - 400 ℃ o - 4OO'C Hot leg 3 Temp 

4.l7 RCSLTEMP.-A VG UAVLEG(1) LM04RE40 o - 400 ℃ o - 400 'C Loop 1 Tavg 
"----- '--- ---'-- •- -
4.18 RCS2_ TEMP _A VG UAVLEG(2) LM04RE41 o - 400 ℃ o - 4OO'C Loop 2 Tavg 

4.l9 RCS3_ TEMP.-A VG UAVLEG(3) LM04RE42 o - 400 ℃ o - 400 'C Loop 3 Tavg 

4.20 LOOPLFLOW _RT WSGRCP(1) LM04RE47 o - 4600 kg/sec 2,174x10-4 0-4600kg/sec Loop1 flow rate 

4.21 LOOP2YLOW JlT WSGRCP(2) LM04RE48 o - 4600 kg/sec 2,174x10-4 0-4600kg/sec Loop2 flow rate 

4.22 LOOP3_FLOW JlT WSGRCP(3) LM04RE49 o - 4600 kg/sec 2,174x10-4 0-4αlOkg/sec Loop3 flow rate 

4.23 SG1J.EVEL_ W ZSGW (1) LM04RE50 0-1 % (SGWNSP)* o - 100 wide range SG1 level 

100 
4.24 SG2J.EVELW ZSGW(2) LM04RE51 0-1 % (SGWNSP)* o - 100 wide range SG2 lèvel 

100 
4.25 SG3_LEVELW ZSGW(3) LM04RE52 0-1 % (SGWNSP)* o - 100 wide range SG2 level 

100 
4.26 SUB_COOL_MAR USUBMA LM04RE53 ? ℃ ? o - 100 'c Subcooling Margin T. 

4.27 V101YRE_SET PMSET(1) LM04RE79 o - 100 Pa PAKCGM 0-I00kg/cm2 BV101 pr SETPOINT 

4.28 V20LPRE_SET PMSET(2) LM04RE80 o - 100 Pa PAKCGM 0-I00kg/cm2 BV201 pr SETPOINT 

4.27 V30LPRE_SET PMSET(3) LM04RE81 o - 100 Pa PAKCGM 0-100kg/cm2 BV301 pr SETPOINT 

| 

N
잉
。
 
| 

5.l RCSYRESS_W PPRZW LM06REl Pa PAKCGM o - 180kg/cm' RCS압력 wide 

5.2 PZR_PORV _POS BPORV LM06RE3 0-1 % *100 o - 100% PZR-PORV - VV - Posisition 

5.3 PRZ_VV• POS BPRZSP LM06RE4 o - 1.0 % *100 o - 100% PZR - VV -position 

5.4 PZR_PRO_HTR QPRZP LM06RE8 o - 10 % - - PZR-TEMP 

5.5 PZR_BAlιHTR QPRZB LM06RE9 o - 10 % - - PZR-LEVEL - Uncompen. 

5.6 PZRYRHYOW QPRZH LM08REI0 Kw - PZR heater power 

5.7 PZR_SPY _FL W WSPRAY LM06RE12 o - 200 kg/sec *3.6 0-2αWhr SPRAY-FLOW 



5.8 PRZ_LEVEL ZPRZNO LM06REI3 o - 1.0 % *100 o - 100% RZR 수위 

5.9 RCS_PRESS PPRZN LM06REI4 Pa PAKCGM 120-180kg/cm' RCS 압력， 
、

5.10 PZR_TEMP UPRZ LM06REI7 0-400 ℃ o - 400t PZR-TEMP 

5.1 2 PZR_LEVEL_UN ZPRZUN LM06RE24 0-1 % *10 o - 100% PZR-LEVEL-Uncompen. 

5.13 PZR_VV_POS APRZSP LM06RE40 0-1 % *10 o - 100% PZR SPRA Y VV Position 
--'-----

8.1 RlffißV102 BHVI02!201 LM08REI0 0-1 % 100 o - 100% Rlffi 102 (BHV) 

(I) POSITION 
8.2 FV122YOS BFV122 LM08RE12 0-1 % 100 o - 100 BFV122 VV position 

8.3 RlffiJlV18 BHV18 LM08REI5 0-1 % 100 o - 100% RHR BHV18 POSITION 

8.4 RHRJlV201 BHVI02/201 LM08REI6 0-1 % 100 o - 100% RHR BHV201 POSITION 
(2) 

8.5 HY603_ VV _POS BHV603 LM08RE22 o - 1.0 % *100 o - 100% HV603-VV - POSITION 
8.6 BFV605 BFV605 LM08RE23 o - 1.0 % *100 o - 100% RHR HX FLOW V /V 
8.7 LD_ISO_459 BLV459 LM08RE25 0-1 % 100 o - 100% 유출 차단밸브 

8.8 BPV145 BPV145 LM08RE30 유출압력 조절 밸브 

8.9 BR_CN_CVCS CBCVCS LM08RE32 0-2αm ppm 0-2αm 보론(CVCS) 

8.10 LD_BCKYRE PLETDB LM08RE38 o - 1.0 kg/sec PAKGCM o - 45kg/cm' Letdown Pressure 

8.1 1 RCPLSEALDP PRCPSD(1) LM08RE40 o - 30 k~/cm' PAKGCM o - 30kg/cm' RCPl SEAL ð. P. 
8.12 RCP2_SEAL_DP PRCPSD(2) LM08RE41 o - 30 kg/cm' PAKGCM o - 3Okg/cm' RCP2 SEAL ð.P 

8.13 RCP3_SEAL_DP PRCPSD(3) LM08앉42 o - 30 kg/cm' PAKGCM o - 30kg/cm' RCP3 SEAL ð.P 

8.14 CHARG_IN_ TEM UCHGIN LM08뾰43 ? ℃ 400t Charging Temp 

8.15 CG_NO_FLW WCHGNO LM08RE62 kg/sec *3.6 o - 45m' /hr Chargin f10w rate, FV122 

8.16 LD_NET _FLOW WNETLD LM08RE69 kg/sec *3.6 o - 45m‘/hr Letdown f10w rate, PVl45 

8.1 7 SEAL_FLOWl WRCPSI(1) LM08RE70 0-5 m’/h 3.6 o - 5m'/h Sea1 injection f10w 1 

8.18 SEAL_FLOW2 WRCPSI(2) LM08RE7l 0-5 m' /h 3.6 o - 5m깨 Seal injection f1ow2 

8.19 SEAL_FLOW3 WRCPSI(3) LM08RE72 0-5 m' /h 3.6 o - 5m'/h Seal injection f1ow3 
--'-----

| 

N
잉
l
 
l 



8.20 RCP1_SEALJlT WRCPSR(1) LM08RE73 0-3.0 t/hr 3.6 0-3νhr Seal-retum flowl 

8.21 RCP2_SEAL_RT WRCPSR(2) LM08RE74 0-3.0 νhr 3.6 0-3νhr Seal-retum flow2 

8.22 RCP3_SEAL_RT WRCPSR(3) LM08RE75 0-3.0 t/hr 3.6 0-3야lr Seal-return flow3 

8.23 RHR_HXYLW WRHRHX LM08RE76 o - 100 kg/sec o - 100 RHR HX flow 

8.24 VCT_LEVEL ZVCT LM08RE90 o - 100 % o - 100 VCT-Ievel 

8.25 VCT_PRESS PVCT LM08REI05 0-6 % - o - 10 VCT-pressure 

0 - 100뼈/sec IRHR-BP-flow 

0 - 100% IRHR-HVI42-VV-POSIT 
0 - 100% ILET J3CK..PRE CON V N 

? 

-
뼈
-
뼈
 

願-
떼
-
磁
 

뼈
 -뼈
-
뼈
 

RHR-.BP• FLW 
HVI42_VV_POS 
BPVI45 

0 -n ’-------‘ --nu-nU 

12.1 RE_HT_STO BRHSV LM 12RE 11 o - 1.0 % *100 o - 100% MSR Stop VV 

12.2 RE_HT_CNT BRHCV LM12RE12 o - 1.0 % *100 o - 100% MSR Control VV 

12.3 MST~_PRES PTIN LM12REI0 Pa PAKGGM o - 100 Main Stean Line Pvess 

12.4 BHVI08_ VV _PO BHV108 LM12RE22 o - 1.0 % *100 o - 100% BHVI08-VALVE-POS 

12.5 BHV208_ VV yo BHVI08 LMI2RE23 o - 1.0 % *100 o - 100% BHV108-VALVE-POS 

12.6 BHV308_ VV yo BHVI08 LMI2RE24 o - 1.0 % *100 o - 100% BHVI08-VALVE-POS 

12.7 MST_TOYLW WTIN LM12RE26 kg/sec *3.6 o - 25OOT/h Total Flow 

12.8 TBB_VV_POS BHTBY LMI2RE29 0-1 % *100 o - 100% TB Bypass VALVE-Pos 

12.9 MST _SET _PRES PMSS LMI2RE31 o - 100 ks:l/cm' PAKGCM o - 100 STM head press setooint 
12.10 MST_LlYLW WSTM LMI2RE32 kg/sec *3.6 o - 2500T/h STM Limel flow 

12.1 1 MST~2YLW WSTM LM12RE잃 kg/sec *3.6 o - 25OOT/h STM Lime2 flow 

12.12 MSTJ.3YLW WSTM LMI2RE34 kg/sec *3.6 o - 2500T/h STM Lime3 flow 

12.13 BDlYLW_RAT WSGLD(I) LMI2RE43 kg/sec ? o - 5Okg/sec BDl -flw-rate 

12.14 BD2YLW_RAT WSGLD(2) LM12RE44 o - 40 kg/sec o - 50 BD-2 flow rate 

12.15 BD3J<‘LWJlAT WSGLD(3) LMI2RE45 o - 40 kg/sec 0-50 BD-3 flow rate 

12.16 SGl퍼L_CNT BSGBDl LM12RE50 0-50 BD-3 flow control 

12.17 SG2J3L_CNT BSGBD2 LM12RE51 - 0-50 BD-3 flow control 

12.18 SG3_BL_CNT BSGBD3 LM12RE52 0-50 BD-3 flow control 

| 

N
。
N| 



14.1 TB_LOAD QNET LM14RE2 o - 1x10~ W +100 o - 1000MWe TB-Load 

14.2 HP_CONT_VV LM14RE lO 0-1 % *100=65 o - 100% HP TB CON VV - POSIT 

14.3 LP_CONT_VV LM14RE11 0-1 % *100=65 o - 100% LP TB CON VV-POSIT 

14.4 TBN ACC ST FACCS LM14RE13 o - 1x lO~ w *0.02 o - 1800 TBN ACC SETPOINT 

14.5 TBN_SP_ST FTUBS LM14RE14 o - 1x10 ’ W *0.02 o - 1800 TBN SPEED SETPOINT 

14.6 TB SPEED FTURB LM14RE15 ? fl)m ? - 2000fl)m TB SPEED 

14.7 GEN_LOD_ST QLDSET LM14RE16 o - 1200 MWE *0.02 o - 1200 GEN LOAD SETPOINT 

14.8 GEN LOD RAT QLRSET LM14RE17 o - 1200 MWE *0.02 o - 1200 GEN LOAD RA T SETPT 

14.9 HP_STOP_VV BHSV LM14RE18 0-1 % *100=65 o - 100% HP TB STOP VV -POSIT 

15.10 LP_STOP_VV BLSV LM14RE19 0-1 % *100=65 o - 100% LP TB STOP VV-POSIT 

0- 1000mmHg IVacuum press 

CON W A TER LEVEL 

0-1αm LM18RE29 

LM18RE30 

PVAC CON_VACUUM 

CND_WTR_LEV 

CNDJ-EVEL 

0- 20m *100 ZCOND 

CONSA TE Tank Level 

20.1 FWLVV_POS BFV478 LM20RE79 0-1 % *100 o - 100% Main FW V AL VE-Pos 

20.2 FW2_VV_POS BFV488 LM20RE80 0-1 % *100 o - 100% Main FW VALVE-Pos 

20.3 FW3 VV POS BFV498 LM20RE81 0-1 % *100 o - 100% Main FW VALVE-Pos 

20.4 FWBLVV_POS BFV479 LM20RE82 0-1 % *100 o - 100% FW Bypass V ALVE-Pos 

20.5 FWB2_ VV _POS BFV489 LM20RE83 0-1 % *100 o - 100% FW Bypass VALVE-Pos 1 

20.6 FWB3_ VV _POS BFV499 LM20RE84 0-1 % *100 o - 100% FW Bypass VALVE-Pos 

20.7 AUX_FWL313 BHV313(l) LM20RE86 o - 1.0 % *100 o - 100% AUX-FWl-313-VP 

20.8 AUX FW2 314 BHV313(2) LM20RE87 o - 1 % 100 o - 100 BHV314 valve position 

20.9 AUX_FW3_315 BHV313(3) LM20RE88 0-1 % 100 o - 100 BHV315 valve position 

20.10 AUX1_FWJLW WAFW(l) LM20RE98 0-84 m'까1 3.6 o - 100 AUX1 FW flow 

20.11 AUX2_FW _FLW WAFW(2) LM02RE99 0-84 m'까1 3.6 o - 100 AUX2 FW flow 

20.1 2 AUX3JW_FLW WAFW(3) LM20RE100 o - 84 m'까1 3.6 o - 100 AUX3 FW flow 

20.13 AUX_FW _ TFL W WAFWT LM20RE103 ? kg/sec *3.6 10 - 252 AUX FW Total Flow 

o - 20m *100 LM18RE32 ZCND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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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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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GITAL SIGNALS 

BLACK NAME 

j 

N
@이
 

2.1 AUDIO ~SRCST KSRNC LM02IN53 1/0 DI 가청계수율기 작동상태 

2.2 ROD~IO~STA KCRMOD LM02IN54 1/0 DI 
2.2 ROD~BANK~ST A KBNKSEL LM02IN55 1/0 DI 
2.3 RODLSTEP KZBANK1 LM02IN57 1/0 DI STEP OF ROD 
2.4 ROD2_STEP KZBANK2 LM02IN58 1/0 DI STEP OF ROD 
2.5 ROD3~STEP KZBANK3 LM02IN59 1/0 DI STEP OF ROD 
2.6 ROD4_STEP KZBANK4 LM02IN60 1/0 DI STEP OF ROD 
2.7 ROD5_STEP KZBANK5 LM02IN61 1/0 DI STEP OF ROD 
2.8 ROD6~STEP KZBANK6 LM02IN62 110 DI STEP OF ROD 
2.9 ROD7~STEP KZBANK7 LM02IN63 1/0 DI STEP OF ROD 
2.10 ROD8~STEP KZBANK8 LM02IN64 1/0 DI STEP OF ROD 
2.1 1 ROD~INOUT ~1 KCRMOl LM02IN67 1/0 DI I:AUTO 
2.12 ROD~INOUT ~2 KCRM02 LM02IN68 1/0 DI 2: MAN OVERLAP 
2.13 ROD~INOUT ~3 KCRM03 LM02IN69 1/0 DI 3:MAN GRUP 
2.14 ROD~INOUT ~ 4 KCRM04 LM02IN70 1/0 DI 4: MAN ROD 
2.15 ROD.ßSEL~1 KBANKSEl LM02IN71 110 DI I:CONTROL A 
2.16 ROD~BSEL2 KBANKSEl LM02IN72 110 DI 2:CONTROL B 
2.1 7 ROD~BSEL3 KBANKSEl LM02IN73 1/0 DI 3:CONTROL C 
2.18 ROD_BSEL_4 KBANKSEl LM02IN74 1/0 DI 4:CONTROL D 
2.19 ROD~BSEL5 KBANKSEl LM02IN75 1/0 DI 5:SHUTDOWN A 
2.20 ROD~BSEL6 KBANKSEl LM02IN76 1/0 DI 6:SHUTDOWN B 
2.21 ROD~BSEL7 KBANKSEl LM02IN77 110 DI 7:SHUTDOWN C 
2.22 ROD_BSEL~8 KBANKSEl LM02IN78 1/0 DI 8:SHUTDOWN D 



4‘ l RCPLOILYP KOILP(1) LM04INl 1/0 DI RCPl OIL PUMP 

STATUS 
4‘2 RCP2_0IL_PP KOILP(2) LM04IN2 1/0 DI RCP2 OIL PUMP 

STATUS 
4.3 RCP3_0IL_PP KOILP(3) LM04IN3 110 DI RCP3 OIL PUMP 

STATUS 
4‘4 RCPLSTATUS KRCP(1) LM04IN4 1/0 DI RCPI0N/OFF 
4.5 RCP2_ST A TUS KRCP(2) LM04IN5 110 DI RCP2 ON/OFF 
4.6 RCP3_STATUS KRCP(3) LM04IN6 1/0 DI RCP30N/OFF 

6.1 PRZ_PORV _ST A KPORVM LM06INl 1/0 DI PRZ PORV ST A TUS 
6.2 PRZ_BHX_ST A KBHON LM06IN3 1/0 DI PRZ BACK_UP ~TATUS I 
6.3 PRZ_SPV _ST A KPRZSPM LM06IN4 1/0 DI PRZ SPARY VALVE 

STATUS 
6.4 PZR_PBH_STA KPBHM LM06IN6 1/0 DI PRZ SPARY VALVE 

Auto(O)!Manua!O) 

8.1 RHR_18 1/0 DI 
8.1 RHR_HVI8 110 DI 
8.2 RHR_201 110 DI 
8.3 RHR_I02 110 DI 
8.4 RHR_PP_STA KRHRP LM08INl 110 DI RHR PUMP STATUS 
8.5 CHRGPLSTA KCHRGP LM08IN2 110 DI Chan1;Ïn~ pumpl . ststus 
8.6 CHRGP2_STA KCHRGP LM08IN3 1/0 DI ChaI11:Îng pump2 ststus 
8.7 CHRGP3_STA KCHRGP LM08IN4 110 DI ChargÎng pump3 ststus 
8 ‘9 LD_BPRES~A KLDBPM LM08IN5 110 DI Let back press auto/man 
8.10 FV122• MA KCFCVM LM08IN6 1/0 DI FV -122 auto/man 
8.1 1 MKUP _PP _ST A KMUST LM08IN12 1/0 DI MAKEUP MODE START 
8.12 HVLCO KAHVl LM08IN71 1/0 DI Letdown HV 1 Open 
8.13 HV2_CO KAHV2 LM08IN72 1/0 DI Letdown HV2 Open 
8.14 HV3_CO KAHV3 LM08IN73 1/0 DI Letdown HV3 Open 
8‘ 15 HV1_COC KAHVl LM08IN74 110 DI HVl CLOSE 
8.16 HV2_COC KAHV2 LM08IN75 110 DI HV2 CLOSE 
8.17 HV3_COC KAHV3 LM08IN76 1/0 DI HV3 CLOSE 

l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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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 DUMP MANUAL 
STM PRES MANUAL 

14.1 TBN_OILSYS KOIL LM14INl 1/0 DI OIL SYS ON 
14.2 TBN_ TUR_GEA KTGR LM14IN2 1/0 DI TBN ETG ON 

TBN_ TRIP _STA KTBTRIP LM14IN5 1/0 DI TBN TRIP 
14.3 GEN_ONLINE KONLINE LM14IN6 1/0 DI GEN ON LINE 
14.4 TBN_RE_SW KTBREST ILM14IN9 11/0 DI TURBINE RESET 

KSTMDMP 
KSHPCM 

MSTYR_MA 
MSTYRE~A 

GEN BREAK STATUS 
GEN ONLINE 팬

 
M 없

 
-m Nm 

-
패
 

G-G 

18.1 FW_PPLSTA KFWP LM18IN2 1/0 DI FW PUMP1 STATUS 
18.2 FW _PP2_S)' A KFWP LM18IN3 1/0 DI FW PUMP2 STATUS 
18.3 FW_PP3_STA KFWP LM18IN4 1/0 DI FW PUMP3 STATUS 」

18.4 AIRPUM_ON KAIRP LM18IN5 1/0 DI ST ART AIR PUMP ON 
18.5 AIRß.JE_ON KAE.J LM18IN6 1/0 DI AIR E.TECT ON 
18.6 COND_PPLSTA KCDP LM18IN7 1/0 DI CONDENSATE PUMPl 
18.7 COND_PP2_ST A KCDP LM18IN8 1/0 DI CONDENSATE PUMP2 
18.8 CONDYP3_ST A KCDP LM18IN9 1/0 DI CONDENSATE PUMP3 S 
18.9 COL_PUM_ON KCWP LM18IN10 1/0 DI CWP ON 

| 

N
잉
나
 
| 

20.1 AUXYPLSTA KAFWP LM20INl 1/0 DI AUX PUPl STATUS 
20.2 AUX_PP2_STA KAFWP LM20IN2 1/0 DI AUX PUP2 STATUS 
20.3 AUXYP3_STA KAFWP LM20IN3 1/0 DI AUX PUP3 STATUS 
20.4 FW_Vl_MA KFWCNT LM20IN4 1/0 DI FW VNl AUTO 
20.5 FW_V2~A KFWCNT LM20IN5 1/0 DI FW VN2 AUTO 
20.6 FW V3 MA KFWCNT LM20IN6 1/0 DI FW VN3 AUTO 
20.7 FW_BV1~A KFWBYP LM20IN7 1/0 DI BFW VNl AUTO 
20.8 FWJ3V2~A KFWBYP LM20IN8 1/0 DI BFW vN2 AUTO 
20.9 FW_BV3~A KFWBYP LM20IN9 1/0 DI BFW VN3 AUTO 
20.10 HEA• DRAYUM KHTRDP LM20INI0 1/0 DI HEATER DRAIN PUMP 



22.1 IILRAN_C1 KCONTSl LM22IN286 1/0 DI IR RANGE HIGH 

22.2 PR~N_C2 KCONTS2 LM22IN287 1/0 DI PR RANGE HIGH 

22.3 OTJ)T_C3 KCONTS3 LM22IN288 1/0 DI OTDT-3% 

22.4 OPJ)T‘c4 KCONTS4 LM22IN289 1/0 DI OPDT-3% 

22.5 LOW.YQW_C5 KCONTS5 LM22IN~삐 1/0 DI LOW POWER BLOCK 

22.6 STMJ)UM_C7 A KCONTS6 LM22IN291 1/0 DI STEAM DUMP 

22.7 STMJ)UM_C7B KCONTS7 LM22IN292 1/0 DI STEAM DUMP 

22.8 TBN_STOP _C8 KCONTS8 LM22IN293 1/0 DI TBN STOP V!V CLOSE 

22.9 COND_C9 KCONTS9 LM22IN정4 1/0 DI COND A V AILABLE 

22.10 ROD_STP _Cll KCONTSI0 LM221N295 1/0 DI ROD WITHD BLK 

22.11 T A VG_LOW _C16 KCONTSll LM22IN강}6 1/0 DI TAVG LOW 
」←

22.12 RX_ TRIP _ST A KRXTRIP LM22INl 1/0 DI REACTOR TRIP 

22.13 RX_TRIP_P4 KPERMSl LM22IN297 1/0 DI REACTOR TRIP 

22 .14 SR퍼IGH_P6 KPERMS2 LM22IN298 1/0 DI SR HIGH RX TRIP 

22.15 TRIP J3LK...P7 KPERMS3 LM22IN쟁 1/0 DI TRIP BLK LOW POWER 

22.16 LOW_FLP8 KPERMS4 LM22IN300 1/0 DI LOW FLOW TRIP 

22.17 RX_TRIP_P9 KPERMS5 LM22IN301 1/0 DI BY PASS RX TRIP 

22.18 MAN_BUιPI0 KPERMS6 LM22IN302 1/0 DI MANUAL BLOCK 

22.19 MAN_SIYll KPERMS7 LM22IN303 1/0 DI MANUAL BLOCK SI 

22.20 DUM_ST_PI2 KPERMS8 LM22IN304 1/0 DI MANUAL BLOCK STM 

22.21 TBN_LOW _P13 KPERMS9 LM22IN305 1/0 DI P-7 

22.22 TBN_ TRIP _P14 KPERMS lO LM22IN306 1/0 DI TBN TRIP 

22.정 SI퍼LK...STA KSIBPS LM22IN307 1/0 DI SI MANUAL BLOCK 

22.껑 SRJ3YPASS KSRTBS LM22IN308 1/0 DI SR BLK SATUS 

22.25 IR_TRIP퍼K KIRTBS LM22IN309 1/0 DI IR BLK ST A TUS 

22.26 PR_TRIPJ3K KPRTBS LM22IN31O 1/0 DI PR BLK ST A TUS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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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7 MA_CTMT_STA KMANCIB LM221N313 1/0 DI PHASE B 

22.28 FW_ISO_STA KMANFW LM221N314 1/0 DI FEED WATER ISO STA 

22.잃 MSTJSO_STA KMANMS LM22IN315 1/0 DI STM ISO STA 

22.30 SLSW KSAFEI LM221N319 1/0 DI SAFE REST STA 

22.31 TBN_SP_TOG K3G37 LM221N446 1/0 DI TBN SPEED SET TOG 

22.32 TBN_ACC_ TOG K3G37 LM221N447 1/0 DI TBN ACCELE TOG 

22.33 TBNJ.‘OD_TOG K3G38 LM22IN449 1/0 DI GEN LOAD SET TOG 

22.34 TBN_RA T _ TOG K3G37 LM22IN450 1/0 DI GEN LOAD RA T TOG 

| 
N@@ 

25.1 ROD~OD_SELU KELA5U LM25IN7 1/0 DI ROD MOD SELECTOR 

25.2 ROD~OD_SELL KELA5L LM25IN6 1/0 DI ” 
25.3 ROD_GUP _SELU KELA3U LM25IN5 1/0 DI ROD GRUP SELECTOR 

25.4 ROD_GUP _SELL KELA3L LM25IN4 1/0 DI ” 
25.5 FW_ISO_SW KELC1L LM25IN lO 1/0 DI FEED WATER ISO SW 

25.6 MSTJSO_SW KELC lR LM25INll 1/0 DI MAIN STM ISO SW 

25.7 SAFE_REST _SW KELD1R LM25IN12 1/0 DI SAFE GUAR REST SW 

25.8 MAN_CTMT _SW KELD1L LM25IN13 1/0 DI CTMT MANUAL SW 

25.9 MAN SI SW KELE1L LM25IN14 1/0 DI SI MANUAL SW 
25.10 SLBUιSW KELElR LM25IN15 1/0 DI SI BLOCK SW 
25.1 1 ruc TRIP _ TOG KELG1U LM25IN16 1/0 DI REACTOR TRIP SW 
25.12 RX~ST_TOG KELG1L LM25IN17 1/0 DI REACTOR RESET SW 
25.13 LD_BPRES_TO K3.J07 LM25IN429 1/0 DI Let back press TOG 
25.14 LD_BPRES_SW LM25IN 1/0 DI Let back press sw 
25.16 PR_BUιSW KELF3 LM25IN18 1/0 DI PR TRIP BLOCK SW 
25.17 IR~LK_SW KELG3 LM25IN19 1/0 DI IR TRIP BLOCK SW 
25.18 SR~LκSW KELH3 LM25IN20 1/0 DI SR TRIP BLOCK SW 
25 .19 RWST JIV8_0P KEF1L LM25IN26 1/0 DI HV80PEN 
25.20 RWST JIV8_CL ‘KEF1L LM25IN27 1/0 DI HV8 CLOSE 



25.21 RHR~OLCL KEB2L LM25IN29 1/0 DI HV 201 CLOSE 
25.22 RHR_20LOP KEB2R LM25IN30 1/0 DI HV2010PEN 
25.23 PRZ_SP_MA KL.J15 LM25INI86 1/0 DI PRZ SPRAY AUTO/MAN 
25.24 GLA_SEA_ON KGSL LM25IN246 1/0 DI GLAND SEAL STM ON 

25.똥 TBN_ TUR_GEA KLH28R LM25IN잃6 1/0 DI TBN TURNING GEAR 

25.26 TBN_ TRIP _ TOG KED38U LM25INI06 1/0 DI TBN TRIP 

25.27 TBN_RST _ TOG KED38L LM25INI05 1/0 DI TBN TRIP REST 

25.28 RELSE.-LOCK INTERLOCK RELSE 

25.29 AIRYUM_ON KLF33 LM25IN311 1/0 DI START Affi PUMP ON 

25.30 COL.→P~ON KLF37 LM25IN잃6 1/0 DI CWP PUMP ON 

25.31 PRO_HTR_TO K3F14 LM25IN433 1/0 DI PR HT TOGLE (IN/DEC) 
25.32 MST3_0PN_ VV KE.T21L3 LM25IN76 1/0 DI MSIV 308 OPEN 

l뚱.33 MST1 CLV VV KE.T21U1 LM25IN77 1/0 DI MSIV 108 CLOSE 

25.34 MST2_CLV _ VV KE.T21U2 LM25IN78 1/0 DI MSIV 208 CLOSE 
25.35 MST3_CLV _ VV KE.T21U3 LM25IN79 1/0 DI MSIV 308 CLOSE 
25.36 RELSE.-LOCK KRELSE LM25IN452 1/0 DI RELSE INTERLOCK 
25.37 MST2_CL V _ VV KE.T21U2 LM25IN78 1/0 DI MSIV 208 CLOSE 
25.38 HVLCO KE.T9Rl LM25IN54 1/0 DI HVI0PEN 
25.39 HV2_CO KE.T9R2 LM25IN55 1/0 DI HV20PEN 
25.40 HV3_CO KE.T9R3 LM25IN56 1/0 DI HV30PEN 
25.41 HVLCOC KE.T9Ll LM25IN57 110 DI HVl CLOSE 
25.42 HV2_COC KE.J9L2 LM25IN58 1/0 DI HV2 CLOSE 
25.43 HV3_COC KE.J9L3 LM25IN59 1/0 DI HV3 CLOSE 
25.44 MSTLOPN_VV KE.T21L1 LM25IN74 110 DI MSIV 108 OPEN 
25.45 MS}'2_9PN_ VV KE.T21L2 LM25IN75 1/0 DI MSIV 208 OPEN 
25.46 ROD-iN SW K3LAIN4 LM25IN500 1/0 DI ROD IN/OUT SW 
l똥킨 ROD_OUT_SW K3LAOUT4 LM25IN501 110 D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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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ülÏtal Sümal Innut(IN DA T A Dl : 1-62. IN DATA D : 63-80) : VXI • ASICS 

No. Block Name FBM No. FBM Shard Memoη Scaling VXI PNT 기타 

PNT 
59 FWJSO_STA 011402 19 LM22IN314 14많b 7.2 KMANFW 
60 SAFE_REST _SW 011402 20 LM221N12 14않b 7.3 KELD1 R 
61 IR_TRIP_BK 011402 21 LM22IN309 14않b 7.4 K1RTBS 
62 PILTRIP_BK 011402 22 LM22IN310 14않b 7.5 KPRTBS 
63 CONDYP1_STA 011402 23 LM18IN7 1458b 7.6 KCDP(]) 
64 CONDYP2_STA 011402 24 LM18뻐8 1458b 7.7 KCDP(2) 

65 CONDYP3_STA 01아x>3 LM18IN9 14많b 8.0 KCDP(3) 

66 AUXYPLSTA 01αXl3 2 LM201N1 14않b 8.1 KAFWP(]) 

67 AUXYP2_STA 01아x>3 3 LM201N2 14댔b 8.2 KAFWP(2) 

68 AUXYP3_STA 01αXl3 4 LM201N3 14않b 8.3 KAFWP(3) 

69 FWYPLSTA 01αXl3 5 LM181N2 14많b 8.4 KFWP(I) 

70 FW‘ PP2_STA 01아x>3 6 LM181N3 14않b 8.5 KFWP(2) 

71 FWYP3_STA 01아Xl3 7 LM18IN4 14댔b 8.6 KFWP(3) 

72 RHRYP_STA 01아Xl3 8 LM081N1 14많b 8.7 KRl뀐P 

73 FVI22_MA 011403 17 LM081N6 14많b 9.0 KCFCVM 
74 CHRGPLSTA 011403 18 LM08IN2 14많b 9.1 KCHRGP(1) 

75 CHRGP2_STA 011403 19 LM081N3 1458b 9.2 KCHRGP(2) 

76 CHRGP3_STA 011403 20 LM08IN4 14많b ’ 9.3 KCHRGP(3) 

77 LDßPRES.-MA, 011403 21 LM08IN5 14댔b 9.4 KLDBPM 

78 RCP3_STATUS 011403 22 LM얘1N6 14많b 9.5 KRCP(3) 

79 RCP2_STATUS 011403 23 LM얘1N5 1458b 9.6 KRCP(2) 

80 RCPLSTATUS 011403 24 LM얘IN4 14많b 9.7 KR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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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üzital Süma1 Output(OUT~ATA_D}:l - 52. OUT_DATA_D:53-8Q) : ASICS • VXI 

No. Block Name FBM No. FBM Shard Memory Scaling VXIPNT 기타 

PNT 
61 AUX_PP2_STA 011402 29 LM20IN2 1458a 7.4 KAFWP(2) 

62 AUX• PPLSTA 011402 30 LM20INl 1458a 7.5 KAFWP(I) 

63 COND_PP3_STA 011402 31 LM18IN9 1458a 7.6 KCDP(3) 

64 COND_PP2_STA 011402 32 LM18IN8 1458a 7.7 KCDP(2) 

65 COND PPl STA 01αx)3 9 LM18IN7 1458a 8.0 KCDP(I) 

66 FW_PP3_STA 010903 10 LM18IN4 1458a 8.1 KFWP(3)(동신X?) 

67 FW_PP2 STA 01αx)3 11 LM18IN3 1458a 8.2 KFWP(2)(풍신X?) 

68 FW_PPLSTA 010903 12 LM18IN2 1458a 8.3 KFWP(1) 

69 CHRGP3 STA 010903 13 LM08IN4 1458a 8.4 KCHRGP(3) 

70 CHRGP2_STA 01αX)3 14 LM08IN3 14않a 8.5 KCHRGP(2) 

71 CHRGPLSTA 01αX)3 15 LM08IN2 1458a 8.6 KCHRGP(1) 

72 RHR_PP_STA 01αX)3 16 LM08INl 1458a 8.7 KRHRP 
73 RHR,JiVI02 011403 25 LM08RE1O 1458a 9.0 BHVI02(통신X?) 

74 RHR_HV201 011403 26 LM08REI6 1458a 9.1 BHV201(동신X?) 

75 RCP3‘ STATUS 011403 27 LM04IN6 1458a 9.2 KRCP(3) 

76 RCP2_STATUS 011403 28 LM04IN5 1458a 9.3 KRCP(2) 

77 RCP1_STATUS 011403 29 LM04IN4 1458a 9.4 KRCP(1) 

78 RCP3_OIL PP 011403 30 LM04IN3 1458a 9.5 KOILP(3) 

79 RCP2_OILPP 011403 31 LM04IN2 1458a 9.6 KOILP(2) 

80 IRCPl_OIL]P 011403 32 LM04INl 1458a 9.7 KOIL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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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IOS의 원전 적용을 위한 채안서 

1. 목적 : ADIOS (Alann and Diagnosis-Integrated Operator Support System) 

를 차세대 빛 기존 경수로의 경보계통에 적용 

2. 업무 범위 : ADIOS를 이용한 동척경보처리 계통 셜계 

- 경보처리 알고리즘 개발 

- 경보처리 모드 셜정 빛 상태 셀정 

- 우선순위 셀정기준 및 경보 우선순위 결정 

- 경보의 특성에 따른 처리 알고리즘 개발 

- 경보계통 구성 

- 계충적 경보처리 및 표시 화면 셜계 

- 경보 추적 Navigation 체계 개발 

3. 업무 내용 및 업무 분담 

- 총팔 및 System Engineering : Project 계획 빛 업무 조정 :U디lity 

- 계통셜계 요건(System Design Requirement) 경보억제 및 우선순위를 

이용한 경보계통의 설계 요건 작성 (ADIOS올 기반으로 설계요건 작성) 

: KAERI. KOPEC 

- 계통 셀명서 (System Description) ADIOS 경보계통의 기능 및 구성 

설명서 :KAERI 

- 연겨l요건Onterface RequÏrement) 경보계통과 타계통과의 연계요건 작 

성 :KAERI 

- 소프트웨어 SPEC. (Software Specification) 계통셜계 요건에 따른 계 

통 소프트웨 어 설 계 사양서 작성 : KAERI, KOPEC 

- 하드훼어 SPEC.(Hardware Specification) 계통설계 요건에 따른 하드 

웨어 셜계사양서 작성 : KOPEC, 우리기술 

- 설계 보고서(Design Report) 인허가를 위한 주요 설계 issues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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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적 결정 및 모웰링 : KAERI, KOPEC, 업체 

- 알고리즘 코딩 (Software Ðesign) 소프트웨어 사양서에 따른 프로그랩 

코딩 : 업체나 우리기술이나 KAERI 

- 하드훼어 공급(Equipment Supply) : hardwired 기기는 우리기술에서 개 

발한 제품을 사용하며 컴퓨터 기반 경보계통 기기는 우리기술에서 구 

매하여 납품 : 우리기술 

- 인허가 지원(Licensing Support) 현재 인허가 현안에 대한 대책 및 인 

허가 획득 지원 : KAERI, 우리기술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Software Verification 뻐d V려idation) 소프 

트훼어 생명 주기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시험 : KAERI 

- 하드웨어 확인 및 검증(Hardware V&V) 공급 기기의 환경 시험 및 

건전성 확인 : 우리기술 

- 통합 시 험 (Integrated Testing) 하드훼 어 와 소프트훼 어 의 통합 환경 에 

서의 성능 시험 : KAERI 

- 화면 설 계 : ADIOS의 화면 Navigation 체 계 확립 및 경보 표시 화면 

설계 : KAERI 

- 소프트훼어 코딩 업체 션정 :U디lity or 우리기술 

- 인간공학적 유용성(성능시험) : 운전원에 대한 유용성을 시험하는 것으 

로 인허가의 가장 중요한 issue로서 실시간 시률레이션 환경에서 실행 

되어야 함. :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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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일정 

업무내용 1/12 2/12 3/12 4/12 5/12 6/12 7/12 8/12 9/12 10/12 11/12 

- 계통설계 요건 ---- ----

- 계통 설명서 ----

- 연계요건 

- 설계 보고서 ---- --

- 소효 E 웨어 ---- ----

SPEC. 

- 하드웨어 --

SPEC. 

- 화연 설계 ----

- 알고리즘 코딩 --一- ’---- ---- ----

- 하드웨어 공급 ----

- 인허가 지원 

- 소효트웨어 

확인 및 검중 

- 하드웨어 확인 

및 검증 

- 통합 시험 “--- ----

- 인간공학적 ----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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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물(Deliveables) 

- 계통설계 요건서 (System ’Besign Req띠rement) 

- 계 통 셜 명 서 (System Description) 

- 연 계 요건 (Interface Requirement) 

- 소프트훼 어 SPEC.(Software Sκx:ification) 

- 하드혜 어 SPEC.(Hardware S야cification) 

- 셜 계 보고서 (Design Report) 

- 경보처리 프로그램 

- 경보계통 하드혜어 

- 인허가 지원(Licensing Support)을 위한 평가서 

- 소프트훼 어 확인 및 검 중(Software V&V) 계 획 서 

- 소프트훼 어 확인 및 검 중(Software V&V) 실 행 설 명 서 (ManuaD 

- 소프트웨 어 시 험 (Software Test Plan) 계 획 서 

- 소프트혜 어 확인 및 검 중(Software V & V) 결과보고서 

- 하드웨어 확인 및 검중(Hardw따-e V&V) 계획서 

- 하드훼 어 환경 (Hardware EnvironmentaD 명 가서 

- 하드웨어 EMI RFI 시험 평가서 

- 하드훼 어 확인 및 검 중(Hardware V&V) 결과보고서 

- 통합 시험(Integrated Testing) 결과보고서 

- ADIOS의 화면 Navigation 체계 및 셜계 화면 

- 인간공학 확인 및 검중(Human Factor Engineering V &V) 계획서 

- 인간공학 시험 (Human Factor Engineering Test Plan) 계획서 

- 인간공학 확인 및 검 중(Human Factor Engineering V&V)결과보고서 

- 경보처리 논리도(Al따mLρgic Diagram) 

- Functional Block Diagram 

- 314-



6.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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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 대전 발행기관 l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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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않내외)오 | 
원자력발전소 운전 드중 저출력 운전과 정상 출력 운전모드는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껄 

계되어 있다. 그러나 가열 및 냉각 운전모드는 발전소 상태가 자동으로 동착을 할 수 없는 조건 

이거나 발전소의 동특성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수동운전에 의폰하고 있다. 따라 

서， 수동 운전에 따른 운전원의 업무 과중이나 감시 소흩로 인해 원전 불시정지가 발생활 가놓 

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로 충수 및 배기완료 상태에셔 원자로 출력 5%까 

지 운전을 자동화한 원전 자동기동시스댐을 개발하였다. 
t 

1 뼈l∞는 운전씬의 운전경헝과 정보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여 경보훌 처려 빛 표시하는 방 

법을 개선하였다. 경보처리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리 3호기 및 영광 3호기를 대상으 

j로 prototype이 구현되었다. Prototype에는 총 삼천여 개의 경보가 지식으로 표현되었으며， Tile 

형 경보 Window, 일， 이차계통 overview schematic 화면과 세부계통 schematic 화면이 구현되 

었다. 영광 3호기를 대상으로 개발된 ADIOS는 인간공학 시 험 껄 비 (KAERI-ITF 

KAERI-Integrated Test Facility)에 연결되어 영광 운전원에 의해 실시간적인 원자력발전소 주 

제어실 환경에셔 인간공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주쩨명키워드 I유 계용측성제어 자동화， 자동기동 및 정지， 경보처리 및 표시， 지식기반， 인간공학적 
(10단어내외) 시험， 정보 Navigation, 고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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