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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전문가 시스템 (Expert System) 의 원자력 분야 옹용올 위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빛 중요성

• 인공지능의 원자력 분야 응용올 위한 기술 자립

• 전문가 시스템 구성올 위한 기반 조성

• 전문가 시스템 옹용 분야 선정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향상

• 원자력 이용의 경제적 이득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격적인 인공지능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 현폰하는 천문가 시스템 구성 Tool 분석

원자력 분야에셔 전문가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조사

• 특정분야에 대한 개념설계

• 우리 실정에 맞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Tool 선정

VI.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국내 원자력분야에셔의 본격적인 인공지농 연구 요망

• 인공지능 연구를뀌한 환경 조성이 시급

• Prototype을 제작할 수 있는 하드훼어 빚 소프트웨어 tool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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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Improvement of AI technologies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 Seting up the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Expert Systems

• Selection of the specific domain for an Expert System

• Increment of the safety and the lavail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 Cost saving by using Expert Systems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Information collection and literature survey on Expert Systems

• Analysis of appropriate domains for applying AI technologies to

Nuclear Power Industry

• Conceptual design of the specific domain

• Selection of the hardware and software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xpert System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Expert Systems should be

initiated as early as possible

• It is also required setting up the environment for AI research

• Hardware and software tools for rapid prototyping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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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셔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컴퓨터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컴퓨터 과학의 첨단분야인 인공지능의 기법올 도입하여， 이미 Reactor

고장진단， Turbine - Generator 고장진 단， Reactor 훈천 , Shutdown Analysis등의

영역에서 전문가 사스템 (expert system) 의 개발 및 이용이 활발히 진햄되고

있다.

전문가 시스템이한 전문가의 해석 또는 전문가의 지식율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컴퓨터물 이용하여 전문가의 진단에 도옴올 주거나， 전문가률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올 의미한다. 따라셔 전문가의 전문척 치식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이률 적용할 수 었으며， 전문쩍 지식율 필요로 하는

원자력 분야에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었다. 원차혁 문야에 있어셔 전문가

시스템은 사람의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 경험척으로 얻어지는 전문지식올

요구하는 고장진단 분야 빛 훈전원이나 경영자를 돕기 위한 분야둥에 널리

척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들이 이미 개발된 바 있다.

인공지능 연구에 관한 국제척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셔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롤 시작한 단계이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용용올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따라셔 이러한 국제척 추세에 대한

기술척 후진성올 개선하기 위해셔는 국외에셔 진햄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올 통하여 우리 셀점에 맞는 용용 영역올 조속히

선정하고， 실제 웅용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환경올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켈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옹하여 인공지능의 본격척인 연구를 휘한

연구환경외 조성 및 실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율 최종

목표로 하는 그 첫단계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내용은

-1-



아래와 같다.

• 본격적인 인공지능연구률 위한 자료수집 빛 분석

• 현존하는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의 분석

• 원자력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의 척용이 가능한 분야조사

• 특정분야에 대한 개념설계

• 우리 실정에 맞는 하드웨어 빛 소프트웨어 tool 선정

본 연구보고서의 제 2 장에서는 천문가 시스랩의 정의， 구조 및 천문가

시스템의 구성을 위하여 개발된 tool의 종류 빛 륙정올 셔솔하였으며 각

웅용영역에서 개발된 전문가 시스템올 예로들어 보입으로써 천문가 시스템의

보다 깊이있는 이해와 웅용분야에 대한 이해률 높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tool 및 하드웨어 tool의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원자력의 여러분야에셔 실제로 연구되고 있거나 연구가

가능한 전문가 시스템 응용 영역을 선정， 각 응용영역에서 전문가 시스템이

어떻게 옹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실제 전문가 시스템 구성올 위해 어떠한

가능올 갖는 tool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셔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전문가 시스템 척용분야 중 국내의 환경에

비추어 다른분야 보다 보다 번처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

이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념젤계를 서솔하였다.

선정된 분야는 비상 대응절차 분야로 적절한 소프트웨어 빛 하드웨어 환경이

갖추어 진다변 실제로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은 가능하다.

제 5 장에서는 4장에서 언급한 우리실정에 맞는 전문가 시스랩 응용분야에

대해 실제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빛 하드웨어

환경에 대하여 서술하고 앞으로의 연구범위 및 방향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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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문가 시스템

1. 전문가 시스템의 정의

전문가 시스템에 판한 연구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문가가 하는

일올 대신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전문가의 의미를 생각해 불 때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의미률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 장기간의 경험율 통하여 찰 짜여진 전문 지식올 가치고 있어셔， 그

분야애 대한 문제를 보통 사람들 보다 훨씬 벨리， 그리고 정확하고 협게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올 말하며， 이때 특정분야란 전문성올 요하는 모든 영역올

의미한다.

이러한 관정에셔 보다 업밀한 의미의 천문가 시스랩율 정의할 때 전문가

시스랩은 아래와 장이 정의할 수 있다.

전문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를， 셜제 영역에서

전문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거치는 추론과점을 본떠 만든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전문가와 거의 같은 해결방법 또는

결과룹 제시해 주도록 구성된 시스템.

위의 정의를 통해 볼때，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셔는 컴퓨터내에

전문가와 같이 문체를 추론해 나갈 수 있는 추론 모델과 전문가가 경험척으로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지식올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3-



전문가의 하는 일을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구현하고자 할 때， 그 영역에셔의

전문가 지식의 표현 난이도 및 문제 해설을 위한 추론의 복잡성등에 의해，

전문성율 요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 전문가 시스템운 제한된 작은 분야일수록 더육 더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 대해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동기률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쉽게 접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지식의 보급

• 전문지식의 표면화 빛 일반화

• 여러 천문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통합

하나의 천문가 시스템이 성공척으로 구현되기 위해셔는 그림 2.1과 같이

전문가 시스템올 구성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 깊윤 전문지식올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전문가의 전문지식올 여러 표현방법올 통하여 컴퓨터 모텔내에

표현하는 knowledge engineer 및 실제 천문가 시스템의 구성올 담당하는 천문가

시스템 구성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질문

Knowledge 구성전략

문제제기 Engineer rule

• •

특정영역의 廳콰IP-1 전문가시스랩

전문가 구성자

그림 2.1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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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ion 시스템

컴퓨터 시스뱀을 이용하여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전문가와 같은

추론올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추론올 위한 모델올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모델올 위하여 production

시스템올 채용하고 있다.

Production 시스템은 계산의 요소인 데이타， 연산 빛 제어의 셰 모형율

구체화 시킨 모델로서 각 요소들 사이의 업격한 구분율 유지하며 계산올 위한

광범위한 웅용에 척용할 수 있도똑 제안된 시스템이다. Production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데이타 메모리， rule 메모리 빛 제어 시스템으로 이률은 그럽 2.2와

같이 서로 연관되어 었다.

데아타

메모리

그림 2.2 Production 시스템의 구조

데이타 메모리는 정보를 참시 저장해 두는 곳으로 production 시스템이

적용되는 옹용분야에 따라 간단한 형태 또는 복잡한 형태의 정보가 저장된다.

Rule 메모리는 rule 들올 저장해두는 역할올 하며 rule 윤 데이타 메모러내에

들어 있는 정보에 대해 필요한 연산올 한다. 하나의 rule 운 조건부분과

수행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셔 왼쪽 조건부분이 만축된 rule만 제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며， Rule 의 수행은 데이타 메모리의 내용올 바꾼다. 지식 데이타



베이스라 합은 바로 이 rule 메모리를 일컬는다.

제어 시스템은 조건이 만족되어 수행이 가능한 rule올 선택하여 수행

시키고， 원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수행을 멈추는 역할올 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타 메모리눈 모든 rule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자만 rule

상호간에는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어 데이타 메모리를 통해셔만 가능하다.

Production 시스템올 적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문제해결올

위한 제어 방식은 rule 의 척용 방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초기 북척상태를 정해 놓고 rule의

왼쪽 수행부분올 검사하여 초기 목적과 같윤 rule율 찾아내고， 그 rule의

오릉쪽 부분올 중간 목적상태로 정의한 후 다시 각 중간 목책상태률 만촉하는

rule 을 계속 찾아 나가다가 모든 중간 목적상태가 초기상태와 일치할 때 최종

결론올 이끌어 내는 rule 의 척용방식을 역방향 추론 (backward chaining) 이라

한다.

순방향 추롤 (Forward chaining) 에서는 역방향 추롤과는 반대로 문제의

해결 방법올 특정한 목척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고 초기상태에셔 목척하는 상태로

rule 의 왼쪽 조건올 검사하여 만족하는 rule올 찾아패고 그 rule 의 오른쪽

수행부분의 결과를 따라 결론에 도달하도록 rule흩 척용한다.

Production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 구성올 위하여 척용될 때 전문가의

지식운 rule 의 형태로 표현이 되며 표현된 지식윷 이용해 문제룰 해결해 나가는

일은 제어 시스템에서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천문가 시스템 구성을 위한

tool은 야러한 produciton 시스템을 채용하여 rule율 저장해 룰 수 있는 rule

메모리， 제어룹 탐당하는 제어 시스템 빛 데이타 메모리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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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시스램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Tool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전문가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지만 구성하고 있는 전문가 시스템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률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 시스템을 쉽게 그리고 발리 구성할 수 있는 tool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시스템 구성을 위한 tool은 대부분 앞에셔 언급한 production

시스템율 모형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tool이든지 데이타 메모리， rule 메모리

및 제어시스템올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tool올 이용한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은 그 tool이 요구하는 rule의 형태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컨문가의

지식율 rule 메모러 내에 rule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은 엄격하지는 않지만 지식의 표현형태 및

제어시스템의 추론 형태에 따라 코게 rule기반 tool , 논리기반 tool , frame 71 반

tool , 목척지향형 (object oriented) tool 및 절차지향형 (procedure oriented)

tool로 나눌 수 있다. 본 철에서는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올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tool올 그 분류에따라 분석해 봅으로써 원자력 분야에셔의

천문가 시스템 개발올 위해 필요한 tool이 어떤 것인지률 조사하였다.

가. Rule기반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

(1) EMYCIN

전형적인 rule 기반 tool 로 역방향 추론방법， 확실성 (certainty) 의 기법，

자동 질의 등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 혐태의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에 적합하며 계획， 설계， 모혐구동형 추론 (model-driven reasoning)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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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다. 제공하는 시스랩 개발환경은 전문가 시스템 이용차와 찰

구조화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지식획득을 위한 기능 등이다. 내장된

제어 구조 때문에 여러개의 목표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관련된 자료로 부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형태의 일은 쉽게 처리할 수 없다. Stanford 대학에서

INTERLISP을 사용하여 DEC PDP-I0 상에셔 개발하였다.

(2) EXPERT

EXPERT눈 진단과 분류 (classification) 를 포합하는 문제의 조언올 위한

rule 기반 전문가 시스템의 구촉율 위한 tool 이다. 실제 영역에셔 EXPERT는

안과학， 내분비학， 류마티스， 도서관 문의， 석유 탐사등에 옹용 된다.

EXPERT 는 효율성과 이식성율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률 위해 FORTRAN 언어로

구현되었다.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환겸운 복잡한 사용자 인터꽤이스 기능，

확실성 기법， 설명기능율 포함한다. 테스트 자료에 관한 데이타 베이스를

유지시키고 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rule의 향상도 할 수 있도톱 셜계되어 었다.

Rutgers 대학에 의해 DEC VAX와 IBM 컴퓨터 상에셔 개발되었다.

(3) OPS5

OPS5는 범용의 production 시스템으로 주요 강점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있다. 순방향 추론 기법을 사용하며 제공하는 연구 개발환경으로는 편집기능，

debugging 기능， 수행되지 않은 rule 에 대해 그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능등율 포함한다. OPS5로 구현된 전문가 시스템의 예는 Rl , XSEL , MUD ,

TALIB등이 있으며， 주요 단점은 잘 개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별한 편집이나

해설， 실험자료 library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OPS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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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위한 새로훈 설비와 더 나은 편집기능올

가지도록 계속 확장되고 있다. BLISS , MACLISP , FRANZ LISP올 사용하여

Carnegie-Mellon 대학에서 개발하였다.

(4) ART

ART는 rule 기반 지식표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 구성율 위한 tool 이다.

Rule 기반의 지식표현이외에도 frame 기반， 절차지향형 지식 표현율 가능하게

한다. ART 의 주요 특징은 확실성 (certainty) 거법， 순방향 추톨 및 역방향

추홀기능， rule과 fact들을 context에 척용하여 지식 데이타 베이스률

구조화하는 hypothetical worlds톨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개발환경으로는 그래픽 모니터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동착하는 trace 기놓과

break package 와 같은 debugging aid 가 었다. ART는 LISP 으로 쓰여졌으며

CADR과 Symbolics 3600상에셔 동착한다. 상업용으로 Inference Coporation 에

서 개발하였다.

나. 논리기반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

(1) DUCK

DUCK는 predicate-calculus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 LISP올 기반으로 개발된

tool이다. 순방향 추혼 및 역방향 추론을 다 사용활 수 있도록 한다. DUCK는

logic 프로그래밍， rule기반 시스템， 비단조추론 (nonmonotonic reasoning) 및

연역적 탐색방법의 특징을 가진다. Prolog와는 대조적으로 unific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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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racking을 포함하는 논리 프로그램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공한다. DUCK는 LISP 계통의 NISP으로 쓰여졌으며 UNIX 또는 VMS

훈영체제를 가지는 VAX 컴퓨터와 Symbolics 3600 , Apollo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 Smart Systems Technology 에서 개발하였다.

(2) PROLOG

Prolog는 논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래밍 언어라 힐 수 있다. Prolog의

수햄은 resolution 이라 불리는 추룬규척을 사용하는 goal율 증명함으로써

수행되며， 역방향 추론기법올 사용하는 rule 기반 시스템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Prolog의 모든 계산은 데이타 베이스내에 들어있는 if ‘ then-else 혐태의 rule과

fact률 사이의 질의 결과로 주어진다. 각 rule은 Horn-logic내의 한 문장

(sentence)~ 점에서 declarative semantic올 갖는다. 상업척으로 개발된

Prolog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 Frame기반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

(1) KEE

Knowledge Engineering Environment (KEE)는 frame기반의 지식 표현방식

뿐만 아니라 rule 기반， 절차처향혐 (procedure oriented) 및 목적지향혐

(object oriented) 지식표현도 허용하는 tool이다. KEE가 갖는 특징은

사용차로 하여금 모률화된 시스템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순방향 빛 역방향

추혼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 제공하는 연구 개발환경으로는 추론 사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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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픽지향 debugging 환경이 있다. Xerox 1100 및

Symbolics 3600에서 INTERLISP 을 사용하여 분자 유전학에 웅용하기 위해

IntelliCorp 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범용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 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2) KL-ONE

KL-ONE 은 frame 기반 지식표현 기법올 사용할 수 있도혹 하는 지식 데이타

베이스 기반올 위한 언어이다. KL-ONE 의 기본척인 특성은 포함관계

(subsumption)와 다른 관계를 사용하는 semantic net 및 자동 classifier툴

지원해 주기 위해 자동척인 inheritance툴 포함한다는 것이다. 연구

개발환경은 대화형 그래픽기반 에디터와 display률 위한 환경올 포함한다.

KL-ONE은 INTERLISP-D로 구현되었으며 Xerox 1100과 DEC VAX 컴퓨터에셔

동작한다. Bolt , Beranek and Newma (BBN) 에서 개발되었다.

라. 복적지향형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

(1) FLAVOR

FLAVOR는 ZETALISP 내에셔 목적지향협 저삭표현올 활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Abstract 형태를 정의할 수 있고， message passing ,

일반화된 계층구조 뿐만 아니라 object와 관련된 property list의 사용도

허용한다. Symbolics사에 의하여 Symbolics 워코스테이션에서 사용활 수

있도록 ZETALISP 으로 구현되었으나 지금은 UNIX 운영체제 상의 FRANZ LISP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힐 수 있게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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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OPS

LOOPS 는 목적지향형 지식표현 뿐만아니라 rule 기반， access 지향형 및

철차지향협 지식표현도 사용활 수 있는 종합척인 전문가 시스템 개발올 위한

tool이다. LOOPS의 특징운 전분가 시스템의 구성올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지식 표현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활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개발환경으로는 에디터， break package 같은 display 지향형 debugging 환경이

있다. Xerox PARe (Palo Alto Research Center) 에 의해 Xerox 워코스태이션

상에서 INTERLISP-D 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3) SMALLTALI‘

전형적인 목척지향명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Object는 상위집단의 때세지

protocol 빛 메모리 요구량올 그대로 이어받는 subclass와 함께 계충척으로

class내에 형성훤다. Subclass는 그들 자신의 새로운 쟁보툴 추가할 수 있고，

이어받은 behavior률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연구 개발환경은 마우스 또는

pointing 장비와 고해상도 display 화면을 사용할 수 었도록 하는 강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거능과 그래픽 기능이다. SMALLTALI‘은 Xerox 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 에 의해 Xerox 1100 워코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80년초에 개발되었으나 Tektronix 에 의해 Tek 4404 워코스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SMALLTALK-80 으로 다시 개발되 었다.

마. 철차지향형 전문가 시스템 개발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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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C는 절차지향형 (procedure oriented)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른 tool에 비해

상대적으로 low-level , 효율척인 언어이다. 운영체제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므로 사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불린다. UNIX 운영체제는 C로

쓰여진 것이다. C는 high-level 언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자열， 집합， list

또는 array형태의 데이타 처리보다 문자， 숫자등의 데이타를 처리한다. C는

strai~ltforward test , loop 빛 sub프로그램 기능율 제공하나 병렬수햄，

coroutine 등과 같은 제어기능은 갖지못한다. Hi맹l-level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 올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된다. UNIX 운영체제를 만률기 위해 Bell

Lab. 에서 개발하였다.

(2) LISP

절치지향형 언어로 사용자가 high-level function올 구성하기 협도록 많은

기본 function올 포함하고 있어셔 기본적인 function ,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function올 사용하여 목적하는 기능의 function올 구성할 수 있도혹 해 준다.

LISP은 list 형태로 표현펀 섬볼율 처리활 수 있는 톡징 때문에 북잡한 개념올

표뻔하는데 사용훨 수 있다. LISP운 데이타와 프로그램 코드툴 똑같이

취급하므로써 LISP 프로그램이 그 자신의 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LISP에는 INTERLISP , MACLISP , F’RANZ LISP , ZETALISP 등과 같이 많은 dialect'1

었다. 다양한 LISP dialect 사이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정된 LISP이 COMMON

LISP 이다. 1950년 이래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인공지능 용용율 위한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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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Tool

AI 프로그램 개발용 tool로서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전용머신여

점차 그 모습을 변모시켜가고 었다. 원래 AI머신은 미니컴퓨터에서

AI프로그램율 개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사용자 interface 흘

개량하고자 전용머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MC68020 등의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엔지니어링 워코스테이션 (EWS) 의 등장으로

하드웨어적 성능변에서는 전용머신과 엔지니어링 워코스테이션 사이에는 표

2.1에서와 같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표 2.2에서는 AI 전용머신의

대표적인 Symbolics 3550 과 EWS로서 전문가 시스템 개발율 위해 널리 사용되는

SUN-3/260 빛 AI VAXstation 시스템올 비교하였다.

지금까지논 전용머신에서만 수행되는 천문가 시스템 개발용 tool풀이

EWS에셔 수행이 가능하여， EWS , UNIX 빛 C언어롤 통합한 tool 아 전용머신인

LISP 머신 보다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게 되었다. 따라셔， 천문가 시스템의

개발올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 Personal 컴퓨터 빛 엔지니어링

워코스테이션으로 Prototype 전문가 시스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경우，

개발충인 전문가 시스템이 실제로 어느정도 이용될지 불명확한 단계에서는

고가의 AI전용머신인 LISP 머신보다는 범용의 EWS률 사용하는 것이 훤씬

안전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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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P Machine Engineering Workstation

명 칭 Symbo1ics 3650 SU매N-3/2600HM AI VAXstation

Processor 32Bit LISP 68029(25MHz) , Cache Micro VaxII 부동
Processor 64KB , 68881(20MHz) 소수점연산 Unit

주기억용량 4MB( 최대 60 MB) 8MB(최대 32MB) 5-9 뼈

디스크용량 368 MB(최대 736MB) 280 뼈 (최대 1.1 GB) 7꽤B (최대318MB )

Display 1100 * 900 , 1600 * 1280 1024 * 864
Resolution Monochrome Monochrome Monochrome

OS Genera Sun OS VMS

프로그래밍 Common LISP Common LISP Connoon LISP
언어 Zeta LISP ( VAX LISP)

표 2.1 LISP Machine 과 EWS의 비교

전문가 시스템 개발용 머신으로는 AI전용 머신과 엔지너어렁 워크스테이션

모두 LISP과 PROLOG 를 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벤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C빛 PASCAL 등 법용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첨이 있다.

그러나， AI전용 머신의 경우 LISP를 사용하는데 있어셔는 오뱃동안 개발훤

개발환경으로 인하여 개발효울에 있어서는 우수하다. Prototype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로 경험을 쌓고， 이를 실제영역에 사용올 위해 계속 개량및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웅용분야에 맞게 tool에 없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환경이 뛰어난 전용머신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림

2.3에서와 같이 AI 전용머신의 심장부라 할 수있는 프로세셔의 LSI화로 인해

앞으로 LISP 머신야 지닌 뛰어난 개발 환경과 가격대 성능 버융이 향상된

새로운 AI 전용머신이 등장하리라 추정된다. 표 2.2는 현재 대표척인 AI

전용머신 사이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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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85-1986년 1987년-

데이타 베이스등

기존 S/W와 동합

• IMainframe Computer

성능향상

MiniComputer MiniComputer ~十→ IMiniComputer I (VAX 8600 등)

(VAX-11 등) IMicro-processor의 진보(PDP-11 등)

• IEngineering Workstation

(SUN ,Micro VAX , Apollo 등)

AI 전용머선 경합

소형

저가격화 I I I I

LISP Machine r--• ILISP Machine 뉴-→ ILISP Chip I
(Symbolics 3600, (Symbolics 3650, 저렴하고 고속인

Lambda 등) Explorer 1121등) 전용 프로세셔로

옹용범위 확대

PROLOG Machine ~-→ 백OLOG Ch때

그림 2.3 AI 개발용 Machine 의 변천

‘

m
ω



명 칭 La빼da SyrnboIics 3tXX) 압plnrer

개밭회사 미， LISP Nachine Inc. 미， Symbolic Inc. 미， II사

효로세셔의 구성 고속 πL IG로 구성 GtlOS g충a1섬e array 7 Advanced-Shottky
총율 으료 구성 πL로 구성

마이르로명명의 64 Bit 쭉 112Bit 폭 56 Bit 쭉
형식

제어끼억의 용량 16K 워되가상공간 16K 워드 16K 워드
6빼 워드)

마이코로명렴의 100-때ns 180-댔liS 14£lns
성행사이용

1 워드의 구성 멕스트8hit 렉스트 8bit 핵스트7bit
데이터 때bit 데이터 28bit 데이터 댔lit

부동소수첨프로세서 없융 옵션으로 부확 가농 융션으로 뿌착가농

Gache Memory 4K 워되1이어) lK 워드{명렴캐쉬의 아$

용함)

Vitual Memory l?am 1.024GB 1짧뻐

ttdin Memory 4tt-32lm 4tHnm 앙t-1M

Ha떠 Disk 51뼈 (1024l1B까지 χ§細 (73뻐까지 141뼈 (11때뻐 까지

중설 가능) 종젤 가능) 종셜 가농)

Display Resolutim\ 17" MonochrolOO 17" MonochrolOO 17" MonochrulOO
끄OO*~ 1024엉c8 1024*쨌

Mouse 팡학식， 3보턴 기계식， 3보턴 팡화식， 3보턴

때N Interface Ethernet Ethernet Ethernet

Pn땅rallDDing ZetaLI뿜Plus GOlIIIIlJn Lisp GOImll’[J LISP
La뼈uage GOImlOn LISP Ze laLISP Pru It땅 ze laLISP Pro] (명

U1Proh명( 융션} (LISP로 작성} (LISP로 작성)

프로그래명개발환갱 ( Genera 7.0 )

w때illdow Sy았em… 있음 있음. 있융

Object Oriented Flavor NewFlavor Flavor

Editor l;nacs l;nacs 깅nacs

Debugger 있융 있음 있융

Inspector 있옴 있옴 있융

비 2 ffiQI0( Unix 환경)율 염가환인 3620 , 미국에셔 않020(0$는

추가한 La빼la!P때S ， 최상위기총으로는
lhIix}S1용y!fs한6te년KmV8P 기준)LISP 프로세서불 2개 3670퉁이 있다. 율 "'H~'~~ Exnlm연r

탑재한 Lambda 2*2 LX용 월에
퉁이 있다. 발표

표 2.2 AI 전용 Machine

η



5. 개발된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에 t.N 해 용용될 수

있으나 그 분야틈 나누어 보면 르게 해석， 예측， 진판， 설계 계획， 감시， 수선，

교육 및 제어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절에셔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밸 중인 천분가 시스템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전문가 시스템의

웅용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가. POMME

농업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어떻게 사과의 수확율

증진시키는가에 관한 충고자로 농부가 사과 과수원율 갱영하는 것율 돕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석물병리학자， 곤충학자로부터 얻어진 경험과 기후

때문에 받올 수 있는 피해의 복구에 관한 지식 및 살균제， 알총체，냉동， 셔리，

가폼재해에 관한 지석을 포함하고 있닥. Prolog툴 tool 로 구현하혔효혀 VAX

11/780에서 수행된다.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와 추립대에셔

개발되었다.

나. DENDRAL

화학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질량 스펙트럼 데이타와 핵자기 반웅

데이타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화합물의 분자구조물을 추론해 내도록 개발되었다.

이 사스템은 모든 가능한 분자구조를 체계적으로 열거하기 위하여

J.Lederberg 에 의해 개발된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경험척인 지식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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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자구조툴 다루기 쉬운 범위로 줄이기 워해 사용된다. DANDRAL의 저식윤

분자구조를 생성하기 위한 절차적 코드， data-driven 요소 및 evaluator를 위한

rule 로써 나댐}매진다. 이 시스템은 INTER LISP으로 Stanford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다. XCON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VAX 11/780 컴퓨터 사스템

구성을 돕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XCON은 완전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성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하는지룹 결정하고， 모든 구성요소틀

간의 공간 관계툴 결정해 준다. XCON 은 VAX 시스템율 조립하는 기술자에게

구성한 부분품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출력해 낸다. XCON 의 수행은

구성요소의 관계에 제약조건이 되는 것을 컴퓨터 배치구성의 표준과정에

적용하여 전체 구성배치볼 해 나간다. XCON 은 OPS5 블 이용하여

Carnegie-Mellon 대학과 DEC 의 연구원이 공동작업 하여 개벌하였다.

라. Transistor Sizing System

전자공학 반도체분야 웅용올 위해 개발된 천문가 시스템으로 대략의

회로도표로 부터 nMOS 설계까지를 수행해 줌으로써 접적회로를 설계하는

설계자를 도와준다. 이 시스템은 설계자가 목표로하는 속도와 천력소모를

고려하면서 회로속의 transistor 의 크기를 결정해 준다. 지식표현은

frame 기반과 object 기반 등의 기법을 채용하고 있는 LOOPS라는 tool을 이용하여

Stanford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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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Reactor

핵공학 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원자로의 feed-water 의 흐름 및

용기의 방사선 준위등을 점검하여 원자로가 정상척인 상태를 유치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준다. 원자로가 정상적번 운전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이 시스템운 그

장황을 평가하고 적당한 행동올 조언해 준다. Reactor는 LISP올 이용하여

EG&G에 의해 개발되었다.

바· Drilling Advisor

지질학분야에 척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유천꿀착 작업에 있어 시추공 안의

구멍이 막혔올 때 감독자에게 이 문제률 해결활 수 방법율 조언해 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랩은 구멍이 막힌 원인올 진단하고 그 문제툴 완확하기

위한 방법올 추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롤 알려준다. 지식 데이타

베이스에는 시추장소의 지질학적 혐상에 관한 지식과 관찰된 증상과 문제의

원인 사이의 관계툴 규정한 지식율 가지고 있으며 역방향 추폰으로 문제률

해결해 나깐다. 초기에는 KS300 이한 이륨으로 개발되었으나 Sl이란 이름으로

재개발되었다. Teknowledge Inc. 과 Societe Nationale Elf Aquitaine에 의해

개발되었다.

사· GCA

정보처리 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전산학올 하는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과과정을 계획하는 것을 룹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화생의 교과과정과 흥미에 관한 정보를 모은다옵 학생올 위해셔 교과복 계획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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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안해 준다. 지식 데이타 베이스에는 대학원 화위 프로그램， 교과파정종류，

전산학 천공 학생들에 의해 주로 받아들여진 교과과정의 순서등과 같용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GCA는 상위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아래와 같운

4개의 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었다.

• 학생이 이수해야만 하는 과목의 수

•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

• 이수하기에 가장 좋은 과목

• 학생올 위해 가장 좋은 계획

이 시스템은 MYCIN과 같은 추론 시스템올 사용하는 Prolog로 Duke 대학에셔

개발되었다.

아. SAL

법촬학 분야에 척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변호사와 소송자률의 석변에 의한

병파 관련된 주장에 대해 그 명가률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현재 이

시스템운 쩔병의 한 종류인 석변침착증과 질병에 걸려 격리되어야 하는 원고의

문제딴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SAL은 신속한 해결율

룹기위해 설채경우 얼마만큼의 돈올 원고에게 지불해야만 하는 지흘 명가해

준다. 이 서스템은 재해， 띠고의 책입， 원고의 책입， 소송관계자의 유형과

상대펀 변호사의 솜씨같은 지식을 지식 데어타 베이스내에 가지고 있다.

ROSIE라는 tool을 이용하여 Rand Coporation 에서 개발되 었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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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lMACS

컴퓨터 제조 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서류작업 관리， 용량계획，

명세목록 관리 및 제조과정 관리부분에서 관리인올 톱도록 개발되었다.

lMACS 는 고객의 주문올 받고셔 그 주문에 대한 자원의 요구릅 펌가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계획율 만들어 낸다. 주문된 컴퓨터 시스템율 만률기 바로전에

IMACS는 상세한 계획을 다시 만들어 내고 컴퓨터 시스템의 제조를 감톡하기

위해 이 상세한 계획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OPS5률 이용하여 DEC에 의해

개발되었다.

차· MACSYMA

수학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랩으로 심불로 표현펀 수식의 계산올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극한계산， 적분계산， 방정식 계산， canonical

simplification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다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개개의

수학척 경험과 특별한 문제를 위하여 선택된 수학척 경험율 이용하여 문제률

해결해 나가며 실제로 수학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률 이루었다. LISP율 사용하여

MIT에셔 개발되어 상업척인 단계로 미국전역에셔 현재 사용중에 있다.

카· MYCIN

의학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의사로 하여금 균혈증， 뇌막염 및

방광업에 걸린 환자룹 위해 척당한 항마생물 요법올 처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이력， 증상 실험실의 실험결과등 감염된

유기체에 관련된 지식을 사용해서 감염의 원인울 진단해 낸다. 병의 원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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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제로 적성감염성 질병치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같이 처지에

따른 치료약을 처방해 준다. LISP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역방향 추론

기법융 사용한다. Stanford 대학에서 개발하였다.

타. WILLARD

기상학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미국 중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한

뇌우의 가능성올 예보하는 일올 톱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상학자에게

예보지역의 날씨 상태에 관해 묻고나서 이에 대한 완전한 예보툴 제시하는데

사용자가 특별한 지역올 WILLARD 에거l 지정활 수도 있다. 시스템은 뇌우의

정도툴 다섯가지 (없는， 접근하고 있는， 약간의， 보통의， 높운) 등급으로

나누고 이 각각올 확률법휘로 나타내 줌으로써 뇌우 가능성 정도툴 예보해

준다. 뇌우예보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가 행했었던 예보로부터 차동책으로

rule 의 형태로 만들어 지식 데이타 베이스 내에 가지고 있다. RuleMaster 라는

tool올 사용하여 Rand Corporation 에서 개발하였다.

따. Battle

군사학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전투상활에 대해 군지휘관에게

무기 배치에 관한 일올 돕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육군， 해군， 공군에

대해 목표물에 대한 무기 배치를 척시에 조언해 줄수 있도록 각각 수정되었다.

실제 전투상황에서는 적시에 조언을 제공해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상황을 이후상황보다 더 중히 여기는 best-first 기법올 사용한다. rule로

지식을 표현하며 미 해군내 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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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KNEECAP

우주공학분야에 적용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궤도선상에서의 승무원이 천체

우주비행 계획올 수럽할 때 그 계획상의 불일치점등올 검토해 준다. 이

시스템은 궤도선， 발사장소와 착륙장소， 우주 비행사의 기술자격， 현재 유효

탑재량， 우주선의 활동 빛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숭무원의 역할등에 관한 지식올

가지고 동착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지식은 FRL과 비슷한 지식 표현방법올

사용하는 frame 으로써 암호화된다. INTER LISP올 사용하여 MIT꽤co~p.p !，ation~l

의해 개발되었다.

제 2 절 전문가 시스템의 척용이 가능한 원자력분야

분 장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의 한 분야인 천문가 시스템올 원자력 발천소와

관련된 많은 분야 가운데서 어떤 분야에 척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실제로 전문가 시스템올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수없이 많자만

컨문가 시스템의 책용이 필요하고 현재의 기솔로 전둔가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한 분야툴 먼저 선정하였다. 제시된 융용분야는 그 옹용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의 tool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분야에셔 천문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tool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도 셔술하였다.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조성된 후 여기에

기술훤 분야중에서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 실정과 기술수준에 맞는 푼야를

선택하면 섣제로 그 옹용영역에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들

옹용영역중의 한 분야인 비상대융절차 분야에서 실제 전문가 시스템올

깨발하는데 필요한 개념설계를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제 4 장에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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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검증 및 경보 처리 (Signal Validation and Alarm Processing)

원자력 발전소의 운천원은 계속 제어실의 계기를 얽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행동올 취하도록 되어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제어질의 계기에셔

경보가 올리기 시작했다면 훈전원은 고장난 장비 및 계기롤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을 해야 하는 책입이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벌컨소의 특정 부운의

고장운 다른 부분으로 쉽게 따생되며 야에 따라 동시에 여러가지 경보가 울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훈천원은 부가척인 경보률 무시하고 고장난

부훈에 대한 경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늠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운전원올 도와 신호를 검증해 주고 경보률 처리해 운천원의 오판올

방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셔 전문가 시스템은

효과척으로 용용될 수 있다.

신호검증 (Signal Validation) 운 여러가지 입력 데이타와 설치된 계기

모렐올 기초로 특정신호가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률 결정하는 과정율 멜하며

경보처리 (Alarm Processing) 한 확인된 신호를 기초로 사고와 칙캡 연환이 없는

신호를 결러내는 과정올 말한다. 계기를 통해 률어온 데이타는 각 발천소

부품과， 그 부분에 장치된 계기 자체에 따라 셔로 다른 값율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신호검증은 계기의 특성과 계기의 통착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혹정된

신호는 한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로 측정한 값률 사이의 일치성에 따라

정해진다.

경보처리는 신호의 검증과 밀접한 연관올 감고 있으며 경보에 대한 충북된

신호나 특정 수준 이하의 신호를 걸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 현재 신호검증과

경보처리 기술은 하드훼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한된 발천소 계기 및

부속 시스템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계기 자처l애 대한 이해나 껴l기가 동.작하는

환경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계기나 그 동작환경에 대한 지식은

-25 -



실제 신호와 그렇치 않은 신호툴 구분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률 제공하며，

발전소 모렐올 두어 예상되는 선호 및 경.보상태훌 미려 실험해 붐으로써

비정상척인 신호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율 가능하게 한다. 신호검증이나

경보처리는 같은 종류의 지식 기반위에셔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동작환경에

관한 지식올 하나의 데이타 베이스에 모아 활용한파면 신호검충파 경보쳐리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었다.

선호검증 빛 경보처리의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지식에 기반올 둔

(knowledge-based) 천문가 시스템을 도입， 필요한 지식율 rule 의 혐태로

구성하고 발전소의 모텔과 연결하여 얼처I 신호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신호검증 및 경보처리가 가능해 진다. 지식에 기반율 둔 새로운

시스템은 아주 코거나 real-time 처리률 요하는 곳에셔는 어느갱도 문제점올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신호 및 경보를 그 종류에 따라 rule 또는 frame

집합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외부 제어체제률 갖게함으로써 단첨율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올 구성하기 위해셔는 다융과 같윤 기능율 갖는

tool 이 있어야 한다.

• 필요한 지식올 rule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

• 데이타 베이스 질의어 인터때이스 기능

• 발천소 0) 모델을 구성할 수 었는 기능

• 실험을 위해 발천소 각 신호를 simulation할 수 있는 기능

• 계기 빛 시스템 사이의 정보쿄환을 할 수 있는 기능

• 경보처리 기능

• real-time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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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유지보수 및 경 영 (Plant Maintenance Management)

원자력 발전소 유지 및 보수란 핵연료의 재장전 또는 발전소의 정전등으로

인해 발전소가 가동중지된 상태일 때 발전소의 유지와 기능보강율 위한 계획 및

일정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초기에는 발전소가 새

것이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간은 6-7주 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소가 노후화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 추가가 요구되어

유지보수 기간은 8주 이상으로 늘어나게 흰다. 원자력 발전소가 하루 가동정지

될 때 그 손해를 가격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50 1fr- 70만 달러나 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정지 기간올 최대한 줌이게 되면 그에 따라 딱대한 경제척

이익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소의 유지 보수롤 위해 찰 짜여진

계획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마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어려붐이

있다.

첫째， 유저보수 작업은 아주 크고 붐잡하다. 즉， 유지보수 계획은 각

작업이 요구하는 인원과 장비 및 그 이용가능성올 척절히 조화시켜야 하므로 그

규모가 방대하다.

둘째， 상대척으로 경험이 척은 사람이 중요한 일의 책입율 맡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과제보고셔， 데이타 베이스，

여러가지 계산올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등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

산재해 있어 전문지식을 쉽게 얻을 수 없옴을 뜻한다.

셋째， 원자로 유지보수는 real-time 변화를 요구한다. 즉， 원자로

가동정지 기간중 각 component의 점검운 고장날 부분에 대해 미리 보수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이러한 일들도 원자로 가동정지

기간동안에 계획이 되어야 한다.

원자로 가동 정지시 해야할 일올 포함하는 계획은 천체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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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서 수칙 또는 수평적 정보 이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계획의

수립을 룹기위해 개발된 기존의 tool들은 각 작업올 끌내는 데 필요한

추정시간과 추정 자원을 사용자에게 너무 의존활 뿐 아니라 특정 utility나

특정 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해 쉽게 변경활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발천소에는

각 발전소에 맞는 유지보수 계획을 찰 수용할 수 있는 tool아 사용되어야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유지보수 작업은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작업율 여러개로 나누고 각

작업와 의폰관계를 정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원자로 가동정지서 유지보수

착엽이 진행될 때마다 각 작업은 그 작업올 위한 세부척인 일， 필요한 부품과

자원 및 일정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작업에 따라 확성하는

일져가 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되어 왔지만 각 작업이 시작된 후 관여하는

경영자가 점차 바빠짐에 따라， 원래의 유지보수 계획에서 변경 빛 새로어

추가흰 계획들은 쉽게 기록될 수 없옴으로 인해 나타내어야 하는 계획의

진행상황이 많이 바질 수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롤 위한 계획의 단첨올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요구인원， 기술 명세서， 품겔보증및 상충되는 요구툴 다 수용할

수 없다.

•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율 활용할 수 없다

• 유사한 부분의 적용을 위해 쉽게 변경할 수 없다

• 대부분 batch 모드로 동착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문제를 쉽게

수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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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발된 발천소 유지보수 및 훈영을 룹는 시스템은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지보수툴 위한 전체 계획 중 초기에 며철반 사용될 뿐

그 이외에는 수작업이나 다픈 특정방법에 의존해 왔다.

전문가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다양한 지식올 척절한 형태 (rule ,

frame) 로 표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 해 줄 수 있다. 유지보수에 관련된

제반 정보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이 갖는 단접을 크게 보완활 수 있다. 유지보수률 위하여 개발된

전문가 시스템에 언제든지 사용자의 자발적인 정보툴 받아툴일 수 있도룩 하는

기능과， 유지보수 계획의 여러가지 방법올 그림이나 포표 또는 문셔률 이용한

보고서의 형태로 출력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원자력 유지보수 및 운영

계획에 많은 시간 및 겸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율 하는 전운가 시스템의 구성올 위하여 필요한 tool의 기능윤

아래와 같다.

유지보수 정보률 rule의 혐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데이타 베이스 질의어 인터페이스 기능

• 발전소률 모델화 활 수 있는 거능

• 원자력 발전소룰 sinmlation할 수 있는 기능

• 계기사이의 정보교환율 위한 기능

경보처리 기능

3. 핵연료 배치 (Fuel Shuffling)

연료의 배치는 그 수행여하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다. 연료의

재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발전소는 허욱 콘 효율과 긴 연료주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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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봉 순서 결정 (Control-rod Sequencing)

원자로의 출력을 조정하기 위한 제어봉 순서결정과 제어용 이동은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경험척 지식과 기초적인 물리학에 관한 지식 모두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얼반적으로 원차로 운전은 핵연료의 제약조건， 지금까지의

운전경험， 현재의 운컨상태 및 요구하는 출력에 근거하여 원자로를 설계한

엔지니어의 제안에 따르지만 특정 원자로에 대해 고려할 때 운전율 위한 규칙파

절차는 비교척 알기 쉽고 또 쉽게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효율척언 제어용

제어 형태를 찾기 위해 많은 최척의 제어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왔지만

전문요원에 의해 사용되는 경험적인 방법보다 더 좋다는 증거는 없었다.

인공지능 지법율 이용한 제어봉 순셔결정 조언 시스템운 천문요원이 갖고

었는 경험척 지식올 rule 의 형태로 갖고 있어셔 주어진 조건흘 만촉하는 최척의

제어봉이동 순서툴 유효하게 하기 위해 2차원， 3차원 nodal 코드률 같이

계산하며， 제안된 순셔에 관한 논리를 설명할 뿐아니라 제안훤 순셔률 수정하기

위한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컴퓨터

그래픽과 결부되어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한눈에 진행상황 및 결과툴 알수

있도록 해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연료의 손상올 제한하변셔 발견소 출력율

원하는 만큼 얻올 수 있는 제어용 순서를 얻올 수 있게 된다.

제어봉 순서결정을 위한 천문가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가능올 갖는

tool올 이용할 때 보다 쉽게 구현될 수 있다.

• 제어봉 순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요원의 경험척 지식을

rule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로 하여금 저i안된 이동 순서를 적용하고， nodal 코드

출력올 검토활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타 베이스 겔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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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기능

• 제어순서 조언 시스템 및 발컨소 컴퓨터 사이의 자료교환뿔 위한 기능

5. 기술운영지첨 감시 (Technical Specification Monitoring)

기술운영지침 (technical specification)이란 각 발전소에 해당하는

세부척인 기술사항 및 안전한 운전을 위한 지침서툴 말한다. 기슐운영 지침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발전소 운천도중 무심코 이를 어길 수 있다.

기술운영지침의 위반은 발천소 가동정지기간， 공학척 문서기술 기간등에 엉향올

주기 때문에， 이에대한 각각의 산출된 비용을 최저화 시키는 것이 발전소

훈영의 중요한 사함이다.

기술운영지첨이 갖는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기술운영 지침이 갖는

복잡성올 줄여 운전자로 하여금 쉽게 기술운영지첨올 살며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운영지첨 조언 시스템을 둠으로써， 기술운영지챔올 지키는 일과 감시를

쉽게할 수 있다.

기술운영지침 조언시스템은 발전소의 모델 빛 그 기술운영지챔올 입력으로

하여 simulation함으로써 실제영역에셔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운영명세셔의

목록올 산훌해 낸다. 이때 기술운영지챔의 조건은 multi-time event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올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기술운영지캠의

웅용분야에 적용되는 전문가 시스템은 그 수행과정올 셜명해 줄 수 었어야 하며

불완전한 입력 페이타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올 검토할 수 있도록

입력상황과 관련된 모든 기술푼영지침올 출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발전소의 변경이 제안될 때 기술훈영지첨의

변화를 검토하거나， 기술운영지첩의 한 부분을 지적해 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발전소 훈전 데이타와 발전소 유지보수 데이타를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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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면 발전소 운천과 소흘한 유지보수에 대한 감시 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훈영지침 조언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은 발천소

유지보수블 위한 시스템과 논리척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 시스템을 기술운영지첨 분야에 웅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는 복잡한

발전소의 모혐에서 success path를 찾아내기 위한 추론절차와 원자력 발전소 각

부품 상호간의 관계를 모혐화하기 와한 척당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이

분제는 어려훈 문제는 아니다. 인공지능 개념율 이용한 기술운영지첨

조언시스템은 non-monotonic 추론올 요구한다. 아울러 다옴과 같은 기능율

갖는 tool 올 이용하면 보다 쉽게 기술운영지침 감시룰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개개의 기술운영지침올 발전소 상황과 연결시키기 위한 지식올

rule 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기술훈영지침이 규정하는 발전소 모혐올 구촉할 수 었는 기능

• 다양한 발전소 상항을 묘사할 수 있는 simulation 기능

•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데이타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타 베이스 질의어 인터페이스

• 기술운영지침에 의해 상술된 과정올 나타낼 수 있는 수학척 모렐

구성기능

6. 사후 푼석 (Post-Trip Analysis)

원자력 발전소 사후분석은 논리적 추론 문제로 규정지올 수 있다.

발전소는 운영되는 동안 방대한 양의 데이타를 반들어 내지만 사고시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데이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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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데이타는 녀무 많운 동시에 너무 척다고 할 수 있다. 사고후

무엇이 일어났는지 분석함에 있어 부촉한 데이타는 논리척 추론에 의해

보충되어야만 하며 각 상황에 대한 사건은 시간적인 순셔틀 갖기 때문에 보충된

자료는 어느 특정 영역안에 있어야 한다.

천문가 시스템은 이 -사후 분석 시스템올 지식기반 추론율 이용하여

구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사후푼석에셔 요구하는 작업은 진단 추론문제률

해결하기 위한 전혐척인 천문가 시스뱀과 같으므로， 기존의 진단추론올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설명기능， rule내의 논리 표뻔 및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올 이용하면 구현이 가능하다.

사후분석올 위한 전문가 시스템은 감시되어야 하는 조건， 중요한 사건，

시스템의 부분등을 rule의 형태로 표현하여 지식 데이타 베이스를 구혹하고，

원자로 모텔을 이용하여 이 rule로 하여금 비상사태에 대한 원자로 대용

시스템을 simulation함으로써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셔 시험올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은 multiple fault에 대한 진단과 시간척 순셔가

중요시되는 사건에 대해 rule에 시간척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사후 분석올 위한 시스템의 구성에는 아래와 같윤 기능이 요구된다.

• 사후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rule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정확성올 검증하기 위한 발천소 모델 구성기능

• 사고의 조건올 구성하고 rule울 시험하기 위한 simulation 기능

• 특별한 추론 경로를 정의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 구성기능

경보처리 기능

• 경보처리기로 하여금 경보의 우위성에 따라 경보를 처리하게

하는 real-time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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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응절차 분석 (Procedures Analyzer)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바상대응 절차는 사건위주 (event-based) 의

대옹절차로 되어 있어서， 사고시 운전원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잘 계획된 절차에 따라 사고를 회복해 왔다.

이러한 방식의 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운전원이 먼저 정확한 사건 규명을 위한 진단율 해야 하는데 이

첫번째 진단이 이후 사고에 지대한 영향올 미친다.

• 동시 다발 사고인 경우 어떤 사고에 대한 절차톨 먼저 수햄해야

하는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TM! 사고이후 비상대융절차는 사건위주에셔 증상위주 (symptom-based) 또는

기능위주 (function-based) 의 대융절차로 바뀌었고， 이들 대융절차는 사건의

조기 진딴이 필요없이 바로 증상에 따른 대옹철차롤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증상위주의 대옹절차는 현재 BWR에 용용되고 있으며 기놓위추의

대융절차 빚 success-path monitoring 은 PWR에 주로 용용되고 있다.

사고위주의 대옹절차가 아닌 증상위주 또는 기능위주의 절차는 다옴과 같은

특정이 었다.

• 대응절차는 시칸에 독립척이다. 측 발전소의 과거 상태가 아닌

현재의 증상을 중요시 한다.

사고완화를 위한 초기 조건의 측정을 할 수 없는경우，

대응절차는 머리 예서된 상태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 대옹절차는 각각의 절차를 branch로 하는 하나의 콘 tree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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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대응절차 상호깐의 긴밀한 수행에는

문제점을 갖지만 넓운 범위의 조건에 대해 척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증상위주 또는 기능위주의 대웅절차는 이러한 확정으로 인해 사고시 최척에

가까운 사고회복 절차툴 찾는데 아주 콘 도옴을 준다. 이에 반해 사건위주의

대웅절차는 주어진 과정올 따라 대옹절차툴 수행한다는 첨에셔 효율척일 수

있으나， 수행조건올 찾지 못할 때 더욱 더 상황올 악화시킬 수 었다. 따하셔

증상위주 또는 기능위주의 대용절차률 컴퓨터화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사고서

운천원에게 발전소의 현재 상태와 합께 운천원이 해야할 척절한 조치률 알려줄

수 있도룩 하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향상에 콘 도폼올 줄 수 있다. 이러한

대옹절차는 위에셔 언급한대로 각 절차률이 셔로 얽혀 하나의 커다한

tree구조를 형성하거 때문에， 전체 대융절차 중에셔 휠요한 대용절차롤

찾아내는데 인공지능 기법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옹쩔차률 위한 천문가 시스템의 구성올 위해셔는 아래와 같운

기능을 갖는 tool이 필요하다.

• 각 대용절차를 rule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발천소률 모델화할 수 있는 기능

• 각 대웅절차를 simulation할 수 있는 기능

• 계기 사이의 정보교환올 가능하게 하는 기능

• 대용절차 시작을 위한 비상사태를 탐저하는 기능

• 발컨소 상태툴 나타낼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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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률론적 위험 도 분석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 (PRA) 이란 안전성*과 경제척 투자에 대한 원자로

시스템의 위험율 평가하는 것올 말하며， 원자로 시스템의 분석올 위한 발천소의

각부분을 fault tree , event tree , success logic 모델 또는 cause-effect

도변등의 논리척인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이 논리척 표현 방법율

근거로 확률론척 위험도를 분석한다.

확률론척 위험도 분석은 잘 정의흰 분석방법이지만 각 용용에 대해 그

완천성과 일치성의 결핍으로 그 적용이 다소 제한되기도 하며， 이러한 완천성과

일치성의 결핍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시스템 모텔내에서 다른 분야와 연관율 햇는 event의 수가 많옵

• PRA 기술에 대한 천문지식의 부촉

• 사스템이나 시스템의 각 부분품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전문기술의 부족

• 부분적 결함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계학척 데이타

베이스의 부족

논리적 모텔의 구성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람의 실수에 대한 j확왈론척

위험도 분석이 갖는 위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된 방법은 PRA 모탤

구성을 룹는 PRA 워크스테이션을 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fault , event 및

cause-effect tree의 구성을 도와주는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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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차로 하여금 시스템 모델을 확신하도록 도와준다.

• 전문가의 경험척 지식을 통하여 모델의 셰부 부운에 대한

조합이나 분해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

• 그래픽을 사용하여 발전소 모델과 .관련한 시스템 모델， event 및

그들 사이의 종속관계를 나타내 준다.

이러한 PM 워코스테이션은 지식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인 전푼가 시스템옳

기초로 구성되며 경험적인 지식들은 rule 의 행태로 지식 데이타 베이스내에

저장된다. 특히 PRA 워크스테이션운 그래픽 기능이 중요한 역할올 하기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은 이 그래픽 기능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PRA 워코스테이션율 전문가 시스템의 개념올 이용하여 구성할 때 가장 콘

문제는 인공지늄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PRA툴 위해 사용되는 각기 서로 다른

방법， 데이타， 모렐에 대한 일치성에 었다. 그러나 PRA 워크스테이션물

LISP언어흘 이용하여 구성할 때 수치해석 부분의 수행능력야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PM 모델 구성을 돕는 시스템은 다옵과 같은 기능올 갖는 tool율 이용하면

보다 협게 구성되어질 수 있다•

.. Fault , event tree 구성에 관한 처식， 그들사이의 의존관계 빛

분석에 관한 지식올 rule 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모델 사이의 기능적 의존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발전소 모델올

구성활 수 있눈 기능

• 여러가지 사항올 시협해 불 수 있는 simulti\tion기능

• 필요한 데이타를 데이타 베이스를 동해 얻을 수 있는 데이타

베이스 질의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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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사이의 자료교환을 할 수 있는 기능

9. 요원훈련 (Training)

컴퓨터를 여용한 교육 (Computer Aided Instruction) 은 실제 시스탬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목척하는 사용법 및 동작원리를 교육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원자력 분야에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은 운전원 및 발전소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컴퓨터 aid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운천원 및

발전소 운영관련자에게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의 양상에 비해 그 기능올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인공지능의 개념을 도입하여 컴퓨터률 이용한 교육 시스템율

구성하고자 할때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가 시스템올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컴퓨터 aid가 가지고 있었던 결점들올 크게 보완할 수 있다. 이 새로푼 개념의

쿄육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각부분의 셰부 모델， P&ID , 장비명채 및 훈련

시나려오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피교육자로 하여금 실제와 거의칼은

상향에서 훈련받는 것과 같은 효과블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이 갖지 못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library나 기타 여러가지

장비에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발전소의 세부적인 모델은 훈련목적으로 multiple fault와 같은

북잡한 상황도 simulation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simulator와 연결하여 사용할 때 지식에 기반올 둔 새로운 교육 전문가

시스템은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교육도 가능케 한다.

교육을 위한 천문가 시스랩의 개발은 다음의 기능율 갖는 tool이 사용될때

보다 벨리 그러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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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적 지식， 진단， 운전등애 관련흰 지식올 rule의 형태로

표현활 수 있는 기능

• 발전소 각 부분율 모델화 할 수 있는 기능

발전소의 각 상횡을 simulation할 수 있는 기능

• 상횡의 계속적인 변화를 나타낼수 있는 수학적 모델올 구성할 수

느{]기」는있

10. 기계 고장진단 (Machinery Diagnosis)

북잡한 장비를 진한하고 수선하는 것은 전문가률 확보하거나 투입하는 데

제한올 받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발전소 장비가

노후화되고 초기 인훤이 줄어듬에 따라 점차 높아지게 된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장비의 대부분이 유일하고 매우 제한된 시장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전산화된 진단수단이 보펀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우기

일반 전산 표준진단 수만들은 주어진 특정장비의 부폼에 관련훤 톡성올

제공하지 못해 원자력 분야의 장비 진단율 위해 사용하기에는 척합치 못하다.

전문가 시스템의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원자력 이외의 분야에셔 진단율

목적으로 많은 천문가 시스템이 개발되자， 이플 기술올 이용하여 원자력

분야에셔도 기계장비의 고장진단올 위한 천문가 시스랩율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어 앞에서 논의한 training system과 비슷한 치석기반 시스템율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진단시스템은 장비의 증상올 입력하고 그 장비에 대한

가정과 배경자료를 display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interactive graphic

기능을 필요로 한다. 진단 시스템은 정확한 판단올 하기 위해 장비들이 개개의

형태에 맞게 만들어져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

수선이나 정밀 검사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util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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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발전소의 장비에 맞출 수 있다.

진단 전문가 시스템은 다음과 같운 기능의 tool올 사용하면 효율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진단착업 이나 경험적치식올 rule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발천소나 주요부품 및 부품들 사이의 기능별 의폰도툴 나타내어

모의실험올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천소 모델 구축기능

• 발전소와 부품의 동작 등을 시험할수 있는 simulation 기능

• 연속적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수학적 모델 구축기능

• 진단율 위한 데이타를 주고 받올 수 있는 통신기능

• On-line 진단을 위한 신호검증용 경보처리가

11. 발전소 데이타 베이스 (Plant Data Base)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공학용 데이타， 운영 데이타의 경영을 그 유용성에

의해 점점 더 중요한 관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자료 경영이 아무렇게나

분멸된 상태로 다루어져 왔다. 발전소 데이타는 사용하는 컴퓨터의 종류，

발전소 설비업체에 따라 여러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타의 다양성 때문에

데이타를 찾고， 모으는데 많은 겸비를 들여왔다. 발천소 테이타 베이스 경영의

또다른 어려옴은 데이타툴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양하다는데 있다.

데이타 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용자들올 위해 데이타 베이스 경영

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운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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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종류의 데이타 베이스의 접문을 가능케 해야 한다

•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배열하는데 도옵을 주어야 한다

• 사용자가 배우기 쉽게 대화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자에게 기솔적， 비기술적 배경외 다양성올 제공해야 한다

지석 기반 데이타 베이스 경영 시스템， 특히 frame 형태로 지식올 표현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 데이타 베이스 관리에 요구되는 융통성과 도품율

쉽게 사용자에게 제공활 수 있으며， 질의어의 제공은 물론 locator와 지능

터미날의 두 설비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

Locator는 사용자로 하여금 테이타 베이스를 특정 용용분야에 척용하는

방법올 제공해 주며， 발전소의 동작과 현대 정보 기슐 방법에 근거률 둔 자료

자원올 데이타 흐틈도로 작성하는데 용용할 수 었다. 데이타 흐톰도와 자료

이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화된 표뻗운 사용자로 하여끔 필요한

자원올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locator 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와 locator와의 상호작용은 그래픽올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locator 의 장점은 그 융통성에 있다. 지눔 터미날올 컴퓨터 내에 있는 데이타

베이스에셔 frame 의 형태로 보내어준 정보툴 처리해 줌으로써 locator의 역할율

도와준다.

테이타 베이스 경영 전문가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타 베이스에 대해 그

경염방법을 도와줌으로 인터페이스 기법의 가변성이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하 베이스가 몇개의 인터페이스 형태로 분류된다면 맺개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가능하나 각각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타 베어스 인터페이스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Locator 테이타 베이스 경영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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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테이타 베이스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데이타 베이스

질의어 인터페이스

• 원격 데이타 베이스 접곤올 위한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 기능

12. 지척 터미날 (Intelligent Terminal)

데이타 베이스 옹용의 복잡성은 발전소에서 실제 공정율 모형화하거 위해

사용된 정교한 컴퓨터 E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코드들은 공학척인

설계와 licensing 분석에 사용되며 이들 충 북잡하고 이용하기 힘률뿐만 아니라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었다.

지척 터미날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일반척이고 척융성있는

인터페이스률 제공하기 위해 지식 기반 기법올 사용하며， 각각의 외부

프로그램이나 코드는 그것의 주요 자료 구조나 주요 공정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모델화된다. 실체영역에셔 지척 터미날은 발천소 모델의

set up , run option 의 선택， 입력 JCL 순서의 준비， 수햄훤 결과의 감시， 및

결과의 훤집올 위한 지원올 할 수 었다.

지척 터미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찰 정리펀 지식올 rule 의

형태로 표현함으로 가능해 진다. 지능 터미날올 통한 입력폰 그래픽올

이용하여 쉽게 이루어지며， 입력된 데이타논 그래픽올 위해 필요한 곳으로

자동척으로 삽입된다. 지적 터미날의 각 옹용과 그에 대한 현 상태가 서로

분리된 지석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터미날은 다중 웅용에 사용될 수

있다.

지적 터미날의 구현폰 인터페이스 하고자하는 특정 프로그램에 달려 있으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올 같는 tool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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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결과를 질의하기 위한 테이타 베이스 질의 인터페이스

• 추 컴퓨터와 공학용 컴퓨터률 이용하기 위한 기계 상호간의 인터페이스

제 3 절 전문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념설계

본 장에서는 전문가 시스템올 적용활 수 있는 원자력의 여러분야 중에셔

비상대옹 절차와 관련된 분야를 선정， 이 분야에서 운전원올 도올 수 있는

Emergency Response Procedure (ERP) 라 불리는 천문가 시스템율 개발하는데

필요한 개념설계를 서술하였다.

1. 연구배경 빛 목적

가. 연구배경

1979년 3월 TM!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올 위해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 대책의 얼환으로 ERF/SPDS 가 추진되어 발전소의 주요

안전인자들을 컴퓨터 화면에 display 함으로써 훈천원들의 안천감시 기능율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었다.

본 ERP 시스템은 이 ERF’/SPDS률 바탕으로 발전소 중요 안전인자에 대한

display 뿐만 아니라， 발전소 사고 예방 및 사고시 증상위주의 진단 및

대응절차를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설계된 Enhanced

ERF/SPD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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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RF/SPDS 와 ERP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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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와 ERF/SPDS와의 관계는 그립 4.1에셔 나타난 바와 같다. ERP시스템은

기존 ERF/SPDS 시스템의 Data Acqusition 부푼， Symptom Monitor , Display 빛

Data Archive 부분을 확장하고 ERP를 위한 데이타 베이스 및 비상대용절차

(Emergency Reponse Procedure) 모률을 추가하여 구성펀다. ERP 시스템의

추가된 비상대융절차을 통하여 사고시 운전왼에게 척절한 대용절차률 제시해

준다.

나. 연구묵적

본 ERP 시스템의 목척은 다옴과 같다.

사고시 훈천원애게 증상위주 대웅 절차와 그 회북철차의

이용가능성을 제시

- 이미 진햄종인 사고 회복의 모습을 display

- 운천원으로 하여급 칙접 관련 부폼와 상태률 보며 사고롤 회봅활

수 있도록 P&ID블 제시

- 인공지능의 개념율 적용한 비상대옹 지침 지식 데이타 베이스

구성 및 운전원의 경험에 기초한 조기 대웅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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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quirements

가. Functional Requirements

(1) ERP 시스랩

1> Input

- ERF/SPDS에서 처리된 중요 안천변수

- System Configuration Table (SCT)

- Alarm Set Parameter

-ERP 데이타 베이스

• 버상대응 지침 (Emergency Response Guideline)

. 발전소 운전자료 및 방법

. 필수 안전 기능 진단표

• 시작 및 종료 조건

- P&ID 데이타 베이스

• 각 부폼에 대한 화면 자료

- 각 부품에의 현재 상태

2> Process

- 사고 탐지 (Incident Detection) : ERF/SPDS에셔 제공

- 사고 복구 (Recovery Procedure)

- P & ID

- 북구 확인 (Restoration Monitoring)

3> Output

- 필수 안전 기능 인자 : ERF/SPDS에서 제공

- 사고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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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수습절차 및 기능

- 수습절차와 관련펀 부품 상태 및 P&ID 화변

(2) ERP 시스템을 위한 Module

ERP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module 은 아래와 같다.

Data •
A띠u돼·과Ltio’ n ERFISPDS

에셔 제공회는

기능율 이용

[NUREG 0696]
Critical Safety

Function 빼nitoring

T•

Recovery •
Procedure

Emergency
• Response

Procedure (ERP)
Restoration 의 구성올 위해

Monitor 새로이 추가되는

모률
•

P &ID
•

그럼 4.2 ERP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Module

ERFISPDS 에서 제공하는 필수안전 기능인자들의 관계눈 그럽 4.3과

같고， ERFISPDS 에서는 이 얀자들의 안전성 유무와 상태를 그림 4.4와 같이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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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ecovery Procedure Module

1> Input

- Alarm Set Parameter

- System Configuration Table (SCT)

-ERP 데이타 베이스

• 전산 비상 대옹지챔 (ERG)

. 발전소 운전자료 및 방법

• 필수 안전 기능 진단표

• 시작 및 종료 조컨

2> Process

- 비상 신호 확인

- 해당 alarm에 대한 사고 진단

- 사고 처리 계획 수립

- 복구 지첨 설정 및 수행

3> Output

- 사고 수습절차 및 기능 (그힘 4.5)

- 복구 지첨 (그림 4.6)

- 복구과정 Monitoring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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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F/SPDS 데이타 베이스

2> Process

- 요청 신호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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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 &ID Module

1> Input

- P &ID 요청

- P &ID 데이타 베이스

• 각 부품에 대한 화면자료

- 각 부품의 상태

• ERF 데이타 베이스

. On-line 또는 Off-line 계측

2> Rrocess

- 요청 신호 탐지

- 해당 계통에 대한 P & ID 데이타 베이스 access

- 해당 계통에 대한 부폼의 상'E.~ access

- 해당 계통에 대한 부품의 상태 판정

- 결과를 화변에 display

3> Output

- 해당 계통의 부폼에 대한 상태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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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드웨어 Requirements 。

- ERF/SPDS 하드웨어 장비툴 최대한 이용

- 추가장비

· ERP를 위한 Color Display

해상도 480" * 384V 이상

· Disk (P&ID DB , ERP DB , Archive File)

· Tape (Archive 용)

· P&ID를위한 Component 계측장버

다. 소프트웨어 Requirements

- ERF/SPDS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이용

- 추가장비

· DBMS

발전소 운전자료 및 방법

비상대응 지침

필수 안전 가능 진단표

시착 및 종료 조건

P &ID

• 비상대응 지침을 처리하기 위한 Logic Module

· Graphic Editor

P&ID Library 제작용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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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ser Interface

- ERF/SPDS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계

- 각 level display

• 메뉴방식

. Pointing Device

Function key 또는 Mouse툴 이용

- 화면구성은 Human Factor 를 고려해셔 설계 [NUREG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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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nctional Specification

본 절에서는 ERP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요구조건을 Data

Flow Diagram올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가. Diagram 0 - ER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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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iagram 1 - Recovery Procedur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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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iagram 3 - P &I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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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설계 고찰

본 명세서를 통하여 설계된 비상대웅 절차 (ERP) 는 기존의 ERF/SPDS 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종상위주의 사고회복을 위한 절차까지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된 전문가 시스템이다.

제시된 비상대웅 절차 (ERP) 는 논리적 측변에서 기능척 요구사항올 기술한

개념설계이므로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상세젤계를 위한 Technical

Specification 이 따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ERP 시스템은 기존의 ERF/SPDS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ERF/SPDS 시스템 셜계시 ERP 시스랩올 위한 확장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면 약간의 추가적 장비로 비상대용 철차를 구성할 수 있다.

ERF/SPDS 의 설치를 전후하여 본 개념설계의 상세설계가 이루어져

Prototype 의 확인 및 검증올 거쳐 설치되면 원자력 발전소 운전과 안천에

상당한 개선이 예상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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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연구의 국제적인 추세에 부옹하여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본격척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환경의

조성 및 실제 영역에 척용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올 최종 복표로 하는

그 첫단계 연구로 수행되었다. 첫 단계의 연구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원자력

이용환경과 기술에 맞는 전문가 시스템 융용영역의 선정과， 이 영역에셔의

천문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훼어 tool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전문가 시스템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셔는 전문가 시스템율

구성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 갚은 전문지식올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여러 표현방법올 통하여 컴퓨터 모델내에 표현하는 knowledge

engineer 및 실제 천문가 시스템의 구성을 담당하는 천문가 시스템 구성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응용영역이 정해지면 그 옹용영역의 특성에 맞추어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컨문가 시스탬 구성올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구성하고 있는 전문가 시스템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륨 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 시스램율 쉽게 그러고 벨리 구성할 수 있는 tool율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 시스템 구성을 위한 tool은 대부분 production 시스템율 모형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tool이든지 데이타 메모리， rule 메모리 빛 제어 시스템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관한 지식올 tool의 특성에 맞게 rule

메모리내에 지식 데이타 베이스로 구축하므로써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이 이루어

진다. 상품화된 전문가 시스템은 그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rule 기반혐， 논리기반혐， frame 기반혐， 복적지향형 및 절차지향형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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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설체 천문영역의 지식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tool율 선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본문을 통하여 언급한 전문가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한 원자력 분야는

우리의 원자력 이용실정과 축적된 천문가 시스탬 기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엽게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을 할 수 없는 분야도 있다.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을

위한 우리의 기술이 초보적인 단계입올 고려한다면 아칙은 기술척으로 많이

복잡하지 않고 우리의 실정에서 먼저 전문가 시스템의 척용올 필요로하는

웅용영역이 적합할 것이다.

우리의 원자력 이용상 전문가 시스템의 척용올 절실히 필요로하는 곳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시 운천원으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휘해야 행동율 조언해

주는 비상대옹절차률 위한 분야일 것이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대옹

절차는 사건위주 (event-based) 의 대옹절차로 되어 있어서 사고시 운천원이

어떠한 사건아 발생했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찰 계획된

절차에 따라 사고를 회복해 왔는데 이러한 방석의 대용철차는 운전원에게 너무

많은 책입올 두어 운전원의 찰못된 진단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수 있올

뿐만아니라 동서 다발 사고인 경우 어떠한 절차툴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 쉽게

결정활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TMI 사고이후 비상대웅절차는 사건위주에서 증상위주 (symptom-based)

또는 기능위주 (function-based) 의 대웅절차로 바뀌었고， 이률 대용철차는

사건의 조기 진단이 필요없고 바로 증상에 따른 대웅철차룰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증상위주의 대응절차는 각각의 철차를 가지로 하는 하나의 콘

tree구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체 대융절차 중에서 휠요한 대옹절차를

찾기 위해서 또는 경험적으로 얻어진 비상대융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여 휠요하다.

비상대융절차 구축의 기반이 되는 SPDS (Saftey Paramete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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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에 관한 연구가 지난 2년동안 소내에서 진햄되어 왔던바 그동안 축척된

SPDS 기술올 이용하면 버상대옹절차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SPDS 위에 비상대응철차툴 구록활 수 있는 ERP (Emergency

Response Procedure) 시스템에 관한 개념설계를 아울러 진행하였으며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념설계된 이 ERP 시스템은 기존의 SPDS 시스템율

최대한 활용하여 구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SPDS 시스템 설계시 ERP

사스템올 위한 확장 부분올 고려하여 설계하면 약간의 추가척 장비로 비상대융

절차를 구성활 수 있으며 SPDS의 설치와 병행하여 본 개념젤계의 상셰설계를

통한 ERP 시스템이 Prototype 및 검증올 거쳐 설치되면 원자력 발천소 운천과

안전에 상당한 개선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서술한 옹용분야는 발전소의 방대한 양의 데이타는 물몰아거니와

복잡한 지식올 체계척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tool율 이용하면

효율척으로 전문가 사스템울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셔 보면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같은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이나 특정한 한가지 지식표현

기법 또는 제어 방법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tool은 원자력 분야 용용에셔의

전문가 시스템. 구성 tool로셔 그 기능아 약하다는 것율 알 수 있다. 따라셔

원자력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올 위한 소프트웨어 tool로는 KEE\..} ART

같이 복합적인 지식 표현방식 빛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개발환경율

제공하는 tool이 척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tool과 같이 전문가 시스템 개발율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함은 하드웨어 tool올 들 수 있다. 기본척으로 하드웨어 tool은 소프트웨어

tool 이 결정되면 그 소프트웨어 tool율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따라 자연히 정해지지만 크게 인공지능 천용 Machine 과

엔지니어럼 워코스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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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용 Machine윤 원래 미니컴퓨터에셔 AI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그 후 사용자 interface를 개량하고자 전용머신으로 벌천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천용 머신은 LISP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천문가

시스템의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tool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겸을 갖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효율이 우수한 반면 값은

아주 비싸다.

벤지니어링 워코스테이션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벌전과 함께 출발하여

최곤에는 MC68020등의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셔롤 탑재한 벤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EWS) 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 벤지니어링 워르스테이션은

인공지능 전용 Machine에 비해 그 성능이 현저히 떨어쳤으나 최끈에는

하드웨어적 성능변에서도 전용머신과 엔지니어링 워코스테이션 사이의 우열올

가러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천용머신에셔만

수햄되던 전문가 시스템 개발용 tool들이 EWS에셔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EWS , UNIX 및 C언어툴 통합한 tool의 개발로 인공지능 전용 Machine 보다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 Personal 캠퓨터

빛 엔지니어렁 워코스테이션으로 Prototype 전문가 시스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 또는 개발충안 전문가 시스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휠지

불명확한 단계에서는 고가의 AI전용머신인 LISP 머신보다는 법용의 EWS롤

사용하는 것이 훤씬 경제적이며 안전성이 있다. 인공지능 천용 Machine ,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모두 LISP과 PROLOG 및 기타 tool 올 사용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동척이며， 벤지니어렁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C및 PASCAL 등 범용

언어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은 찰

계획된 준비를 통헤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전문가 시스템올 척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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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용분야의 선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프트쐐어 빛 하드웨어 tool의

선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변，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하드웨어 빚 소프트웨어

환경올 먼저 조성하고， 아울러 이 연구환경 위에셔 제시된 용용영역의 전문가

및 천문가 시스템 구축자툴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병햄될 때 전문가 시스템의

원자력분야 웅용 연구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천문가 시스템의 개발로 이어칠

수 었올 것이다.

-69 -



Z를훨앓 諸켈 검ξ

본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技術혐問과 자료협조를 아꺼지 않으신 미국

Nuclear Technology Inc. 의 강 창무 박사넘 께 깊은 감사률 드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보고서의 藍慘를 위해 시간올 할애해 주신 원자력 연수원의

문 병수 박사넘과 본 과제 참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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