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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동원전(울진 1발)/신울진 1&2 후속 신규원전 적용을 위한 경보원인추적시스

템(LogACTs) 성능 개선 및 수탁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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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경보 원인 추적 Logic 검증 

  가. 원인경보 원인 추적 Logic 검증

가) 원인추적 Logic 내부 및 외부 논리연결 확인

- Logic 도면 내부 연결 동일 페이지 연결 확인 ------------------☑
. 내부 연결자 심볼 확인 및 동작

. 내부 연자자로 연결 확인 

- Logic 도면 외부 연결 타 페이지 연결 확인 --------------------☑
. 외부 연결자 심볼 확인 및 동작

. 외부 연자자로 이동 확인 

나)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 입력

-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 입력 확인  ------------------☑
. 논리소자의 입출력 ID를 입력 심볼 확인 및 동작

. LogACTs의 DB정보로부터 데이터 값 수신 확인

. Off-line 데이터 값 입력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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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인추적 Logic 논리소자 입출력 ID로 경보 논리 원인결과 추적

- 원인추적 Logic 동작 시험 ------------------------------------☑
.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를 입력 

.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에 Off-line 데이터 값 입력 

. Off-line 실행 동작 확인

. 원인추적 결과 색깔 및 추적 Line 심볼 변경 확인 

. ID 값의 입력으로 연속하여 다른 page로 원인의 전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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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OP(비정상) 상태 원인경보 원인추적 Logic 검증 

가) 출력감발관련 비정상운전 원인추적 Logic 확인

월성 4호기 비정상 운전절차서중에서 “출력감발 신호를 자동 생성되

거나, 출력 감발이 우려되는 비정상 상태”는 다음과 같이 15개를 선정하여 

비정상 AOP 진입 로직을 구현하였다.

        

문서 번호 비정상 절차서 제목
기타(경보

화면그룹)

비정상-002 터빈발전기 불시정지시 조치 1

비정상-308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고장 열림 2

비정상-309 냉각재 압력 수위 제어 충수 및 배출밸브 동시 고장 2

비정상-314 가압기 증기방출밸브(63332-PCV5/6)완전개방 2

비정상-404 정상운전중 대기펌프 없는 상태에서 주급수펌프 트립 3

비정상-405 주급수펌프 재순환 밸브 고장 열림 3

비정상-409 주급수펌프 재순환밸브의 제어공기 상실 4

비정상-411 탈기기 저장탱크로의 복수공급 상실 4

비정상-413 복수기 보충수 배관 누설 4

비정상-415 복수기 증기방출 밸브(CSDV) 고장 열림 1

비정상-706 증기발생기 주수위 제어밸브 고장 3

비정상-708 1개 탈기기 주수위 제어밸브의 제어공기 상실 4

비정상-720 감속재 열교환기 기기냉각수 상실 5

비정상-724 고정자 열교환기 기기냉각수 상실 1

비정상-502 13.8Kv/4.16Kv 전원 상실 6

- 15개의 비정상 상태 진입 Logic 구현 여부 ---------------------☑
. 계통 혹은 기기경보 상태에 의한 진입조건 

. 계통의 유체 흐름에 따른 압력, 수위 및 온도 등의 변수 값을 추적

으로 진입조건 

. 펌프의 비정상 상태는 전원과 그 계통의 유량으로 비정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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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조건 

나) 출력감발관련 비정상운전 원인추적 Logic 검증

- 출력감발관련 비정상운전 원인추적 Logic 동작 시험 ------------☑
.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를 입력 

.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에 Off-line 데이터 값과 경보신

호 입력 

. 출력감발관련 비정상운전 원인추적 Logic에 따른 비정상운전 진입 

확인

. 원인추적 결과 색깔 및 추적 Line 심볼 변경 확인 

. 15개의 비정상 상태 진입 Logic에 대한 동작 시험 확인

      

  다. EOP(비상) 상태 원인경보 원인추적 Logic 검증 

가) 출력감발관련 비상운전 원인추적 Logic 확인

월성 4호기의 비상 운전절차서는 총 15종으로 다음과 같다. 

- 15개의 비상 운전상태 진입 Logic 구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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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001 000 04 EOP-001출력감발시 우선조치

비상-002 000 03 EOP-002필수안전 변수 감시 및 회복
비상-003 000 05 EOP-003냉각재 대량 상실사고
비상-004 000 05 EOP-004냉각재 소량 상실사고

비상-005 000 05 EOP-005급수 상실사고
비상-006 000 04 EOP-006주 증기관 파열사고

비상-007 000 05 EOP-007등급 4전원 및 등급 3전원 상실사고
비상-008 000 06 EOP-008증기발생기 세관 파열사고

비상-009 000 05 비상-009 냉각수계통 상실사고
비상-010 000 04 EOP-010제어공기 상실사고

비상-011 000 05 EOP-011감속재 상실사고
비상-012 000 03 EOP-012감속재 상층기체 상실사고

비상-013 000 04 EOP-013종단차폐 냉각 상실사고
비상-014 000 05 EOP-014전산제어 상실사고
비상-015 000 04 EOP-015등급 4전원 상실사고

나) 출력감발관련 비상운전 원인추적 Logic 검증

- 비상운전 원인추적 Logic 동작 시험 ---------------------------☑
.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를 입력 

. 원인추적 Logic 소자의 입출력 ID에 Off-line 데이터 값과 경보신

호 입력 

. 출력감발관련 비상운전 원인추적 Logic에 따른 비상운전 진입 확인

. 원인추적 결과 색깔 및 추적 Line 심볼 변경 확인 

. 15개의 비상 상태 진입 Logic에 대한 동작 시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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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원인추적시스템 화면 검증

  가. 경보원인추적시스템 동작 확인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동작 상태 확인은 3가지 상태로 확인 가능 하

다. LogActs 시스템 감시, logACTs 연결상태 감시, Server Program 실행 상

태 감시 등이다. 

- LogActs 시스템 감시 -----------------------------------------☑
. LogActs 시스템을 정지함. 

. 심볼의 현재 상태를 확인 

. 심볼의 현재 Color의 변화를 상태를 확인

- LogActs Connect 연결상태 감시    ----------------------------☑
. LogActs 통신 Cable을 제거 

. 심볼의 현재 상태를 확인 

. 심볼의 현재 Color의 변화를 상태를 확인

-  Server Program 실행 상태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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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보원인추적시스템 상부 Manu Bar 동작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상부 Manu Bar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항목 종류 내용 번호

CONNECT

Image Box � Client와 서버의 연결상태 표시

� 녹색 점등 : 정상적으로 연결됨

� 적색 점등 : 연결이 끊어짐

②

SERVER

Image Box � Log ACT View Server 프로그램 실행 상태 표시

� 녹색 점등 : 정상적으로 실행됨

� 적색 점등 : 실행되지 않음

③

AOP
Combo Box � 비정상 운전 절차의 진입조건 매치 상태 표시

(ex [4 / 7] : 총 7개 조건 중 4개가 만족함)
④

Show PFD Button � AOP에서 선택된 항목의 PFD 화면 출력 ⑤

Electric PFD Button � 전원계통 비정상의 PFD 화면 출력 ⑥

Entry Cond Button � AOP에서 선택된 항목의 진입조건 상태 표시 창

실행
⑦

EOP Combo Box � Alarm Message 상에 표시된 항목과 관련된 EOP 

목록 표시
⑧

Trend Button � Real-time Trend List View 창 실행 ⑨

Alarm Info Button � Alarm Information 창 실행 ⑩

Alarm History Button � Alarm History Browser 창 실행 ⑪

Init Alarm Button � 경보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실행 ⑫

Help Button � Help 및 프로그램 정보 표시 창 실행 ⑬

항목 종류 내용 번호

Log ACT 시스템 감시 Image Box � Log ACT View의 Connection과 Server 프로그램

의 실행 상태 감시 상태 표시

� 이미지가 움직임 : 정상적으로 상태 감시 중

� 이미지가 멈춤 : 상태 감시 중단(이 경우, 

CONNECT, SERVER상태가 적색 등이어도 신뢰 할

수 없음.) 적색인지, 녹색인지 확인바람

①

- AOP 비정상 목록 및 비정상 진입 경보 Matching 상태 -----------☑
. 14개의 AOP 비정상 목록 표시  

. 14개의 AOP 비정상 목록의 진입 조건 경보의 matching 정도 표시 

- AOP 비정상 Show PFD 상태 ------------------------------------☑
. 14개의 AOP 선택시 해당 AOP PFD 화면 표시 

- AOP 비정상 Electric PFD 상태 --------------------------------☑
. Electric PFD 선택시 Electric PFD 화면 표시 

- AOP 비정상 Entry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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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AOP 비정상 목록의 진입 조건 표시 및 진입조건 Matching 

- EOP 비상 목록 및 비정상 진입 경보 Matching 상태 -------------☑
. 15개의 EOP 비상 목록 표시  

. EOP 비상 목록의 진입 조건 경보의 matching 정도 표시 

- EOP 비상 상태 확인 Trend ------------------------------------☑
. 필수안전기능 관련 변수 Trend 표시 

- Alarm Information -------------------------------------------☑
. 모든 경보 정보 표시 

- Alarm History 경보 이력 표시 --------------------------------☑
- Initial Alarm 경보 DB 초기화 동작 ---------------------------☑
- Help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도움말 표시------------------------☑

  다. 경보원인추적시스템 Alarm Message Window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Alarm Message window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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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발생하는 경보의 확인   ---------------------------------☑
. CI, AI, Program 경보의 경보 상태 입력  

. CI, AI, Program 경보의 경보 상태 표시 및 List 확인 

- Priority, Group, Status, program Alarm 조회 동작 상태 -------☑
- Alarm Information, Remove, Remove All 동작 확인 -------------☑

  라. 경보원인추적시스템 Compressed Alarm Window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Compressed Alarm window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 모든 발생하는 경보 중 원인경보 표시 확인 --------------------☑
. 각 시나리오에 따른 원인 경보의 분류 및 Compressed Alarm List에 

표시 여부 -------------------------------------------------☑
. 원인경보에 대한 기기 상태 동작에 대한 원인추적 여부 --------☑
. 각 경보에 대한 정보 표시 창 표시여부 및 정확성 여부 --------☑
. 기기 동작에 따른 원인경보의 원인 추적 여부 -----------------☑
. 경보에 사용되는 계통별, 경보 우선순위별 칼라 구분 코팅의 처리 

: DCC Alarm CRT에 적용하고 있는 계통별, 경보 우선순위별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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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코팅 적용 ------------------------------------------☑
. 경보 추적 Logic 도면의 처리 : 월성도면에서 사용하는 Logic 도면

의 Symbol 형태를 유지 및 표시 -----------------------------☑  
. 경보절차서의 표시 : 경보절차서에서 표시되고 있는 내용을 Alarm 

Information 화면으로 제공하며, Alarm Information 화면에는 경

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
- Alarm Information, Remove, Remove All 동작 확인 -------------☑
- Alarm Cause Log 원인경보의 원인추적결과 표시 ----------------☑
- Show Logic Diagram 원인경보의 원인추적결과 Logic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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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보원인추적시스템 Overview Mimic Window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Overview Mimic window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 Primary Overview와 Secondary Overview 화면에 정확한 값의 표시

-----------------------------------------------------------☑
. AOP와 EOP 상황 전입전 및 진입후 적절한 발전소 상황 판단 가능 

여부 ------------------------------------------------------☑
. AOP와 EOP 진입 상태 표시 -----------------------------------☑
. 발전소의 상태 파악을 위한 주요 변수 값 표시 ----------------☑
. Primary Overview와 Secondary Overview 화면 확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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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경보원인추적시스템 EOP, AOP Entry Condition Window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EOP, AOP Entry Condition Window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모든 발생하는 AOP, EOP 진입조건의 표시 ----------------------☑
- AOP, EOP 진입 조건에 부합되는 경보의 표시--------------------☑
- AOP, EOP 진입 조건 원인추적 Logic Diagram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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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경보원인추적시스템 Alarm History Browser Window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Alarm History Browser Window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선택된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보의 표시--------------------☑
- 선택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원인경보의 표시---------------☑
- 선택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인경보의 원인추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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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보원인추적시스템 화면 경보 및 변수 값 표시 검증 

경보원인추적시스템의 화면 경보 및 변수 값의 검증을 위해 tag 

Simulator를 이용했다. Tag Simulator Window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Primary와 Secondary Overview Display

- 상부 주요 Plant Parameter 표시 ------------------------------☑
. 화면 상부의 Plant Parameter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

-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고 해당 ID를 D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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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값이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그 

값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 

기록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값으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 

   예) GEN Power Dteqs004는 DB 의 dtabvaluestate의 data의 

Tagname에서 DTAB_4의 현재 값 0.96을 엑셀 파일에 기록하고, 값

을 1 차 0.55로 변경하여 화면에 변경되는 지 기록하며, 2차로 

0.1935로 기록하여 화면에 변경된 값이 표시되는 지 확인함. 만

일 값이 변경되지 않으면, 비고 란에 표시된 상태를 기록

- 하부 주요 Plant 상태 표시 -----------------------------------☑
. 화면 하부의 Plant 상태 표시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

-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고 해당 ID를 DB에서 

찾아 값을 변경하고(0 -> 1, 1 -> 0 으로) 변경된 값에 의해 화면

의 하부 Plant 상태 표시 네모의 COLOR가 변하는 지 확인하고 변

한 color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의 변경상태 및 Color 란에 기록

. RRS 543, 544, 545, 546, 547, 550,551, 552, 553, 554, RRS 555 

OR Logic와 같이 Or나 And 혹은 SDS #1(CI001, 007, 013 

2/3logic) Or SDS #2(CI097, 081, 112 2/3logic)과 같이 2/3 

2/3logic으로 표시된 항목은 각 항목의 3개이상을 입력하여 확인

하여야 함.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color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한다. 

  예) SDS #1(CI001, 007, 013 2/3logic) Or SDS #2(CI097, 081, 112 

2/3logic)는 CI_001와 CI_007 혹은 CI_013 값을 변경하여 화면 하

부의 네모의 color가 변하는 지 확인 함.

- 화면 중앙부 Parameter 값 표시 -------------------------------☑
. 화면 중앙부 Parameter값 표시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

-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여 해당 ID를 DB에서 

찾아 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값이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그 

값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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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다.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값으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한다. 

나) 기타 비정상 상태 MIMIC Display 

- 상부 주요 Plant Parameter 표시  -----------------------------☑
. 화면 상부의 Plant Parameter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

-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고 해당 ID를 DB에서 

찾아 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값이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그 

값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 

기록한다.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값으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한다. 

   예) GEN Power Dteqs004는 DB 의 dtabvaluestate의 data의 Tagname

에서 DTAB_4의 현재 값 0.96을 엑셀 파일에 기록하고, 값을 1 차 

0.55로 변경하여 화면에 변경되는 지 기록하며, 2차로 0.1935로 

기록하여 화면에 변경된 값이 표시되는 지 확인함. 만일 값이 변

경되지 않으면, 비고 란에 표시된 상태를 기록

- 하부 주요 Plant 상태 표시   ---------------------------------☑
. 화면 하부의 Plant 상태 표시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

-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고 해당 ID를 DB에서 

찾아 값을 변경하고(0 -> 1, 1 -> 0 으로) 변경된 값에 의해 화면

의 하부 Plant 상태 표시 네모의 COLOR가 변하는 지 확인하고 변

한 color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의 변경상태 및 Color 란에 기록한다.

. RRS 543, 544, 545, 546, 547, 550,551, 552, 553, 554, RRS 555 

OR Logic와 같이 Or나 And 혹은 SDS #1(CI001, 007, 013 

2/3logic) Or SDS #2(CI097, 081, 112 2/3logic)과 같이 2/3 

2/3logic으로 표시된 항목은 각 항목의 3개이상을 입력하여 확인

하여야 함.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color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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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DS #1(CI001, 007, 013 2/3logic) Or SDS #2(CI097, 081, 112 

2/3logic)는 CI_001와 CI_007 혹은 CI_013 값을 변경하여 화면 

하부의 네모의 color가 변하는 지 확인 함.

- 하부 타 계통 상태 표시 --------------------------------------☑
. 화면 하부의 타 계통 상태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

-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고 해당 ID를 DB에서 

찾아 값을 변경하고(0 -> 1, 1 -> 0 으로) 변경된 값에 의해 화면

의 하부 타 계통 상태표시 원의 COLOR가 변하는 지 확인하고 변한 

color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

일의 변경상태 및 Color 란에 기록한다.

. RRS 543, 544, 545, 546, 547, 550,551, 552, 553, 554, RRS 555 

OR Logic와 같이 Or나 And 혹은 SDS #1(CI001, 007, 013 

2/3logic) Or SDS #2(CI097, 081, 112 2/3logic)과 같이 2/3 

2/3logic으로 표시된 항목은 각 항목의 3개이상을 입력하여 확인

하여야 함.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color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한다. 

  예) SDS #1(CI001, 007, 013 2/3logic) Or SDS #2(CI097, 081, 112 

2/3logic)는 CI_001와 CI_007 혹은 CI_013 값을 변경하여 화면 

하부의 네모의 color가 변하는 지 확인 함.

- 화면 중앙부 Parameter 값 표시 -------------------------------☑
. 화면 중앙부 Parameter값 표시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

-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서 확인하여 해당 ID를 DB에서 

찾아 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값이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그 

값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일에 

기록한다.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값으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한다. 

- 화면 중앙부 Pump, Valve 및 Heater 동작 상태 표시 ------------☑
. 화면 중앙부 해당 기기 Pump, Valve 및 Heater등의 동작 상태 표시

의 ID를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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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확인하여 해당 ID를 DB에서 찾아 값을 변경하고(0 -> 1, 1 

-> 0 혹은 동작 Logic에 따라) 변경된 값에 의해 화면의 화면 중

앙부 해당 기기의 동작 상태 표시의 COLOR가 변하는 지 확인하고 

변한 color을 PFD_AOP-Overview-필수변수-Signal-모음_090416 엑

셀 파일의 변경상태 및 Color 란에 기록한다.

. "AI-2523 > 260Kg/s AND AI-536 > 10Kg/s" 등과 같이 Logic 구성으

로 동작되는 신호는 해당 ID의 값을 변경시켜 logic 구동에 의해 

Color가 변경되는지 확인한다. 

. 이후 값을 초기 값으로 변경하여 초기 color로 환원되는 지 확인한

다. 환원되지 않으면 비고란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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