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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necessary to adopt some logical techniques and methods of alarm processing for a large complex plant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in order to present the occurred alarm messages properly and concisely.  Among such 

alarm processing techniques, the alarm suppressing function is a strong tool to avoid alarm flooding during the sudden 

transients of plant output power such as turbine trips, reactor trips and other incidents. Unless any suppression or 

representation technologies are used in an alarm message listing system, it cannot provide quick assistance to plant 

operators or supervisors during plant upsets because too many alarm messages are presented in an alarm list window. 

This paper presents the key suppression methods and analysis processes developed for implementing a suppressed alarm 

message listing function of an integrated alarm system called LogACTs which has been applied to a CANDU nuclear 

power plant. A simulation testing of the suppressing function conducted with the real plant alarm message list data has 

demonstrated an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logics with the high suppres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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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모든 원자력발 소는 경보계통을 구비하여 운 원에게 비

정상 상태를 알리는 경보 정보를 한 형태로 제공함으로

써 운 원이 오류 상황을 인지하여 정상 혹은 안 한 상태

로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1]. 그러나 

수천 개를 상회하는 발 소의 체 경보를 앙제어실의 제

어반 상단 패 에 고정된 형태의 경보창(Annunciation 

Windows)으로는 부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경보 용 모

니터를 이용하여 발생된 경보의 목록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를 들면 가압 수로형(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원자력 발 소의 경보 용 모니터 두 

개에 표시되는 경보목록은 상세한 경보 내용을 발생 순서

로 표시하여 운 원의 상황해석과 단을 한 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이 게 경보 메시지를 모니터에 순차 으로 표시하는 것

은 정상  출력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작고 국부 인 기기 

고장의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랜트의 출력감발 등 주

요 운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서는 발생되는 경보가 

격히 증가하므로 경보 메시지 수량이 모니터의 표시 한도

를 쉽게 넘치게 되어 경보계통으로서의 유용성을 상당히 상

실하게 된다[2,3]. 

원자력발 소의 격한 원자로의 출력감발에는 Setback, 

Stepback, 원자로트립, 터빈트립 등이 있다. Setback은 미리 

설정된 비율에 따라 원자로 출력이 발생조건에 따라 결정되

는 최종 감발 수 까지 선형 으로 감소하는 운 형태이고, 

Stepback은 원자로 노심에 성자 흡수 이 삽입되어 정해

진 수 까지 즉각 인 계단형 출력 감소를 일으키는 운 모

드이다. 원자로트립과 터빈트립은 각각 원자로 혹은 터빈의 

불시 긴 정지를 말한다.

이러한 원자로의 출력감발 혹은 과도상태에서 나타나는 

경보폭주 상태에서도 원자력발 소 경보계통의 효율성을 높

이기 해서는 정상운  혹은 국부  기기고장을 발견하기 

한 경보발생 체계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경보를 축약

하거나 여과하여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3,4]. 

본 논문은 출력감발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보를 논리

으로 축약하는 규칙과 그 축약논리가 용될 경보를 선정하

기 한 분석방법을 제안한다. 한 개발된 축약논리를 실

제 CANDU 원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

다. 

2 . 경보축약 규칙

우리는 ‘경보의 축약’을 ‘발생조건이 충족되어 이미 생성

된 여러 경보 에서 불필요한 것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랜트의 상황에 맞는 의미 있고 요한 경보만을 어떻게 선

택하여 별도의 목록(축약 경보창)에 따로 표시하여 운 원

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정의한다. 경보가 발생하

을 때 축약 경보창에 이 경보의 표시 여부를 결정하기 

해서는 각 경보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 축약 여부를 단하

는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이 논문은 발 소 등의 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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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경보계통 개선을 한 여러 가지 기법과 기술[3-5] 

에서 경보의 발생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각 경보 객체간의 

계만을 이용하여 경보의 축약을 실 하기 한 축약규칙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용하 다. 

2 .1  운 모드 종속(Plant O perating Mode Dependancy) 

축약

이것은 경보의 표시여부를 랜트의 운 모드 조건과 연

동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경보 축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

법이다. 모드종속 억제 경보에는 출력감발과 같은 특정 운

모드에서 요시되지 않거나 랜트의 거동 특성상 당연

히 발생되는 경보들이 해당된다. CANDU 원 의 다음과 같

은 특성을 지니는 경보가 모드종속 방법으로 축약되는 경보

에 포함된다.   

(1) 원자로 출력에 계되는 경보: 원자로 출력에 연동

되어 발생되게 되는 상태정보 혹은 신호.

) ‘SGLL Trip Inhibit<2%( 출력 증기발생기 수  

트립 지)’: 이것은 원자로 출력이 2% 이상일 경우에 증기

발생기 수  트립 기능이 용됨을 알려주는 것으로써 원

자로 출력이 2%이하로 내려가는 긴  출력감발 모드에서는 

당연히 발생되지만 증기발생기의 비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운 원의 경계가 필요한 요한 것은 아니다.

(2) 일시  발생 경보: 운 모드의 변동 시 일어나는 물

리  상 혹은 자동제어 작동 등에 의하여 일시 으로 발

생되는 경향이 있는 경보.

) ‘SGP #1 CSDV Malf.(응축기 증기덤  밸  1번 오

작동)’: 응축기 증기덤  밸  (CSDV: Condenser Steam 

Dump Valve)는 터빈트립이 일어나면 열리도록 제어되는데 

밸 를 열리도록 명령하는 제어신호와 밸 작동 후 밸 개

도를 감지하는 입력신호 사이에 시간지연에 따른 불일치로 

인하여 일시 으로 경보가 발생 후 사라진다. 이 외에도 

수히터 수 련 경보들은 터빈트립이 일어나면 정상 증기 

경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경보의 발생과 해제가 반복된다. 

(3) (해당 운 모드에서) 사용되지 않는 계통의 경보: 

정상운  에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운 모드

에서는 발 소의 안  운 에 계가 없거나 이용되지 않는 

계통의 경보.

) ‘Mod. Purif. Flow Lo(감속재 정화계통 유량)’: 감속

재 정화계통은 원자로 정지가 되면 원자로와 격리가 되므로 

정화계통과 련된 모든 경보는 원자로 정지 모드에서는 

요하지 않게 된다. 액체 역제어계통에 련된 경보 한 

원자로 정지 혹은 Stepback 모드에서는 같은 이유로 용할 

필요가 없다.       

와 같은 경보를 축약하기 해서는 재 화(On) 상

태인 경보 에서 재 모드에 해당하는 모드종속 억제경보

를 축약경보화면에서 삭제하도록 구 한다.  

즉, 

  발생된모든경보, 
   ∈ 모드에서억제되는경보, 
 전체경보중 번째경보 ,  현재운전모드,
 경보의표시속성  (0: 축약, 1: 표시) 으로 정의

하면, 억제 논리는  

if ∈    , 
then     (=Off: 축약함) 

으로 결정된다. 이때 m은 출력감발이 일어나는 운 모드이

다. 본 논문은 CANDU 원 의 경우를 다음의 4가지 운 모

드로 구분하 다.

mode=1: 원자로트립(Reactor Trip): 원자로의 긴 정지,

mode=2: 터빈트립(Turbine Trip): 터빈 발 기 긴 정지,

mode=3: Setback: 발생 시 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최

종 감발 수 까지의 선형  출력 감소,

mode=4: Stepback: 원자로 노심에 성자 흡수 이 낙하 

삽입되어 이루어지는 정해진 수 까지의 즉각 인 계단형 

출력 감소.

 모든 경보계통은 랜트의 고장이나 이상이 없는 정상운

 조건에서는 경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Dark Board 형태로 

설계되므로 정상운 에서의 모드종속 억제경보는 고려할 필

요가 없으며, 따라서 정상운 모드에서는 모드종속 이외의 

규칙만으로 축약한다.   

2 .2  운 모드 비연동 경보 축약(Non- mode- dependency 

Alarm Suppression)

정상운 이나 출력감발 운  등 어느 경우에서도 물리

인 계 혹은 작동의 연계성이 있는 경보들은 정상 운 모

드에서도 축약규칙을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의 경보축약 규칙들은 특정 운 모드에 계없이 모든 운  

상태에서 용된다. 

2 .2 .1  원인- 결과 계 경보 축약(C ause- C onsequence 

Relationship)

일부 경보는 다른 경보의 발생과 직-간 으로 연 이 

있다. 하나의 경보 상황이 다른 경보 상황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때 선행 경보상황의 결과로써 발생되는 후행 

결과경보는 시간 으로 박하게 안 에 향을 미치는 

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약한다. 그림 1은 원인-결과 경보의 

사례이다. ‘고압 수히터 고수 ’가 되면 랜트는 자동으로 

열원으로 공 되는 추기 증기(extraction steam)를 차단

(isolation)하고 튜 측으로 흐르는 수 공 도 차단하게 되

어 그 결과로 두 가지 결과경보 ‘고압 수히터 A열 튜  

차단’과 ‘고압 수히터 A열 추기 증기 차단'도 같이 발생하

게 된다. 

그림 1  원인-결과경보의 시

Fig. 1  Example of Cause-consequence Relationship

   

이 경우 선행경보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두 개의 후행경보

는 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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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결과의 계의 있는 결과경보 R은  

     ∈ ∈, 
 : x는 y의 결과경보 

으로 표 되고, 억제 논리는  

if ∈ , 
then     (=Off: 축약함) 

으로 결정된다. 

2 .2 .2  다  설정치 경보 축약(Multi- setpoint 

Relationship)

발 소의 주요 공정 제어변수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여러 단계의 경보 설정치를 두고 그 계측변수의 이상 상태

를 단계별로 경계하게 된다. 경보의 발생은 정상운  범

에서 가까운 경보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정상운  설정값에

서 많이 떨어진 후행경보는 이미 선행경보의 의미를 포함하

게 된다. 따라서 후행경보가 발생하면 벨 선행자(level 

precursor) 경보는 축약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a2(탱크 

수 )는 a1(탱크 최 수 )의 벨 선행자이고 a1은 a2의 

벨 후행자(level post-cursor)의 계가 성립한다. 

그림 2  다  설정치 경보

Fig. 2  Multi-setpoint Alarms

   

여기서 경보간의 벨 선행자(level precursor) 계가 있

는 경보 L은  

      ∈ ∈, 
 : x는 y의 벨선행자 경보, 

으로 표시되고, 억제 논리는  

 if ∈ , 
 then     (=Off: 축약함) 

으로 결정된다.

벨선행자 계가 형 으로 용되는 곳은 증기발생기 

수 변수이다. CANDU 원 의 증기발생기 수 련 경보 

수는 다음과 같이 8개나 된다. 

1) 수  -2.6m: SG1 LVL Very Lo<-2.6M: 수 ( 험)

2) 수  1.37m: Stepback Low SG Level: 출력감발 발생

3) 수  1.59m: SG LVL SDS2 Trip Lo: 제2정지계통 작동

4) 수  1.74m: SG LVL SDS1 Trip Lo: 제1정지계통 작동 

5) 수  2.30m: SG1 Level Low: 수 (경고)

6) 수  2.50m: Normal Operation(full power): 정상 조건 

7) 수  2.80m: SG1 LVL Hi: 고수 (경고)

8) 수  2.96m: SG1 LVL VHI: 고고수 , 터빈트립

9) 수  3.02m: FW MV-63 CLS Required, SG1 LVL>3.02 

m: 고수 , 수밸  차단.

따라서,  1)의 경보가 발생하면 2), 3), 4), 5)의 경보는 

다  설정치 축약규칙에 의하여 모두 축약된다.

2 .2 .3 공통자원 종속 경보축약(C ommon Resource 

Relationship) 

자동밸  혹은 모터펌  등의 랜트 기기를 작동하는 동

력원으로 압력공기와 기가 공통 으로 공 된다. 이러한 

동력원의 공 이 차단되면 해당 공 원에 연결되어있는 기

기들의 작동이 멈추거나 고장 모드로 환되므로 이에 따르

는 고장 경보들이 연이어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공통 자원 

상실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통자원 종속경보들은 축약된다.

공통자원경보 Q를  

      는공통자원대표경보로 정의하면, 
공통자원 종속경보는 

      ∈ ∈  ∈,
 : x는 y의 공통자원 종속경보

이고, 억제 논리는  

 if ∈ , 
 then     (=Off: 축약함)

으로 결정된다.

이 게 공통자원 종속 계에 의하여 축약되는 경보의 

는 다음과 같이 4kV 모선-C 압 상실에 의하여 종속 으

로 발생되는 것이 있다. 

1) BUC 4kV CL(class) 4 Under Voltage(모선-C 

압): 압이 없으므로 발생,

2) BUC 4.16kV P.T Fuse Blow Down(모선-C 변압

기(P.T, Potential Transformer) 휴즈 차단): 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발생,

3) P7751 CNDSR CLG WTR PMP Trip(콘덴서 냉각수 

펌  정지): 펌  구동모터에 력이 공 되지 않아서 정지,

4) P18 CEP DISCH HDR Press Lo(복수추출펌  방출수

두 압력): 복수펌 (Condensate Extraction Pump)에 기 

공 이 상실되어 정지하므로 경보 발생함(이후 기 인 

펌 가 기동되면 사라짐).

의 에서 1)경보는 Q에 속하고 2), 3), 4) 경보는 C에 

속하게 되어 축약된다.

2 .2 .4  경보 그룹화(Alarm Grouping) 

경보의 그룹화 혹은 경보의 합성(coalescing)은 신규로 개

발되는 발 소들의 제어실 개념에 많이 용되는 방법 의 

하나이다[1,8]. 일반 으로 계통별로 경보를 분류하고 계통의 

표경보를 이용하여 그 계통 내에 경보상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계통별 혹은 기능별 경보

를 구사하는 방법이 체 랜트 개요(overview) 화면에 경

보 정보를 표시하는 매우 효과 인 그룹화 방식이지만 본 

논문의 용 상인 가동 인 랜트의 경보 메시지 목록

시스템에 추가 인 축약기능을 제공하고 발생된 경보의 시

간  순서를 나타내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로 

제한하여 그룹화 하는 것이 과도한 축약으로 인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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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막는 한 방법이다.

(1) 안 계통 다 채  라미터 경보

일반 으로 원자력발 소의 안 계통은 하나의 공정변수

를 측정하기 하여 3- 화 혹은 4- 화 계측채 을 가진며 

CANDU 형 원 은 3- 화 채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한 변수의 경보조건(혹은 원자로 정지조건)에서 

3개의 경보가 발생하게 된다. 를 들면, 감속재 고온도 트

립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3가지 경보 

1)Moderator Temp Hi Trip (in) Ch. D, 

2)Moderator Temp Hi Trip (in) Ch. E,

3)Moderator Temp Hi Trip (in) Ch. F

는 계측기 고장의 경우를 제외하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의 3개  하나 이상이 생성되었을 때 축약 논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표경보

4)Moderator Temp Hi Trip  

으로 축약하고 1)-3)의 경보는 삭제하도록 처리한다.

(2) 비안 계통 복채  경보 

발 소의 비안 계통은 보통 하나의 측정 채 을 유지하

지만 일부의 측정 채 은 한 센서의 고장이 발생하여도 지

속 인 신호를 받기 하여 복된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

다. 수계통의 탈기기 장탱크의 수 가 그 이다.  비안

계통이라도 복 계측채 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의 안

계통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 표경보로 축약한다.

(3) 유사 라미터 측정 경보

하나의 공정변수를 복된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같은 라미터를 측정하지는 않으나 비

슷하고 연 성이 매우 깊은 변수를 측정하는 여러 계측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펌 (CEP, Condensate 

Extraction Pump)의 구동축 진동이 증가함을 표시하는 목

의 경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1) CEP P101 Vibration Hi: 펌  베어링/축 진동 과다,

 2) CEP PM101 X Axis Vibration: 펌  X축 방향 베어

링 진동 과다,

 3) CEP PM101 Y Axis Vibration: 펌  Y축 방향 베어

링 진동 과다,

 4) CEP PM101 Shaft Vibration: 펌  구동축 진동과다.

의 모든 경보는 같은 펌 에 한 진동 발생여부를 나

타내고 일부는 동시에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5) CEP Pump101 Vibration Hi

의 표그룹경보로 축약하고 1)-4)는 삭제한다.  

(4) 다  기기 경보

 다른 경보그룹화에는 같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

러 장치의 유사 경보에 한 합성이 있다. 수로 원 은 

제2원자로 정지계통에 6개의 독물질 삽입탱크를 가지고 있

다. 각 탱크에는 수  감지기가 설치되어 수 가 2.85m를 

과하면 아래의 경보를 발생한다. 

 1) 3470-Valve Open When TK1 Level HI, 

 2) 3470-Valve Open When TK2 Level HI,

 3) 3470-Valve Open When TK3 Level HI,

 4) 3470-Valve Open When TK4 Level HI,

 5) 3470-Valve Open When TK5 Level HI,

 6) 3470-Valve Open When TK6 Level HI.   

의 각 탱크 수 는 원자로의 감속재 수 와 같게 유지

되도록 같은 방식으로 제어되므로 이들 경보 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의 어느 한 

개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그룹 표경보 

 7) 3470-Valve Open When Poison TKs Level HI

를 생성하고 1)-6)의 소속경보는 삭제한다.

에서 분류한 4가지 경우의 그룹화 경보를  

   는 경보그룹의대표경보 로 정의하면, 
그룹 소속경보는 

       ∈ ∈, 
  : x는 y의 그룹 소속경보

이고, 억제 논리는  

  if ∈ , 
  then   (=Off: 축약함),    (=On: 생성함)

으로 결정된다.

3. 경보의 분석

2장에서 제시한 경보축약 규칙을 실제의 랜트에 용하

기 해서는 모든 경보에 한 특성을 분석하여 각 경보마

다 축약 속성을 결정하고 그 속성에 해당되는 축약경보의 

집합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발 소의 각 경보에 

하여 그 요도  다른 경보와의 상 계를 문서검토와 

공정분석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경보 객체마다 축약 논리를 

설정하는 차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수

로형(CANDU) 원 의 경보분석은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

하여 실행되었다. 그림 3은 각 단계의 경보분석 방법과 그 

방법이 기여한 축약규칙 결과물간의 계를 나타낸다. 

그림 3 경보분석방법과 축약규칙 추출 상 계

Fig. 3 Alarm Analysis and its Effectiveness to Suppress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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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 설계서 분석

각 계통별 설계서  설명서는 개별 경보를 분석하기 

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계통 운 차서는 그 계통

에서 발생하는 경보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경보에 하여 

상되는 발생 이유, 운 원에게 요구되는 조치 등에 한 

설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 공정계장도(P&ID, 

Process & Instrumentation Diagram)는 물리  공정의 연

성을 포함하므로 원인-결과의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부분의 다  설정치 축약 경보는 이 첫 번째 분석과정에

서 분류된다. 한 이러한 설계 문서는 원인-결과 축약  

운 모드 축약에 해당되는 경보를 1차 으로 선별하는데 이

용되었다.

(2) 제어컴퓨터 생산 경보 분석

수로형 원 은 디지털제어컴퓨터(DCC, Digital Control 

Computer)에 의하여 랜트가 제어되고 감시된다. DCC에서 

제어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로그램인 원자로 제어(RRS, 

Reactor Regulating System), 성자속 분포감시(FLX, Flux 

Mapping System), 열 달 제어(HTC, Heat Transport 

Control), 열 달 펌 정지(HTT, Primary Heat Transport 

Pump Trip), 감속재 온도제어(MTC: Moderator Temp. 

Control), 증기발생기 압력제어(SGPC: Steam Generator 

Pressure Control), 증기발생기 수 제어(SGLC: Steam 

Generator Level Control) 등의 로그램들이 생산하는 경보

들을 분석하여 그룹경보 축약  원인결과 계에 의한 축

약 속성을 도출하 다.

(3) 비정상운 차서 검토

비정상운 차서(AOP, Abnormal Operating Procedures 

)는 특별히 계통 혹은 기기의 작동상태에 계된 경보를 조

사하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차서는 비정상 상

황에서 발생 가능한 경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경보간의 상 성을 추정할 수 있다.

(4) 랜트 사건 경보데이터 분석

같은 유형의 발 소 출력 감발 사례에서 실제로 발생되

었던 경보이력 데이터는 유용한 축약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운 모드 종속 축약경보를 추출하는 효과 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국내의 수로 원자력발 소에서 원자로 정지, 터빈 

트립, 등의 출력 감발 시에 기록되었던 경보 발생 목록을 수

집하고 분류하여 원인이 달라도 결과 으로 발생하는 출력 

감발의 상황에서 공통 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 경보

들을 모두 추출하 다. 즉, 터빈 트립 상태에서 자주 발생되

었던 경보, 원자로 트립시에 자주 발생되었던 경보 등을 분

류하여 모드종속에 의한 축약 성을 검토하 다. 이 경

험 데이터의 활용으로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추출

한 경보 외에 추가 으로 많은 수의 경보들이 모드종속 축

약논리에 포함되었다. 이때 출력감발 모드에서 공통 으로 

발생되었던 경보라도 랜트의 안  운 에 요하여 운

원에게 인지가 되어야 할 경보들은 평가하여 축약조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요 경보들의 를 들면, 증기발생

기 수  경보, 터닝기어 속 경보 등이다. 증기발생기 

수  경보는 원자로의 잔열 제거 안 기능과 연 이 되며, 

터닝기어 속 경보는 터빈 트립 후에 터빈의 보호를 해 

운 원이 확인해야 할 요 감시항목 의 하나이다. 

(5) 랜트 운 경험 문가 검토           

문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비 설정된 각 경보에 

한 축약 조건은 원 의 운 과 계통에 하여 경험과 지식

을 가진 문가들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축약 여부를 결정

하 다.

4 . 축약규칙의 용

2장과 3장에서 제시된 경보의 축약논리는 수로형 발

소의 경보처리 시스템으로 개발된 LogACTs(Logic Alarm 

Root Cause Tracking System)[7]의 경보축약화면기능을 실

하기 하여 용되었다. 

LogACTs의 경보화면은 기본 으로 사용자를 한 모든 

정보를 3개의 구역에 표시하도록 구성된다. 그림 4는 사용

자 화면의 표시 역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5는 용된 경보

화면이다. 화면의 왼쪽에는 경보축약 논리에 의하여 축약되

고 선택된 경보들만 표시된다. 왼쪽 하단의 도우는 경보

화면에서 운 원에 의하여 선택된 경보의 최  원인 추 결

과를 표시하는 역이다. 세 번째 표시 역인 화면 오른쪽

에는 재 발생된 경보가 모두 표시된다. 이것은  축약논리

가 용되지 않는 발생경보 체목록이 표시되므로 운 원

은 축약된 경보 메시지 목록뿐만 아니라 체 경보 목록까

지도 한 화면에서 보조 으로 찰 할 수 있다.

LogACTs는 축약화면에 발생된 각각의 경보에 하여 그 

경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나 조건, 나타나는 증상, 필요

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상세 경보 련 정보를 팝업창을 통

하여 부가 으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각 경보에 한 상세

정보를 LogACTs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 운 원은 일일이 

각 경보에 한 내용과 조치를 담은 경보 설명서를 휴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특히 운 원에게 생소한 경보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온라인 정보제공은 매우 유용하다

그림 4  화면의 고정 표시 역의 구분

Fig. 4  Allocation of Alarm Displa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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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축약경보화면의 용 (LogACTs)

Fig. 5  Example of Suppressed Alarm Display Window

  

5 . 경보축약 실험  고 찰

2장  3장에서 제안된 축약 방법과 분석 결과를 용하

여 실제 원 에서 일어났던 출력감발 상황에서 기록된 경보 

데이터를 상으로 개발된 경보축약 성능을 확인하기 하

여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 사용된 출력감발 사

건은 7개의 터빈트립, 2개의 Setback, 1개의 Stepback, 그리

고 4개의 원자로트립 사건이다. 표 1은 의 출력감발 사건

이 발생 후 60  동안 발생되는 체 경보  축약되는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축약 비율이 경보처리 계통의 성능을 

직 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부분에서 터빈 정지 혹은 원자로정지 후 60  

동안 100개 정도의 경보가 발생하므로 축약되지 않으면 화

면에 넘쳐나는 많은 수의 경보 목록에서 필수 으로 감시해

야 할 요 경보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질

으로 1분에 10개 이상의 경보발생은 운 원이 처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다고 본다[9]. 

실험결과는 평균 89%의 높은 축약율과 유용성을 보이지

만 운 원들의 경험  경보빈도 목표치인 1분당 1개[9]를 

과한다. 그러나 과도한 축약은 요 랜트의 상황 정보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므로 경보의 발생수량을 

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 결과는 [9]에서 시한 화학 

랜트의 트립 후 발생하는 경보의 수량인 분당 15-20개의 값

과 비교했을 때 1/2정도의 경보빈도 경감율을 나타낸다. 

표 1의 마지막 실험의 경우(Reactor Trip-4)에는 비교  

많은 수의 경보가 축약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

는 이 실험 사례는 2 의 경보 그룹화 축약논리를 용하지 

않았고, 특히 원자로 트립 변수의 다 화 센서에 련된 경

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

화 계측채 경보에 그룹화 논리를 용하면 43개의 경보가 

11개로 어들게 된다. 이것은 그룹화 경보를 이용한 축약

방법이 매우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력감발 종류 주-1) 주-2) 축약율 비고 (사건 원인)

Setback-1 66 8 88% SG Press High

Turbine Trip-1 51 2 96% MOT Sudden Block

Turbine Trip-2 85 14 84% Turbine PLC Failure

Reactor Trip-1 92 9 90% Manual Trip

Reactor Trip-2 81 5 93% Manual SDS#1 Trip

Setback-2 9 2 77% LZC Failure

Turbine Trip-3 90 6 93% 시험중 Turbine Trip

Setback-3 7 1 86% LZC Press Low

Turbine Trip-4 114 12 89% SG Level High  

Reactor Trip-3 76 4 95% SG Level Low

Turbine Trip-5 89 15 83% Switchyard Trouble

Turbine Trip-6 85 8 91% Switchyard Fault

Turbine Trip-7 67 6 91% Switchyard Fault

Stepback-1 70 12 83% 냉각재 Press High

Reactor Trip-4 131 43(11) 67(92)% 급수계통 저압력, 주-3)

평균 87(89)%

표  1  출력감발 사건에서 경보축약 효과

T able 1  Suppression Effect at Plant Transients

SG: Steam Generator, MOT: Main Output Transformer,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LZC: Liquid Zone Control 

주-1) 사건 발생 후 1분간 생성된 경보의 수

주-2) 축약 화면에 표시되는 경보의 수

주-3) 그룹화 축약 미적용

6 . 결  론

원자력발 소와 같은 단  시설의 경보 메시지 리스트 

계통에 사용할 경보 축약 논리와 그 축약 속성을 추출하기 

한 경보분석 차를 제안하고 수로형 원 의 경보를 

상으로 축약 속성을 추출하여 경보개선 시스템인 LogACTs

에 용하 다.  발 소의 실제 출력감발 상황에서 발생한 

경보를 상으로 실험하여 축약논리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이러한 방법을 용하는 경보처리계통은 발 소 사용자

에게 원자로 정지 혹은 터빈 정지와 같은 출력감발 동안 발

생하는 경보 홍수의 과정에서도 랜트의 상태를 인지하고 

출력감발의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경보

의 축약으로 인한 복잡성 개선과 요 상황정보의 손실 가

능성에 한 균형을 운  경험을 토 로 보완해 가는 것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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