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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시험검증가술 개발 환경 구축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기존 원자력발전소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은 그 시스템의 노후화와 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해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반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와 보

조를 같이하여 계축제어 샤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력을 겨울이고 있으나， 원

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펼요한 확인 및 검증 방법론이 정

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딴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섬 기반기술인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시스템 공통모드고장 문체，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퉁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

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디지렬화 성공올 위해서논 하드웨어 확인 및 검증 방

법론과 소프트혜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

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들어 전자기술의 발달로 계측제어계통의 기술이 점차

고도화 또는 뎌지털화되면서 그 기능이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

한 계측제어계통의 기술 개발은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prototype, dynamic

mock-up 또논 전규모 시율레이터 둥으로 기능 시험을 하여， 기술적 문제점이나

설계 오류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미전력연구소의 사업자요건

서에서는 mock-up 또는 prototype이 발전소의 상태와 유사한 선호를 입력받

아 적절한 출력 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겸증설비는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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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기술 개발 과제에서 개발되는 계통의 시험검중 뿐만 아니라 추후 설계

되는 계측제어겨l통의 시험에 휠수적인 설비이므로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IT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전에 디지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방법 및 인허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Reg. Guide와 IEEE Std.를 분석한다. 다음에는 한국과 미국의 규제기관의 규제

방향 파악과 공급자의 인허가 접근동향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한다.

확인 및 검증분야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접근한다. 계측재어계

통이 디지털화 되면서 모든 가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므로 하드웨어의 확얀

및 검증보다는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하드웨어의

확인 및 검증에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 공동모드고장 대책，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 EM! 대책동에 대해서 언급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개발에서는 계측제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다지탤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자 핵

심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

하고 정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기농

요건， 기술 요건 둥을 도출하고 규제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71술을 자립하기 위

한 구체적인 세부 기술 개발 계획과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재발 환경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CASE를

이용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요건을 만족하는 확인 및 검증 방법론 개

발을 위해 여러 흑변의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

인 및 검증 지침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시험검증설비 개발환경 구축에서는 먼저

시험검증설비 개발동향 및 응용사례조사를 수행한다. 시험검증셜비 하드웨어는

VXI bus를 이용하여 개발하며 소프트웨어는 웨스팅하우스 PWR의 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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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IV. 연구개발결파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근본 문제정을 도출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하드

웨어의 확인 및 검증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통모드고장，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 EMI 대책동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확

인 및 검증에서는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기능요건， 기술요건 둥을

도출하였으며 규제요건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고선뢰

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기술올 자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술

개발계획파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개발환경 구축에 착수하였다. 여기서는 세부기술 개발 계획 중 1 단계 연구 내용

인 CASE룹 이용한 개발환경 구축과 다양한 요건을 만족하는 확인 및 검쯤 방

법론 개발의 기술적인 연구가 포함된다. 후속기 계촉제어 시스템 디지털화륜 계

획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을 개발 확보하는 것이 다지렬 계측제어 시스템의 독자개발 성공파

진정한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과 기반이 되는 필수요건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된 선진 계측제어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도 개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

법론과 소프트왜어 확얀 및 검증 방법론익 건전성 평가에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검중설비 개발환경 구축에서는 개발동향 및 응용사례를 조사하여 시험

검증설비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능요건에 따라 VXI bus를 이용한

인터페이스와 시험판넬을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운 정적，

동적 모의화 프로그램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구축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 시험검증설비를 완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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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s for Development of Test and

Verification Technology

II. Obje다ives and !mpo다킹Ice of the Project

In most other industries, the analog insσumentation and controI(I&C)

systems are being replaced by digital systems and computers. This digital

technology provides lots of advantages. So it is recommended that nuclear

industries adopt the modern digital and computer technology to improve

nuclear power plant(NPP) safety, availability' and operating functions.

However,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NPP is faced with safety and

reliability concerns such as common mode failure and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V&V). Difficulties arising from software problems can affect

plant safety, reliability and avaliability. Assurong software reliability is a

major challenge which must be met, if the promise of digital technology is to

be realized in NPP.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project, Codes and Standards such as Reg. Guide and IEEE Std.
are reviewed and analysed to find out the issues for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 V&V field is divided into hardware V&V and software

V&V. Hardware V&V addresses quality assurance program, common mode
failure measures,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 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compatibilty for the I&C systems of NPPs. The software V&V
research program is on the preliminary stage to develop and establish the
V&V methodology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ized I&C
system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V&V technical status, th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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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lan is to be built. The purpose of V&V development plan is to
produce a high reliable met

hodology of software V&V in Korea. This project will consσuct the
development environment of software V&V where several technical research

activities of software V&V are to be perfonned. Another item of this project
is to build an environment for the Test and .Validation Facility which is
composed of hardware using VXI bus and software which is consists of
mathematical model of PWR.

IV. Result and Remarks for Applications

We found essential problems followed by digitalizing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A scheme is divided into hardware and software to resolve these

problems. We have analyzed the hardware V&V methodologies about common

mode failure,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 an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We have reviewed codes and standards to be a consensus

criteria among vendor, licensee and licenser. Then we have described the

software V&V requirements under 10 CFR 50 and 10 CFR 52 in 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rrmllssion(NRC) and presented vendor's

approaches to cope with the licensing barrier. At last, we have surveyed the

technical issues related to developing and li-censing the high integrity

software for digital r&C systems. These technical issues let us know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our own software V&V methodology. We surveyed

a trend and application case of test facility for establishment of functional

requirements. Input/out미It interface which connects among the host computer

and developed 떠rget and panel are designed and manufactured using VXI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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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향후 건셜되는 원전의 계측제어계통은 다지털 기술로 설계되어 하드웨어 보

다는 소프트웨어로 기능윷 구현하게될 전망이므로 디지털 계통의 품질(quality)

을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섬사가 되고 있다. 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셜계공정을 엄격하고 정밀하게 수행해야 하며 엄격한 셜계공정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뻐d Validation:V&V)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계측제어계통의 셜계결과가 성능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위해 시

험하는 것도 품질을 입증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시험검중셜비가 필요하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한펀 디지털 기술의 빠흔 발전에 의한 가술의

우수성 때문에 접차 디지털화 되어 가는 추셰이며 이러한 추세의 결과 종래 아

날로그 하드웨어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시스템에 사용되

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소프트웨어 공풍모드고장 문제와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

장 문제 동을 야가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확인/검증 기술 확보가 펼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건셜되는 원전의 계측 제어 계통은 디지털 기술로 설계되어 하드혜

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구현하게 될 전망이므로 소프토웨어의 확인 및

검증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여다.

소프트웨어의 확얀 및 겹증이란 소프트왜어 시스템이 요구 사항대로 설계되었

음을 보장(Validation)하는 절차이며 그 시스템이 실제로 요구된 기능을 완벽하

고 신뢰성 있게 수행함을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단계 별로 확~ (Verification)하는

절차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실시간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기술에

관한 연구는 소프토웨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

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에 디지렬 기술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

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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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발자， 규제차 모두가 인정하는 소프트혜어 확인 및 검증용 방법론과

도구들은 디지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소프트왜어의 신

뢰도를 높염으로써 전체 다지털 사스템의 품질을 보증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 표준플윤 일관성 있게 소프트웨야의 품질을 향상샤킬 수 있고 소프트웨어

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

는 도구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신경계통이라 할 수 있는

계축제어 계통의 디지털화와 제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디지털화

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이 다지털화의 기반이고 핵심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원전 계측 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인허가 요건을 분석함

으로써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즐을 토대로 세부 개발 기술을 수립하고， 여지에서 계획된 세부 기술

들은 CASE를 이용한 개발 환경의 frame 구축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눈 방법론 정립과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둥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

paradigm과 방법론(Methodology) 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Para바gm에 따른

Lifecycle 의 설정， 셜정된 Lifecycle 에 따른 개발 지침서， V&V 지침서， 개발도구

를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환경 동을 의미하며 소프트워l 어 개발 철학 및 개발자

윤리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소프트혜어 확인/검증 기술 개발 환경 구축의 결과로

CASE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셜계의 한 방법론으로 구축하였으며 고신뢰도 소

프트웨어 확인 검증 방법론애 필요한 요소 기술과 기술 현황을 알아 봄으로써

소프트혜어 확언/검증 방법론 개발에 착수하였다.

디지털 계통 및 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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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공정을 따라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V&V 방법이 확립되어야하고，

이에 따라 V&V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설계결과물이 성

능요건을 만족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 검증방법으로는 결과의 신뢰성을 분

석하는 방법과 결과를 시험하고， demonstration 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뢰성올

분석하는 방법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셜계결과를 시험

하고 demonstration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며， 설계절과를 시험증명하는 방법으

로 시험검증설비가 도입되고 있다. 이 시험검증설비는 원전의 모든 상태즐 모의

하여 제어 및 감시신호흘 제공하고 개발결과의 출력올 받아 검증설비에 의해 실

시각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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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디지털화 대비 규제요건 분석

제 1절 개요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계통 셜계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디지

렬 기술의 공통원인고장 가능성과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계측제어계통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확인하

는 문제가 인허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둥장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공통

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공통의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여러 재의 다른 프로세서나 구동기 (actuators)에서 사용함으로서

하나의 고장이 여러 개의 다른 기기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단일고장사고 기

준에 위배될 수 있다. 각 프로세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오류나

소프트혜어 구조상의 불완전성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소프트왜어의 성능을 정량

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보수성

및 설계의 유연성 둥 디지털 기술의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의 적용

은 늦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아날로그 기기의 생산 단절 및 가격상숭과 소프

트웨어 설계기술 및 신뢰성 검증 기술들의 개발로 디지털 가술의 원전 적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원전의 계측제어계통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기기를 디지털 기기로 교체하기 위한 인허가 문제해결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에 디지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썰계 방법 및 인허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점(issues)들을 도출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인허가 절차는 미국의 인허가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두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건설허가와 둘째 운영허가이다. 건셜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환경평가보고서 및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둥을 제출해

야 하고 인허가권자는 1년 내에 이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운영허

ζ
μ



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신청자가 원전 건셜 후 수행한 여러 가지 시험결파， 운

전절차서 및 비상대응절차서동 운영절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

고 인허가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운영허가서를 발행한다.

미국의- 인허가 절차는 기존 원전이나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에는 한

국의 인허가절차와 비슷하여 10 CFR 50의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추후 건설훨

원전의 인허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10 CFR 52의 인허가 철차를 따라 받게되는

데， 10 CFR 52의 인허가절차는 조기부지 허가， 설계언증 및 통합허가 과정으로

표준설계언증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원자

력규제위원회(NRC)는 개량형 원전인 ABB-CE의 System 80+ , W;H의 APWR

와 GE의 ABWR 및 피동형 원전인 W!H의 AP600과 GE의 SBWR의 표준설계

인증을 위한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중에 있다. 또한 NRC논 TMI-II 사고

이후 매 3년마다 NUREG-0933을 발표하고 현재 원전이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

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 2 절 규제요건 분석

1. 규제요건의 개발 동향

71 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인허가는 10 CFR 50 및 App.를 근거로 하여 규제

기관에서 규제를 해왔다. 즉 발전소 건설단계에서 부터 운전까지 포함된 모든

언허가 요건들이 10 CFR 50 및 App.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인허가절차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두가지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선청자는 부지 환경평가 보고서 및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둥을 제출해야하고，

이에 인허가기관은 l년 이내에 이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하

며， 운영허가를 얻겨 위해서는 신청자가 원전 건설후 수행한 여러 가지 시험결

과， 운전절차서 및 비상대응절차서둥 운영절차서 및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인허가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운영허가서를 발행한다. 이러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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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는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시까지 안전성 판단의 어려움에 따른

공기지연， 셜계변경 및 backfitting에 의한 신기술 적용의 어려움을 초래 하였다.

그리고 계측제어 셜계측면에서의 아날로그기기의 생산단절과 소프트웨어 절계기

술 및 신뢰성 검증기술틀의 개발로 뎌지털 기술의 원전 적용에 대한 요구가 점

차 증가되고있다.

이에 미국규제기관인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는 기존 인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10 CFR 52를 발표하였다. 10 CFR 52

는 기존 인허가의 현안문제콜 해결하기위해 신규 원전의 표준설계를 인증하여，

신형원전의 신뢰성 및 안전성올 확보하고， 언허가절차의 단순화 및 효용성을 증

진하였다. 즉 기존의 인허가절차의 요건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Final safety decisions이 certification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 건설단계전에 이미 펼요한 설계가 완료된다.

- 표준설계를 이용시 안전 및 운전에 여러 이정이 있다.

- 설계완성 및 부지 허가 전에 공청회를 열 수 있다.

한편 ABB-CE 는 개량형 원자로형으로 개발한 System 80+에 새로운 요건인

10 CFR 52를 적용하여 규제기관언 NRC로 부터 설계인종(DC:Design Ceπificat

ion)을 받기 위하여 관련서류틀을 규제기관에 제출하였다. ABB-CE는 규제기관

에 1991년 3월에 System 80+의 표준 안전성 분석보고서(SSAR:Standa띠 Safety

Analysis Report)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규제기관은 문제점이 되는 사항 약 100

여개의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관련 질문을 접수하고， 이에 답을 하여 규제기관에

서는 1992년 9월에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초안(draft)를 발표하고 1994년 6월에

최종안전성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1994년 8월에 최종설계얀가 (Final

Design Approval)와 1995년 12월 에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ion)을 NRC 로부

터 받을 예정이다. 여 71 서 아직까지 미 해결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TAAC(Inspection, Tests, Analysis and Acceptance Criteria) 의 제출

: NRC에서 제시한 범위와 내용변에서 차이가 있고， CE는 ITAAC를 설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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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별도의 독립적인 설계과정으로 제안하고 있음.

- Reliability Assurance Program 개발 :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 기술의 적용

에 따른 안전판련 계측제어 계통의 선뢰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불완전

하다.

- Fire Hazards Analysis

- 표준 안전성 평가지첨 (SRP:Standard Review Plan) 과의 차이점

이 머해결사항들은 대부분아 계측제어 관련분야로써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

스템의 디지털화 및 이로 인한 소프트돼어 및 하드웨어 설계시 다양성 및 섬

충방어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드웨어/소프트

혜어의 공통모E고장(CMF:Cornrnon Mode Failure) 의 원인으로 인한 심충방어개

념파 다양성의 확보와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Reliability) 검증둥이다.

또한， 노후화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10 CFR 50. 109의 Backfitting 에 제시

되어있으며， 야는 10 CFR 52 도 이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하면 셜계 변경시 규제기관의 절차 및 그에 따른 서류틀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측제어 설계측면에서의 노후화로 인한 셜계 변경 문제둥이 이러한 절차

를 따라야 하므로 10 CFR 50.109 에서 제시한 절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절차

의 주요내용을 보면 @ 셜계변경의 상세한 내용 @ 셜계변경시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 @ 설계변경이 사고로부터 공공 또는 종사자에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셜지연 또는 facility downtime둥의 비용 문제고려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잠채적인 안전성영향 (기존 또는 제시된 규제지침의 영향 포함)

평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규제기관의 resource burden (J) 설계변경으로 인한

셀계 및 수명 facility type 익 차이와 관련된 잠재척인 영향 평가 @ 제안된 설

계변경의 시접여부 (설계중간인지 또는 마지막부분인지) 둥이다. 이러한 노후화

대책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교체시 및 외

국 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언허가시 문제되었던 부분동을 앞으

로 더 연구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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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거존의 인허가관련사항은 10 CFR 50 및 App. A & B를 중심으로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Reg. Guide, IEEE동에서 제시된 여러 기술적인 사

항틀을 절계에 반영함으로써 위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본다. 예룰 틀면 보호계

통의경우 10 CFR 50.55a(h)에는 보호계통에 관혜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에 제시

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된 IEEE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을 만족하여 보호계통을 설계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즉， 보호계통의 단일고장요건(single failure criteria) 인 경우 IEEE

279의 Sec 4.2에 있으며， 이를 만족한 경우 단일고장요건을 만족한다고 본다.

그러나 10 CFR 50여 10 CFR 52로 변화 전자 및 전기기술의 발달로 인한

Reg. Guide 및 IEEE의 변화로 인허가관련 요건들이 변화되고 있다. 즉 10

CFR 50 App. A & B 및 10 CFR 52 와 전자기술 발달로 아날로그가 디저털 태

체로 인한 다지털 기술파 관련된 Reg. Guide 1.152, 1.153 및 그에 관련된 IEEE

603-1990둥 이다. 관련된 안전관련 인허가관계도는 <그립 2-1>에 있다. 그리

고 이들 Reg. Guide 1.152 & Reg. Guide. 1.1537} 설계사항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계측제어 설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관련 요건틀의 인허가 관계도는 <그림 2-2>에 있다. <그렴 2-2>는 Reg.

Guide 1.152, Reg. Guide 1.153 및 IEEE 603에서 제시되지 못한 안전계통셜계시

펼요한 Reg. Guide 및 IEEE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표 깐1>에는

관련 코드들의 관계 및 상호 관련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기적인 시

험 및 안전계통의 독립성둥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각 그립의 관련 범위 및 그

연관관계는 다음섹션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향후 계측제어관련 인허가 요건은 이러한 상관관계도에 따라 규제기관에서 인

허가에 관한사항을 규제하리라 예상된다. 이런 이유는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

에 ABB-CE가 10 CFR 52에 준한 새로운 허가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 었

다. 한국도 미국의 경우를 예로 그에 준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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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측제어 관련 철계자들은 향후 젤계시(예: 개량형 및 차세대 원전) 이러한

관련사항들을 연밀히 검토하여 규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계측제어

분야의 경우 아날로그 시스템의 디지털로 대치 및 이로 인한 여려 가지 문제점

들 그리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다중성 및 품질(quality)퉁이 문제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셀계자의 입장에서 설계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규제요건의 분석범위

앞절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앞으로 개발되는 원전의 경우 계측제어 관점에

서의 인허가규제에 대한 중요 검토사항은 <그렴 2-1 ，2-2>에 있다. 즉， 원전셜

계시 설계자는 10 CFR 50 및 10 CFR 52를 기본으로 계측제어설계중 하드웨어

인 경우 Reg. Guide 1.153에 채시된 요건을 준수해야하고 Reg. Guide 1.153 에서

제시한 IEEE 603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다만 IEEE 603에서도 제시한바와

같이 IEEE 603은 안전관련의 전범위를 포함하고 있지 옷하므로 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Reg. Guide 1.22, 1.62, 1.47, 1.53, 1.75, 1.89, 1.118, 1.97 및 이 와 관

련된 IEEE 338, 379, 384, 323, 308, 352, 479, 1023 그리고 ANSVASME

NAQl-1989, ANSVANS 51.1-1983, ISA S67.040-1987이 펼요하다.

본 철에서는 하드웨어 절계사 중요 요건인 Reg. Guide 1.153 및 IEEE 603을

분석범위로 한다. 그리고 IEEE 603 및 Reg. 1.153에 포함하지 않는 관련 규제

요건을의 상관관계 및 계측제어 셜계시 고려해야할 사항 역시 분석범위에 포함

한다.

우선 Reg.Guide 1. 15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EEE 279-1971의 요건을

IEEE 603-1980에서 구체화 하였으며， IEEE 603을 따름으로 인하여 IEEE 279

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채시하였다. Reg. Guide 1.153의 주요내용으로는 IEEE

603-1980은 일반산업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이므로 이를 원자력 분야에 적용시 문

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였는데 이 관련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CD 안전관련 시스템 (safety-related system) 과 안전시스템 (safety system) 의 의미

-10-



를 IEEE 603-1980의 경우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원자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설계시 (예를 들면 안전관련시스템 설계시 안전동급의 기기를 사용

해야하는지 또는 비안전둥급의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안전둥급의 기기사용시

어떤 둥급의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둥) 문제가 되므로 이콜 구분하였으며，(2)

수동제어 동작과 관련된 표시는 IEEE 603의 경우 변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

았는데 이를 Reg. Guide 1. 153의 경우 Reg. Guide 1.97 에서 제시한 Type A 변

수로 분류하였고， ® IEEE 603-1980 p. 20 그림부분에서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전 기능을 요구하는 조건이 통시에 비안전관련 시스템에 의해 작

동을 취해야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혼돈을 없애기 위하여 수정환 그렴을

Reg. Guide 1.153의 p.4 에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Reg. Guide 1.153 에는 IEEE 603의 Sec.3에서 제시한 참고목록에

standard를 첨가하였다. IEEE 603-1980의 경우 참고 standard의 갯수가 12

개인데 반해 IEEE 603-1991의 경우 18 개로 늘어났다 Reg. Guide 1.153의 경

우 IEEE 603-1980의 내용에서 일부를 원자력분야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되는 IEEE 603은 1980년도 발행된 것으로 1991년도에

발행된 수정본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1991년도 IEEE 603은 Reg. Guide

1. 153-1985에서 제시한 개정부분을 받아틀여 변경하였다. IEEE 603-1991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IEEE 603-1991에서는 안전관련계통을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 센서 및 명 령부분(sense and command features) , CZ) 실행부분(execute

features) ® 전원공급부분(power source)퉁이며 이에 따른 각 계통(원자로 정

지계통 및 공학적 안전셜비계통， 보조계통， 그외의 셜비계통)을 3*3 행혈형태로

분류하였다.<그렴 2‘3>에서 가로축의 경우 안전관련 시스템의 일반적인 요소

들이 있으며(센서 맞 명령부분， 실행부분， 전원공급부분)， 세로축의 경우 안전시

스템의 0야rational 요소들 (원자로 정지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보조지원

계통， 그외의 셜비계통)둥이 있다. 여기서 IEEE 279-1971의 경우에는 1*1행

렬에 있는 원자로 정지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버계통의 센서 및 명령부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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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ensors, signal conditioning, decision logic 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IEEE 603의 l절， 2절， 3절은 법위， 정의， 참고문헌에 관하여 언급

하고 있으며， 4절에서는 설계시 안전관련계통의 범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변 각 안전계통의 설계기준을 확립하고 이 셜계기준은 ANSI!ANS 51.1

-1983 또논 52.1-1983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4절의 내용으로는 @ 각

운전 모드에서의 설계기준사고 및 허용하는 발전소 상태의 한계 @ 각 껄계기

준사고에 대한 실행부분의 안전 기능 및 관련 protective action (3) 운전 우회

에 대 한 허용조건 (permissive conditions) @ protective action을 수동 또는

자동제어하는데 감사해야 하는 변수 및 이들 변수들의 조합; 각 변수들의 해석

적 인 한계(analy다cal limit), 정상， 비정상 및 사고시의 범위 (range) : protective

action의 수행이 확인될 때까지의 변수의 변화률 (rate of change) ® 안전기능

이 수동수단으로 행해질 때의 최소한의 요건(수동수단 수행의 정당성동)@ 변

수들이 특정법위내에 위치함수로써 변화시 센서들의 최소수 및 위치 @ 정상，

비정상 사고환경시 구동， 제어， 전원 및 환경(예 : 전압， 주파수， 습도， 압력， 진

동둥)에 대한 이상상태 및 steady-state 조건시 안전시스템이 수행할 수있는

범위 @ 안전계통 수행을 기능적 (functional degradation)으로 약화시키는 상태

@ 안전계통의 신뢰성이 각 안전계통에 적절히 반명되었는지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목표를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 @ 셜계기준사고 개시후 cn다cal

--------、------...... .....-
시점 및 상태 뼈 안전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을 막는 기기의 보호수단

(equipment protective provisions) @ 딴전계통 성능 및 설계를 확설하게 할

수 있는 설계기준(예 :diversity ， interlocks)퉁이다.

5절에서는 각 계통에서 지켜야할 요건(예: 단일고장기준둥)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단일고장요건 (IEEE S띠 379-1988에서 제시) <Z) protective

action의 완결(comple디on)(예: 시착되면 완전히 수행될 때 까지 계속수행)(3)

품질부분(quality)(예: 기기나 모률은 최소한의 유지요건 및 낮은 고장율과

일치하는 품질을 지녀야합. ANSI!ASME NQAl-1989: "Quali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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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equirement for Nuclear Facilities") @ 기기 의 검증(qualification)

(예 : 안전관련 기기의 검증， IEEE S띠. 323-1983, IEEE S띠. 627-1980 제시)

@ 시스템 건전성유지 (system integrity) (예 : 전범위에서의 안전 기능을 수

행)@ 독립성(independence) (예 : 안전계통과 다른계통간의 독립성)(j) 시험

능력 및 교정 (calibration) (예 : IEEE 384-1987에 제시) ® 정보표시

(information display) (예 : 시스템 상태표시， 우회표시)@ 수리 (rep려r)( 예 :

안섣계통은 고장난 기기의 위치， 조정， 수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판별 <identification) (예 : 안전시스템의 기기는 안전시스템에 설치된 다중화

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은 IEEE 384-1981 , IEEE

420-1982 에 제시)@ 보조특성 (auxiliary features)의 요건 @ Multi-Unit

Sta디on의 요건(예 : 전기계통의 분할에 대한 요건은 IEEE 308-1988, 분할계

통의 단일고장기준에 대한 요건은 IEEE 379-1988 참조) 때 인간공학적인 측면

(예 : IEEE 1023-1988 참조)@ 신뢰도 (reliability) (예 : IEEE 352-1987 참

조)동을 기술하고 있다.

6， 7절 에서는 각그룹의 세분화된 요건으로 6철에는 m자동제어기능

(automatic control)(예 : 안전시스템 설계시， 4절 5에서 제시한 action을 제외

한 protective action 을 자동적으로 시작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제공)(2)

수동체어기능 (manu려 control)(예 . division level 에서 수동 작동기능 제공)

@ 센서부분과 타시스템사이의 관계 @ 원하는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능

(derivation of system inputs) ® 시 험능력 및 수정 (capability of testing and

calibration) @ 우회운전 (operating bypass) (J) 보수우회 (Maintenance

bypass) @ 설정치 (setpoint) (예 : 기 기설정 치는 ISA S67.040-1987에 서 제시 한

방법 이용) 둥이다.

7절에는(executive features) 6절의 경우와 같으며 한가지 추가되는 내용은 5

절 @의 내용 (protective action의 완결)이 추가 되 었으며， 8절(power source

req.)에서는 전원(power source)애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φ 전기 전원공급(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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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ce) (2) 비전기 전원공급 @ 보수우회로 구분되어 있다. 부록에는 앞의 내

용을 비상노심냉각(emergency core cooling)계통에 적용한 예를 나타대고 있다.

한편 IEEE 603-1991에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 및 관련 법위는

<표 2-1-2-11>에 언급되어 았다. 이들 표를 자셰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표 2-1> 에는 Reg. Guide 1.22 와 그에 따른 IEEE 338에 대한

분석표이다. 이들 두 요건은 보호/안전계통의 주기검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Reg. Guide 1.22 에는 보호계통 관련 주기검사

에 관한 지침이 언급되어 았고， IEEE 338에는 주기겁사 관련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셜계시 보호계통의 주가검사는 Reg.

Guide 1.22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이의 시행방법은 IEEE 338의 요건을 준수

하면 보호계통의 주기검사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할 것이다. <표2-2>는

Reg. Guide 1.62와 IEEE 603의 비교표이다‘ 이틀 두요건중 Reg. Guide 1.62은

protective action의 수동 작동에 대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IEEE 603의

Sec 5.2에는 수동이든 자동이든 작동되면， 절행특성에 따라 완전히 수행될 때

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요건을 비교하거에는 차이가 생기므로

이에 맞는 관련 IEEE Std.를 찾을 예정이다. <표 2-3>은 Reg. Guide 1.47

와 IEEE 603의 비교표이다. Reg. Guide 1.47은 우회나 작동불능의 상태동의

표시지침에 관한 것이며， IEEE 603의 경우 운전우회 및 보수우회와 관련된 요

건틀을 제시하고 있다. Reg. Guide 1.47에는 운전 및 우회에 대한 방법적인 내

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IEEE 603의 Sec 6.6에 있는 우회 운전에는 ”허용조건

(permissive condition)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우회

운전의 동작이나 또는 적절한 안전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되어야한다.

만약 activated 우회운전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데도 발전소 조건(can띠tions)이

변한 경우 안전시스템온 다음과 같은 기능중에 하나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CD

적절한 active된 우회운전기능 제거 a 허용조건이 다시 한번 존재하도록 발전소

상태를 저장 @ 적절한 안전기능의 작동이다. Sec 6.7의 보수우회에는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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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기위한 안전계통의 수행능력은 센서 및 명령 부분이 보수우회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어야한다 (2 out of 1의 논리인 경우는 제외) <표 2-4>

는 Reg. Guide 1.53과 IEEE 379의 비교표이다. Reg. Guide 1.53에는 보호계

통의 단일고장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IEEE 379을 준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설계시 보호겨l통의 단일고장에 대한 요건은 IEEE 379을 준수하면 된

다. IEEE 379 에는 단일고장에 대한 요건 및 단일고장의 설계분석 방법 (절차

서 수립， 사스템 부분 분석동)이 제시되어 있다. 즉 보호계통의 단일고장은 이

러한 절차서 수립 및 시스템적인 분석 방법을 설계시 확립해야 한다.<표 2-5>

는 Reg. Guide 1.75와 IEEE 384의 비교표이다. Reg. Guide 1.75에는 전기계통

및 이에 포함된 관련회로 및 장비둥의 물리적인 독립성에 관한 지칩을 제시하

고 있으며， IEEE 384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EEE 384에는 독립성에 대

한 일반적인요건 (GDC , 세부 분리요건， 세부 전기격려요건)동의 내용이 있다.

이러한 독립요건은 설계시 분리요건을 참조하여 반영해야한다. <표 2-6>은

Reg. Guide 1.89와 IEEE 323의 비교표이 다. Reg. Guide 1.89논 Class IE 기 기

의 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IEEE 323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IEEE 323에는 Class IE 가기를 겹증하는 기본 요건 및 절차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7>은 Reg. Guide 1.118 와 IEEE 308의 비 교표 이 다. Reg. Guide 1.118

에는 전기계통 및 보호계통의 주기검사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IEEE 338一1977

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EEE 338은 전기계통에 대한 자세한 주

기검사는 제시되어 있지만 IEEE 308의 경우 Class IE의 전기요건 및

surveillance 요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IEEE 308과 비교하였다. IEEE 308 에는

Class IE 전기계통의 요건 수립 surveillance 요건 셜계기준 및 설계특성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9>는 Reg. Guide 1.152 와 IEEE 7-4.3.2의 비교표이다.

Reg. Guide 1. 152의 경우 programmable 디지털 첨퓨터를 이용한 안전관련 시스

템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첨으로 IEEE 7-4.3.2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

다. IEEE 7-4.3.2에는 각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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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통합절차， 확인 및 검증둥을 제시하고 았다. 그 이외의 표들은 비교표로써

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각 요전에 대한 관련되는 요건을 비교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예률 들면 Reg. Guide 1.97의 경우 이와 관련된 IEEE와 비교하지 못하

였다. 이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요건들을 조사 할 예정이다. <표

2-8>은 Reg. Guide 1.97에 관한 관련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요건은

계측변수를 그룹 별로 분류하였고， 각 그룹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0>은 Reg. Guide 1.105에 대한 관련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요

건은 안전에 관련된 계측 설정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있다. <표 2-11>은

IEEE 352에 관한 관련범위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이 요건은 신뢰도 분석 및 절

차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정량적분석 및 정성적분석‘냥이 이 요건에 포함된다.

각 표에서 제시한 모든 요건들이 계측제어 셜계시에 준수되어야만 인허가측면에

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NSI!ASIvIE NAQ1온 비교표에는 제시되

어 있지 않지만 이 요건의 내용을 보면 원자력발전소의 일반적인 품질보증 프

로그램으로써 구매 절차 및 방법， 조직관리둥 품질보증에 대한 전반적언 절차수

립에 관한 내용이다. <그렴 2-2> 중에서 IEEE 1023, ANSI!ANS 51.1, ISA

S67.040애 대해서는 비교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데 추후 관련사항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계측제어 얀허가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따라야만 인허가 관련 모든 요건을 만족함으로써 설계인증CDC: design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을 것 이 다.

한편 ABB-CE가 NRC에 설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여

기에 나타난 것중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드왜어에 대한 검사， 시험， 분석， 허용기준애 관한 지침(ITAAC: Inspection,

Testing, Analysis, Acceptance Criteria) 및 설계 허용기준(DAC: Design

Acceptance Criteria)이 설계인증시 같이 첨부하여 제출 못지않음.

- 디지탤 시스템에서 공통모도고장으로 인한 다중성 문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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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xer 취 약성 (vulnerabilities) 문제

- 다지털 장비의 최대온도 관련사항. 즉， 디지털기기의 환경문제

위의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건설될 개량형 또는 향후 건젤될 원자로 설

계시 계측제어 분야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계측제어 측면에서 아날로

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됨으로써 생기는 인허가의 문제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에 대비하여 설계시 인허가관련 지적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처해야할 것 이

다. 참고로 시험， 검사， 해석 합격기준에 관한 지침은 10 CFR 52.47(a)(l)(vi) 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 지침에 대하여 ”시험， 검사， 해석 및 합격기준을

충족 시키고 있는 경우， 이 셜계를 인용하고 있는 발전소는 설계인증대로 건설

및 운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확증을 얻음에 펼요하고도 충분해야한다/I 라고 제

시하고 있다.

3. 분석 결과

앞 내용의 분석범위를 이용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였고 각 비교표를 분석하였

고 이 비교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중점

척으로 언급하는 내용온 하드웨어 설계시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activity 도출에 역점을 둘 것이다. 먼저 각 비교표로부터 설계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해 보았다. <표 2-1>에는 보호계통의 주기검사에 관한 내용

으로 관란 Reg. Guide 1.22 에는 주기검사의 방법 및 우회조건시 수행방법동을

제시하고 있고 IEEE 338에는 주거검사의 범위 및 검사 절차 및 방법둥을 제시

하고 있다. 보호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주기겁사는 Reg. Guide 1.22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IEEE 338에서 제시한 검사절차서를 각 경우(장비언 경

우， 기기인 경우， 시스템인 경우)를 분류하여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할 activity 로는 @ 각 기기， 시스템， 장

비에 맞는 주기검사 방법 선정 @ 주기검사시 우회조건표시방법 (예 : 주제어

실 운전원에게 표시)@ 주기검사 절차서 수립 퉁이다. <표 2-2>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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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rotective action의 lill피a피on 에 관한 내용으로 Reg. Guide 1.62의 경우

protective action의 manu외 lill디a다on에 대한 방법 및 시스템 레벨에서 스위치

의 위치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적절한 IEEE 를 찾지 봇하여 lEEE

603의 Sec 5.2 에서 제시한 것과 비교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단 initiation 되면 완

전히 수행될 때까지 계속 수행에 관한 요구조건으로 수행의 완결성에 대하여 요

구하고 있다. 여 기 에서는 Reg. Guide 1.62의 경우 protective action의 initiation

관련 방볍이 제시되어 있고 IEEE 603의 경우 initiation의 완결성에 대해 제시

하고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IEEE Std.를 계속 조사할 예정아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activity를

Reg. Guide 1.62에서 도출해 보면 @ 수동 initiation에 대한 시스템 례벨의 범위

@ 수동 initiation의 설치 위치 (예 : 스위치의 경우 제어실에 위치) 및 스위치

수 @ 수동아든 자동이든 두가지 initiation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가의 수

(지칩에서는 이러한 기기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음)퉁이다.

<표 2-3>의 관련내용은 보호계통의 우회나 작동불능의 상태둥을 표시하는 지침

에 관한 내용이다. Reg. Guide 1.47의 경우 보호계통의 우회 맞 작동불능 상태

둥의 표시에 대한 지침으로써 우회나 작동뿔능 표시기능에 대한 administrative

procedure 제공 및 시스템별 표시둥이며， 이러한 기능은 제어설에 제공하도록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비교되는 IEEE를 찾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유사

한 IEEE 603의 Sec 6.6 및 6.7에 제시한 보수우회 및 우회운전과 비교하였다. 운

전우회의 경우 “시스템이 허용조건 (Permissive condition) 올 만나지 못한 경우，

안전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운전우회의 동작이나 적절한 안전기능이 initiate 되는

것윷 막도록 셜계해야하며“， 보수우회의 경우 ”안전가능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의 수행능력은 센서 및 명령부분이 보수우회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Reg. Guide 1.47의 경우 우회 및 작동불능의 표시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IEEE 603의 경우 보수 및 운전우회를 셜계해야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즉I Reg. Guide 1.47은 표시에 관한 지침이고， IEEE 603 Sec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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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은 (보수/운전)우회설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는 차

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관련 IEEE 을 계속 찾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activity을 Reg. Guide 1.47 에서 도출해보면 @ 우회나 작동불능에 관한

administrative 절차서 제공 @ 자동 및 수동 표시를 제어실에 제공 둥이다.

<표 2-4>의 관련내용은 보호계통의 단일고장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Reg. Guide 1.53의 경우 IEEE 379를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IEEE 379의

경우 단일고장에 대한 지침 및 현재 단일고장요건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방법

둥을 제시하고 있다 IEEE 379 2철에는 Independence & Redundancy,

Nondetectable Failures, Cascaded Failures, Design Basis Events and Single

Failure, Common Cause Failures, Shared System에 대한 관련요건에 대한 정

의를 제샤하고 있으며， 3절에논 단일고장의 셜계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된

절차서수립， 시스템 분석방법， 보조지원 계통분석， 그와의 고려사항동을 제시하

고 있다. 그려고 단열고장분석에 대한 지침은 IEEE 384-1981에 제시되어었다.

즉， 단알고장에 대한 셜계사 고려해야할 사항은 IEEE 379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

야 하며 이 요건으로부터 관련 activity 를 도출해보면 @ 단일고장 요건의 분석

에 대한 첼차서 수립 @ 단일고장의 각 시스템별 분석 및 부분분석， 보조지원계

통둥 분석 방법 선별 (IEEE 384에서 선택)둥이다. <표 2-5>의 관련내용은

전기계통의 물리적인 독립성에 관해 제시하고 있으며， Reg. Guide 1.75는 전기

계통의 물리적인 독립성에 관해 제시하고 있으며 방법으로는 IEEE 384의 요건

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EEE 384의 범위는 안전급 시스템의 회로 및

장비의 독립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을 보면 2절에는 일

반적인 셜계지침인 required independence, 독립과 관련된 방볍， 독립을 요구하는

회로 및 장비， 보조계통과의 적합성둥을 제시하고 있고， 그외에 세부분리요

건 및 세부격려요건동올 제시하고 있다. 각 시스템과의 격리거리， 회로와 회로

간의 격리거리， 지역(비위험지역， 제한위험지역， 위험지역)에 따른 케이블간의ι-격

리거리둥이 포함된다. 설계시 고려해야할 activity를 도출해보면 (1) 시스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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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독립성 사용여부 @ 케이블 및 Raceway 간의 분리 요건(화재， 최소분

리거리， 지역구분(위험지역， 비위험지역， 제한위험지역}에 의한 수펑적， 수직적거

리)@ 각 회로간의 격리요건(예 : 안천급파 비안전급간의 전류가 넘어가는지 또

는 아닌지를 검사)@ 화재 보호시스템 설치여부 둥이다. <표 2-6>의 관련내용

에는 안전급 장비 또는 거기의 검증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Reg.

Guide 1.89에는 안전급 기가 또는 장비의 검증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qualifiaction 방법， 절차， 원리둥이 포함되어 있으며， IEEE 323을 준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IEEE 323의 경우 관련범위로는 안전급기가를 qualifying 하는

기본요건 및 검증원려， 검증방법， 절차동을 제시하고 있다. 2절에서는 검증 방

법으로써 Type testing, 운전경험， 분석둥이며， 3절 에서는 검증절차로 Spec. 요

건， 검증 프로그램 요건， Type testing 둥이 있다. IEEE 323의 경우 안전급기기

의 검증에 대한 전반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IEEE 323 관련 activity를

도출해보면 CD Qualification 방법 (예 : type tes디ng ; 장비가 요구된 운전시간동

안에 원하는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지를 입증) (2) 장비 specification 요건， 검

증 프로그램 요건(예 , agmg이 장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려，

ANSJ!IEEE Std. 338 : 점검/보수 수립 절차서)둥이다. <표 2-7>의 관련내용

은 전기계통 및 보호계통의 주기검사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Reg.

Guide 1. 118의 경우 전기계통 및 보호계통의 주기검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IEEE 338율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EEE 338의 경우 안

전계통의 주기검사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았으므로 전기계통 주기검사에 관한 지

침인 IEEE 308을 첨가하여 비교해 보았다. IEEE 308의 경우 안전급기기의 전

기계통 요건 및 $따veillance 요건에 대한 지침이다. 그라고 IEEE 338의 경우

<표 2-1>에서 Reg. Guide 1.22인 운전중에 보호계통의 주기검사에서 동작기기

에 혜한 지침과 비교하였으므로 <표 2-7>에서는 IEEE 338에 나온 내용중 해당

되는 부분만 비교하였고 주로 IEEE 308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IEEE 338 중

보호계통의 주기검사에 판한 주요지침에는 주기검사의 범위 및 설계시 요건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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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철의 경우 주기검사의 방법(예 : channel check, 영

역 비교， 주어진 출력에서의 1차측의 온도 또는 압력비교동) I functional teste장

비검사의 경우， 시스템 및 부시스템을 검사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lEEE 308의 경우는 2절에는 셜계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3절에는

surveillance test req. 로 검사방법， 운전전(preoperational) 장비 검사 및 조사

(test & inspec디on) ， 기기의 주거검사， 시스템의 주기검사(IEEE 338 참조) 둥이

있으며， 4철의 경우 multi-unit station에 관한 내용으로 배터라 공급， 예비전원

동의 주기검사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IEEE 338 및 IEEE 308로 부터 관련

activity 를 도출해보면 @ 전기계통의 주기검사 방법 @ 보호계통의 주기접사

방법 @ 기기의 주기검사 @ 사스템의 주기검사 @ 운전전 장비 검사 둥이다.

<표 2-9>의 관련 내용으로는 programmable 디지털 컴퓨터 계통을 이용한 안전

관련 시스템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있다 Reg. ‘ Guide

1.152에는 ANSI!IEEE ANS-7.4.3.2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IW의 설계，

겹 증， implementing 및 컴퓨터 system의 validating도 포함된다. ANSI!IEEE

7‘4.3.2의 경우 안전관련 시스템에 이.용되는 programmable 디지털 컴퓨터 계통

에 대한 요건을 제셔하고 있으며 2절에는 컴퓨터 시스템 요건으로 하드웨어 요

건， 소프트웨어 요건， 하드웨어/소프웨어 통합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

으며.3절에는 S!W 개발로 S!W 개발 계획수립， S!W 설계， S/W 구현퉁이며，

4절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5절 및 6절

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확인 및 검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었다. 이러한

ANSIαEEE 7-4.3.2는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 및 여기에 내장되는 S!W의 발전으

로 인하여 안전관련 계통에 이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 검증， 통합에 대한 요건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검증에 대한 지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ANSl/IEEE 7-4.3.2로 부터 activity률

도출해보면 @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예 : 업력/출력 범위 및 정확도

둥) (z) 소프트웨어 구성(예 : 운영시스템， logic, timing둥)@ 하드웨어/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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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어 통합계획(예 : 절차， 품질보증계획풍)@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설계방법， 구

현방볍둥 @ 컴퓨터 시스탬 검증방법 @ 확인 (예 ; 감사 절차， 개발된 소프트웨

어 검사 및 분석방법둥)둥 이다. <표 282-102-ll>은 비교표로써는 만족되지

는 못하지만 계측제어절계시 필요한 관련 요건들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였다.

<표 2-8> 은 Reg. Guide 1.97의 내용으로 발전소 변수 및 시스템에 대한 변수

들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측에 관련된 변수들을 그룹 별로 분류하였다.

각 그좁들은 1 그룹이 key variables, 2 그룹이 indicating system operating

status, 3 그룹이 backup 및 diagnostic instrumentation 분류하였다. 부록에는

각 변수들에 대한 그룹별 분류 및 변수가 표시해야할 상세한 정보퉁이 제시되어

었다. 이 요건은 계측관련 각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설계시 제

시한 내용을 준수하면 된다. <표 2-10>은 Reg. Guide 1.105 로써 안전에 관련

된 계측 절정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셜정치에 대한 여유도， 범위，

설정치 교정에 관한 내용이 여지에 포함된다. 다만 설정치에 대한 여유도의 경

우 막연히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

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된 activity를 도출해보면 @ 계측절정치의 여유정도(예

: 몇 %인 지)<2) 계측 셜정치의 운전범위(예 : 광역， 협역인지동)@ 교정여부

@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둥이다. 마지막으로 <표 2-11>은 시스템의 신뢰

도 분석방법， 절차둥을 제시하고 있다. IEEE 352에는 정성적분석 과 정량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I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NIEA) 목적 및

분석방법 I fault tree 분석 및 구성， 절차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IEEE 352

의 주요 activity를 도출해보면 @ 신뢰도 분석방법 및 절차서 수립여부 @ 정성

적 또는 정량적에 대한 신뢰도 분석시 주요 시스템설계에서 문제점 도출에 대

한 대처방안 ®FMEA 분석 @ 각 시스템에 대한 fault tree 작성 둥이다. 이

외에도 여기서 제외된 요건들로부터 셜계시 중요 activity둥을 조사하여 첨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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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댄R 50 App A, B &52

Reg.Guide 1.152 &1.153

IEEE 603/N‘SI IEEE 7-4.3.2

〈그럽 2-1) 안천관련 인허가의 상관관계도 I
(Fig. 2-1) A Scheme of interrelation I between safety system on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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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 안천관련 인허가 상관관계도 II
(Fig. 2-2) A Scheme of interrelation II between safety system on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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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및 명령 부분 실행부분 전원공급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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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ξ

-‘-

지

원

계

통

기

외

보

z
~

계

통

〈그럼 2-3) IEEE 603-1991 중 3*3 행렬에 대한 예: IEEE 603-1991 에서 발혜

(Fig. 2-3) A example of 3*3 matrix from IEEE 603-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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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Reg.Guide 1.22와 IEEE 338-1980의 상관 관계 및 관련 범위

<Table 2-1) Interrelation and Scope between Reg.Guide 1.22 and IEEE 338-1980
* Reg. Gu ide 1.22 : Periodic testing protective system actuation function

* IEEE 338-1989 : IEEE Std. Criteria for the Periodic Surveillance Testi맹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ystems.

Reg. Guide 1.22-1972 lEI포 338-1980

1. 이 Guide 는 운전중에 보호계롱의 1. 범위

주기검사에 있어서 동작기기에 대 CD 주기검사에 대한 설계 빛 운전시

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율 제시 요건제공

2. 방법 @ 주기검사의 범위 : 기능검셔( fun-
CD actuation device(ex: relay) ctional test and check) , 교정

빛 actuation eq.(ex: control 확인(calibration verification)
rod and its release mechanism) 및 시간웅답 륙정

을각각검사 @ 셜계요건 및 검사 프로그램 요건

~ actuation device 검사시 관련 2. Testing Program Req.
actuation eq. 의 동착 금지 . 1) Type of Tests

@ 각 actuation device는 각각 검 CD Channe I Checks

사가능 -. CH.l 파 다중의 CH.2 & 3 비교
3. Regulatory Position 기동시 중칸영역과 source ra-

주기검사 관련 nge 사이의 비교

<D 주기검사는 가눔한한 충북하여 주어진 출력에서의 1차혹의

@ 보호계통 빛 관련 시스템은 온도 또는 합력값 비교

원자로 동작중에도 actuation ~ Functional Tests

device의 검사륨 수행. 장비의 기능검사의 경우

. actuation device의 수용가능한 수동 starting 장비(예: 모터

방법 (acceptable method)관련 둥) I 수동으로 제어되는 천기

φ 모든 actuation device 및 이중 로 동착되는 밸브 및 시간

의 보호계롱출력신호와관련판 stroke (ex: main steam stop

actuation 핵. 률 동시에 검사 valve) , 척절한 크기의 검사

@ 모든 actuation device 빛 신호률 인가.

actuation device를 각각 또는 - 시 A템 및 부시스템율 검증

부분 그룹별로 검사 하기위해 검사하는 겸우

CD actuation device 검사시 관련 각각의 actuation device에

actuation 택. 작동금지 tripping, 이에 맞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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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Guide 1.22-1972 IE댄 338-1980

@ actuation 핵‘ 에 하나 이상의 그룹 동작율 주시(예: trip

actuation dev. 가 제공되며 bus undervoltage relays &
검사는 actuation dev. 별로 각 observe bus tr뻐sfer. load

각검사. shedding, diesel Gen. sta-

-. 우회 조건 관련 rt, and load sequencing)

φ“양(positive)" 이란 의미는 수동으로 ini tiated 안전기

diverse~ redundant한 시스햄 농 검증， 상태점검 및 우회

에서 우회상태의 확장율 봇한 시 우회조건 표시되는지률

다는의미. 검사， 하나 또는 그이상악

@ 각 우회 상태는 개개 또는 자동 변수에 대한 입력신호의 lev-

적으로 주제어설에 있는 운천원 els율 변화하여 정상사 기대

에게 표시. 되는 값율유지하는지률

검사

~ Channel Calibration verifica-
tion check

아날로그 채낼의 경우 lineari -
ty 빛 hysteresis 률 검사

@ Response Time Verification
Tests

주어진시간내에 Safety Analy-
sis Report의 Technical

Speci fi cat ion에서 요구하는

제한치내에 있는지률 검사

~ Logic System Functional Test

‘ 센서에서 부터 actuation dev.

까지 모든 논리 기기률 검사.

검사방법은 전체 시스템 검사

overlapping, sequential 로

수행.

2) 그외에 검사 쩔차 빛 검사 inter-
vals 에 대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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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Reg.Guide 1.62 와 IEEE 603-1991 의 상관 관계 및 관련 범위

<Table 2-2) Interrelation and Scope between Reg.Guide 1.62 and IEEE 603-1980

* Reg. Gu ide 1.62 : Manual initiation of protective actions

* IEEE 603-1991 : IEEE Std. Criteria for Safety System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Reg.Guide 1.62-1973 IE또 603-1991

안전계통은 수통이든 자동이든

initiated 되면， 실행륙성에 따라

완천히 수행될때 까지 계속 수행

* protective action: the initiation

。f a single within the sense and

command features or the 0야ration

of equipment within the execute

features for the purpose of acc

omplishing a safety function.

- 각 protective action의 수동

initiation은 시스템 레벨에서

제공.

- 단일고장이 protective action I Sec. 5.2 에서 제시

의 initiation기능을 막아서는 I Sec 5.2 : Completion of protective

안됨. I action

- 수동 initiation은 기기의 최소， 

한의 동착만요구

3) Regulatory Position

- 시스템 레벨에 각각 protective

action의 수동 initiation 제공

시스템 레벨에 protective act

ion 은 자동 ini tiation 포함.

시스템 레벨에서 수동 initia

tion을 위한 스위치는 제어실에

위치

수동 및 자동 ini tiation 두가

지기능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

는 기기는 최소로 설치

1) 이 Guide 는 protective action

에 대한 수동 initiation 기농에

관한 내용 체시

2)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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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Reg.Guide 1.41와 IEEE 603-1991 의 상관관계 및 관련 범위

ζfable 2-3) Interrelation and Scope between Reg.Guide 1.41 and IEEE 603-1991

* Reg.Guide 1.47 :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 IEEE 603-1991 : IEEE Std. Criteria for Safety System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Reg. Gu ide 1.41-1973

1) 이 Guide 는 보호계통의 우회나

작동불능의 상태동율 표시하는 지

*1

2) 방법

안천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 이충부분에 대한 우회나 작동

불능의 표시기농에 대한 admini-
strative procedure 제공

즉， 시스템 별로 우회나 작동불능

상태동율표시

예를률면， test swi tch 의 동작으

로 core spray pump ’A' 가 동작

되지않으면， 자동척으로 검사 스위

치가 ‘검사충’ 또는 펌프 ‘A’가

‘작동불능’ 보다는 ‘Core Spray
System ’ A~ 작동불능’으로 표시

이외에 그룹별로 우회 표샤를 설계

3) Regulatory Pos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가 시

스템 단계에서 제공.

표시계롱은 우회나 작동불능이

자동적으로 나타냄.

자동우회표시는헤어설에 제공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제어실에 제공

lEI포 603-1991

Sec 6.6 및 6.7 에서 제시

Sec 6.6 : 운천 우회(Operating

Bypass)

Sec 6. 1 : 보수 우회 (Ma intenance
Bypass)

운전우회의 경우 시스템이 허용조건

(Permissive condition)율 만나지 못

한경우에， 안전시스탬은 자동적으로

운전우회의 동작이나 척철한 안천기농

이 initiate 되는것융 막도롭 설계해

야한다.

보수우회의 경우 안전기늄율 수행하기

위환 안전시스템의 Capability는 젠셔

및 명령 부분이 보수우회되는동안

에도 계숙 유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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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Reg.Guide 1.53와 IEEE 379-1983의 상관관계 및 관련 범위

ζfable 2-4) Interrelation and Sco홈 between Reg.Guide 1.53 and IEEE 379-1983

* Reg.Guide 1.53 :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

* IEEE 379-1983 : IEEE Std.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

Reg.Guide 1.53-1973

1) 이 Guide 는 보호계롱의 단일고장

에 대한 요건 제시

2) 방법

IEEE 379-1972 율 준수

rev) IE또 379-1972--)1977--)1983

3) Regulatory position

IEEE 379-1972에서 처1안판 내용

충 일부수정 ----) IEEE 379-1983

에수용

lEI포 379-1983

1. 범위

단일고장요건에 대한 지침율 쩨공

그러고 현재 단알고장요건울 분석

하는데 이용되는 방법 제시

2 ‘ Requirement
φ Independence & Redundancy
~ Nondetectable Failures

경보나 주기검사에서도나타나

지 않는 고장. 이룰 해결하는

방법운 재설계하거나분석에

의하여 모든고장이 일어나는경우

를가정 대비

~ Cascaded Failures
@D Design Basis Events and Sin

gle Failure

설계기준사고시 단일고장율 분석

설계시 반영

~ Common-Cause Failure

공통원인 고장도 단일고장에 의

한경우 단일고장으로 취급

공통원인 고장이 외부에외한 경

우(예 : 보수 실수， 설계부재동)

설계 qualification & quality

assurance program 수립

qv Shared System

안천계롱은 단일고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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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Guide 1.53-1973 lEI표 379-1983

에도 이률대쳐힐 수 있도록

셜계

아흘 대처하기위해 단일 고장

분석 수행

3. 단일 고장의 셜계분석

CD 절차서 수립

.분석에의한 안천기능이 작

동하는지 (예: 노심 냉각둥)

- 시스탬례벨에서 보호기능이

작동되는지(예 안천주입기능

이 작동퉁)

-안천그룹이 충분히 요구되는

안천기능이 있는지

(two or one spray system)

안천 그룹이 설계시 톡립성

을 반영하였는지 검증

- 묵럽성을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의 일부 또는 시스템

. 에는 고장이 있는 시스템이

단일고장의 요건에 위배하지

않는~l률 초사.

예률툴면 이러한 고장은

short circuit , open circu-

it , ground풍이다.

또한 전기척， 기계척 고장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분리 분석에 의

한각고장모드를분석

@ 시스템 부분 분석

단얼고장 분석시， 안전계통의

어떤 부분이 적정 범위내에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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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Guide 1.53-1973 IE또 379-1983

’·다1하mel ， Interconnections

다충 챈낼사이의 상호연결로

인해 한 기기에 단일 고장이

일어놔을 경우에도 안전기능

이 잃지 않는지률분석

-.System Logic

System Logic의 단일고장이

안전기능을 잃지 않는지를 분

석

-.Actuation device

구동기 시스템 예를툴면 공기

압， 기계척， 천기척， 유양식

밸브둥은 단일 고장 요건을

만록하면서 시스템이 척절히

수행되는지를분석.

-.Electrical Power Supply

고장의 원인으로는 low vol-

tage, change frequency둥 여

러 원인이 존재. 전체 전기계

롱에 대한 단얼 고장 분석

필요

자세한 guidance IEEE 308-

1980 참조

-보조 지원계통

단일고장 요건율 척용하는 보

조지원계통은 단일 고장분석

을 전체시스템의 일부로써 행

함.

‘·그외의 고려사항.

안전시스템과 연결된 다른 시

A템의 단일고장요건의 적용

은 이툴 시스템내의 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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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379-1983

이률과 연결된 안천시스템에

성능을 약화시키는지를 조사.

이률 조사하는 방법은 단알

고장 분석율 먼저 수행하고

PA(Probability Assessment)

룰 수행. 이지칩은 IEEE 352

-1987 에 제시.

그리고 단일고장 분석은 IEEE

384-1981 에 지침을 제시.



〈표 2-5) Reg.Guide 1.75와 IEEE 384-1981 의 상관관계 및 관련 범위

(Table 2-5) Interrelation and Scope between Reg.Guide 1.75 and IEEE 384-1981

* Reg. Gu ide 1.75 : Physical independence of Eletric System
* IEEE 384-1981 : IEEE St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IE Equipment

and Circui t

Reg.Guide 1.75-1978 lEI포 384-1981

1) 이 Guide는 천기계통의 물리척인 1. 범위

북립성 (Independence) 에 관해 쩨 -. Class IE 시스템의 circuits pi

시 장비의 톡립생 조건율 제시

2) 방법 2. Requirements

IEEE 384-1974률 준수 φ GDC( General Design Criteria)

rev) 384-1974--)1977--)1981 ‘. Required Independence

* 처l몹도 변경됩 Physical Separation pi ele-

1974의 경우 ctrical isolation

" Trial-Use Standard Criteria for 톡립성의 방법

Separation of Class IE Equipment 안전둥급 구조， 거리분리， 벽

and Circuits ’ (barriers) 빛 그외 이툴의

1981의 경우 조합.

’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 전기적인 격리는 거리분리，

dence of Class IE Equipment and 격 리 devices , shielding, wir

Circuits" ing tech. 및 아툴의 조합.

3) Regulatory position 톡럽성율 요구하는 회로 빛

IEEE 384-1971 의 Sec 3의 내용 장비

일부수정---) IEEE 384-1981 에 수 별전소 셜계시 배열동울 고려

용 (이 guide 는 IEEE 494-1974
에 제시)

보조지원계통과의 척합성 (Com-

patibi li ty)

보조계통의 기능척 손실에도

Class IE 계롱의 톡립성은

유지

. 관련회로

Class IE 와 Non-Class IE

분려. 방법은 벽 또는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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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Guide 1.75-1978 IE표 384-1981

의 척 리둥. 그리고 셜치했올

때 Class IE 회로가 수용할

수 있는 혜벨 아래로 혈어

지는지를 분석 및 검사.

아률 위해 quali fication
req. 수립
기계척인 시스템

기체적인 시스템의 청우 예를

툴면， 운천원의 실수나 고장

에 의한 pipe whip.water spr-
ay. flooding , radiation,

pressurization , elated te-
m뿜rature， humidity 풍울 고

려 .

.s:.한 높은 에너지나 rotating
eq. 의 원인에 의한 고장도 고

려.

-화재 보호 시스템

기기나 회로의 화재보호 시스

템율고려 설계

-화재

Class IE division 에서의 전

기에 의한 화채가 이충의 Cla-
5S IE division 의 기농에 영향

을 주지않도록 셜계‘

@ 세부분리 요건

1) cable &raceway

. 지역구분

비 위험지역， 제한위험지역

위험지역으로구분

. 최소 분리 꺼리

1. 모든 케야블은 IEEE 383-
1974의 화재자연요건 만혹

끊



Reg.Guide 1.75-1978 IE또 384-1981

2. 노출된 (exposed) raceway

는 바화재성 (AS1lvt E 136

一 19)

3. Raceway 화재를 막기위해

설치된 화재보호 벽은

화재에 강인해야합

-, Lesser 분리거리

적은분리를 요할시， 위험의

정도나 완화의 수단(miti-

gative measures)뭉율 고려

노출된 Class IE 회로 및

관현 회로 cable raceway

의 경우 약 4.5m(l 5 ft)는

념지 말아야 합.

Class IE 및 관련 회로

cable raceway는 약 1.5m(

5 ft)정도임. 또한 설치시

Class IE 와 이중의 Class

IE 사이의 표시(Identi fi c-

ation)둥율 설치

. 비 위험 지역

높은 에너지 장비률 포함

하고있지 않는지역

예률들면 switchgear, tran-

sformers , r‘。tating eq. 둥

이지역내의 회로는 이지역

내의 장비에서만 사용

그리고 지역내의 전원회로

케이블은 enclosed raceway

로셜치.

이 지역은 인접 지역과 화

채벽율 설치 약 3시간정도

견틸수 있는 벽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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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Guide 1.75-1978 IEEE 384-1981

(ANSI/ANS 59.4-79)

또한 missile 위험지역과

분리 . cable tray 사이의

최소거리는 tray 사이에

수명척으로 1 ft(O.3m)

수칙적으로는 3 ft(O.9m)

enclosed raceway 또는

division 사이에는 1 inch

(25mm)

‘. 제한위험지역
높은 에녀지 장비를 포함하

고 있는지역

cable tray 사이의 최소거

리는 수명적으로 3ft(O.9m)

수직척으로는 5 ftO.5m)

division 사이에는 1 inch

(2.5 em)

. 위험지역

Class IE 시스템의 톡립성

을 유지하는지역

Non Class IE circuit

cable tray 와 Class IE

및 관련 tray 사이에는

· 수명척으로 3ft(O.9m)

수칙척으로 5ft( 1. 5m)

enclosed raceway 사이의

최소거리 1 inch(2.5cm)

이외에 이지역의 경우

pipe 고장 위협지역. miss-

i Ie 위험 지역， 화재 위험

지역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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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ndby Power Source

다충의 Class IE Standby

generating units 운 분리

안전급 구조물로 셜치

3) IX: 시A템

맛대리 및 맛테러 충전기

역시 위의 standby power

공급기와 동일하게 셜치

4) 분산 시A템 (Di stribution)

스위치기어， Motor control

center , Distribution은

앞의 2)절의 구조물과 같여

안전급구조로 분리설치

5) Containment 전기 관롱부

앞의 2)철의 구조불과 같이

분리설치하며， 다중관롱부

의 최소거리는 각 위헝지역

의 꺼리척용

6) Control Switchboards

Main Control switchboard

안천급분류 구조내의 비위

험지역에 위치.

Class IE eq &circuits의

분리는 분리된 control swi-

tchboard 와 불리척으로 분리

된 위치에 설치

내부의 다중 Class IE 장비

및 wiring 의 최소거리는 설

치시 분석에 의하여 수립.

Non-Class IE 장비 wiring

과 Class IE 장비 wiring

사이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표시 부착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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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common termination

Non-Class IE wiring cable

entrance동을 제시

7) 계혹 Cabinets

다충의 계혹 cabinets은 분리

셜치

8) 젠서 및 센서와 프로세스

와의 연결

다중의 Class IE 센서 및 프

로세A와의 연결은 톡럽척이

며， 충분히 분리되어야합.

9) Actuated Eq.

Class IE actuated eq. (예률

툴면 p때p drive motors , va

lve operating motor)의 위치

는 동착 장비의 위치에 의해

청해진다.

물론 다충기기의 분리률 만혹

해야한다.

<ID 세부 천기 격리 요건

1) Power circuit

격리 devices의 경우

고장 천류에 의한 circui t

breaker trip, 고장 신호

에 의한 circuit breaker

trip, input current limi-

ters퉁이 있으며 각자 상황

에 맞게 설치

예률툴면 diesel generator

excitation 시스템의 경우

고장 천류에 의한 circui t

breaker trip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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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rumentation & Control

Circuits

격러 devices의 경우

Non-Class IE 쭉의 최대천압

또는 전류가 이에 연결펀

Class IE 회로로 념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shorts ,

grounds , open circuits퉁이

이에 포함， 제시된 devices

로는 Amplifiers , Control

Switch, Current Transfo

rmer , Fiber Optic coupl

ers , Photo-optical coup-

lers , Relays , Transducers

Power Packs. Circuits

Breakers , Fuses 풍

@ Class IE safe shutdown cir

cuits and equipments

1) 다중의 Class IE safe shut

down eq. 의 묵립성의 경우

postulated exposure fire률

유지

2) postulated exposure fires

화채 발생시 안전 정지에

필요한 cable or equipment

둥옳 포함하고 있는 발전소

지역(제어실 제외)에서 요구

하논것임.

3) 분리요건

안천정지를 뷔한 다중의

Class IE eq. 및 circuits

는 3 시간정도의 벽에 의

해 서로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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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사나 분석에 의해

적게 분리되어도 Class IE

eq. 빛 circuit에 지장을

주지 않는경우 렬 분al

해도좋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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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Reg.Guide 1.89와 IEEE 323-1983의 상관관계 및 관련 범위

<Table 2-6> Interrelation and Scope between Reg.Guide 1.89 and IEEE 323-1983

* Reg. Guide 1.89 : Qualification of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
* IEEE 323-1983 : IEEE Std. for Qualifying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Reg.Guide 1.89-1974 IEEE 323-1983

1) 이 Guide 는 Class IE eq. 의 검중 1. 범위

에 대한 수용할 수 있눈 방법 제시 -. Class IE eq. 률 qualifyi 멍 하는

2) 방법 기본요건제시

IEEE 323-1974 롤 준수 -. qualification principle , quali-

아 요건에는 qual i fication의 방법 fication method , procedures둥

절차， principles퉁이 포함되며 2. Qualification Method

여기에는 정상. 비정상. 설계기준 φ Type Testing

사고， containment 검사 조건에서 eq. 가 요구된 운전시간동안에 원

Class IE 기농수럽에 대한 기기설 하는기농울 발휘할 수 있는지률

계시 적정성 여부동. 입중.

rev: IEEE 323-1974--> 323-1983 ~ Operating Experience

3) Regulatory Position 알려진 조건하에서 비슷한 기기

- IEEE 323-1983 의 procedure 가 성공척으로 운천되었는지.

준스’ 방법은 aging 륙성， 고장 모드

고장l:J1， 보외법(extrapolation)

동의 정보를 보고 판단.

￠분석

분석에 의한 qual i fication은

장비의 중명된 수학척 모텔이나

논리척 assessment에 의해 수행

@ 북합적 방법

위에서 쩨시한 모든 방법율 적절

히 혼합.

3. Qualification Procedure
φ Specification Req.
정확한 장비의 Specification
요구. 예를툴면 장비의 Idenfi -
cation , Interface ,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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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정상， 비정상， 셜계

기준사고， 지진시， margin)

~ OuaE fication Program Req.

aging(agir뿔 이 장비에 어떤 영

향율 줄첫인지풍울 고려)，

Qualified Life Objective(장비

의 qualified life objective보

다 훨씬 짧은 design life가

있는지률 업종. 방법으로는 주

기척인 점검 및 보수동〉

(ANSI/IEEE Std 338-1977: 참검

/보수 수립 절하셔)

Margin, 보수， 문서화， quali-

fication method, Acceptance

Cri teria 둥.

@ Type Testing

-. Test Plan 수립， 장비의 Mount

-iog, Connection, Monitoring

Margin(ex: Peak 온도， 압력，

방사농둥)

-‘ Test 순서

test sample 검사， 정상시 71
농검사l 장비 speci fication

값이 나오는지풍율 검사.

방사능누출로 인한 설계기준사

고시 기기의 life퉁

-. Aging

자연 aging, aging 조건

. 방사농

. 지진 빛 바지진시 진통

정상 및 설계기준사고시 운전

-.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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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perating Experience
-. Operating 역사동

@분석

- 수학척 모델렁

- 보외법，보내법 (interpolation)

~ Combined Qualification
~ Acceptance Criteria
@ Modi fication
aD Extension of Qualified Life

4. 그외에 문서화의 절차 및 방법

둥이 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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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Reg.Guide 1.118와 IEEE 308-1987 상관관계 및 관련 법위

(Table 2-7) Interrelation and Scope between Reg.Guide 1.118 and IEEE 308-1987

* Reg.Guide 1.118 : Periodic Testing of Electric Power and Protection System
* IEEE 308-1987 : Standard Criteria for Class IE Power System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Reg.Guide 1.118-1978 lEI포 308-1983

1) 이 Guide 는 전기계통 및 보호계통 1. 법위

의 주기검사에 대해서 쩨시 -. Class IE 의 천기계통의 요건

수립 (AC , DC , Vital I &C

2) 방법 power system}

IEEE 338-1977 에서 체시한 내용 -. principle design criteria,
τ;rIT/l-‘. design features.

이 guide 는 IEEE 338-1977 의 수정 -. Class IE 천원계롱의 Surveill-

사항삽입. ance 의 요컨

Rev) IE또 338-1977--) IEEE 338- * IEEE 308과 IEEE 338의 관계는

1987 IEEE 308 : Class IE의 천기요건

IEEE 338-1987 애서는 이의 수정내 및 Surveillance 요건

용을반영 IEEE 338 : 안천계용의 주기검사

에 대해서만 체시

2. Supplementary Design Criteria

CD Class IE Power system

정의 빛 기능， 타시스템과의

연관관계

~ AC Power system

분산시스램 빛 Preferred Power
Supply, Standby Power supply

Controls , Test Provisions
<ID DC System
분산시스램， Battery Supply
Battery Charger

@D Vital Instrumentation &Con-
trol Power System

design 요건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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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e Features
IEEE 603-1991 참조

~ Sense and Command Features
IEEE 603-1991 참조

3. Surveillance and Test Req.
φ Surveillance Method

운천 상태정보 제공.

제어실 외부에서 제어되는 정보

는 계어설 바깥쭉에서 정보제공

® Preo맺rational Equipment Test
and Inspection

검사 및 조사방법은 모든기기가

설치되었는지， 모든 meter 및
protective devices가 수정되

고(calibrated)， 조정되었는지

를검사.

예를툴변 모든 기기가 정확한AJ

그러고 척절히 mounted 되어있
는지. 모든 연결이 정확히 연

결되어 있고 회로가 연숙척으로

연속척으로 동작되는지.

모든 기기가 모두 작동되는지.

모든 다중의 요소들이 서로

톡립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퉁이다.

@D Preoperational System Test

e 기기의 주기 검사

@ 시스템의 주기 검사

(IEEE 338-1977 참조)

GD Specific Tests and Frequency
4. Multi-Unit Station Consider-

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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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Preferred Power Supply
~ Standby Power Supply
CD Battery Supply
~ Shared System Consideration
av Inter-Unit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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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Reg.Guide 1.97의 관련 범위

<Table 2-8) A sco야 of Reg.Guide 1.97

* Reg. Gu ide 1.97 :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
to access plant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

ReG. 1. 97-1980

1) 이 Guide 는 발전소 변수 및 시스

템에 대한 계확변수의 지침

. ANS 4.5 에논 체측 변수률 3개

의 변수로 정의 (A , B/C)

. 이 guide 에서는 3그룹으로 분

류. 1그룹은 key variables
2 그룹은 indicating system
operating status , 3 그룹은
backup and diagnostic instru
mentation.

2) Regulatory Position

각 type 에 대한 상세한 내용

Type A : 운전원에게 primary 정보

률 제공. 여기서 primary

정보란 안전기능율 직접

수행하는데 필수격인 변
/ι

T

Type B : Control rod position
Type C : Core Exi t Temp.
Type D : RHR System Flow

Type E : Radiation 관련 변수둥..

부룩에는 이 변수률의 예가 제시.

-47-



〈표 2-9) Reg.Guide 1.152와 IEEE 7.4.3.2-1982 상관관계 및 관련 범위

ζfable 2-9) Interrelation 뻐d Scope between Reg. Gu ide 1.152 and IEEE 7-4.3.2-1982

* Reg.Guide 1.152 :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 S/W
in safety-related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

* ANSI/IEEE 7.4.3.2-1982 : Application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s in Safety System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Reg.Guide 1.152-1985

1) 이 Guide 는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 율 이용한 안전

관련 시스템의 신뢰도룰 증가시키

기 위한지침

-. ANSI/IEEE-ANS-7.4.3.2-1982

준수

- S/W 의 설계. 검증I implement
ing 및 Computer system의 valid

ating 에 적용.

2) Regulatory position

ANSI/IE많-예5-7.4.3.2-1982준수

ANSI/IEEE 7.4.3.2-1982

1. 범위

안천관련 시스템에 이용되는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에 대한 요건 제시

2. 컴퓨터 시스템 요건

- 하드웨어 요건

입/출력 (범위 및 정확도， data
capability 포함). 셜계특생

초기화 요건， 고장을 알아내기

위한 륙성 I in-service 검사

륙성， 인간공학척인 륙성， 시간

및 메모리 크기의 여유， inter
rupt 륙성 둥

소프트웨어 요건

process 입 력 , 운영 시스템，

알고리즘， 모든 데이타 화일 및

데이타， 출력， 초기화(start-up

순서 ), program logic , operat
or interface , in-service test
륙성， timing 요건I security

요건둥.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합

통합 계획， 절차I test confi
gulation , quality assurance

plan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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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ftware Development

Development Plan. Design , Impl
ementation동.

4. Hardware/Software Integration
5. Computer System Validation
6. Veri fication

- 구조， Review & Audit Procedu
reo So ftware T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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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ReG. 1.105의 관련 범위

(Table 2-10) A sc。홈 of Reg.Guide 1.105

* Reg. Guide 1‘ 105 : Instrument setpoint

Reg.Guide 1.105-1976

1) 이 Guide 는 안전에 관련된 계축

설정치에 대한 지침.

2) Regulatory Position
셜정치는 충분한 margin울 가지

도록설계

모든 셜정치는 계측 span이 있

어야함.

계축에 선택된 법위는 process
variables 의 모든 운천범위률

포함해야합.

. 모든 설정치의 정확도는 안천

분석에 의한 정확도 보다 같거나

더 나아야합.

계측기에는 설정치률 교정할 수

있어야합.

설정치 값의 설정， 여유값， dri
ft rate와 testing 깐척과의 관

계는 문서화되어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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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IEEE 352-1987의 관련 범위

ζTable 2-11> A sco홈 of IEEE 352-1987

* IEEE 352-1987 : IEEE Guide for General Principles of Relability Analysis
。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Reg.Guide IE또 352-1987

1. 범위

- 이지침은 신뢰도 분석 및 그

절차에 대해 제시

- 정성척분석과 정량적인 분석

정성적 분석은 셜계자가 시스템

의 다양한 고장 모드를 확인하

는 방법

정량척인 분석은 시스템 compo-
nent의 운천경험율 이용하여

설계자가 시스템의 신뢰도를

수치척으로 추정하는 방법

. 정성척 분석

정성척 선뢰도 분석은 하나의

계롱이 고장날 수 있는 가능

한 방법율 알아내고， 설계변경

행정절차동의 척철한 사전주의

에 의해 고장의 빈도를 감소

청성척 분석의 목적은 @ 셜계

에 있어서의 약한부분 또는

균형이 맞지않는 부분 발견

@ 전체 발천소 안전의 계롱적

명가 @ 모든 가능한 고장의

비교 중요도률 문서화하고 명

7t @ 안천 신뢰도 시스템의

설계 및 계용간의 연결부분의

규칙과 북적 확럽

절차는 @ 계통의 기능척으로

요구되는 perfor‘뼈nce 확정

@ 시스템 경계와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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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Failure Mode and
Effects 뻐alysis (FMEA) 확청
QD Table, chart, fault tree
및 기타 format 작성 g 전

체 시스템 신뢰도률 분석하고

중요문제 도출
. . 정량척 분석

체롱을 수학척 모텔로 표현，

계롱의 각 부분에 신뢰도 및

이용률의 목표(goal)을 배분

관체되는 각 고장 모드에 확

률 척용， 신뢰도와 이용률의

계산 및 조정， 수학척 모텔

윷 이용하여 sensi tivi ty 분
석.

- Failure Mode and Effects
Ana1ys is (FMEA) 북척

CD 설계 초기단계에서 놓은

선회도와 높은 Safety
potential 로 설계 변경

선택

a 계롱에 생각할 수 있는

FMEA 고려
@중요한고장북록빛효과

크기 확인

@ 시험계획 및 검사， check-
out system 셜계

@ 정량적인 신뢰도 빛 이용

률 분석 기초 마련

@ 현장 고장 분석 및 설계

변경된 역사척 기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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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확정을 위한 입력 da

ta 마련

8 우선순위 설정율 위한 기

초 마련

@ 다충성， 고장검출 시스템

fai I-safe륙성 및 자동/수

동 。verride와 관련된 설

계요건분석

* FMEA는 쳐읍설계에서 부터 마지

막 설계 까지 계속해서 u며ate

-. Fault tree 분석

고장 tree 분석은 정량척 또

는 정성적 분석율 둘다 가농

한 기술. 원치않는 사고로

고장울 논리척으로 구성하고

tree와 같은 구초로 표시 .

-. Faul t Tree 분석의 잇점

CD 연역적인 방법으로 고장

event률 농동척으로 찾율

.6 ol ..Q..’ 끼""'1:그

@ 계롱이 어떻게 고장낯는지

를 가시책으로 보케하여

설계자 이외의 사람도 이

해 할수 있음.

@ 시스템 기동의 critical

모습을알수있음

@ 변경에 대한 평가를 위한

참고가됨.

@ 정량척 분석율 할 수 있는

systematic basis

@ 설계과정에 있어서 고장

륙성고찰의 일관되고 명

료한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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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ple 고장과 common-

cause 고장의 mechanism

율확인

-. Fau! t Tree 구성 쩔차

CD system boundary , succe-

ss cri teria 및 초기조건

정의

(2) top event 부터 정의하고

여기서 부터 시착

<ID tre옥 의 main frame 정의

@ 한 brench 에서 다읍 례

벨의 부 brench 로 LR려
가서 근본척인 사건(basic

fault) 또는 이미 완성펀

다른 부 tree로 사용 가능

한 교환 gate(transfer ga-

te)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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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절 인허가 접근동향 및 규제 방향

1. 규제기관의 규제방향

한국 및 미국을 비롯한 각 국의 규제경향 및 노후화 적용에 대한 규제과정

분석을 통해 주요 규제문제 및 요건과 해결 책을 도출한다. TMI 사고후 계측

재어 관련 제문제 분석 (TMI Action Plan 검토)， NUREG-0933의 계축제어 관련

사항검토 및 현황파악， SRP, SER(EPRI URD, ABB-CE)둥 분석 및 SECY 자

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가. 한국의 원자력의 규제동향

먼저 규제요건 분석에서는 규제요건의 개발 동향 및 규제요건의 적용범

위， 본석범위， 분석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인허가 규제 접근동향 및 규제방향

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 3장에서는 계측제어 규제문제 해결방안 및 인허가 대책

중 하드워l 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하며， 4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얘 대해서 기술한다.

국내 원전의 인허가 및 규제는 과학가술처에서 담당한다. 원전의 인허가 업

무는 많은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의 안전성을 펑가하는

업무는 기술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이 인허가심사 및 안전평가를 과학기술처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인허가 절차는 크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두가지 과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건셜허가전에 부지사전송언 및 제한공사숭인 제도가 었다.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서 및 예비 안전성 분석보고서 둥을 제출

- 원자력 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 후 원자력위원회의 최종 심의

- 건설허가후 : 품질보증계획서， 셜계기준서， 겨l 통설명서， 시방서

둥 제출

야싸



- 사용전 검사 신청

- 자체 검사계획서 제출.

그리고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인허가기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절차서 및 비상대웅절차서둥 운영절차서 및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 성능 및 운전에 관한 기술 지침 및 안전 조치

- 허가후 :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원자로 조정 책임자 선임

- 정기검사 신청

- 자체 겸사계회서 제출.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예버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원자로 시셜부지에 관한 사항

- 원자로시셜의 구조， 부품， 겨기 및 계통의 셜계에 관한 사항

- 원자력발전소 각 계통 설계에 관한 사항

-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사항

- 초기시험에 관한 사항

-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 기술사양에 관한 사항

- 품질보증계획 에 관한 사항.

그리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의 모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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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시험에 관한 사항(가동전 시험 및 시운전 중 시험둥)

. 시험 절차， 일정， 방법

.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

. 시험 기록

. 비상조치 및 정상운전 철차에 의한 시험

. 초기 핵연료 장전 및 초기 엄계도달.

위와 같온 인허가 결과는 10 CFR 50 을 따르는 것이나 앞으로 개발될 차세

대원자로를 위해서는 10 CFR 52 를 참조한 인허가 및 안전규제 기술이 개발되

야 할것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개발 분석이 필요하다

새로운 안전개념의 향상에 따른 새로운 안전성 평가와 검증을 위한 안전목

표 및 원칙의 셜정과 기존 안전규제요건 및 기준의 개선， 보완 및 새로운 안

전규제지침의 개발과 적철한 인허가 철차의 개선，보완 및 기술 개발이 개발하

다. 그리고 주요 안전현안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수립파 새로운 안전 현안에 따

른 안전 개념 평가 및 셜계/운전 특이성 평가 기술 개발이 펼요하다.

나아가서 차세대 왼차로 인허가 심사사 예견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한

기술자료의 평가능력을 구벼하고 증진된 안전성을 명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새로운 안전개념 및 셜계/운전 특이성에 대한 정량적 가시적 안전규체 능력 확

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규제동향 :

미국의 인허가 절차는 기존 원전이나 현재 건설 종인 원전의 경우에는

한국의 인허가절차와 비슷하여 10 CFR 50의 절차플 따르고， 신형원자로의 인

허가인 경우에는 새로운 10 CFR 52 의 인허가 철차를 따라 받게 되는데， 10

CFR 52의 인허가절차는 조기부지 허가， 설계인증 및 통합허가 과정으로 표준

셜계인증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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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ttee)는 TMI-n 사

고후 파거의 경험과 여러 연구의 결과 및 TMI‘표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둥새

로운 규제요건을 반영하여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10 CFR 52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 계통의 공통모드고장

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적용둥 개량형 셜계에 허용될 수 있는 기술의 펑가

를 판단하기 위한 제문제(issues)의 평가와 허용기준(acceptance criteria)을 셜정

(identify)하고， 규제의 제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툴 제문제에 추가하여 셜

계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NUREG-0933의 USICUnsolved Safety Issue) 및

우선순위가 높은 GSI(Generic Safey Issue)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었다. 이러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요구는 EPRI-ALWR Req.를 포함한 GE의

ABWR이나 ABB-CE의 System 80+둥 모든 ALWR 원전의 설계인중에 적용될

것이다.

- 10 CFR 50 "Domesttic , Licensim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 10 CFR 50.34 "Conten앙 of Application: Technical

Information"

· 10 CFR 50.36 "Technical Specification"

· 10 CFR 50 Sec 50.49 "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s. Important to Safety for NPPs"

· 10 CFR 50 sec 50.55a "Codes and S없ndards" : IEEE S띠

279-1971

· 10 CFR 50.59 "Changes, Tests and Experiments"

· 10 CFR 50.109 "Backfiting"

· 10 CF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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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13 : " I&C"

GDC 18 : " Inspection and Testing of electic Power System"

GDC 20 : " PROTECTION SYSTEM FUNCTIONS

GDC 21 : " Protection System Reliability and Testability"

GDC 22 : " Protection System Independence"

GDC 23 : " Protection System Failure Modes"

GDC 24 : " Separation of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GDC 25 : " Protection System Requirements for Reactivity

Control Mulfunctions"

GDC 29 : " Protection Against Anticipated 0야rational

Occurrences"

. 10 CFR 50 App. B "QA Criteria for NPPs and fuel reprocessing

plant"

. 10 CFR 50 & 52 App. N "Standardization of NPP design:

licenses to consσuct and operate

Nuclear Power Reactors of Duplicate

Design at Multiple site"

1) 10 CRF 50 인허가 절차(Two Step Licensing Process)

인허가철차는 건설허가(CP:Construction Permit)와 운영 허가

(OP:Qperation Permit)풍의 두단계로 구성되고， 건설허가 신청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PASR)와 환경보고서(ER)를 제출하고 NRC는 표준셉사지침

(NUREG- 0800, The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PPs)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며， 안전성 펑가보고

서 (SER)와 최종환경영향 평가보고서(FES)를 작성한다. 운영허가 신청자는 환경

영향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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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셜계에 관한 상세 내용과 비상대웅 운전절차 및 계획이 기술되고 NRC는 최

종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최종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발행한다. 10 CFR 50의 내용

중 계측제어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파 같다.

2) 10 CRF 52 인허 7} 절~}(One Step Licensing Process)

새로운 안전성을 향상한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을 촉진하고 10 CFR 50

의 두 단계 인허가 철차의 문제점 (FSAR 제출시까지 안전성 판단의 어려움에

따른 공기 지연， 설계변경 및 backfitting 에 의한 신기술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의 조기부지허가， 표준설계 인증 제도 및 통합 인허가 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 1988년 8월에 발표하여 1989년 4월 18일에 송인되었다. 이

는 통합인허가 체제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된 표준설계에 따라 인허가 절 차의

단순화 및 효용성을 증진했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기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헥

10 CFR 52를 발표하였다. 10 CFR 52는 기존의 인허가 현안 문제를 조기에 해

결하기 위해 신규 원전의 표준설계를 인증하여， 신형 원전의 신뢰성 및 안전성

을 확보하고， 인허가의 획득에 대한 불안과 복잡성을 해결함으로서 규제의 안정

화와 공급자나 사업자의 투자 보호를 기하고 있다-

제출된 인허가 서류는 NRC Staff와 ACRS(Advisory Committee on Reactor

Safeguards: NRC 산하 안전성검토자문위원회)에 의해 섬사된다. 조기부지허

가(Early Site Pennit:ESP)는 건설허가나 통합허가신청전에 단일부지나 다수기

부지의 타당성 검토 및 허가(10년 -20 년 유효)을 한다.

표준설계 인증(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 SDC)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에 최종설계인가(FDA)를 받아야하며， 최종설계인가는

기존 안전성문제의 해결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설계언가를 받은후 공

청회를 거쳐 표준설계인증을 발급한다.

표준설계 (Standard Design) : 10 CRF 52 Subpart B 에 따라 인증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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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완전한 셜계로， 새로운 검토과정 (repeating the review)이 없이 대량의

원전에 적용될 수 있는 셜계를 의미한다.

표준설계인증을 위한 설계완성도는 10 CFR 50의 FSAR 수준의 부지 특성

을 체외한 설계수준이다. 표준설계 인증을 위한 주요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10 CFR 52 App. 0 "Standardization of Design : Staff Review

of Standard Design"을 따르는 Final Design Approval 신청

· TMI RequirementC10 CFR 50.34(f» 준수:severe accident issue

· USI, MediumJhigh-GSI(NUREG-0933) 해결

· Severe Accident & Safety Goal Policy 고려

· Design Specific PRA 수행

.ITAAC 제출

· Interlace Requirements 준수

· Procurement & Constructionl1nstallation Spec. 제출

· Site-Specific Elements ‘제외 한 Complete NPP Design 완성

· Advanced Design 에 대 한 Full-Scale Prototype test

통합 허가(Combined License:CL) : 건셜허가 및 운영허가를 통합

한 표준젤계인증과 조기부지허가에 따른 운영허가 절차이다. 통합허가후 건설

중 적철한 간격으로 ITAAC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완전 운영허가로 변경된다.

10 CFR 52의 인허가 철차는 인허가 단계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를 구분하여 허가하던 것을 통합운영허가로 통합하고， 부지심사를 표준설계인

증과 분리하여 섬사하므로 안전성 설계심사를 표준설계인증으로 단일화 하

였다.

NRC는 표준설계인증을 위한 설계깊이의 자세한 정도에 대한 공급자 및 규

제기관의 이견에 동의하고， 공급자와의 논의흘 통해 표준셜계인증을 위한 설계

깊이에 대한 NRC의 견해를 SECY-90-241을 통해 발표했다. SECY-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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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Detail Required for Design Certification under Part 52"에서는 10

CFR 52 하의 새로운 인허가 과정속에서 표준설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

지는 셜계요건 및 설계의 상세청도를 가술하고 었다. SECY-90-241에서 NRC는

설계깊어 정도를 4가지 깊이로 정의하고， 이 각각의 설계깊이에 따라 1) 설계인

증에 적용되는 내용， 2) 신청자에 의해 개발되고 심사(audit)를 위해 이용되는

자료(material)파 3) 법재정 (rulem와섭ng)에 의해 인증된 정보풍 3가지 항목에 대

해 고려되었다. 여기서 NRC논 설계힘증을 받기 위해 F‘SAR내의 규제요건을 만

족하는 기술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서 완벽하면서도， 완전한 셜

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기술 특히 계측제어계통에 적용

되는 디지털 기술둥과 같은 기술 및 부지관련 기술을 제외한 완전한 안전성올

입증할수 있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를 만족하는 수준의 상세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NRC는 기존의 10 CFR 50 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안

전성을 만족시키는 완성된 수준의 기술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상세

한 설계흘 요구하고 있다. FSAR을 만족하는 정도의 상세설계는 현재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 모든 안전 Issues률 해결하고， 젤계된 대로 건셜한다는 것을 검증

할 수 있도흑 ITAAC!DAC를 정의하고 요구하며， 설계에서 조달， 설치， 및 검사

까지 모든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펼요한 상

세설계의 수준을 정의하는 NRC는 검사(audit)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요구하고 있다. NRC는 설계언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중에 인증을 받아

야 하는 부분(Tier 1)과 인증을 받지않아도 되는 비인증 부분(Tier 2)의 분류

(safety classification)와 이 두 부분간의 연계요건(interface requirements)을 요

구하고 었다. 또한 NRC 는 계측제어 기술과 같은 젤계인증을 신청할 당시에

상세셜계 수준의 설계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셜계허용기준 (Design Acceptance

Criteria : DAC)의 개념율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

고 있어 현시점에서 적용할 기술을 결정하기 어려운 분야와， 건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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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uilt)생길 수 았는 문제나， 구매조건에 따라(as-procured) 변경될 수 있는

문제둥 현시점에서 자료 이용이 불가능한 분야에 DAC 개념을 제한적으로 적용

하고 었다. 이 경우 상세설계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대산 건셜중에 확인， 겸증

되어야 할 설계허용기준 (DAC)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증된 설계대로 건설되도록

확인하는 ITAAC의 일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GE ABWR의 설계인증 과정에

서 DAC가 허용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배관 셜계 (Piping Design)

- 방사선 차폐 (Radiation Shielding)

- 주제 어질 셜계 (Control Room Design)

- 계측제어 설계(Instrumentation and Control Design).

3) 10 CFR 52에서 설계안증을 위한 셜계정도

10 CFR 52.47에 설계인증을 지원하는 절계의 자세한 정도를 기술하고

있는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적 정보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설계

를 요구하고 있다. 설계인증을 위한 설계논 Unresolved Safety Issues와

NUREG-0933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Generic Safety Issues를 기술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

설계인중에 의해 원전건설 및 운전이 이루어 지는지를 보증할 수

있는 ITAAC올 제시하고 있다. 표준설계의 검토와 인허가는 표준화를 통해 원

전의 안전문제를 최적기에 해결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

다. USNRC논 설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안전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규

제요건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신형원자로에 척용할 안전

섬사지침(Standard Review Plan)의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

렬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심사방법 및 지침 및 인간공학의 적용에 따른 섬사

방법 및 지침과 개발하여 표준섭사지참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10 CFR 52 에

따른 인허가를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Reg. Guide 개발 계획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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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보호계통의 채발을 위한 지침서로 Reg.

Guide 1.152, Reg. Guide 1. 153파 완전의 설계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ITAACφAC의 형식 및 내용 둥을 발표하고 있다.

4) 조사， 검사， 분석 및 허용기준(ITAAC)

ITAAC<Inspections , Tests,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는 설계

인증을 요구하는 10 CF‘R 52의 상세셜계 수준 항목에 따라 도입된 개녕으로， 설

계인증을 받은 표준설계가 설계인증된대로 절계， 셜치， 검사 및 건설되어야 함

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허가 사향을 준수하여 운전하리라는 확인을 위해 NRC

는 인허가 신청자가 셜계인증 단계와 통합 얀허가(Combined License: COL)단

계에서 필요한 ITAAC 즉 조사하는 항목， 검사하는 항목 및 방법， 분석하는 항

목 및 방법과 허용기준을 요구하고 았다.

현재 NRC와 사업자 사이에는 ITAAC와 관련하여 구체적띤 제출시점과 기술

내용 및 범위에 많은 논의와 이견이 있으며， ITAAC의 상세한 내용은 개발중에

있다. ITAAC의 체출시점은 NRC는 최종설계인가(FDA)의 일환으로 FDA 이전

에 제출될 것을 주장하고 었고 사업자들은 최종설계인가 절차와 독립적으로 검

토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언 설계인증의 셜계일정 빛 심사일정에 성각한 지

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종설계인가 절차와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와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System 80+의 경우에는 최종설계인가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였다. 또한 ITAAC의 최종설계인가 이전의 제출파 이후 제출시의

기술 내용 및 범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으며， 특히 GE 의 ABWR에서 개발되

고 있는 ITAAC 의 내용을 표본으로 계속 협의중에 었다.

5) 일반안전성 현안문제 및 해결점

가) 일 반 안전성 현안 문제 (Generic Safety Issues: G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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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는 매 3년마다 안전성과 관련되어 해결해야 하는 일반안전성 문

제를 NUREG-0933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TMI-ll사고 이후 TMI-ll 사고

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반영하여 369 개의 TMI Action Plan Items을 발표

하고 이중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277H를 도출하여 미해결 안전성 문제

(Unsolved Safety Issues : US!)로 분류하여 미의회에 보고한다. 현재 가동중

이거나 건설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새로 건설

될 원전에 대해서는 받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TMI-ll사

고 이후 미국의 NRC는 TMI사고 이후 수행되어야 할 문제 (TMI Action Plan

Items(369 Items)을 NUREG-0660과 NUREG-0737에 발표하고， 이후 제기되는

많은 현안 문제들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인칸공학적 문제들을 모아 안전

성의 중요도에 따라 고(high) ， 중(medium)， 저(low) 및 탈락(drop)둥으로 분류하

고， 또한 8007H 이상의 문제 점을 일반안전성 문제 (Generic Safety Issues

GSD, 인허 가 영 향 문제 (Regulatory Impact Issues ; RD, 환경 문제

(Environmental Issues: ED 및 인허 가 문제 (Licensing Issues: LI)로 분류하

여 발표하였다.

나) 계측제어 관련 일반안전성 문제

(1) TMI Action Plan Items

- I.A.4.2 . Review Simulator for Conformance to Criteria

- I.DA : Control Room Design Standard

- I.D.3 : Safety System Status Monitoring

- I.F : Quality Assurance

- II.CA : Reliability Engineering

- II.F : r&C

II.F.5 : Classification of I, C, and Electric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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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sk Action Plan Items

- A-24 : Qualification of Class IE Safety-Related Equipment

- A-46 : Seismic Qualification of Equipment

- A-47 : Safety Implications of Control systems

- B-17 : Criteria for Safety-related Operator Actions

(3) New Generic Issues

- 115 : Enhancement of reliability of WH SSPS

- 120 : On-line Testability of Protection Systems

- 142 : Leakage Through Electrical Isolators in

Instrumentation Circuits

(4) Human Factors Issues

- HF4.1 : Inspection Procedure for Upgraded EOPs

- HF4.4 : Guideline for Upgrading Other Procedures

- HF5.2 : Review Criteria for HF Aspects of Advanced I&Cs

(5) 개량형과 피동형 계측제어계통의 인허가 문제점 검토

EPRI URD는 NRC의 검토 및 설계 인증을 받가 위해 NRC에 제출

되었다. NRC는 1992년 4월에 EPRI URD의 draft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PRI는 URD의 개발을 위해 NRC의 규제요건 빛 지침의 준수여부를 EPRI

URD Vol. lI(개량형)와 Vol. III(피동형)의 Appendix B에 제시하고， NRC의 규제

요건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과 기존 규제요건 및 지침에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plant optimization subjects로 분류하고 상세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10 CPR 52.47의 요구에 따라 며해결 딴전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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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0933의 우선 해결 문제 high 및 medium 항목의 기술적 해결점을 제시

하고 있다. NRC Staff은 EPRI URD의 안전 평가를 위해 기존 규제요건과의 차

이점， NUREG-0800의 표준셜계 검토 방안(SRP) ， 10 CFR 52의 규제요건 및 규

제요건 및 지침이 개발되지못한 분야에 대한 과거 운전경험둥을 고려하여 평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PRI URD의 개량형과 피동형 셜계요건을 겸토하고，

NRC의 검토 견해를 미해결 open issues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NRC는 EPRI

URD를 위한 최종 결정전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각 item들을 EPRI URD

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open Issues와 EPRI가 EPRI

URD룰 개정하고 수행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confinnatory issues로 분류하고 있

다. 또한 EPRI가 적절치 못하게 정의한 issues흘 공급자나 사업자의 Specific

Items으로 도출하였다. 개량형과 피동형 계측제어계통의 각 Issue들의 현황과 주

요 내용은 다음파 같다.

- 개량형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Open Issues : 87 항목

.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 11 항목

. 시험성 및 신뢰성 관련 사항 : 17 항목

. 전기 기기 및 계측 기기 관련 사항 : 27 항목

. 주제어설 및 연간 공학 관련 사항 : 20 항목

. 설계 및 기타 사항 : 12 항목

• 개량형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Confirmatory Issues: 36 항목

.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6 항목

. 시험성 및 신뢰성 관련 사항 :2 항목

. 전기 기기 및 계측 기기 관련 사항 : 20 항목

. 주제어실 및 인간 공학 관련 사항 :6 항목

. 설계 및 기타 사항 :2 항목

- 개 량형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Vendor- or Utility-S않cific Items

: 76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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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 13 항목

. 시험성 및 선뢰성 관련 사항 : 26 항목

. 전기 기기 및 계측 기지 관련 사항 : 14 항목

. 주제어실 및 인간 공학 관련 사항 : 18 항목

. 설계 및 기타 사항 :5 항목

• 피동형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Open Issues : 82 항목

.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 16 항목

. 시험성 및 신뢰성 관련 사항 : 14 항목

. 전기 기거 및 계측 기기 관련 사항 : 20 항목

. 주제어설 및 인간 공학 관련 사항 : 27 항목

. 설계 및 기타 사항 :5 항목

- 피동형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Confirmatory Issues: 5 항복

.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2 항목

. 시험성 및 신뢰성 관련 사항 :0 항목

. 전기 기기 및 계측 기거 관련 사항 :0 항목

. 주제어질 및 인간 공학 관련 사항 : 2 항목

. 설계 및 기타 사항 : 1 항목

- 피통형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Vendor- or Utility-Specific Items

: 47 항목

.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6 항목

. 시험성 및 선뢰성 관련 사항 : 11 항목

. 전끼 기가 및 계측 기기 관련 사항 :9 항목

. 주채어설 및 인간 공학 관련 사항 : 16 항목

. 설계 및 기타 사항 :5 항목

2. 공급자의 인허가 접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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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ABB-CE System 80+

System 80+ 표준셜계는 System 80를 표준설계로 하여 개발되고 있다.

System 80의 표준설계는 1983년 CESSAR-F(SSAR-FINAL)에 NRC로부터 최

종셜계인가(FDA)를 받았다. 이에 따라 Palo Verde 1 ，2 ，3호기의 건설 및 운전을

수행하고 있다. System 80+의 설계인증윷 위해 1987년 11월부터 CESSAR-DC

를 NRC에 제출하기 시작하여 약 1400여개의 질의 및 추가 자료요청(RAI :

Request of Addit- ional Information)를 받고 1991년 3 월에 최종

CESSAR-DC를 제출 완료하였다. 또한 CE는 System 80+가 기존규제요건과 지

침를 적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해결점을 기술한 인허가 겹토기준(Licensing

Review Basis)을 NRC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 많은 현안문제들의 대부분을 해

결하고 다움과 같은 미해결파제틀을 준비하고 있다.

- ITAAC의 제출 : NRC와 ITAAC의 범위와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고，

CE는 ITAAC를 설계인증과 별도의 독립적인 젤계과정으로 제안하고 있

0디
- Reliability Assurance Program 개발 : 계측제어 계통의 디 지털 기술의 적

용에 대한 안전관련계측제어계통의 신뢰성을 겁증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불완전함

- Fire Hazards Analysis

- Interface Requirements . 설계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간의 연계요건만

τ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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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안전성평가 지침 (SRP)과의 차이정.

ABB-CE의 System 80+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NRC staff의 중청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Functional Design Features

CESSAR에서 functional design의 수행은 NRC가 인허가릉 수여할 정도

로 대부분 규제요건과 일치하고， Standard Review Plan criteria를 만족하며， 기

능척 관접에서 기능의 셜계가 10 CFR 50 과 10 CFR 52를 만족한다.

하드훼어의 중복성， 격리성， 품질보증， 환경에 대한 검증， 전자기장에 대

한 허용성(compatibility)둥의 설계는 제시된 open items 과 confirmatory items

플을 제외하고는 허가될 수 있다. 그러나 NRC staff은 언허가 신청자가 정당하

게 기능적 계통셜계를 물리적인 계통으로 구현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

의 ITAAC를 검토하고， 공풍모드사고의 분석올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microprocessor-based systems의 잠채적인 공통모드사고에 대한 방지에 적용된

이중계통에 관한 NRC staff과 ABB-CE칸에 이견야 있다. NRC staff은 소프트

베이스사스템틀만으로는 현재 펼수적인 안전기능을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데 충

분한 확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BB-CE는 단순한

programmable controller만으로 선뢰성 있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하

드와이어 제어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NRC staff은 이러한 주

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2) Level of Detail

NRC staff 이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자세한 정도가 불확

실하다. 정보의 자세한 정도에 대한 규정은 10 CFR 52.47(a)(2)에 설계언증을

신청g하기 위해서는 위임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안전관련 수단들이 셜계인증 전

에 모든 안전에 관한 의문에 대한 최종 결흔에 도달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기술하고 있다. 설계인증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정보들은 NRC가

acceptance ~ inspection 요건을 준비하고， 신청자가 구매시방서， 구성 및 설치

시방서를 준벼할 수 있을 청도로 충분이 자세한 수준의 성능요건과 설계정보틀

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위임자는 설계인증 전에 열반적으로 구매시방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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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셜치시방서에 포함되는 정보플이 안전성을 결정하는 감사를 위해 완결되

고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DACIlTAAC

NRC s않ff 은 System 80+ 계측제어계통에 대해서 신청자가 최종 안전

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설계 및 공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위

임자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ECY-92-053 "Use of Design

Acceptance Criteria during 10 CFR Part 52 Design Certification Review"에

따른 DAC 개념을 제안 했다. DAC 는 NRC 가 적절한 ITAAC 를 통해 충분한

설계구현 및 검증을 수행하므로 최종 안전성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률 위한 ITAAC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의 셜계률 위한 허용 기준의 범위‘ 및

내용이 인증된 DAC내에 포함되어서 시스템 LTAAC과 대부분 차이가 있다. 소

프트웨어의 ITAAC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공청부속첨가자는

물론 최종 소프트웨어 결과물의 어떤 특별한 첨가자에 대해서도 기술되어야 한

다.

설계인증 신청자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완성하지 못해서， NRC

staff은 SECY-92-053에 기술된 two-part approach를 사용하여 설계인증을 할

것이다. 계측제어계통의 검토에서 첫번째 접근방법은 교체되려는 아나로그 제어

계통의 전형적인 문제점이었던 가정된(postulated) 단일사고， 공통모드사고， 적절

한 선호격리둥파 관련된 위임자의 요건을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를 확인하는

block diagram 수준의 자셰한 기능요건의 검토 과정이다. 두번째 겹토 파정은

기능요건에 따라 실현된 디지탤 제어계통의 타당성 및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

로 ITAAC와 설계구현공정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인증 신청자는 최종 계측체어계통의 ITAAC!DAC를 제출하지 않

았으므로 이 업무가 충분히 만족될 때까지 최종 철계인증은 완료될 수가 없

다.(Open Item 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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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wo-part 접근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First-part는 가상된 단일사고， 공통모드사고， 적절한 신호격리 및 아날로그제

어계통에서 NRC가 전형적인 문제첨으로 제시했던 것과 관련된 NRC의 규제요

건애 대한 적절한 실현을 확인하기 위한 block diagram 수준의 상세한 기능검

토이다.

Second-part는 계통기능 요건을 만족하는 디지럴 제어계통 구현의 검토로 이

것은 설계개발을 위한 단계적으로 설행된 ITAAC의 공식화된 공정을 따른다.

4) Software Systems Implementaion

System 80+ 설계는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계통외 거능을 수행하는데

디지렬 마이크로프로세스 기반기기를 사용하고 었다. 따라서 안전관련 계통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도 안전관련 요건을 만족하는 high ‘ integr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셀계서(design description)는 소프트웨어 life-cycle stages 에 따

른 설계공정을 지도하는 계획과 절차서를 개발하는 방법을 자세히 거술해야 한

다. 소프트웨어 관려계획(Software Management Plan)에는 설계를 위한 조직

및 책임구조， 사용된 절차서， 주요 수행업무 사이의 상호관계둥이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왜어 구성관리계획(Configuration Management Plan)에는 소프트웨

어 결과물을 정의하고， 결과물의 변경을 조절， 실행하고， 변경의 상태를 기록，보

존하는 수단을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계획(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에 관해서는 System 80+의 전체 품질보증 계획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소프트웨어 셜계업무의 공정을 조절하는 업무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소

프트워l 어 확인 및 겁증 계획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은 소프

트웨어 life-cycle 각 단계의 요건뜰이 다음 단계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계획(Software

Safety Plan)에는 실행되어칠 안전성 및 장애(hazards)분석이 기술된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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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 어 운전 및 보수 계 획 (Software Operation and Maintenance Plan)에는 소프

트웨어가 정당하게 운전되고 있는 지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유지，보수되고 있

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셜계는 위의

셜계요건에 추가하여 10 CFR P따t 50의 설계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소프

트워l 어 설계구현 및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NRC의 평가는 10 CFR Part

50, Appendix B흘 기반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 설계실행 요건은 원래 다른 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 설계개발

되어 I System 80+를 위해 구매되어， 특별히 설계 변경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

었다. 비안전관련 소프트웨어도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구조와 비슷

한 구조적 개발 과정(structured approach)을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

나， 비안전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하약한 설계실행 기준을 가

지고 수행되고 있다. 인허가 신청자는 NRC staff의 감사를 위해 위에서 언급

된 각 소프트웨어 life-cycle에 따라 진행된 개발 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Open Item 7.8.4-1)

소프트웨어는 하드돼어 기기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high-integrity 소프트

웨어를 위한 많은 셜계요건들이 완전한 소프트왜어 및 하E웨어의 셜계공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System 80+ I&C 시스템 껄계에서 COL(Combined license)를

공표하기에는 최종 상세 설계의 완성이 아직 미숙하다. 이 분야의 기술이 급격

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인중된 셜계나 ITAAC의 정의를 건설 시점까지 절대

적인 젤계로 정의하지(lock in) 않는 것이 중요하다.

NRC staff은 RG 1.152, “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 Software in Safety-Related Systems of NPPs"와 RG 1.105,

“Instrument Setpoints for Safety-Related Systems"에 의 해 정 의 된(endosed)

ANSIlIEEE -ANS-7 ‘ 4.3.2 1982, “ Application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s in Safety Systems of NPGSs"에 따라 수행 된

i\BB-CE의 확인 및 검증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ITAAC!DAC의 일부로 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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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개발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Open Item 7.7.1.21-1)

5) Common-mode Failure Analyses

신청자는 하나의 사고가 공통으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취약

성어 없음을 입증하논 계측체어시스템의 공통모드고장분석을 수행하고 었다. 그

러나 이 분석은 완성되지 않고 있다. NRC s않ff은 다중방호 (defense-in -depth)

게념과 다양성(diversity)설계에 관한 허용성(Acceptability)을 결정하기 위해

ABB-CE에 의해 수행되는 공통모드고장 분석을 겹토할 것이다. (Open Item

7.2.2.2-1)

6) Network Operations

발전소 보호계통과 비안전 계통 기능의 신뢰성은 다양한 디지탤네트원

의 multiplexer들의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인허가 신청자

는 다음과 같은 multiplexer의 취약성을 제시해야 한다.

- 산업체에 적용되는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고품질의 multiplexer틀을

평가한다.(evaluating)

-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취약성을 사정한다‘(assessing)

- 필수적인 시스템의 제어에 multiplexer networks를 우회하는 하드와이

어드 제어기기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다중방호(defense-in-depth)

개념을 확인한다.(ensuring)

데이타 처리계통(DPS:Data Processing System)은 디지탤 지시 및 경보계통

(DIAS:Discrete Indication and Alarm System)의 non-Class IE 다중시스탬 이

다. 신청자눈 다양한 데이타 전송 너lE 원에 사용될 데이타전송 네료휩의 프로토

콜에 대한 자세한 설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공개회의에서 DIAS 네트획을

위해 ArcNet의 사용을 DPS네트워을 위해 EtherNet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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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데이타 하이웨이의 성능(capacities)은 System 80+의 예측되는 데이타

요건들이 네트혁의 신뢰성윷 확인하도록 충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기술하고 있

다. 인허가 신청자는 데이타 네트웹 설계를 위한 성능 규정 (criteria)과 테스트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데이타 네트쩍이 high-traffic 운전 기간 동안에 신뢰성

있는 성능을 수행해야 한다. EtherNet LAN들은 네트쩍에 데이타 전송비율이

전송한계치에 도달하게 될 때에눈 고장나는 취약성이 있다. DIAS 네트획이 고

장일 경우에는 DPS 네트획에 대한 가중되는 전송요구가 지샤계통이나 경보계

통의 완전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자는 데이타 전송 네

트획 설계를 위한 성능규정과 성능 검사방볍을 제시해야 하며， high-traffic 전

송 기간동안에 데이타 전송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demonstration)(Open

Item 7.7.3-1)

7) 기술사양서

NRC staff은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 (FSER) 에 기술사양서의 검토 결

과를 문서화할 것 이 다.(Open Item 7.4.10-1)

8) Master Transfer Switch

인허가신청자는 master transfer switch 들이 ESF 기기실내의 개별

ESF 기기 케비넷에 위치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주제어실로부터 출

입문쪽과 원격정지제어설내의 출입문에 MTS률 말로만 추가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confirmatory item 이다.(Confirmatory Item 7.8.8-1) NRC staff이

MTS의 설계 타당성을 결정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MTS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부족은 Open Item 7.3.1-2 이다.

9) Atmospheric Dump Valves

ADVs는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실에서 수동으로 조작되는 전기구동 모타

댄



밸브로 직류전원 상실이나 제어신호 상설시 close 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전

원상실시 ADVs를 어떻게 close 할 것인가를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confirmatory item 이다. (Confinnatory Item 7.4.3-1)

또한 ADVs가 접근할 수 있는 handwheels을 제공하여 일반 전원공급장쳐의

상실 사고시 주제어실과 원격정지반에서 밸브의 위치를 수동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었으나， handwheels이 어떻게 ADVs를 조절하눈지를 기

술하지 않았다. 이는 confirmatory item 이다.(Confirmatory Item 7.4.3-2)

10) Alarms

NRC staff은 “ HI RCS pressure with the SCS isolation valves open"

를 알려는 SCS 경보가 Class IE 경보인지흘 결정하지 못했다. 추가해서， LTOP

arming alam도 또한 automatic arming 이 일어나지 않으면 Class 1E 어야 한

다.(Opem Item 7.4.4-1)

11) Equipment Qualification

운전경험에 비추어 디지털 기기는 최고 49 °c 환경에서까지 검증

(qualification) 되어야 하나， 현재 케비넷 내에 위치한 디지렬 기기의 검증 온도

(qualification temperature)는 29 °c 에서 추가한 10 "c 즉 39 °c 이다.(Open Item

7.5.3-1)

인허가 신청자는 유관의 파괴， 화재， 환기장쳐의 불량， 화재방재 시스템의 오

동작둥 디지털 기기의 가능을 저하사킬 수 있는 온도， 습분， 습도， 화학척 유해

물질 둥 환경조건들과 다론 조건틀을 어떤 방법으로 감시할 것인지플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경험에 따르면 이런 감시기

기는 디지렬 기기가 젤계 제한치를 념는 환경에서 운전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

를 보내야 할 펼요가 있다.(Open Item 7.5.3-2, 7.7.1.17-1)

-76-



12) Instrumentaion

인허가 신청자는 Reg. Guide 1.97에 따라 사고후 감시를 위한 Type A

변수를 제공해야 한다.(Open Item 7.5.2.1-1) NRC s떠ff은 선택된 변수선택과

계측범위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고후 감시계기， 안전관련 공정 중 표시계

기 및 ESF 시스템 변수계기들을 검토했다. 이 계측기기들은 충분히 다충화되어

있고， 전형척인(typical) 계측 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구매될 계기에

따른 원전 건설 부지의 대한 설체적용 계측범위도 기술하고 있어서， 필요에 따

라 원전 부지에 따른 안전성 분석보고서 (site-specific Safety Analysis Report)

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NRC staff은 이것을 ITAAC나 DAC

내에 기술되어야 할 자세한-정도Clevel-of-detail)의 정보로 고려하고 있다.(Open

Item 7.5.2.1-2)

13) Alternate Protection System

비상급수 구동 회로(EFW actuation circuit)의 셜계가 ATWS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ESF-CCS의 기기제어 로직 모율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 모률이

원자로 보호계통의 모율과 diverse 되었다는 것을 확종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했다.(Open Item 7.7.1.12-1) 따라서 인허가 신청자는 ATWS 구동회로 내

에 diverse turbine trip 성능(capability)에 대한 자셰한 셜계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Open Item 7.7. 1.12-2)

나. 웨 스팅하우스 AP600

W/H 피동형 AP600 의 설계 인증은 1989년 l월에 NRC에 표준안전성분

석보고서가 접수되어 1992년 6월에 최종설계인가를 위한 상세 안전성분석보고

서가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다. 특히 NRC는 피동형 설계의 특성들에 대한 시

험자료의 평가에 주안을 두고 있다. W/H AP600의 설계인증 평가는 당초 일

정보다 14개월 정도 지연되어 1994년 6월에 초안 안전성평가보고서가 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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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95년 11월에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며. 1996년 말에 최종

설계인층이 발표될 예정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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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측제어 하드웨어 확인 및 검증

제 1 절 개 요

현재 계측제어 계통설계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 대신에 디지털 기기

를 사용하여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디지털기기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여 사용

하기 때문에 소프트돼어의 셜계상의 오휴나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오류가 공통

모드고장이나 공통원언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

지렬 기끼는 정량적으로 계통의 신뢰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디지털 계

측제어 계통은 디지 털 가 지 (hardware, software, firmware 및 hardware and

software interface를 포함하는 하나의 system으로서의 기 기)는 catalog와 같은

생산자의 상품설명서에 의해 구매하는 off-the-shelf 기기를 사용함으로서 설계

및 개발된 디지털 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기의 품질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요건을 확실히 만족하는 설계공정을 확립해야 하며，

확립된 셜계공정대로 설계가 진행됨으로서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 확립

된 설계공정대로 셜계가 진행되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겸증하는 작

업이 확인 및 겁증이다. 따라서 확인 및 검증작업은 전체 계측제어계통 개발공정

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발과정의 하나이다. <그림 3-1>은 계측제어계통 개발공

정과 확인 및 검증 공정파의， 관계를 표시하는 상관도를 각 깨발공정별로 확인

및 검증공정이 수행되는지를 검토하고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개발공정

을 수행하는 설계자와 별도의 다른 초직(독립적인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확인

및 겁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계측제어계통의 확인 및 검증은 설계요건이 요구하는 기능을 구성하는 하드돼

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 되어 있고，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증하는 작업

으로 하드돼어를 구매하고， 계통을 구성하여， 소프트왜어를 구현하는 업무가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각 설계공정마다 확인하고 겹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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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개발의 매 공정마다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셜계요건대로 구현되는

지를 확인하여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개발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

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확인 및 검증작업은 계통개발의 일부로서 개

발공정과 빌첩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그혐 3-1>에서 확얀 및 검증은 여러단

계로 수행되며， 이러한 여러 단계마다 검토(요건에 대한 충족성 검토;review) ， 검

사(설계요건대로 수행하는지 검사;inspection) , 분석(결과분석 :analyses) 및 시험

(결과의 확인;tests)룰 수행하게 된다. 개발되는 계측제어계통의 품질은 각 개발

단계 (stage)에서 정의된 계통절계요건을 만족하는지 독립된 별도 조직

(independent V&V group) 에 의해 확인 및 검증할 때 달성된다. 이러한 확인

및 검증업무는 ASME NQA-1-1989에 기술된 품질보증 확인 방법(verification

method)과 일치되어야 하며， 독립된 검토， 독립된 증언(witnessing)， 검사， 분석

및 시험둥이 독립된 확인 및 검증팀에서 수행된다. 위에 언급된 각 단계별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업무 및 요건은 ASME NQA-1-1989의 Verification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특히 안전관련 계통에 적용되는 컴퓨터 hardware verification은

ASME NQA一1-1989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 컴퓨터 software verification을 위

해서는 ASNIE NQA-20-1990 part 2.7에 의해 수행해야 한다. 컴퓨터 hardware

를 시장에 개방된 off-the-shelf 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commercial 컴

퓨터의 자격섬A}(qualification: commercial grade dedication)가 수행되 어야 한다.

이 컴 퓨터의 자격섬사는 commercial grade item에 대 한 제3자의 qualification방

법과 원전적용 기준요건에 의해 컴퓨터를 개발하지 않은 컴퓨터 생산자에 의한

qualification방법 이 있으며 ASME NQA-1c-1993. App.7A-2에 의 한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의 Verification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공정의 각 단계별로 정의된 셜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및 검증해야 하

며， 따라서 각 단계별로 수행될 확인 및 검증 업무를 위해 각 단계로 정의될

설계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그렴 3-1>에서 보면 안전관련 계홍의 설계요건에

서 컴퓨터가 이용되지 않는 하드웨어설계요건과 system 으로서 컴퓨터가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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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요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컴퓨터가 이용되는 설계요건은 컴퓨터 하드웨어

셜계요건파 소프트돼어 설계요건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설계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이 컴퓨터 하드혜어요건은 IEEE Std. 603-1991요건과 기존요건을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컴퓨터 hardware요건은 IEEE Std. 603-1991 요건을 따

라야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통합시험요건은 IEEE Std. 603-1993과 IEEE

Std. 7-4.3.2 1993의 요건을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각 단계별로 설계요건의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필요한 검토， 증

언， 검사， 분석 및 시험이 설행된다. 단계별로 수행되는 이러한 확인 작업은 컴

퓨터 system(hardware and softw행가 결합된 system)에 대해 수행이 되어야

하며， 단계별로 이러한 각각의 업무가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제1절 하드웨어의 확인 및 검증， 제2절 소프트

웨어의 확인 및 검증과 제3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된 통합확인 및 검

종으로 분려하여 기 술한다.

제 2 절 하드왜 어의 확인 및 검증

하드웨어의 확인 및 검증 작업은 첫째 품질보증절차(plan)를 확립해

야 한다. 하드웨어의 품질보증요건 및 절차는 AS11E NQA-1-1989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하며， 하드웨어의 verification은 위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확

립된 품질보증절차에 의해 하드왜어 및 소프트웨어둥 컴퓨터시스템의 확인 및

검증계획아 수립된다. 수립된 확인 및 겁증계획에 따라 각 개발단계

(development cycle stage)마다 수행되는 업무(V&V activity)를 정 의 한다. 하드

웨어의 확인 및 검증작업의 두번째는 하드웨어의 개발과정 (hardware

development cycle)올 확립하는 작엽이다. 안전관련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된 컴퓨

터 시스템의 development cycle은 IEEE Std. 7.4.3.2-1993 App. E 에 잘 나타나

있으며 , 하드웨어 의 개발과정은 소프트워l 어 QA plan에서 정의 된 software life

cycle을 준용할 수 있다. 따라서 IEEE Std. 1012-1986이 나 IEe Std.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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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1986에 기술된 소프트혜어 개발과정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을 컴

퓨터시스템의 하드혜어나 비 컴퓨터 하드웨어의 개발파정으로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의 하드워l 어 개발과정을 정의한다.

- 계통요건(system requirements)설정

- 계통셜계(system design)

- 컴퓨터 Hardware, Software Requirements 개발

- Integration Requirements 개발

- Hardware, Software design

- Hardware, Software Implementation and Unit Testing

- Integration testing

- Validation testing

- System testing(Factory Acceptance testing 및 site acceptance tes디ng)

- Operation and maintenance

- Retirement

각 단계별 개발과정(development cycle stages)에는 순차적인 공정 (water fall

method)과 반복적인 공정 (spiral development method)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되

며， 각 개발공정에 따라 앞에서 개발된 품질보증절차 및 지침에 따라 독립적 검

토， 검사， 시험 및 심사풍의 일련의 확인 및 겹증절차를 수행한다.

정의된 각 단계별 하드웨어 개발과정을 검토해 보면， 계측제어 zf 계통의 설

계요건을 설정하여 계똥설계를 수행하고 계통설계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설계요건을 개발한다. 이 하드혜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요건

에는 개방(open) 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청 즉， 설계요

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off-the-shelf 기기를 검토， 분

석， 선정하는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의 수행지침은 development cycle 및 품질

보증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ASME NQA-1c一1993. App. 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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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mmercial grade item 선정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선정과정은 컴퓨터 시스

템이 수행해야 하는 비정상상태 및 사고상태를 검토， 정의하여 비정상상태의 특

성을 만족하는 off-the-shelf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commercial grade

item의 선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행된다. 이 선정의 일관성

(consistency)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integration요건에 포함된다.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에 의해 선정된 off-the-shelf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셜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요건개발 및 설계에서 디지털 계측제어기가의 신뢰성에 가장 큰 문채점을

야기시키는 공통원인 고장에 대한 방지 대책 및 공통 원인고장의 방지를 입증

(demonstration)해야한다. 현재 NRC는 공통원인 고장의 방지를 위해 디지털 계

측제어계통의 다양성과 섬충방호(diversity and defense-in-depth)개념의 펑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설계개념에서 다양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릎 위해

사고상태에서 필요한 펼수안전기능 (critical safety function)을 수행할 수 있는

System level Hardwired back-up system의 추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하드웨

어 설계파정에서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대책에 대한 검증 (demonstration)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현 및 시험과정

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공통원인 고장이나 전자파 방해대책에 대한

검증 (demonstration and validation)은 unit testing, integration testing 및

validation testing의 일부로서 수행되어 진다. 이 시험은 셜계요건을 확인하기 위

해 개발된 rapid prototype과 prototype실행을 위한 사양서， 설계 및 구현올 위한

program design language,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계사항과 application

coding 풍이 포함된다. 검증을 위한 테스트에는 기능 테스토와 구조 테스트가 있

으며 기능테스트은 단지 입력에 의한 출력을 평가하여 모율이나 시스템의 구현

이 요구된 설계요건과 일치하는지콜 결정하는 것으로 모률의 연계관계를 확인

및 검증하는데 효과적이며， 구조 테스트은 software code의 internal structure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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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기술된 일련의 작업들은 하드웨어의 설계 및 구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의 연계 및 통합둥 절계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

에 대한 검토， 분석， 검사， 및 시험둥을 수행하는 작업이 확인 및 검증작업이며，

상세한 계측제어계통의 확인 및 검증의 업무는 IEEE S띠. 7-4.3.2 1993에 기술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제어계통 개발 및 개발과정에 대한 확인 및 검증에서 문제

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고찰한다.

1. 품질보증 프로그램 (Quality Assurance Program)

가.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사항

원자력 발전소 셜계시 품질보증 부분은 충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에서 규제요건을 보면 시스템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의 품질

보증부분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는 하드웨어

품질보증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우선 하도웨어적인 품질요건을 분석할려면 IEEE

603-1991중 5절 3에 언급한 기기의 품질부분을 분석해야한다. 이 요건에서 예

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기기나 모률은 최소한의 유지보수조건 및 낮은 고장율

파 동일한 품질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NSI!ASlVIE NQA-l 1989: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ANSVASME NQA-l 1989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발

전소 셜쩨에서부터 운전시까지의 전반적인 품질보증에 대한 18가지 내용을 체

시하고있다. 이 요건은 시스템 및 기기/소프트웨어 품질요건 모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 요건에서 제시한 18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성

- 품질보증 계획

- 설계 control

댐



- procurement document control

- instruction & 절차서 & 도면

- 문서 contr이

- 구매 item 및 서비스 control

- item의 분별화 & control

- 공정 control

- 검사(inspec다on)

- test control

- 측정 및 검사

‘ 기 기의 control, handling & storage & shipping

- Inspection & test & operating status

- control of nonconforming items

- correct!ve action

- 품질보증기록

- 감사(audit)

기기의 경우 안전관련계통 설계시 사용되는 기기는 상업적 풍급(commercial

grade)을 획득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상엽적 둥급 요건에 대한 내용

은 AS1\1E NQA-lc-1993 중 App. 7a-2, "Non-mandatory Guidance for

Commercial Grade item"에 제시하고 있다.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예를 들면 상엽적으로 쓰이는 통신 보드나 PLC 보드)는 안전거놓을 수

행하는데 펼요한 기능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는 이 품목이 설계파정과 기능요건을 만족하는지 객관적인 확신

(reasonable assurance)을 입증해야 한다.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

는 ANSI!맘~S-IEEE-P-7.4.3.2의 설계 요건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와

비교 수행해야한다. ANSI/ANS-IEEE P 7-4.3.2에서 요구하는 셜계 단계나 참

고 문서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다른 보상요인을 첨가하여 수행 (예를 들면 :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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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응용원 문서화된 운전경험 운전사스뱀의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응용

V&V 결과， 독립적인 검증을 대신한 개발팀 설계검토둥) 해야한다.

그 외에 공급자는 안전시스템의 기기에 사용되는 상업용 기기둥의 신뢰성

을 입증 해야한다. 이러한 가기에 사용되는 요건은 ANSν값JS-IEEE P 7-4.3.2

에서 요구하는 것파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는 각 기기에 대한 품

질보증 프로그램의 개발， V&V 계획， configuration management 둥을 포함한다.

ANSVANS IEEE P 7-4.3.2에는 기기의 품질보증을 5.4 절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한 내용을 보면 IEEE 603-1991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도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기기 품질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기기 품질 검사

(qualification testing)는 실제 사용되는 값들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제기능을 수

행하는져를 검사해야한다. 안전시스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의 모든 부분

및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동은 검사시에 펼수적으로 수

행해 보아야한다. 예를 들면 CPU 입출력장치， 디스플레이 기능， 진단기능

및 관련 기가， 메모리둥이 기기 품질검사를 만족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검사는

젤계기본 수행요건 (design basis performance req.)을 만족해야한다. 각 기기의

겸증 부분 (예를 돌면 온도 및 습도 조건， 지진에 기기를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방법동)은 IEEE 603의 5.4절에서 제사하고 있다. 즉， 온도 및 습도에 관한 기

기의 신뢰성요건은 IEEE 323-1974 "IEEE Std. for Qualifying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요건으로는 Reg. Guide 1.89 가 있으며 야에 대응요건으로는 IEEE 323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Qualification 방법， 절차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

고 정상 및 비정상， 셜계기준 사고， 격납용기 검사조건에서 안전급 기기의 기능

수립에 대한 기기 설계시 적정성 여부 둥을 판단하는방법둥을 제시하고있다. 이

와 관련하여 IEEE 323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type tes따19 ， 운전원경험， 분석

방법 및 이룰을 통합한 방법둥이다. 그리고 신뢰성 방법에 대한 절차둥을 제사

하고 있는데， specification의 요건， Qualification program 요건， 분석방법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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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진에 관한 요건으로 IEEE 344-1975, “ 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IE Equipment for

NPGS" 및 이 에 관련된 Reg.Guide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없d

Mechanical Equipment for NPP"를 근거로 하여 기기에 대한 지진의 선뢰성‘을

분석할 수 있다. 방사능 선량에 대한 기기의 선뢰성부분도 표준요건동을 이용하

여 언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지진이나 환경의 신뢰성 분석은 기기제작시에 고

려해야할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ANSL!ASJ\t1E NQAI-1989 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IEEE 603에서는 장을(5.3， 5.4) 나누어 언급하였다. 즉， 기기의 품질

에 관한 사항은 ANSI!ASME NQAl을 따라야하며， 기기의 겁증과 관련한 사항

예를 들면 환경/지진/방사선과 같은 사항은 각각 관련된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나. CE의 품질 보증 방법

ABB-CE의 품질보증방법의 기본정책은 설종장비의 사용에 있다. 그러나

일반산업분야에서 사용된 off-the-shelf 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며， 원자력적용기

준에 의해 실증장비로서 입증한다. 이러한 검증된 범용하드웨어의 사용은 상세

설계시 설계변경이 되어도 추가 품질검증 절차없이 변경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

ABB-CE는 보호계통의 기기 및 모률설계시 품질보증프로그램(Quality

Assurance program: QAP) topical Report CEPPD-210(Rev.7)에 따라 젤계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셜비품질보증은 SSE의 정도에 근거하여 기기를 선정하며 사

용될 71 기의 안전둥급에 따라 Seismic category를 정의한다. 이러한 안전둥급

은 IEEE Std. 344-1987에 따르며 전기 적 인 기기 의 qualification은 CENDO-255

-A(Rev3)에 제시되어 있다. ABB-CE의 계측제어기기의 품질검증져침은 다음

과같다.

- NPX80-IC-QC790-00

- ANSI C37.90a-1974 (IEEE 472-1974)

- MIL-STD-461C.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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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품질검증지침운 10 CFR 50, NRC의 Reg. Guide 및 IEEE S떠. 동의 표준을

만족하고 있다.

다.W!H의 Zion 1&2 호기에서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방볍

1991년 12월 26일 CEO(Commonwealth Edison Company)는 Zion 1&2 호

기의 기술지침서(technical specification)를 수정한 재안서를 NRC에 제출했다.

이 수정 기술지침서는 웨스탱하우스가 Zion 1&2 호기에 공급한 아날로그 시스템

인 wIII 7100 process protection system(아날로그 시스템)을 WIH Eagle 21시

스템 (디지럴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조치였다. NRC는 Zion 1&2 호기에

설치할 Eagle 21에 대해 2가지 안전관련 중첨사항을 중샘으로 검토하였는데

하나는 SIW의 공통모드 고장이며 다른 하나는 발전소에 현재 가동중얀 시스템

과 디지렬 시스템과의 융합(assimilation)에 관한 사항이었다. 물론 디지탤로 교

체시 기기의 신뢰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NRC는 아날로그기기를 디지털기기로

교체시 10CFR 50.59에서 제시한 방법 및 이를 따르는 Reg. 1.152에 관한 내용을

Eagle 21에 어떤 법;법으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부분은 일반적인 Eagle 21 시스탬의 구성은 생략하고 기거의

품질보증 부분만 언급하겠다. 디지털 기기의 품질보증 부분은 lOCFR 50,

App.A 부분중 GDC 2 & 4 및 App. B에 있으며 제시내용은 정상 또는 예상된

사고상황 또는 자연현상(예흘 들면 지진 이나 태풍)에도 안전시스템의 기능을 수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agle 21은 이러한 요건 (GDC 2 & 4)를 만족하기

위해 젤계시 환경이나 지진과 같은 조건하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러한 조건올 만족하기 위해 Zion 1&2 호기에 셜치할 Eagle 21

에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으로는 CD Eagle 21에서 사용한 거기의 온도 및 습도

조건 (2) Eagle 21에서 사용된 기기의 지진에 대한 신뢰도 3 기기에 대한 전자

파 장해 {radiation 포함)둥 이다. 여기서 기기의 신뢰성 관련사항온 기기의 검증

에 관한 사항으로 기기의 품질부분은 ANSI!ASlVIE NQA-1 의 품질보증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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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발된 기기를 이용하였다. 기기의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척인 요건인

기기의 온도 및 습도에 대한 검사결과 및 타당성여부， 전자파장애에 대한 기기

의 신뢰성검사， 방사능 선량에 대한 기기의 신뢰도에 관해 언급한다.

1) 기 기 의 온도 및 습도 조건

W/H의 온도 및 습도의 검사결과는 WCAP-8687 Supplement 2 E69A,

E69B, E69C에 언급되어 있다. Zion 1&2 호기의 경우 Eagle 21은

AEER(Auxiliary Electric Equipment Room)내의 process protection 케비 넷에 설

치되어 었다. Zion의 update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 UFSAR) Sec.7.2.3.3에 는 AEER내에 있는 원자로 보호기기는 40-120 。

F와 15% - 95%내 의 습도조건에서 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NRC눈 Zion 1&2 호기에 설치된 Eagle 21에 대한 온도 및 습도를

겸토하기위해 IEEE 323-1974, "IEEE Std. Qualifying Class IE Equipment

for NPGS"를 참조하여 검토하였다. 중점사항으로는 기기가 rack에 장착되었을

때의 온도 및 습도 결과 및 장착시 set-up 과 비교， 변칙성(anomaly)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검토사항시 문제점들은 대재 전원공급장

치 및 이와 판련된 사항이다. 예를 들면 기기에 셜치된 전원공급장치 갯수 및

설치시 업출력 장치에 대해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생가논 데이터 발생 오류둥

이다. NRC는 이려한 모돈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하였는데 air flow 제한이나 열

반사(reflection) 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려고

모든 온도 신뢰도 검사는 rack blower 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된다. 그런데

NRC는 rack blower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Zion 1&2호기 유지보수지침

항목을 넣어 해결하였고， 또한 케비넷이 온도 설정치에 도달한 경우 제어

설에 경보를 울려주도록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이 분제률 해결하였다.

2) 기기의 지진 (seismic) 에 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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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21 process protection system rack & component은 다중축

(multiple axis) 및 다중 주파수 입력 <mul디pIe frequency inputs) 으로 되어 었으

며， 이 요건은 Reg.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PP" 빛 IEEE S띠. 344-I975,"IEEE Recommended Prac디ces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을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검사방법 및 결파는 WCAP-8687,

Supplement 2, E69A, E69B, E69C에 언급되어 있다. NRC는 앞의 온도 및 습도

의 겸우와 마찬가지로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아날로그기기를 다지털 71 기로 교체

하였을 경우 지진의 요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동을 검토하였다. 대개는 케비넷에

있는 입출력 차드가 지진애 영향을 받았을경우 테이터 출력에 오류가 발생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케비넷 구조에 관한 사항(예를 틀면 볼트 갯수 및 지진에 얼마나 견딜수 있

는지 여부)둥을 검토하였다. W!H는 문제가 된 사항둥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

완(예를 들면 푼체가 되었던 케비넷은 재설계 및 새로 셜계된 board를 넣어 검

사함) 하여 NRC에 분석결과를 제출하였다.

3) 71 기의 정 전기 (Electro- static Discharge)에 대한 조건

정전기는 미세-전자 부품을 손상시킬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정전기가 심하

게 발생하였을 경우 디지렬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Eagle 21의 경우 여러한 정전기에 대한 검사는 없었지만 기술지침서에는 유지

보수 절차서에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ESD mat,

grounding strap를 사용하여 예방하였다. 여기서 이용된 요건을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IEC 801-2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해야 할 것이다.

4) 기거의 방사능(Radia디on)에 대한 조건

방사능 선량(dose) 에 의해 회로 chip이 제 성능흘 발휘하지 못하는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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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한다. W!H는 AEER방에 실제 전체 통합 방사능산량을 결정하고 과

거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방사능 선량이 과거 데이터량보다 적음을 알아내었다.

2. 공통모드고장 대책 및 평가

가. 공통모드고장 얼반사항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가 microprocessor-based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셜

계되고 있다. 그러나， IIllcroprocessor를 사용하는 디지털기술은 각각의 신호에

대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

어의 설계상 오류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랩둥의 오류가 공통원인 고장을 초래하

게 된다. 그러고 microprocessor-based 다지럴 계통은 소프트웨어룹 기능구현

의 기본으로 Coding 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계통의 신뢰도 계산이 상당히

곤란하다. 따라서 NRC는 공통원인 고장방지를 위해 전체계통 및 하부부품의

신뢰도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고품질유지 및 다양성 설계졸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microprocessor-based 디지털 시스템은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취약성

의 방지를 입증하기 위해 심충방호 및 다양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안

전성 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가상된 공통원인고장을 해석하고， 이 각

각의 경우에 대해 섬충방호 및 다양성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가상된 공통원인

고장이 안전기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면， 동일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다양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관련된 사건하에

서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계통이나 비 디지털계통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필수안전기능에 대해서는 계통 level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비 소프트혜어 based back-up계통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 CE의 공통모드고장(eMF) 대 책

CE의 경우 System 80+ 에서 보호계통에 이용된 소프트웨어의 CMF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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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은 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에 예상된 pre-existing CMF 존재시 이러한

사고에 대처할 능력이 발전소 설계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방

법은 보호계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9개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요부분(예를

들면， 원자로섬， 원자로 온도 변화， DNBR둥)이 변화 및 운전원이 대처 가능한지

둥을 평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manual action 과 protective S/W를

이용한 automatic response 가 가능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protective S!W CMF 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여도 운전원이 manual action 조작

이 가능한 시스템 이어야한다. 여기서 9개의 event 는 다음과 같다.

- Total Loss of Reactor Coolant Flow

- Single RCP Shaft Seizure

- Single RCP Shaft Break

- CEA ejection

- Letdown Line Break

- Stearn Generator Tube Rupture

- Main Stearn Line Bre삶

- Feedwater Pipe Break

- 1βss of Coolant Accident(LOCA).

평가방법은 각 NSSS조건이 정상 상태이고 즉， RCP가 정상이고， 주증가 및

급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며， NSSS 제어계통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된다고 가정

하였다. 물론 NSSS 제어 계통은 CMF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APS(Altemate Protection System)은 자동 가압기 고압력 원자로 정지 및 S/G

저수위 얼때 비상급수가 자동 동작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 실제

CMF에 의해 고장이 일어난 경우를 가정하여 각 사고 마다 변수틀을 CMF에 영

향을 받지 않는 변수를 표시하여(예똘 들면， Nuplex 80+에는 3개의 segment

로 구성 : DIAS(Discrete Indication and Alarm System Channel-N) , DIAS-P,

DPS(Data Processing System) 되어 있으며， 구조상 DIAS-N 기기는 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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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채널에 의해 표셔 및 경보되는 데이터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DIAS-P 채널은 REG 1.97의 분류 l을 만족

하는 파라미터 이므로 hardwired communication에 의해 데이터를 받으며 C:MF

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데이터이다. 사고가 일어녔을 경우 운전원이 사고발생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컴퓨터 코드로 추정하여 CMF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발전

소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법은 W/H CMF 대

처방법과는 달리 확률적인 방법 및 컴퓨터 분석둥율 이용하여 C:MF 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운전원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W!H의 Zion 1&2 호기에서 CMF 대책

W!H의 Zion 1&2 호기에서 공통모드고장을 막기위해 심충방어 개념 을 이

용하였다. 즉， 보호계통 셜계시 diversity와 같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

스템이 고장시 fail-safe(fail-off, fail-on)상태를 유지하여 정상운전시나 유지보

수시 또는 예상 사고시에도 보호기능의 손실을 막는데 았다. Zion 1&2 호끼

경우 공통모드고장을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S/W 자체 고장에 의한 공

통 모드고장， 두번째로 S/W 및 HIW 상호간의 문제둥이다. NRC에서 이러한

고장 원인을 검토한 결과 두가지 발생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Eagle 21의 구조가 “하나의 컴퓨터로 모든 업/출력을 처리하는 것”과 다른 하나

는 서로서로 diverse 해야할 기능틀이 하나의 컴퓨터내의 같은 rack에 위치하여

실제로 diverse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심층 방어개념을 감소시

키고 장비의 확률적 위험 분석 (Probabilistic Risk Analysis:PRA)에 영향을 줄 것

이다. 이러한 NRC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W!H는 Eagle 21에 대한 확률적

분석을 다시 수행하여 기존의 시스템과 확률적인 점에서 동일함을 수치적으로

제시하였고， 하나의 컴퓨터에 의한 고장을 back-up automatic actuation 및 제어

실에 indicators를 추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S/W 자체고장의 경우 S/W

V&V를 수행하여 S/W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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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J/IEEE ANS-7.4.3.2에 제시된 방법을 참조하여 수행하였다.

3.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

가.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의 일반사항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도입은 필연적도로 시장에 개방 u-processor의 선

정 즉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off-the-shelf 기기콜 검토， 분석， 선정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 선정된 。ff-the-shelf 기기의 qualification(자격섬사)이 펼요하게 된

다. 특히 상업적 (commercially)으로 선태가능한 다지털 컴퓨터 시스템은 제작자

의 proprietary module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제 때문에 따-the-shelf기

가 의 qualification이 복잡하고 어 렵 다. 제작자의 proprietary module이 나 소프트

웨어가 계통에 적용될 때 각 module간에 서로 link되어야 하고， tuning 상수， 설

정치， 시간지연변수둥이 지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산업체에서는 많은 경험

올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경험과 사용자의 feedback이·유용한 validation수

단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에서는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적용환경을 고려

하여 off-the ‘ shelf 기기를 선청해야 하며， 선정된 off-the-shelf 기기가 안전시스

템에 적용되기 위한 qual냥lea디one자격섬사)이 필요하다. 원전에 적용을 위한

qualification은 최종 깨발단계에서의 시험만으로 안전계통에 사용을 승인하기에

는 불충분하며 H!W와 S끼V의 개발방법을 고려하고，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process가 설계공정의 한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공정개발에서

원전의 비정상 및 비상운전상태와 셜계기준사고둥을 고려하여 Qualification해야

한다.

여러한 자격심사의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IEEE Std 7-4.3.2 1993에 제시되

어 있으며 첫째， ASME NQA-IC-1993. App 7A-2의 guideline에 따라 제3자에

의 해 commercial grade item이 qualification되 는 경우와 툴째 ASI\1E

NQA-IC-1993. App 7A-2의 요건에 따라 컴퓨터를 개발하지 않은 생산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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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qualification되는 경우이다. IEEE S띠-603-1992나 IEEE S띠 7-4.3.2의

criteria의 규제를 받지 않은 상업용 컴퓨터의 qualification은 위의 cn따la가 적

용되어야 하며， off-the-shelf기기의 생산자가 ASrvrn NQA-IC-1993 하에서 기기

구매 및 생산공정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행되어 진다.

나. CE의 Commercial Grade Dedication 대 책

CE의 경우 commercial grade dedication 기기에 대한 대 책은 Nuplex

80+에서 언급하고 있다. Nuplex 80+ 에서는 기존 commercial grade item에 대

한 여러 검사 방법 및 commercial grade 기기 공급시 보증 관계， 고장시 문제점

해결방안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commercial grade dedication 기

기를 컴퓨터 관련 하도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였다. 하드웨어의 경우 첫번

째로 commmercial grade 기기는 적어도 3,000 operating years t+ one calendar

year의 기기콜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두번째로 공급자(생산자)는 기기를

만들었을 때의 공급자의 내부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이는 각 기기

를 공굽하여도 동일한 품철을 유지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불론 부제공자

(subsupplier)의 품질보증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세번째로 동일한 기기는 공급자

(생산자)가 제공하는 일부 또는 전부에 똑같은 version number 로 표시되어 있

어야한다. 물론 기기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다를 수 도 있다. 또한 수동소자

(cable이나 connector)의 경우에는 기기의 검사나 유지보수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marking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네번째로 문서화 작업으로 각

기기에 사용된 version둥을 문서로 제공해야한다. 다섯 번째로 하드웨어 검사

방법으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해야 하는데，

一 diagnostics

- performance tes디ng

- environmental testing

- function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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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ise and hazard testing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기기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러한 검사 결

과를 사용자가 평가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기가 설계에 잘못이 생겼을 경우 둥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야하고， 기

가의 보증거간둥을 명시해야한다. 이러한 절차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드웨어와 마찬

가지로 첫번째로 cornmmercial grade 가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척어도

3,000 operating years Y. one calendar year의 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두개의 software media{예를 들면 disk, tape,

PROM둥)의 형태가 동일한 것과 각 media의 logical address에 쓰여지는(얽혀지

는) 위치의 byte 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media의 불리적인 특성

은 중요하지 않으며， 비rectory/file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쉴Ie은

byte-for-byte 비교시 통일해야한다. 세번째로 소프트웨어 versIOn에 관해 만약

소프트돼어가 있는 me며a가 동일환 경우 두개의 software media는 홍일한

version을 가져야한다. 네번째로 소프트웨어 VIrUS 방비 대책으로 공급자가 제

공하는 모든 소프트워l어는 다음파 같은 규칙을 따름으로 해서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가 vrrus에 감염이 안되도록 노력해야한다.

- shareware 흘 이용한 소프트웨어는 공급 소프트혜어나 검사， 개발시에는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一 공급자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이나 검사시스템은 철저히 보

안유지를 해야한다.

- 공급자가 개발， 검사， 공급하는 시스템은 철저히 공급자가 제어하여 아무

나 연결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 virus pro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소프트왜어의 공급자는 항

시 검토해야한다.

다섯 번째로 소프트웨어 versIOn의 문서화 및 media의 기록을 냥겨두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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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개발해야하며， 일곱 번째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이용하여 소

프트웨어 검사를 해야하는데，

- code inspection.

- incremental testing.

- functional testing.

- system testing.

- beta testing.

둥이다. 그리고 공급자는 이 검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드혜어의 경우와 마잔가지로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겸우 예를 틀면

소프E웨어에 bug가 발생한겸우 둥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야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경우 외에도 Administrative 요건을 삽입하여， right of access 및

각 기가나 소프토웨어 변경시의 form 및 행정 절차동을 기술하고 있다.

4. EM! 대책

가. EM!의 얼반적인 사항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개량하는 발전소의 경우

전자파장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제요건을 살펴보면

IEEE 603-1991의 5.5절에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안전시스템의 기기는

원전의 전자파장애 환경 (electromagnetic environment)에서도 안전기능여 동작할

수 있도록 셜계되어야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을 근거로 하여

ANSVANS IEEE P-7.4.3.2의 App C.에는 computer-based 시스템에서의 전자파

장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여기서 채시한 분석방법으로는 1) 전자장환경을

측정하는 지첨서로써 IEEE Std. 473-1985,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Electromagnetic Site Survey"와 MIL-S띠-462 !NT Notice 5, "Measur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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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Interference Characteris디cs둥을 제시하고 있으며 , 2) 전자장을

다음 4가지의 coupling mechanism으로 나누어 첫번째 conductive, 두번째

radioactive, 세번째로 inductive, 네번째로 capacitive & electrostatic

discharge(ESD)이며， 이러한 각 mechanism에 대해 아래에서 정의하고 있다.

1) conductive coupling

거의 모든 잡음의 80 % 정도는 conductive coupled에서 생성된다. 이

conductive coupling과 관련된 3가지똑성은 φ 금속성 접촉 (metallic contact)시

생김(예를 틀면 구리동선풍)<2) 사람 또는 케이불의 이동에 의해 고유잡음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고유잡음의 waveform은 non-zer。 평균값을 유지 (DC

신호 가기). 이러한 conductive coupling은 금속성 접촉의 제거나 잡음의 여과

(filtering)에 의 해 제거 할 수 있다.

2) 전도성 coupling(radioactive coupling)

전도성 coupling은 전자장 전도 또는 radio frequency coupling(RFD

로 알려져 있으며 봐장의 1/6야나 그보다 근거리에서 발생한다.

전도성 coupling은 안테나나 케이블파 같은 단파에서 고주파를 발생

한다. 전도성 coupling의 잡음을 막는 방법으로는 전파되는 파장올

흡수 또는 반사하는 기술인 shielding technique을 사용한다.

3) 유도성 coupling<inductive coupling)

유도성 coupling은 전류가 변화되거나 상호 inductance가 일어났을 때 발

생한다. 유도성 잡음의 특성은 @ 고주파수 잡음 또는 전류(power

cables) (2) 과도한 wiring inductance ® 비 conducting 금속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detectable 자기장이 제공됨. 유도성 coupled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으로 CD 잡음 주파수나 전류원을 제거 @ 상호 유도를 제거(loop are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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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or의 근접 ) C잊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filtering) Y. shielding

technique을 사용 한다.

4) 용량성 coupling(capacitive coupling)

용량성 coupling은 금속 표면사이의 전기장(electric field)에 의해 일어 난

다. 용량성 coupling은 금속성， 공간성 임피던스(impedance) , 부도체 (dielectric)의

표면에서 발생한다. 용량성 잡음의 특성은 @ 신호전압과 관련된 고잡음 전압

@ 금속성 표면 @ 고 impedance 신호 회로 @ 케이블이나 사람의 이동둥이다.

용량성 잡음을 제거하기위한 방법으로는 @ 전압을 감소 또는 잡음원의 주파수

를 감소 (2) coupling capacitance(surface area)를 감소 @ 회로 impedance를 감

소 @ shielding 동이 있다.

이러한 수행방법은 비슷한 환경의 운전경험에 의한 검사， 분석둥의 통합방법

으로 수행해 야한다. 방볍 (activities)은 twisted cable, shielded cable, fiber optic

conununication cable 둥을 사용하여 장비의 민감도를 감소시키도록 셜계시 고려

’ 해야한다. 캠사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 ANSν'IEEE C62.45-1987, “Guide on Surge Testing for Equipment

Connected to Low-Voltage AC Power Circuits".

- Mil-Std-461C Notice 2, “Electromagnetic Emission and Susceptibility

Requirement for Control of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IEC 801-1,198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Indusσi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Equipment Part 1: General Introduction".

- IEC 801-2,198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Industri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Equipment Part 2: Electrostatic Discharge

Requirement".

- IEC 801-3,1984 “Electromagenetic Compatibility for Industri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Equipment Part 3: Radiated Electro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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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Requirement".

- lEC 801-4,198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Indusσi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Equipment Part 4: Elactrical Fast

Transient/Burst Requirement".

- lEC 801-5, “Draft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Indus며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Equipment Part 5: Surge Immunity

Requirement".

- lEC 225-4, “Electrical Relays Part 4, Single Input Energizing Quantity

Measuring Relay with Dependent Specified Time, App. E Impulse Voltage

Withstand Test and High Frequency Disturbance Test".

그리고 전자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셜계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shielding, grounding, wire selection, wire routing, suppression, filtering, data

quality checking, and SIW han버ing(예 : S/W bandpass filtering) 퉁이 있다‘

이러한 지침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 IEEE Std. 1050-1989, “ IEEE Guide for Instrumentation 때d Control

Equipment Grounding in Generating Station".

- IEEE Std. 518-1982, “ IEEE Guide for the Install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to Minimize Electrical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위에서 제시한 각 지침서는 설계 및 제작시에 특히 중요한 요건으로 이용 될

것 이다. 특히 lEG의 경우 프랑스의 전자장에 대한 인허가 관련 지침으로 기

술적인 측면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각 지침서에 대한 전체내용을 전부 서술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적인 지침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시스템적인 측변의 전자장에 대한 지침으로 IEEE Std. 1050의 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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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절과 2 절 및 3절에는 이 지침의 범위 및 서론， 단어 정의를 제시하고 있

고 4절에는 전기적인 잡음을 최소화 하기위해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4.1

에는 각 잡음원의 성질로 예를 틀면 잡음원을 자연적인 원인， 고의적인 원인，

사고에 의한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원인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사고 원인에 대한 경우 고전압 스위칭 (high-voltage switching)에

의한 사고)， 4.2절은 앞의 잡음을 coupling 하는 방법으로 ANSIIANS

IEEE-P-7.4.3.2에서 제시 한 방법 (conductive coupling, radioactive coupling,

inductive coupling, capacitive coupling)둥 기술적인 측면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

며 (예를 들면 cabling shielding 방법， 전자기기의 shielding을 구체적으로 제

시) 5절은 grounding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예를 들면 single ground system,

multiple point ground system, floating point ground system동을 그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절에는 이러한 grounding 요건을 발전소에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7절에는 검사(testing)로 ground loop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예를 들면 절차 및 방법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

록에는 각 계측제어 시스템의 grounding에 대한 예로 예를 들면 컴퓨터방과

vibration monitoring 장비와의 ground 하는 방법을 그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IEEE 1050-1989에는 시스템설계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시스템설계시 반영함으로 해서 잡음을 제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전자장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장

에 대한 검사적인 지침으로 lEe 801-2의 내용을 보면 정전기 (electrostatic

discharge) 검사장비 절치방법(test setup), 검사절차(test procedure)(예를 들면

검사장비와 측정장비와의 구체적인 거리둥을 정량적으로 표시하였음)둥을 제시

하고 있다. lEC 801-3의경우는 전도성 전자장에 대한 검사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의 선택， 검사장비 셜치방법(예를 들면 shield roαn 내의 재질

및 검사장비의 위치둥을 셜명)， 검사절차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건설될 또는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의 기기 및 회로에 대한 전자파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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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에도 각 지침에 대한 사

항들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시 또는 발전소에 사용되는 기기나 회로 검사시에

이용될 요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건을 이용하여 현재 및 앞으로 문제

가 될 전자파장애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W!H의 Zion 1 & 2 호기의 EM! 대책

Zion 1&2호기에서 아날로그 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 교체로 인해 기존 아

날로그 시스템보다 더욱 심각하게 전자파장애가 발생활 확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거기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철 수 있다. NRC는 다음파 같은 문서들

을 참고하여 RFIlEM!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 M표-STD-46l(A，B，C) ， "Electro-magnetic Emission and Susceptibility

Requirement for the control of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MIL-STD-462,"Electro-magnetic Interference Characteristic Measurement"

-M江-STD-1399， "Interface Standard for Shipboard Systems, DC Magnetic

Field Environment" ,

- SAMA PMC 33.1-1978,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of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 IN83-83, "Dse of Portable Radio Transmitters Inside NPP".

- NUREG CR-3270, "Investigation of Elecσo-magnetic Interface(EMD

levels in commerica1 NPP" ,

NRC의 경우 다음과 같온 방법으로 EMIJRFI를 겹토하였다. 첫번 째로 NRC는

발전소 환경에서 전자파장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평가

하였다. 예를 들면 감시중에 분을 열었을 때의 영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무선

원의 주파수 크기 및 형태， microwave원의 위치 및 방향， 전자파 방해원파 다른

장비와의 거라 및 장비에 미치는 영향둥이다. 두번째로 vendor의 검사방법론

(test methodology) 및 vendor 검사에 근거한 주파수의 민감성 (suscept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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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이러한 민감성을 보상해 주기 위해 vendor7} 시스템을 수정하여

NRC에 제출， 컴토 및 형가받았다. 물론 이려한 검토는 검사시와 설치시 비교

를 포함한다. 세번째로 Zion 발전소에 on-site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위의 모든 검토 및 평가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EMIlRFI에 대한 신뢰

성여부를 평가하였다.

1) AEER 환경에서의 전자파에 대한 신뢰도 펑가

NRC는 Eagle 21을 설치할 AEER의 설계도면을 검토I EMIlRFI의

제공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제공원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 EAGLE 21 바로 옆에 위치한 relay rack

- cable spreading room내 에 Eagle 21 아래 위치 한 power cable

- AEER내 에 있는 battery chargertf inverter

- 주위의 방에 무선이 허용되는 대형 motor control centertf

station batteries을 포함하고 었다.

2) 검사방법론 및 Zion의 신뢰도 평가/ NRC의 신뢰도 평가에

vendor의 검사방법은 울림이 없는방에 약 20-30db shielding 되어있 고

주파수 범위가 20 Mhz-160 Mhz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검사 범위에서 사용한

antenna system은 Broadband biconocal antenna 및 log periodic antenna를 사

용하였다. 이 검사법은 SAMA Std. PMC 33.1-1978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검

사방법은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첫번 째로 모률 검사(Modulation test)로

여러 data point에서 신호발생기의 sweep에 따라 주파수의 변화량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번 째로 keying test로 송선거의 keying를 가상하여 얻을 수 었눈

방법이다. 볼론 이 검사는 케비넷을 열었을 경우와 닫았을 경우를 모두 검사하

였고 W떠는 케비넷의 제일 앞면 (front of cabinet)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WCAP-l1733에 언급되어 있다. Eagle 21은 약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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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z 에서 출력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함을 알아내어 W/H는 케비넷의 앞부분

을 교체하고， metal door gasket을 설치하고， radio 송신기는 Eagle 21이 셜

치된방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였다. 결흔적으로 W!H는 아날로그 입/출력

processing 및 protective function은 검사에 의 해서만 영향을 받을 뿐 시스템

설치시에 RFI를 제거하였더니 영향이 없음을 알아 내었다. 즉， 시스템 운전

시 RFI에 대해서만 고려해주면 된다. (VVCPUP-11733) 반면 NRC는 RFI의 신

뢰도 검사 configuration 와 Zion station configuration파 비교하였다. 여 기 에

서 검사시 rack configuration 과 Zion rack configuration 사이에 약간의 전자

부품 교환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W!H는 이러한 결파를 검토하여 RFI의 신뢰

성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NRC는 RFIlEi\1I

검사를 평가 및 검토하였는데 2가지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 첫번째 검사는

20]\표fz-lGHz 에서만 검사하고 다른 주파수영역은 무시하였다. 두번째로 RFI

환경에서는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진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Zion &

W되는 AEER내에 field strength가 3V/m 01 하이고， AEER내에서는 ra며o 송

신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RFI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어외에도

microwave/radar source 둥이 Eagle 21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W!H 에서는 Eagle 21에서 가장 가까운 안테나외 거리가

120ft 이며， rrucrowave의 출력 송신기가 5 watt 이고 1-2 GHz에서 작동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송신기는 Eagle 21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5. 성능 및 신뢰성의 평가방법

성능 및 선뢰성 평가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고장 수목

(fault tree)에 의한 신뢰도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요건을 보

면 IEEE 603의 Sec. 5.15에 제시되어 있고， 제시내용은 안전시스템의 정성적，

정량적인 신뢰도를 만족하기위해 설계시 적절한 분석방법을 수행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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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띠. 352-1987 및 IEEE S띠. 577-1976을 지참서로 사용한다. 시스템이나

기기둥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고장수목(fault tree) 방법을 이용

하는데 IEEE Std. 352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고있다. IEEE Std. 352는

안전관련 계통의 성능과 신뢰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정

성적 분석은 설계자가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여러 종류의 고장모드를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확률 증가방법을 제시하여 시스템아 주어진 환경에서 펼

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정량적 분석은 시스템의 운전 경

험을 활용하여 설계자가 시스템 신뢰도의 수학적 평가를 할 수 있게한다. 1절

의 경우 요건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신뢰도 분석 첼차를 제시하

고 있다. 정성적 분석은 하나의 계통이 고장났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목

적은 @ 설계시 약한 부분 또는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 @ 전체발전소

안전악 계통적 평가 @ 모든 가능한 고장의 비교 중요도를 문서화하고 평가 @

안전신뢰도 시스템의 설계 및 계통간의 연결 부분 규칙과 목적확립이다. 이러

한 목적으로 정성적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는 @ 계통이 기능적요로 요구하는

performance 확립 @ 시스템 경계와 component를 확정 ®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확립 @ 테이블， chart, 고장수목 및 기타 fonnat 작성

@ 전체 시스템 신뢰도 분석 및 중요분제 도출야다.

정량적분석은 계통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고 계통의 각 부분에 신뢰도 및

이용률의 목표(goaD를 배분하고 관계되는 각 고장모드에 확률을 적용하여 신뢰

도 및 이용풀의 계산 및 조정과 수학적 모텔을 이용하여 만감도(sensitivity)를

분석한다.

FMEA의 목적은 CD설계 초71 단계에서 높은 reliability와 높은 safety potential

로 설계 alternative 선택 @ 계통의 모든 생각할 수 었는 FMEA 고려 @ 중요

한 faihrre 목록 및 그 효과 크기 확인 @ 시험 계획 및 테스트Icheck-out 계통

셜계 ® Quantitative reliability 및 availability an떠YSIS 기초마련 @ 현장

failure analysis 및 설계 변경 시 참고를 위 한 historical documentation (j)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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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을 위한 input data 마련 ® corrective action priority 셜정을 위 한 기초마련

® redundancy , failure detection systems, fail-safe characteristic 및 자동， 수동

override 와 관련된 design requirement 분석둥이며， Fl'v1EA로 알 수 있는 가본

사항으로는 @ 각 부분은 어 떻 게 fail 되 는가?@ 이 failure mode가 될 수 있는

mechanism ® failure 발생시 효파 @ failure이 안전 방향인지 불안전 방향인지

® failure 검출방법 ®f머lure에 대한 설계 대책둥이다. 그외에 고장 수목의 잇

점으로는 @ 연역적 방법으로 고장 event를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고 @ 계통이

어떻게 고장이 발생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게하여 셜계자 이외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 시스템 기동의 cn디cal 모습을 알 수 았고 @ 변경시 평가를 위한

참고가 되며 @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systematic basis로 이용되고 @ 절계

과정에 있어 고장 특성에 대한 고찰을 일관되고 명료하게 문서화할 수 있고 @

여 러 고장(multiple fa버t)과 공통원인에 의한 고장(common-cause fault)의 메차

나즘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장 수목의 구성절차로는 @ 시스템적 경계， success

criteria 및 초기조건 정의 (2) top event부터 정의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

수목의 주요 구성 (main frame)을 정의 @ 한 branch에서 다음 레벨의 부

branch로 내려가서 근본적인 고장 (basic fault) 또는 이미 완성된 다른 부 tree

로 사용가능한 교화 gate(transfer gate) 형성둥이다. 이러한 고장수목을 이용

하여 고장부위 및 고장정도/원인둥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형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발전소의 신뢰도 평가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셜계시 중요한 item으로

고려되고 있다.

ANSVANS-IEEE-P 7.4.3.2의 App. H에는 캠퓨터의 신뢰도 분석방법을 언급

하고 있다. 컴퓨터의 신뢰도 분석 방법은 기존의 시스템 분석방법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공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컴

퓨터사스템의 신뢰도논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 따라 좌우된다. App. H

의 3.3 절애 보면 컴퓨터 신뢰도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전채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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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non-redundant)된 신뢰도는 다음 2가지 측정 방법으로 나누는데 첫번째

로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측정， 두번째로 정확한 응답(correct

response) 확률에 의한 신뢰도 측정방법이 있다. 첫번째방법인 MTBF에 의한

방법을 보면 MTBF논 축적된 운전시간(cum띠a디ve operating 파ne) / 고장횟수

(number of failure) 값에 의해 추정된다. 운전시간이나 고장빈도수 둘다를 결

정하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운전시간을 규정하는방법으로

다음과 갈은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 운전시칸에 수집하는 S/W 나 HIW configuration 를 지정

- 외부업력이나 출력의 충실도(fidelity) 및 processor 운전시간 데이터

를 어떤 방법으로 수첩하는지.

마찬가지로 고장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다음파 같은 것을 포함해야한다.

- 고장 요소가 무엇인지 여부

- 다른 고장에 비해 고장이 컴퓨터에 의한 것이지를 구분하는 차별요건

- 똑같은 원인에 의해 여러 고장(m띠다pIe failure)에 대한 셜명.

일단 축적된 운전시간 및 고장이 규정되면 MTBF의 upper bound 와 lower

bound는 M江낸IDBK 781의 Sec. 4.6의 sequenti떠 test plans에서 제 시한 절차

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인 정확한 웅답 확률(correct response

probability)은 요구될 때 성공확률의 측정법 (measurement of the probability of

success upon demand)이다. 이 방법은 시스템 검사(system testing)에서 출력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성공은 상대적인 검사경우에 의해 결정되며 이

러한 계산방법은 검사시 성공대 비성공의 비 (the proportion of succes일ful

versus unsuccessful test case)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두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컴퓨터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제시

되어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고장수목방법과는 다른방법을 이용하여 선

뢰도를 계산하였다. 물론 안전시스템의 신뢰도를 규정하기위한 채널간의 신뢰도

는 IEEE 352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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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기술개발

제 1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장에서의 연구 법위는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디지털

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자 핵섬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을 우

리 실정에 맞게 개발 정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기능 요건， 기술 요건 둥을 도출하고 규제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

음으로 이러한 요건올 만족하는 고산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 기술을 자립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술 개발 계획과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CASE를 이용한 개발 환경올 구축하고 다양한 요건을 만족하는 V&V 방법론 개

발을 위해 여러 측면의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

인 및 검증 지침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 소프트웨어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 개발

과 고신뢰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올 구축하였다. 실시간 소프트웨어

확인 검증 방법론 개밥을 위하여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V&V 기법에 대한 요

구 분석과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고신뢰도 소프트웨

어의 V&V 기법에 대한 요구 분석은 소프트워l 어 확인 및 검증 지침서 개발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고신뢰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하

여 CASE(Compurt Aided Software Engineering) 를 이용하여 고신뢰도 소프트웨

어 개발 환경의 subset으로 제공하였고 현재 고신뢰도 소프트워1 어 개발 시 현안

이 되고 있는 기반 기술들에 대한 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고신뢰도 소

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요건을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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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신뢰도 확보 관점에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가 공감하는 합의 기준여 되

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을 봐악해 봅으로써 규제 요건이 정립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 요건 정립 방향은 바로 우리가 연구 개

발할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지침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일부가

된다. 또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규제 요건， 규제 방법， 규제 접근 방

법 둥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

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기술 정립을 위한 기능척， 기술적， 규제 관련 요

구 사양을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술 현안들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

증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유의 원전 고신뢰도 소프트웨

어 V&V 방법론으로 개발될 지침서와 개발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며

구체적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 거술 단위의 기반 기술 연구가 천행 중

이다.

2. 요건 분석

현재 원자력발전소 안전 계통 시스템에서 컴퓨터 기술의 활용을 위해 개발자，

규제자를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의 요구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요

구 분석에는 10 CFR 52와 같은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요구 분석에서 IEEE

7-4.3.2, IEEE 1228파 같은 관련 표준들의 기술 발전파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를 위한 표준 차원의 요구 분석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 계통 시

스템에서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

증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과제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광범위한 요

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품

질 보증， 조직， 구성원의 철학， 안전성 확보 전략풍 기술 외적인 관리 측면의 요

건들이 었으며 기술 측면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 요건에는 볍과 표준에서의

기술적 요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인 검증 방법 요건， 신뢰도와 같은

품질 및 안전성 측정 요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관련 CASE와 도구틀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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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프트워l 어 개발 환경 요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인.검증 지침서 요건， 확인

및 검증 시행을 위한 요건 퉁이 있으며 아 모든 기술적 요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 요건 둥이 요구 분석 대상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구

분석 대상들을 크게 기능 요건 분석， 기술 요건 분석， 규제 요건 분석으로 나누

어 서술하고자 한다.

가. 기능 요건 분석

1) 일반 요구 사양

많은 일반 산업체와는 달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여파는

일반 공중에게 방사능 누출과 방사성 물질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재하고 있다. 1970년 중반까지는 Class 1E system (IEEE 379)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점차로

Class IE system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셰이다. 그러나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Class IE 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

러한 펼수 안전 시스템은 다음파 같은 가능올 갖추어야 한다. 필수 안전 시스템

은 셜계된 기본 사건에 대해서 첫째로， reactor coolant pressure 1;>oundary의

integrity를 보장하고 둘째， 원자로를 shutdown 시키고 원자로가 안전한

shutdown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보장하고 셋째， 원자로 밖으로 누출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IEEE 603). 따라서 이러한 펼수 안전 시스템 기능을 만족시커고 보장하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reliability) 과 안전성 (safety) 확보가 그 관

건이며 이 두 가지 기능은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 계통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의 선뢰성 확보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 단계에 걸쳐 진행

되어야 하며 이를 단계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1)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의 세부 항목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세부 activity를 계획하고 (2) 신뢰성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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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능을 포함하는 요구 조건올 분석하고 (3) 다중 방호， 중복성， 기능적 다양

성 둥과 같은 신뢰성과 안전성 설계 기볍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4)

구현， 시험， 설치， 운전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모률을 시험하고 (5)

결과 분석， 개발 과정의 문서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configuration

management 작업， (6) 단계별 절차서 마련 그리고 (7) 확연 및 검증 단계 둥이

다. 한편 소프트워l 어의 안전성 확보는 신뢰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소프트혜어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소프트혜어에 결함이 생겼다 할 지라도 이 결함이

전체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원자력 발전소같이 사고

의 영향이 대중에께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 요건으로는 공통고장모드에 대비

한 다중 방호 기능이 요구된다.

2) 관랴 요구 사양

현재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고선뢰도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단 명료한 방법은 없으며 소프트혜어 개발 과정을

정량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

트웨어 개발 조직과 설계 공정 및 소프트웨어 생산품 둥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

한 요건풀을 평가하고 고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보장해 보

고자 하는 차선책을 찾고 있다. 앞 절에서는 이러한 요건들 중 일반 요건을 살펴

보았고 여기서는 관리 측면의 요건을 기술하고 다융 절에서는 소프트왜어 개발

공정 단계별로 기술적인 측면의 요건을 파악해 보고 부정적인 요건들도 기술하

고자 한다. 여기서 기술하는 관리 측면 요건플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관리애

관련된 것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들이다. 이 관리 측면 요건의 기본 원칙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고

신중한 헌신적 노력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 측면의 요건틀을 가

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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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외부로부터의 생산품， 서비스， 개발자틀도 고신뢰도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 조직은 컴퓨터 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적웅해야

한다.

- 조직은 찰 정의되고 상세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모델을 가져야 한

다.

- 그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은 정기적언 측정과 feedback 및 점진적인

개선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 조직의 성숙도에 적절한 공정 자료가 공정 개선을 위해 수집되고 이해

되며 사용되어야 한다.

- 조직은 예산 절캄이나 일정 단축 보다 품질을 중시해야 한다.

i 관리는 공정 모델과 측정 결과를 가지고 공정 변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는 사업 측면과 기술 측면 및 안전성 측면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

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며 관리해야 한다.

- 관리는 지록 작업의 기획 생산 제어를 보장해야 한다.

- 관리는 외부 검토를 요청해야 하고 개선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안전성이 중요한 응용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멍 기술만으로는 미홉하며

오히려 문제 영역에 익숙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 보장에 가창 중요한 요건은 개발자의 지식과 기술 및

지적인 능력이다.

-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성 보장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개발자간의

부정확한 대화와 이해 부족이다.

나. 기술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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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 발전소 디지털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그 criticality의 정

도에 따라 보호 계통 소프트웨어， 제어 계통 소프트웨어， 감시 계통 소프트웨어

와 그 외 여러 가지 운전 보조 시스템 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다시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와 안전에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며 이들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수행할 때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의 품질 (Quality)과 신뢰도 (Reliability)

의 보장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알하자면 안전 계통 소프토웨어의 공통모드고장(Common

Mode Failure : CMF) 극복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SW diversity, critical SW

isolation, SW hazard analysis, fault-tolerant SW 개 발， formalism의 도입 동 다

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

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도를 요구하고 었다. 본 절에서는 아러한

소프트혜어를 개발하고 인증하는 과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

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인

허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프왜어 개발 공정 전단 계에 걸쳐서 기존의 소프

트웨어 공학에서 연구되고 실용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엄격함은 곧 개발비용의 상숭을 의미한다. 이

라한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CMF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공지농 기법， 객체

져향 프로그래밍， 설시간 프로그래멍 둥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은 소프트혜어 개발자에케 새로운 개발 방법의 사용을

요구하며 규제 기관에게는 새로운 규제 요건의 개발과 새로운 규제 방법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학문척언 측면에서도 고선뢰도 고품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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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CMF룰 극복

하여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이론 정립과 도구(CASE)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들은 그 criticality의 정도와 소프트웨어의 종

류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각각의 소프트혜어는 서로 다른

paradigm과 개발 방볍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P 7-4.3.2, P1228 둥의

Draft들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요건들의 개발 및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러나 규제 요건 및 표준들이 급격한 기술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들이 유연성과 확장 성을 갖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모EE， ASME 둥

타 산업 표준들과 개발자 내부 지첨서， 규제 요건들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갖

추어야 한다. Combind Licensing(COL)이 라는 one-step licensing 개념을 갖는

10 CFR 52에서는 dynamic한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해 세부 설계

내용을 loclLin 하지 않고 Design Acceptance Criteria(DAC) , Inspection Test

Analysis Acceptance Criteria(ITAAC) 개념의 도입으로 그 셜계 절차， 설계 조

건 및 각종 criteria들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절에서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규제에서의 기술적인 관심사

를 먼저 quality측면에서 소프트웨어 ITAAC의 각 단계 별로 살펴보고 소프트웨

어 CMF 극복과 같은 safety 측면에서의 쟁점 사항들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규제 요건， 규제 방법 둥의 관점에서 알아 보고자 한다.

2) Quality와 Safety 보장을 위한 기술적 요건

가) Quality 측면

(1) Planning 단계

이 단계 에서는 project management planning,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ning, 소프트웨 어 safety planning, 소프트웨어 V&V planning,

소프트웨 어 quality assurance planning 둥이 수행 되 며 이 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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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ANSI 1058.1, IEEE/.파~SI 828, IEEE/ANSI 730.1, IEEE/ANSI 1012,

P1228 풍의 S없ndards(STDs) 들이 있따. NRC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life cycle

전체 단계에 대하여 audit과 reVIew룰 수행하며 이 때 펼요한 document의 종류

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NRC의 규제 방법에서는 IEEE!와\TSI ANS 7’4.3.2를 중심으로

상하의 관련된 codes and STDs를 참고하여 규제를 시 행하며 reVIew에 펼요한

document의 종류를 밝히고는 있으나 세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애매하고 추상

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여고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다. 예를 들면 project management plan은 team organization, feasibility test,

cost estimation 동을 시행하는 것이며 이때 개발 팀과 V&V 팀의 독립성에 대

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소프트웨어 safety plan에서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왜

어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 명시， 요구되어지는 document들이 가져야 할 셰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사용되는 codes and STDs 자체도 구체성이 미흡하며 서로 중복되

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소프프웨어들의 분류 작업과 분류된 각각의 소프트웨어흘 효율적으로 개

발하고 규제할 수 있눈 codes and STDs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 소프

트웨어，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실시간 소프트웨어 동 신기술 소프트웨어와

criticality 정도에 따라 분류된 소프트웨어 각각에 대한 개발 방법론， 규제 요건，

규제 방법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 야러한 배경으로 아래

section뜰에서는 소프트웨어 ITAAC의 각 단계에서 Issue로 부각되고 연구되어

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만올 서술 하고자 한다. Planning 단계에서의 설계 요건

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life cycle 모델이 신중히 선택되고 샤용되어야 한다.

- Life cycle 활동틀은 error의 조기 검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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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구성은 위험 요소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하고 소

프트웨어 구성 요소를은 위험 요소에 따라 적첼히 관리되어야 한다.

즉， safety kernel 깨념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2) Requirement 단계

이 단계에서는 requirement specification-윷 작성하고 분석할 때 수학적인

formalism을 도입하여 quality와 reliability를 높여 보고자 하는 것 이 최근의 추

세이다. Requirement spec을 formal하게 작성함으로쩌 다음 단계인 design을 수

행할 때 보다 완벽하게 requirement를 반영할 수 있고 requirement analysis를

수동 혹은 자동으로 수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으며 결함을 개발 공정 초기에 발

견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단

계의 주목적이 end user 혹은 system engineer와 software engineer 사이의

communication을 통해서 정확한 요구 사항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formalism와 도입은 자연어 (natural language)흘 사용한 communication 보다는

의사 전달이 부자유스러운 단점이 있다.

이 러 한 formal requirement로부터 test case를 자봉 생성할 수 있고

requirement spec 자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requirement

단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동작올 시률레이션 해 봄으로써 결함을 조

기에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requirement

traceability의 완벽한 시행 및 자동 check 방법 동에 대한 연구와 상품화가 진행

중에 있다. Requirement 단계애서의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Requirement는 안정 적 이 어야 한다.

- 요구 사양은 그 불일치성， 불필요하게 바싼 사양， 과잉 사양， 구현이

매우 어려운 사양 동을 탐지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하고 그 사양이 응

용 분야 용어로부터 소프트웨어 용어로의 정확한 번역을 보장하기 위

해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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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양은 시스템 설계와 안전 분석 보고서에 대해 검증되어야 한

다.

- 요구 사양을 개선하고 설계 파정을 검사하고 시스템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토타이핑파 시뮤레이션 기법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 요구 사양은 테스트 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Design 단계

여기서도 앞 단계에서와 같은 fonnalism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설계

방법론에서도 이제까지의 구조적 셜계 방법론이 점차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으

로 바뀌어 가고 있다. Module coupling, cohesion둥 modularity, infonnation

hiding 둥 그 동안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연구 결과들이 점차 객체 지향 셜

계 방법론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잭체 지향 설계 방법은 재사용성을

높여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V&V 비용을 낮출 수 있

다. 이 단계의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부품은 이의 개발을 위해 충분한 자원이 투여될

수 있도록 일찍 식별되어야 한다.

-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절한 설계 철학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

험한 설계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설계 단계에 적절한 복잡 도가 정의되어야 하고 이러한 복잡 도를 관

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계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설계 공정의 중간 생산품들은 쉽게 이해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4) Implementation 단계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점차 Assembly language에서 ‘C’

'Ada'와 같은 high level language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 C++’과 같

은 객체 지향 언어가 사용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N4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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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Ada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래멍 언어의 선택과 소프트웨어 eMF 극

복을 위 한 diversity를 언어와 compiler 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compiler,

operating system, testing tools, editor풍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에 대한

prequalification이 문제가 되고 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은 자체적으로

coding standard풍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한 형편

이 다. 완벽 한 exception handling둥 fault tolerant한 프로그래밍 이 요구되고 있으

며 fault tolerant한 소프트웨어의 재발은 requirement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인 사항이 매우 많다.

(5) Integr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단계

Validation이 란 소프트혜어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소프트웨 어가

requirement를 잘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verification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전체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단계이지만 편의상 integration 단계와 같

이 서술하고자 한다. Requirement 단계， design 단계， implementation 단계를 거

치면서 세부 모률의 coding이 되고 나면 그러한 bre와-down의 역순으로 모률들

을 integration"하여 시스템을 완성하고 installation까지 하게 된다. 이 러 한

integration 순서에 따라 verification 혹은 tes피ng이 이루어잔다‘ 이 러 한 tes파19

온 module test, integration test, function test, system test, acceptance test,

installation test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Testing의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파 도구가 무수히 많으며 이들의 선택과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요구되어지는 신뢰도에 따라 test plan 작성파 test 종료 시점이 달라지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일수록 testing 비용이 올라간다. 근본적으로 소프트혜어의

완벽한 testing은 불가능하며 V&V의 독립성， self-testing, V&V의 정도 둥이 주

관심사이다. 현재 사용 중언 test 관련 standard에는 IEEE/ANSI 829와

IEEE!따\lSI 1008이 있으며 V&V와 관련하여 IEEE/ANSI 1012가 았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tes디ng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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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격하고 명확하며 객관척인 기준을 가진 S없ndards가 필요하다. 소프트웨

어 품질 보증과 테스팅，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단계에서의 설계 요건은 다음

파 같다.

-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조직은 개발 조직과 폭립적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품질은 부분

적으로 검사되고 보완되기가 어렵다.

- 결함 추적은 철저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 결함의 근본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쳐야 한다.

- 테스탱온 다중 계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고유의 life cycle을 가지

며 개발 조직과 독립적요로 수행되어야 한다.

- 테스팅 목표는 현재 기술의 한계인 약 lOE-4 fialure per demand를 넘

지 않아야 한다.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은 개발 조직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 확인 및 검증 계획은 life cycle- 초기에 수립되어야 하며 철저히 검토

되어야 한다.

- 요구 사양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며 소프트혜어 생산 공정의 각 생산품

은 효과적인 확인 및 검증올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Installation, operation & maintenance 단계

이 단계에서의 특별한 쟁점은 없으며 설치 문서， 유지 보수 지침서， 훈련

지침서 동의 각종 문서들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maintenance plan, regressing test plan과

이 에 따른 configuration management change, V&V anomaly report, safety

analysis change 둥이 중요하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예측 및 확인이 가

능하고 낮은 복잡 도와 결함 겁출여 쉽도록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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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설계 요건을 알아보겠다. 먼저 긍정적인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본 원칙은 단순성파 결정성 (detem파lism)에 있다.

- No interrupt

- No multi-tasking

- Simple loop design

- Determinsitic predictable timing

- No ∞inters

- Strong data typing

부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높은 전직율

- 일정 중심 파제

- 소프트웨어 품칠에 고도로 훈련된 조직을 구축한 시간이 짧다.

- 안정된 요구 사양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 및 관리 체계 미홉.

- 관리 체계의 예산， 일정， 품질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력.

- 관리 체계의 결함 추적 이력 부재 혹은 추적 실패.

- 예산 부족

나) Safety 측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극복

과 같은 소프트혜어 safety 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 절에서와

같은 quality 측면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통모드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defense ‘ in-depth 보장을 위한 설계에서의 diversity 제공이 펼요하다.

Functional Diversity 개념 은 NUREG-0493 1979,"A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에 잘

나타나 있다. NRC에서는 이러한 diversity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입장올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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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ppliαmt shall assess the defense in depth and

diversity of the propo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to

demonstrate that vulnerabilities to common mode 휠ilures have been

adequately addressed.

(2) In perjiJrming the assessment, the vendor or appliαmt shall

analyze each postulated common mode jJilure fiJr each event that is

evaluated in the accident analysis sect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SAR) using best-estimated methods. The vendor or applicant shall

demonstrate adequate diversity within the design for each of these

events.

(3) If a postulated common mode jJiture could disable a safety

jUnction, then a diverse means, with a documented bases that the

diverse means is unlikely to be subject to the same common mode

jJilur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either the same jUnction or a

di뾰rent jUnction. The diverse or d~짧rent ψnction may be per，φrmed

by a non-safety system if the system is of sufficient quality to perform

the necessary ψnction under the associated event conditions.

(4) A set of displays αld controls located in the main control

room shall be provided φr manual system-level ac1:l따tion of critical

safety jiJnctions and monitoring of parameters that support the safety

j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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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전 공급자들은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극복을 위한 NRC의

diversity 입장틀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NRC

의 입장이 하나의 규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입장틀은 하나의 의견일 뿐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criteria는 아니다. 원전 안전 계통의 신뢰도 분석에 대

한 일반적인 원칙은 IEEE!따~SI 352-1987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FMEA)와 Fault Tree Ana1ysis(FTA)와 같은 정성

적인 신뢰도 분석 방법과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정량적인 신뢰도 분석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신뢰도 분석에 대한 시스템 차원에서의 이론들을 표준화한 것

이다. 이렇게 표준화된 시스템 차원의 이론들은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방법과 measures가 표

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UREG/CR-5930과

IEEEIP-1228가 만들어 졌다. NUREG/CR-5930에서는 고선뢰도 소프트웨어의

standards와 guidelines이 가져야 할 criteria를 설명하고 기존 지침서들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신뢰도를 요하는 소프트웨어의 safety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hazard analysis에 대한 criteria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한 criteria 전체에 대한 절명은 다음절에서 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hazard

analysis를 life cycle 상 언제， 어떻게， 무슨 기술을 사용하며 system hazard

analysis와의 관계 퉁이 쟁점 사항들이다. Draft로 발표된 IEEEIP-1228은 소프트

웨어 Safety Plan에 대한 방법즐을 서술하고 있으나 명확히 하고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NUREG/CR-5930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10 CFR 52에

의거한 NRC의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에서 명시하는 문서들 중에는 이러한

소프트혜어 safety plan파 소프트웨어 safety analysis 관련 문서들이 있으나 이

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를 검토할 때 필요한 standardY. guideline 이 없는

실정이다.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관련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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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요소 분석은 설계 공정의 일부로 병행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 시스템 다양성은 선뢰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그 시스템의 부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부품으로 갖는 안전 관련 시스템은 운전 원의 질수로 오

롱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소프트웨어 고유의 가능으로나 시스템

차원에서 방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프트웨어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한다.

- 요구되는 신뢰도가 10E-6 failure per demand일 때는 어떠한 구현 방

법파 테스팅 방법요로도 그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션뢰도

가 요구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품은 그러한 선뢰도가 요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셜계되거나 그 정도의 신뢰도로 정량화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참서 기술 요건

가) 개 요

고선뢰도 소프트웨어의 safety와 quality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푼제들을 학계，

업계， 규제 기관 둥 관련 기관 모두 잘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 기관 입장에

서는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이 다지렬화 되어 감에 따라 객관적인 규제 기준과

규제 방법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NRC에서 이를 위해 수행 중인 연구들 중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의 연구 목표는 다음파 같다.

- 원전 안전 계통을 위한 고선뢰도 소프트웨어의 설계， 개발， 평가，

인증에 사용되는 standard와 CASE tool의 영향 인식 및 문서화.

- 소프트웨어 안전 계통에서의 functional diversity 정도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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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CASE tool와 활용 가능성 펑가， 개발 및 시험.

- 전산화된 안전 계통의 감사에 사용하지 위한 지침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test하며 개선함.

- 시스템 분류 지침서와 정성적인 신뢰도 측정 도구 개발.

- 전문가 시스템을 V&V하기 위한 지첨서 개발 및 문서화，

- 원전 안전 계통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언어의 분석 및 평가.

NRC의 노력 의 결파로 NUREG/CR-5930, "High Integrity Software

Standards and Guidelines，"와 NUREG/CR-6018, "Survey and Assessment of

Conventional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Methods"가 나와 있으며 앞

으로도 NRC는 전산화된 안전 계통 설계 criteria의 룰격을 수립하고 acceptance

criteria의 기술적 근거를 개발하려 한다.

EPRI졸 중심으로 한 vendor, utility들파 NIST, SEI풍의 연구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었으며 소프트혜어 공학의 학계에서도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고신뢰도 소프트웨

어 연구의 일반적 인 추세는 fonnal verification, fonnal s않cification， 수학적 모

델링 , formal design 둥 formalism의 도입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개발과 같은 항공 산업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틀 중 홍미 있는 것은 life-en디cal한 실시간 소프트웨어는

10E-8/hour failure rate 이상의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이러한 신

뢰도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신뢰도의 정량 화가 불가능함을 증명한 논문

도 있다.

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규제 요건 criteria

고신뢰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감리자， 사

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지식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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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타 공학 분야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의 이러한 지식은 standardt+ handbook 형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서화가

미흡한 설정이다. 본 절에서는 S떠ndard가 체계적으로 문서화되고 대상 소프트혜

어의 객관척연 측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한 criteria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NIST가 NRC project로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인

NUREG/CR-5930 내용 중 criteria에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을 요약하여 정리하였

다.

(1) Levels of criticality/assurance

인적， 물적 criticality의 정도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requirement, 개발에 사용된 도구， 방법론 퉁이 달라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것틀은

criticality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법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 소프트웨어가 까지는

임무의 중요도， 프로젝트의 크기 둥에 의해서도 달라지지만 criticality 측면만

고려하여도 고산뢰도 소프트웨어용 standard는 다음과 αiteria를 만족해야 한다.

- Are there levels? If yes, how many?

- Are the levels associated with practices or assurance techniques?

- Is independence of evaluators associated with levels?

(2) Lifecycle phases

Standard가 lifecycle의 단계를 갖는 것이 각 문서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에 용이하다. 여러 가지 lifecycle model이 있고 각 model에서의 단계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planning(initiation) , requirement, design,

implementation, integration and test,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둥

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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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cumentation

소프트웨어 documentation은 개발자， 사용자， 감리자， 검사자， 인허가자

각각에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standard는 document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철저한가?， Documentation에 묘사되어야 할 내용파 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정량적인 특성 묘사가 있는가? 둥을 반영하여야 한다.

- 최소한 다음과 같은 do다unent7}- 명시되어 있는가?

· Requirement Document

· Design Document

· Code Documentation

· User Manual

· Test Documentation

· Installation Document

· Operation Manual

· Maintenance Manual

· Project Planning Documentation

· Source Code

- Is a standard referenced?

- Is fonnat specified?

- Is content specified?

- Are there traceability requirements to other documentation?

- Is there a checklist for specific document?

- Are the required attributes of the document expressed in

quan디fied language?

(4) Required software functionality against hazards

시스템 hazard 뻐alysis는 시스템 동작에 급작스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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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소프트웨어는 어러한 위험 요소

를 발견하고 완화하며 극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standard에서는 이와 같이 위험 요소를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방호 가능

을 고려하여야 한다.

- Self-testing of critical functions

- Memory t storage integrity checking

- Redundant hardware component

- Redundant software component

- Fault tolerance, automated error recovery

- Two or more independent operations specified for activation of

critical functions

- Safety from single bit failures in flags , addresses

- Safe shutdown or safe state in case of error

- Safety/security checking functions that are non-bypassable

- Parameter checking

- Checks on sequence of operations

- Malicious manipulation of system and data

- Security control : access

- override of operator ’mis-key ’ or other unintended functions

(5)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s

소프트웨어 공학의 실제 기술을의 적절한 사용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펼수적이며 stand때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즉 formal한 명세

서 , component isolation, modularity , 언어 와 compiler 선택 , floating point 계산

과 interrupt률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quality attributes 퉁이 반영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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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methodologies are used to build the system?

- What features of design should the system have?

- What kind of specifications are addressed: formal? semiformal?

informal?

- Are critical components isolated from other parts of the system?

- Is modularity!Information hiding used?

- What kind of language is speci화ed?

- Does the document prohibit or recommend limiting the use of

particular programming and design pratices, and, if so, why?

- Definitions of and criteria for quality at띠bures.

(6) Assurance Activities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전체에서의 문제점 발견을 위한 activity

틀안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Software Hazard Analysis 둥에 관하여 standards가 가져

야 할 criteria를 명 시 한다.

(가)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Is a standard referenced?

- Does the SV&V cover all lifecyde phases?

- Does the standard require the following activities?

· traceability analysis

· evaluation of development products

· seperation of test types

·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testing

· management of SV&V

· review of SV&V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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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the standard provide the following?

· Checklists

· Suggested or required techniques for performing SV&V

· Guidance on independence of developers and V&Vers

- Testing activities

· Is a standard referenced?

· Are there detailed testing requirement? Minimal req.? None?

· Are the following specified:

o Unit test(compOnent, module}

o Integration test

o Subsystem test

o System test(hardware/software)

o 1\cceptance test

o Reliability testing

o Test plans

o Test cases and procedures

o Procedures for anomaly resolution

o test strategies

o test coverage

· lire test palns for system, acceptance test required during

the requirements process?

(나) Software Quality 1\ssurance

SQ1\는 product가 기술적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는 믿음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동 양식이다. 새로운 SQ1\ 개념은 product보다는 product

를 생산하는 proces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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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standard referenced?

- Are additional testing activities specified?

- Under SQA, is a minimum set of document specified?

- Does SQA establish the standards, prac다ces and procedures for

the projeet?

- Are the following review specified?

· software requirement review

· software design review

· review of SVVP

- Are au(퍼ts specified?

- Are any metrics specified, or is SQA required to specify any

metries?

- Is SQA responsible for identifying procedures for maintaining and

storing controlled versions of the software?

- Is there a checklist for any of the SQA activities?

(다)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은 소프트웨어 개발파 유지 보수를 활 때 항목들의 특성을 식별하

여 문서화하고 baseline화하며 change control하는 원칙이다. SCM의 주된 엄무

는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configuration control, configuration status

control, configuration audit 둥이 다.

- Is a standard referenced?

- Are both system and software configuration activities iden다fied?

- Are there requirements for the following?:

· interface control

· a configuration contr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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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baseline identification

· configuration control

·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 configuration reviews and au띠ts

(라) Software Hazard Analysis

System hazard analysis의 주된 요소인 software hazard analysis는

fail-safe 시스탬 셜계에 펼수척이다.

- Is there an initial system hazard an외ysis from which software

"impact" is an떠yzed?

- As additional system hazard analyses are conducted, are results

provided to software process?

- Is there a software hazard analysis?

- Does the software hazard analysis include a criticality analysis?

- When in the lifecycle is software hazard analysis to be

performed?

- What techniques are s야Cified?

(7)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 Is a standard referenced?

- Are there detailed requirement? minimal req.? none?

- Are measurements on progess required?

- When assurance activities reveal problems?:

· are those problems traced to specific processes?

· has management granted authority to anyone to change

the affecte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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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progress or problem measurements used to change items other

than the affected process(e.g. ,training of current staff, change

of s없ff)?

- Is there guidance reguarding authority/communication for changes

to products?

(8) Procurement Concerns

최근의 standard틀에서는 점차 customer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죽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사람의 능력， 평가자와 개발자의 독립성， 개발 회

사의 품질관리 정책， 소프트혜어 개발에 사용되는 자동화 도구와 기존의 존재하

는 소프트왜어의 사용과 이에 대한 품질 보증， standard 만족 여부 둥에 대한 문

구를 명시하고 있다.

- Are there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V&V?

- Is a contractor capability assessment s않Cified?

- Does the document contain conformance clauses?

- Are there requirements on pre-existing software or software used

for development and assurance activities?

(9) Presentation

Standard를 사용하고 이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재발자， 감리자， 검사자사

이에 분쟁을 야기시키는 주된 이유는 standard에 사용된 문구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 명확한 정의와 scope, 순서와 체계 둥이 펼

요하다.

- How well are the topics organized within the document?

- Is ambiguous language used(should vs. sh려1)?

- Cite examples of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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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aterial repeated throughout the document?

- Are words such as "easy," "suitable," and "appropriate" used

without further definition?

4) 결 론

본 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개발파 규제의 기술적인 측면올 소프트웨어 qu밍ity와

safety 보장 측면에서 문제점틀을 논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

한 연구 노력틀을 NRC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고신뢰도 규제 요건이 갖추어야

할 criteria즐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요건이 가져야 할 criteria는 골 고신뢰

도 소프토웨어 개발 방법과 규제 방법의 criteria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quality 보장 관련 현안틀을 소프트웨어 ITAAC

의 단계별로 알아보았고 각 단계별 기술 추세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규제 방

법， 규제 기준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과

같은 safety 보장 관련 현안을 이에 대한 NRC의 4가지 입장에서 논하였다.

앞요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소프트웨어 공학의 학문적， 겨술적 측면에

서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답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규제 요건， 규제 방법，

개발 방법 모두에 대해서 개발되고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는 고신뢰도 소프

트웨어 개발 방법에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원전 다지탤

계측제어 소프트워l 어 기술 자립을 위해 펼수적이다.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의 분휴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대

한 고유의 완벽한 개발 방법론과 개발 절차를 갖추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도구틀을 개발하며 개발 도구들의 유기적인 접합체인 CASE 환경과 킬

은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허가 대책이다. 그 외에도 규제 요건과 규제 방법의 세부 기술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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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의 지속척안 동향 파악이 펼요할 것야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란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들의 특성에 맞는

paradigm을 포함한 개발 process, design approach, design lifecycle 둥을 셜정

하고 이렇꺼} 철정된 paradigm들을 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methodology의 개

발과 전체 lifecycle을 지원할 수 있는 CASE와 같은 소프트웨어 tool들의 개발

및 구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구조화된 설계 방법론을 지원하는 CASE 도구로써 Cadre사 제품

인 Teamwork의 일부를 절치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최적화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용과 분석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 사용성을 높임으로써 소프트

웨어 V&V에 드는 비용파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객체 지향적 방법론 및 이를

지원하는 CASE 도구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현채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생산 거법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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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 요건 분석

1) 분석 범위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규제 요건

과 규제 참고 자료(STDs， Codes, CFRs)는 약 90여 가지가 았다. 그러나 특정

규제 대상 별로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규제 자료의 분류 및 체계가 마홉하며，

계측제어 시스템의 디지렬 화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 발전 추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션되어야 할 훨요가 있다. 이를 위해 NRC,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I),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 동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것은 다음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신뢰도와 권위를 가진 미국 NRC가 현재 원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접근 방법에 따른 규제 요건들 중 안전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만 분석한다.

뎌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는 종전 아날로그 Hard-wired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던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할 규제 자료의 법위는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시스템 적인 규제 요건졸이며 또한 다중방호 (Defense‘In-Depth) 개념의

안전 관련 규제 요건올 포함한다. 현재 사용 중인 디지럴 계측제어 시스템 관련

규제 및 규제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강으며 이중 이탤력체로 밑줄 쳐진 자료가 위

에서 정한 분석 법위에 포함되는 자료이다.

Prote_ction ~nd Safety Sv_stems

ANSIlIEEE standards.

IEEE standards related to design of safety and protection systems.

IEEE Z19 Criteria br Protection SYstems~r Nuclear Pow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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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ml Stations {IEEE has reDlaced this

stαndard with IEEE 603. but Zl9 is mentioned

so'ecificnlly in 10 CFR EiJ.5월(h). Nov. 19887

IEEE 323 :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IE Electr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983.

IEEE 344 : Recommended Practic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987.

IEEE.ι4NSI 379-1888 Stαndard Aooliaztion of the SinJ!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ωer GeneratinJ! Station Safetv

s웰얼건1

IEEE ‘앞)2-1987 Guide fOr General PrinciDles of Reliability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nf! Station Safety

IEEE 577-1976 Reauirementsbr Reliability Analysis in the_D_esi.cm and

QDeration of Safety Systems fJr Nuclear Poωer GeneratinlZ

Stαtions. reaffirmed 1986

IEEE!뾰~SI 384-1981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IE

Equipment and Circuits

IEEE/ANSI 479-1981 Standard Criteria for Post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ιlliSI 603-1980 Stα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iJr Nuclear

Power Generatinf! Stations

IEEE/ANSI 627-1987 Standard Criteria for the Design Qualification of

Safety System Equipment Used in Nuclear Power

-137-



Generating Staions

IEEE/ANSI 1023-1988 Guide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Engineeri

-ng to Systems, Equipment, and Facilitie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JEEE1ANSl 1033-1985_Recommended Practice fJr A J2plicatiorLoLJEEE

Std 828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JEEE/ANSI 7432-1982 Application eriter따 br ProJffammable DiJZital

CQmouter Systems in Safe~S~stems ofNucLear

Power GeneratiM Stations

IEEE Software Standards

JEEE/ANSI729-1었3 GLossarv of Software EnJ!ineerinJl TerminoloRV

JEEEιWSI Z30.1-1989 Standard fJr Software Qlι1litv A£suranceP뻐1s

IEEEι4NSl 828-1983 S따ndard fJr Software Confim1ration Manauement

E싹18

IEEEι4NSI829-1없3 S따ldard_br Software Test Documentatian

IEEE/ANSI B.웠-1984 Guide br Software Reauirements Soecifi∞tions

IEEE/ANSI 982.1-1988 S없ndard Dicti~narv of Measures to Produce

ReI따bilitv Software

JEEEιtiNSl 9B2.2-1988 Guide br the Use of IEEE Standard Dictionarv

of Measures to Produce ReI따ble So ftware

IEEE，ι4NSI 잃3-1986 Guide br Software Ql따litv AssuLance PlanninJl

IEEEι4NSI 1008-1987 S따ndαrdbr Software Unit TestinJ!

JEEE/ANSI 1012-19B6_S따ndard_br So ftUJarJLVerificatiolJ and Valid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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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ι4NSI 1016-1987 Recommended Prπctice. br Software DesiQTl

Descrivtions

IEEE/ANSI1042-1987 Guide to_Sotware Conjguration Manallement

IEEE/ANSI 10.닮U -1987Standard br _Software Project Mα1aJlement Plans

IEEE/ANSI_l063-1981 Standard br Software User Documentation

IEEE P1228-1992 S따ndardbr_Software Sa fety Plans

IEEE 1074-1991 DeveloDin/! SW Life Cvcle Processes

Other IEEE standards that may aoolv follow :

IEEE/ANSI 518-1982 Guide for the Installation of Elecσical Equipment

to Minimize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IEEE/ANSI 422-1986 Guide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in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파애SI 494-1974 Standard Method for Identific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Class IE Equipment and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와~SI 690-1984 Standard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for Class IE Circuits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뾰~SI 805-1984 Recommended Practice for System Identific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and Related Facilities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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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88()-1986 Software fJr Computers in the SafelY Systems~

Nuclear _Poωe，"-Stations

lEG Pub. 닮7(982)JEC TerminoloJ!Y in the Nuclear Reactor Field

lEG Pub. 639(979) Nuclear _Reactor. __Use of the Protection S~sJem f>r

Nonsa용tv PurDOses.

lEG Pub. 643(979) Application of DiJtital ComJJuters ta Nuclear

React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lEG Pub. 671(l980J Periodic Tests αld Monitorinu 0 f th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Reactors

Nuclear ReS!ulatorv Commission (NRC)

R.G. 1.22 Periodic Testing_of Protection SY£tem Actuation

Functions. {Bαsis iJr implementinu GDG 21 αld

IEEE Z19.7

SRP Appx. 7-A

BTP leSB 22 Guidance for Application of Regulatory Guide 1.22

R.G. 1.47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Basis for implementing

GDC 21 and IEEE 279, Section 3.14.]

SRP Appx. 7-A

BTP leSB 21 Guidance for Application of Regulatory Guide 1.47

SRP Appx. 7-A

BTP leSB 4 Requirements of Motor-Operated Valves in the E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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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 Appx. 7-A

BTP ICSB 3

R.G. 1.53

SRP Appx. 7-A

BTP ICSB 14

R.G. 1.62

SRP Appx. 7-A

BTP ICSB 12

SRP Appx. 7-A

BTP ICSB 26

R.G. 1.75

Accumulator Lines. [Provides guidance to meet IEEE

279.]

Isolation of Low Pressure Systems From the High

Pressure Reactor Coolant System.

Avoli∞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s. Basis fJr

Imolementing GDC 21 and IEEE Z19. Section 4.2

[IEEE 379 imolements the J!uidelines of R.G. 1.537

Spurious Withdrawals of Single Control Rods in

Pressurized Water Reactors. [Provide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GDC 20 and 25.]

Manual Initiation of Protective Actions. [This guide

applies to IEEE 279 implementation]

Protection System Trip Point Changes for Operation

with Reactor Coolant Pumps Out of Service. [Additional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IEEE 279. Section 4.15]

Requirements for Reactor Protection System

Anticipatory Trips. [Gives NRC position on

anticipatory trips not included in safety analyses.]

Physical Independed of Electric Systems. [Endorses

IEEE 384. Basis for implementing GDC 21 and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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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97

SRP Appx. 7-A

BTP ICSB 20

R.G. 1.105

R.G. 1.118

R.G. 1.151

R.G. 1.152

R.G. 1.153

SRP 7.1,

Appendix A

279, Section 4.6.]

Instrumentation for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to Assess Plant Conditions During and Following

an Accident.[Basis for implementing GDC 13.]

Design of Instrumentation 없d Controls Provided to

Accomplish Changeover & from Injection to

Recirculation Mode.

Insσument Set Points. [Basis for implementing GDC 13

and lEEE 279, Section 3.]

Periodic Testing of Electric Power and Protection

Systems. [Basis for implementing GDC 13 and lEEE

279~ Section 4.16. It 려so recommends supplements to

lEEE 338.]

Instrument Sensing Lines.[This guide endorses

ANSIIISAS 67.02. It is 떠so a basis for implementing

GDC 13.]

Criteriabr Proi!rammable Dii!ital Comouter SYstem

Software in Safety Related Systems of NucleaLPower

Plants. [This JTuide endorses IEEE 7432.]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s. [This guide endorses lEEE

603.]

Acceptance Criteria and Guidelines for Insσ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mportant to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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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 7.1

Appendix B

R. G. 1.30

Guiance for Evaluation of Confonnance to IEEE Std 279.

(Note: IEEE has replaced Std 279 with Std 603.)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the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Insσumentation 때d

Electric Equipment. [This guide supplements ANSI

N45.2.4-1972l

Code of Federal Reaulations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This is a partial list of GDC. Others may apply to I&C upgrade.

갇DC_l

갇2ι2

GDC 4

GDC 12

GDC 13

GDC 15

GDC 19

GDC 20

GDC 21

GDC22

GDC23

GDC’ 24

GDC25

Qualitv stnadard and records

DeisRn Basesbr Protection AJ!ainsL Natural E!Jenomena

Environmen따I and Missile DesiJ!Tl Bases

Suooression of Reactor Power Oscillations

Instrumentation αld Control

Reactor Coolant S’vstem DesiJm

Control Room

Protection System Functions

Protection System Reliabilitv and Testabilitv

Pratection Syslem IndeDendence

Protecti‘on System Failure Modes

Seroration of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Protection SYstem Reauirements br Reactivity £a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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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26

GDC 갱

Mal따nctions

Reαcn’~ Control System RedundanCY and Caoobilitv

Protection Auainst Anticiroted Ooerations Occurrences

Federal Communications C_Qmmission Rules

P하t 14 Subpart J Class B Digital Equipment for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National Electrical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ICS 1 General Standards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s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SA)

RP 55.1 ‘ Hardware Testing of Digital Process Computers,

Reconnnended Practice

ANSI!lSAS 67.02-80 Nuclear Safety-Related Instrument Sensing Line

Piping and Tubing Standard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s

ASME/ANSI Standards

ASMEι4NSI NQA-j Quality Assurance PrO!!7낀m Reauirements br

Nuclear Facilities

ASMEιtANSI NQA-2 Quali~ksuranceReauirements br NucLear

Facilitv ADD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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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Standards

ANS 58.6-83

ANS 58.8-84

ANS 59.3-84

Criteria for Remote Shutdown for Light Water Reactors

Time Response Design Criteria for Nuclear

Safety-Related Operator Actions

Safety Criteria for Control Air System

Standards that may aoolv for sYstem aualification

IEEE/ANSI 381-1977 Standard Criteria for Type Tests of Class IE

Modules Used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ANSI 382-1985 Standard for Qualification for Actuators for Power

Operated Valve Assemblies with Safety ‘ Related

Functions for Nuclear Power Plant

IEEE/ANSI 383-1974 Stnadard for Type Test of Class IE Electric Cables,

Field Splices, and Connection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뾰~SI 323-1983 Qualifying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와-.J'SI 344-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Standard_s_affectin$! installation Qr~peratio_o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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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와~SI 336-1985 Ins떠llation， Inspection, and Tes피ng Requirements

for Power, Insσumentation， and Conσ01 Equipment at

Nuclear Facilites

IEEE!ANSI 338-1987 The Standard Criteria for the Periodic Surveillance

Testing of Nucl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IEEE!ANSI 498-1985 Standard Requirements for the Calibration and

Control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Used in

Nuclear Facilities

IEEE!ANSI 934-1987 Standard for Replacement Parts for Class IE

Equipment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and ISO Local Area Network Stnadards :

ISO fNJ2-2: 1989 In i.기mation Processinu Svstems--Local Area

N etworks- -Parτ 2 : Louical Link Control. (Suoersedes

IEEE 8022 1985)

ISO fNJ23: 1989

Part 3: In fJrmatiα1 Processinu Svstem--Lo，끄I Area

N etworks--Carrier S_elJce_MultiolLAccess ωith Collision

Detection (CSMA/CDJ Access Method and Physical

Laver Soecifications.

IEEE 802.4-1985 Token-Passinu Bus Access Method and Physical Laver

Soecifi∞tion

IEEE 802.5-1989 Standani ~br_ Lo∞l Area Networks: Token Ring Access

Method and_Physical Layer So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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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채 요건 현황

현재 NRC에서는 디지렬 시스템을 평가할 때 Reg. Guide 1. 152와

ANSI/IEEE ANS 7-4.3.2-1982를 사용한다. ANSIlIEEE STD 1012-1986와

ASME NQA-2a-1990, P따t 2.7 둥이 주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 그 외 앞 절에서

밑줄 쳐진 모든 자료들어 참고로 사용된다. 따라서 피규제자는 궁극적으로

ANSI/IEEE ANS 7-4.3.2를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 ANSIlIEEE ANS 7-4.3.2는

licensee/vendor interface, V&V의 독립성， V&V에 사용된 도구와 사람에 대한

Qulification,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요구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하도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확인 및 검증 방법 동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ANSI/IEEE ANS 7-4.3.2에는 시스렘 및 하드웨어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주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규제 내용들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NRC에서는 많은 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여러 가지 reference guideline들을 필요로 한다. IEEE 7-4.3.2의 상위 규제

요건이며 safety 시스템 표준 criteria언 ANSI!IEEE STD 603-1980의 section

5.3파 5.4에 따라 엄격한 verification이 요구되며 세부 tes디ng 방법으로 IEEE

829가 사용된다. 이와 같이 ANSV표EE ANS 7-4.3.2를 중섬으로 디지털 계측제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파정파 그 결과 물의 건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guideline틀의 관계는 〈그림 4-1>의 QUALITY 부분과 같다.

원전 보호 계통은 10 C.F.R. P와t 50, Appendix A, GDC 21 , 22, 23에서

명시한 것처럼 고신뢰도와 fail-safe를 보장하고 보호 기능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Quality와 diversity를 갖는 다중방호 개념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이

러 한 개 념은 IEEE 603-1980, IEEE 379-1977, Reg. Guide 1.53, NUREG 0493 풍

에 잘 나타난다. IEEE 7-4.3.2와 이를 중심으로 한 guideline틀을 최대한 활용하

여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어도 소프트웨어의 공통모드고장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다중방호 개념에 따라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예비

-147-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NRC는 hard-wired manual shutdown

system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활 것올 주장한다. 또한 단일사고기동율을 만족

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Failure Modes and Effect

Analysis(FMEA)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중방호 개념파 관련된

Guideline틀의 관계 도는 <그렴 4-1>의 SAFETY 부분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

서 NRC는 개발된 다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이 IEEE Std. 603, 279, 379, 7-4.3.2와

Reg. Guide 1.152, 1.53의 만족 여부와 그 상위 요건인 10 CFR P하t 50,

Appendix A, GDCs 2, 4, 20, 21 , 22, 23, 25 요구 사항 만족 여부를 겁토한다.

이러한 규제 요건들과 reference guideline들은 적용하는 범위와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작되며 세부 내용에서도 수직적， 수평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가진다. 현재 EPRI에서는 이러한 내용적인 관계를 Matrix화하는 작업과 데이타

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었다.

3) 분석 결과

ANSI!IEEE ANS 7-4.3.2, Reg. Guide 1.152와 ANSI!IEEE 379, Reg.

Guide 1.53을 중심으로 한 디지렬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혜어 관련 규제 요건

들은 1980년대 전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급격히 발전된 현재의 소프트웨

어 71 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요건 및 참고

guideline들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야다. 또한 종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의 하드웨어 가기가 소프트웨어로 대처1 됨에 따라 하도웨어 및 시스

템 차원의 규제 요건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야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애매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Class IE equipment의 독립성 보장 요건 및

testability 요건과 같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의 하드웨어 관련 요건들이 소프트

웨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도

IEEE 7-4.3.2와 같은 규제 요건둘은 많은 부분에서 확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죽 소프트왜어 공통모드고장 대책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fonnalism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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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 어 FMEA, fault tree analysis), hazard analysis 방볍 서 술， 보다 정 량

적얀 규제 방법 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standard도 특정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을 100%

보장하지는 못한다. 또한 세상에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란 존채하지 않는다. 따라

서 특정 소프트웨어 시스랩의 안전에 대한 판정은 규제 기관과 규제 요원의

authority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반 규채 요건과 표준은 규채 기관이 소프

트웨어 시스뱀의 안전을 판정 내렬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규제 요건 발전 방향

신뢰성을 강조하는 원자력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타산업에서의 신기술을

제때에 수용하지 못하여 계측체어 시스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프랑

스， 캐나다， 일본 둥에서 과감하게 컴퓨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화된 계측제어 기

술을 도입함으로써 보수적인 영국， 미국， 독일 둥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계

측제어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룰 이용한 다지털 계축제어 시스램에서는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과는 달리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

웨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성패흘 좌우하

는 핵심 기술로 부각되게 되었다.

현재 NRC에서는 ALWR 디지렬 겨I측제어 시스템 검토를 위한 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10 CFR Part 52의 one step licencing이라는 약간의 변경된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디지탤 계측제어 서스템 sw의 quality와 diversity를 만족

시키기 위한 방법과 NRC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SW audit

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종전과 별 차이가 없으며 다만 audit에 펼요한

document의 구체적 명시와 SW CMF 극복에 대한 NRC의 구체적 입장 표명 둥

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NUREG/CR-5930에서는 high integrity SW에 대한

standards와 g띠de파le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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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쳐야 하는 criteria를 levels of criticality/assurance, lifecycle phases,

documentation, required software functionality against hazards,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s,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oftware quality

assuranc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oftware hazard an머ySlS，

pr이ect plcmning and management, procurement concerns, presentation,

supplement information, general comments 둥의 츰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NUREG/CR-5930에서는 기존의 IEEE ANS 7-4.3.2를 포함하여 IEe 880 둥 디

지탤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 중얀 여러 guideline들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었다. 이와 병행하여 IEEE ANS 7-4.3.2 도 대폭 수정 및 보완되고 있으며

이는 보완원 IEEE 7-4.3.2로 나와 었다. 새로운 IEEE 7-4.3.2는 컴퓨터를 구성하

는 모든 요소플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인터페이스 둥에 관련된 세부

요건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전의 IEEE 7-4.3.2-1982에서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IEEE 7-4.3.2는 안전 요건만 만족

한다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나 방법 즉， ”인공 지능” 이나 껴세대 언어” 와

같은 신기술 적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IEEE Std 603의 요건파 기준을

보충하기 위한 세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7-4.3.2는 컴퓨터 시스템이

안전 계통의 요소로 사용될 때 안전 계통 설계가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

해 IEEE Std 603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도구 선정 규정이

나 컴파일러， 오퍼레이팅 시스템， 라이브러리 둥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새로 개정된 7-4.3.2 범위에서 제외 시켰다. 그리

고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다양성， hazard analysis, reliability ,

communication independence, commercial SW, SW 공통모드고장 대책 에 대해

서도 부록에서 자셰히 언급하고 본문 요건의 범위에는 아직 포함시커지 않고 있

다.

EPRI에서는 미국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의 Upgarde와 광범위한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PRI Upgrade Plan을 수

-150-



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의 기술력을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 시스랩의

Upgrade애 집중시키기 위하여 10년 장기 계획 하에 산학연 공동 과제를

Coordinate하고 있다. 이러한 Upgrade Plan은 크게 7가지 기술 분야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중 한 가지가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

증 기술 연구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칩서 및 표준화 관련 연구이다. 소프트웨

어 V&V 기술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R&D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Licensing Criteria, Specfication, Standards률 위 하여 Codes and

Standards Database 개발 동 7 개의 R&D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 Methodology for Protection System V&V

- Methodology for Neural Network V&V

- Methodology to Dedicate Commercial Software for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 Requirements for Software Tools for Control, Expert System

and Protection Systems

- Methodology for Prequalifying Reusable Software to Streamline

V&V

- Define Requirements for Essential Software Tools to SupPOrt

V&V

- Development of Essential Software Tools

- Participation in Software Design and V&V S없ndards

Development

원자력발전소 모든 분야의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NRC의 경우 규제 요

컨의 개발이 일반 Utilityy. 연구소 학계 Engineering 회사 둥에서 개발하여 확

보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NRC에서도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소프트웨어의 안전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SAlC,

m

싸



SOHAR Inc., NIST, Netrologic Inc., HALDEN Reactor 암oject 풍파 같은 기관

에 용역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7 개의 연구 프로책트를 수행 중에 있다.

一 Verification and Validation Guidelines for Expert Systems

一 Class lE Digital Computer Systems

- Attributes of High Integrity Software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G띠delines for

- Digital Safety Systems

- Digital Process Control Systems

- Analysis and Training of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Diagnostic Advisor

- A CASE Tool to Evaluate Functional Diversity in Class IE SW

- HALDEN Reactor Project

이러한 NRC 연구의 최종 목표는 다지털 safety system 젤계 criteria의

골격을 구축하는 것이며 acceptance criteria의 기술적 근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안전 계통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셜계， 개발， 팽가 및 인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standards와 CASE tool들의 장단점 파악.

- 소프트웨어 안전 계통의 functional diversity의 정도를 펑가할 때

CASE tool의사용 가능성 평가와 그러한 tool의 개발.

- 디지털 안전 계통의 audit 지침서의 독립적인 평가 및 개선.

- 시스템 분류 지침서와 정성적인 신뢰도 측정 도구 개발.

- 전문가 시스템 V&V 지침서 개발.

- 안전 계통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언어의 검토 및 평가.

- EMI, RFI 관련 규제 치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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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털 I&C 하드웨어 품철 보증에 대한 규제 지침 개발.

결론적으로 고신뢰도를 요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세밀한 부분까지

정량적이고 완벽하게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

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quality와 safety를 보장하기 위한 요충을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제 요건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quality와 safety의 완

벽한 보장윷 위해서는 규제 요건파 이를 보완하는 reference guidelines, 규제 요

원의 능력파 재량 둥이 엄격하고 정확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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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FR Part 50 , App. A, App. B
10 CFR Part 52 ,

ANSI/IEEE 603
ANSI/ IEEE 279

R. G. 1. 152 R.G. 1. 53

타ldorse Endorse

ANSI/ IE또 ANSI/ lEI포

ANS 7-4.3.2 379-1977

NUREG-0493 , NUREG-0800 , IEC 65A
Refer SECY-90-016 , 377 , MoD 0055 , 56

IEEE 352, PI228, MIL-STD 882B

ANSI/ IEEE IEC-880 ANSI/ IEEE ANSI/ IE또 ANSI/ANS
1012 830 829 10.4

ASME/때81 예SI/IEEE 때8I/IEEE 아↓surEI포 FIPS
NQA-l 1058.1 1016 1008 101 , 132

ASME/ANSI ANSI/IEEE ANSI/ IEEE ANSI/ IE또 ANSI/ IEEE
NQA-2 828. 1042 1063 982.1 , 2 352

ANSI/IEEE 그외 Vendor/Licensee Internal Guidelines or ST않

730 , 983

<그렴 4-1> 디지털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규제요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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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셰부 계획

가. 세부 기술 깨발 계획

1) 개발 환경 구축

- CASE 환경 영향 평가

- Essential tool 개 발

- 적용하고자 하는 CASE 도구에 대한 V&V 방안 연구

- 계측제어 계통 설계시 CASE 도구의 활용 방안 연구

2) SW 개발 방법론 개발

- 계측체어 소프트웨어 분류 (Criticality , SW 종류， 복잡성 ..둥둥)

- 분류된 각 소프트웨어 paradigm 연구‘ 및 셜정

- zf paradigm에 대한 개발 방법론 연구 및 방법흔 정립

- 각 paradigm의 확언/검증 방법론 연구 및 방법론 정립

- 각 방법론에 따른 지침서 기준 설청

- 개발 환경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서와 확인/검증 지침서 작성

- Pilot project 수행

- 개발된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지침서의 NRC review 작업을

통한 V&V 방법론 정립

- ABB-CE Nuplex 80+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기법 분석

- Westinghouse W- ISCO 소프토웨어 확인/검증 기법 분석

- AECL Darlington Plant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기법 분석

- Edt N4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방법론 분석

- LLNL의 안전 관련 시스템 명가물 결과 분석

- NIST, EPRI, SEI 둥의 경험 분석

‘ NRC, 국제 Code & STDs의 발전 동향 파악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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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s & STDs Database 구축

3) 기반 기술 연구 및 개발

- Real-time SW 개발 및 V&V에 따른 연구

-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 연구

- Formal methods in SW Lifecycle

- Digital Communication SW Safety 연구

- Commercial SW Testing 연구

- SW Reusability 연구

- PLC SW의 safety 연구

- SW Maintenance 기 법 연구

’ 고신뢰도 SW testing 기법 연구

- 고신뢰도 SW Requirement Engineering 연구

- SW Safety & Reliability를 위한 연구

- SW Hazard Analysis 연구

- SW Quantitative Reliability 연구

- SW Diversity (Defense-in-Depth) 연구

- SW Fault-Tolerance 연구 (SW Common Mode Failure)

- SW Reliability Metric 연구

- SW Security

- Vendor Assessment

- Safety Critical system development를 위한 Tool Assessment

- Digital system failure database/ analysis & consσuction

- Fuzzy control SW development, V&V methodology

- Neural Net SW development, V&V methodology

- Expert system (knowledge-based system) development,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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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 Object-oriented SW development, V&V methodology

- Reverse Engineering 기 법 연구

- CASE 영향 평가

- Define Requirement for Essential SW tools to support V&V

- Define Requirement for essential SW tools to optimise CASE

environment

- MMIS, GUI SW 개발 및 이에 대한 확인/검증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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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전략 추진 계획

우리의 능력과 우리를 툴러 싼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목표가

뚜렷할 때 목표 달성을 워한 추진 전략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이 때 ‘우리’의 범위는 정부 주도 중장기 과제 수행 입장에서 볼 때 범

국가적으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가용 언력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원전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기술 자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으로 좁게 생각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 중장기 파체흘

수행하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와 산학연 협력 기관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우리’의 능력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부셜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가 밝힌 소프트웨어 개발 조작의 고신뢰도 소프트

혜어 개발 능력의 둥급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범위흘 어떻게 잡더라도 우리는

최하위 동급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원전 안전 계똥 계측제어 소프토

웨어는 미국의 우주 왕복선 보다도 더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이 요구되는 소프트

웨어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돼어 개발 프로책E 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고 둥급의 고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우리의 환경을 고찰해 보면，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는 점점 더 많이 펼요로 하고 있으나 신뢰도와 안전성 보장을 위한 단순한 해결

책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았으며 이룰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01

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 각충에서 다양한 각도로 종합적연 방법론， 방

법， 기술틀을 연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이 분야

기술 자립과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통신， 국방， 에너지를 포

함한 전 산업 분야로 한정된 소프트왜어 인력이 분산되어 있고 앞 철 ‘기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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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분석‘에서 밝힌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으로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

이 내포하고 있어 기술 축적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 내에

서도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해 현재 기술， 차세대 기술， 중장기 기술에 대한 기

술 축적을 통사에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고선뢰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더욱

분산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술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71술 축적 가속 효

과와 기술 검증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 2000년대 준비를 위해

펼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앞 철 ‘세부 기술 개발 계획’ 에서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

며 장가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이려한 우리

의 놓력과 처한 환경 하에서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기술 자립을 위해 부정척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여야만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선진 각국에서의 이 분

야 기술 확보를 위한 현재의 노력에 동참하여 핵섬 요소 기술 단위의 공동 연구

와 같은 국제 협력을 추구하여 기술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큰그릇 확보를 위한 경쟁 보다는 주어진 자기 그릇에 보다

충실히 실력을 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할 때 산학연의 기술 교

류가 활성화되며 서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는 진정한 협동연구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여러한 협동연구체계만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광범위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열쇠이며 기술 자립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술， 차세대 기술 중장기 기술이라는 시간축상의 과제간에도 기술 축적 가속

효과와 기술 검증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기

술 자립올 앞당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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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 V&V 기술 개발 환경 구축

가. CASE를 이용한 개발 환경 구축

CASE tool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파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올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단계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다음의 소프트왜어 엔지나어령 방법론을 결정하였

다.

분석 단계:

- Sσuctured Analysis (Yourdon/De Marco)

설계 단계:

- Sσuctured Design (Yourdon/Constantine)

그리고 이미 개발된 소프트혜어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현된 언어에서 세

부 모률， 기능 요건 둥으로 Reverse engineering 하는 도구를 개발 환경으로 제

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CASE 도구로 Teamwork (머국

CADRE사)을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다.

1) Sσuctured Analysis

기-) Data Flow Diagram (DFD)

Structured analysis를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시스템과 시스탬 영역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Context Diagram인 DFD의 최상위 레벨에 시스탬이

서로 교류하는 외부 entity를 나타냄으로써 구현된다. Context Diagram과 세부

단계의 DFD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Model Index (MI) editor를 이용하여 프로젝

트에 대한 분석파 설계를 표현한다. 하나의 모델이 생성될 때 그 모텔의 Process

Index (PI) 와 Data Dictionary (DD) 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설계된 모델에

대한 object들이 저장된다. Data Dictionary와 Project Index에 저장된 object는

<표 4-1>와 같다. DD에 수록되는 data와 control flow는 Data Dictionary

Entries (DDEs)라 부르며 Data Dictionary Entry (DDE) Editor를 사용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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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 PI에 수록된 process는 DFD editor, P-Spec 뼈itor 둥을 통하여 만들어

진다. DFD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Infonnation Model 생성

Information Modeling은 DFD로 모텔링 하기 위해 시스탬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거에서 DFD에서 사용하기 위한 data가 정의된다.<그림

4-3>는 ERD의 한 예이다. ERD는 entity와 relation으로 구성되며 사각형과 마

름모꼴로 표시된다. 또한 ERD의 각 entity는 DD에 store로 정의되며 ERD에 저

장되는 DDE논 DFD에서 사용된다.

(2) Context Diagram

InfOImation model을 만든 후에 DFD를 만들기 위한 다음 작업은 문제의

영역을 설정하는 일이며 <그렴 4-4>는 context diagram의 한 예이다. Context

Diagram에서 bubble은 시스템에서 수행해야 할 task를 나타내며 context

diagram이 만들어지고 나면 프로세스와 data flow를 정의하는 DFD level 0흘

만틀 수 있다.

(3) DFD 0

Context diagram으로부터 DFD 0 <그림 4-5>을 만툴 수 있는데 시스템

에서의 자료의 흐릎파 이졸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DFD는 data flows ,

processes 그리고 data store로 구성되며 흔히 한 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data

flow diagram으로 묘사된다. 한 bubble로 나타난 프로세스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프로세스로 정의되며， 이것은 프로세스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묘사하는

Process Specification (P-Spec) 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DFD의 구성 요소

-162-



DFD의 모든 data와 control flow는 bubble, stores, terminator 둥과 연결

되어 있으며， 한 DFD로 표현된 flow와 stores는 하위 레벨의 DFD로 세분될 수

있다.

- Processes : bubble로 표시되는 프로셰스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원

으로 <그림 4-6>와 같다. DFD를 완성하기 위해 각 bubble은 c비ld

DFD or P-S야C을 갖게 된다.

- Terminators : 시스템의 경 계를 나타내는 entity 들이 않:rminator이며

시스템의 source or Sl따f 뜰이다.

- Data Flows : data flow는 process, stores, and terminator 들 사이 에

오고 깐 자료의 호름을 실선의 화살표로 나타낸다.<표 4-2>은 DFD 상

에서의 흐름의 분류에 대한 한 예이다.

一 Control Flows : Control flow는 프로셰스， store, tenninator 사이에서

통과된 제어의 흐름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표시된다 <그립 4-7>.

- Stores : Store는 DFD내에서 저장되어야 하는 자료를 표시하며 그 예

는 <그립 4-8>와 같다.

나) Process Specification (P-Spec)

(1) 정의

Process Specification (P-Spec) 은 더 이상 DFD로 쪼갤 수 없는 기본

프로세스흘 절차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그림 4-9>는 P-Spec의 한 예이다.

(2) 구성 요소

一 Title : 프로세스의 이릅을 나타내며 그 프로세스의 기능을 나타낸다.

보통 제목은 명사가 따르는 동사 형태이다.

- I/O Section : 야 부분은 data flow의 input/output을 나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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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tive process의 child를 나타내고 있다.

- Body Section : 프로세스가 들어온 업력 값을 가지고 어떻게 출력을

내 보내는지에 대해 산문적으로 서술한다. 프로세스를 명확히 서술하기

위해 “ structured English"률 사용한다.

2) Structured Design

Structured Design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

이기 위하여 시스랩을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형태로 표현하고 여러 개의 단열

기능 모율로 분할하는 방법을 지원한다. Model Index (M!) editor를 이용하여 프

로책트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표현한후 하나의 모델이 생성되면 그 모댈의

Process Index (PI) 와 Data Dictionary (DD) 가 만들어 진다. Data Dictionary와

Project Index에 저 장된 object는 <표 4-3>와 같다.

DD에 수록되는 data와 control flow는 Data Dictionary Entries (DDEs)

라 부르며 Data Dictionary Entry (DDE) Editor룹 사용하여 구축한다. PI에 수

록된 process는 SC editor, M-Spec editor 동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설계 단계

에서 모률이나 자료구조동을 포함한 data-hiding module는 analysis 단계를 통하

여 store를 나타낸다. 분석 단계 후 coupling은 flow와 자료， 제어， 혹은 두가지

모두 동의 정보의 형태를 가려킨다. 이러한 자료와 couples는 DD에서 정의되어

야 한다. 사용된 모률을 간의 실제’ 변수의 이름은 M-Spec의 변수 부분에 기록

된다.<그림 4-10>은 SC와 M-Spec에서 사용된 DDE의 한 예이다.

가) Sσucture Ch하t (SC)

Structure Chart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Modules: Plane module, Library module, Macro module, Data-only

module, Data-hiding module 둥의 5가지의 모율 형태가 존재한다 <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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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ocations : 실선은 모률의 call 을 나타내고 사선은 불려진 모률이

비동기적으로 작동됨을 의미한다<그림 4-12>.

- Couples : open circle은 data couple을 냐타내고 filled circle은 control

couple 이 나 flag를 partially filled circle은 data와 control의 혼합을 냐타

낸다.

Connectors, Transaction centers, Iteration symbols, Text blocks 둥에

대한 예는 <그랩 4-13>과 같다.

나) Module Specification (M-Spec)

M-Spec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는 <그립 4-14> 과 같다.

그리고 한번 생성된 M- Spec Parameter와 Global section 의 정보플은 inherit

된다.

- Title: 모률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나타내는 정보를 사용한다.

- Parameters 모률간에 사용된 데 이 터 의 모든 couple의 형 태와

포함한다. parameter entry의 표기법은 다음파 같다.

DDEJlame: type_direction

where:

이름을

DDEJl없ne = any text that is a valid DDE name.

type = [data I control I data + control]

direction = [ in lout I inout]

- Locals : local로 사용된 couple의 이릎을 명시하며 그 표기법은 다음

과 같다.

DDE피없ne

where:

DDEJlame = any text that is a valid D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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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s : 모률간 통과한 data를 포함한다. 표기 법은 par없neter와 같

다.

- Body : actual code 나 pseudo code를 사용하여 모률의 기능을 묘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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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Data and Process Objects in SA

Model Object

Data Dictionary Process Index

Stores Data Flow Diagrams (DFDs)
Data Flows Process Specifications(P-S많cs)

Constituents of the above Entity-Relationship Diagrams
DDE definitions (ERDs)

<표 4-2> DFD의 Flow의 표시 예

Type of Value of Carries Time Type of Flow

Continuous range(Temperature ::: 50
Continuous Data

to 80)

Boolean (Activation ::: True) Discrete Data or Control

occurrence of single event
Discrete Control

(Fill ::: Max-LeveL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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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Data and process objects in SD

Model Objects

Data Dictionary

Couples
Data
Control
Hybrid (Data and Control)

Data - only Module
Data Structure Region of Data
hi，버ng Module
Constituents of the above
definitions

Process Index

Structure Charts (SCs)
Module Specifications
(M-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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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口 t!l - 1:1 * 回르

티Ie Whole P-Spec Annotate Print

TITLE: Detennine Speed I~
l애PUT/OUTPlIr.

Shaft Rotation : data In

Speed : data_out

Distance: data out

Pulse Count : data In
Clock : data In

BODY:
-‘f‘r":’

*This procedure derives speed in miles-per-hour from shaft rotations
·약

*over measured time and over measured mile. It∞ntinuously counts ‘‘‘-
*앙18삐 rotation p비ses over periods not exceeding 10 se∞nds. “‘

‘
*1

·「jι싼·

FOR EACH Shaft Rotation ，-、、 :

Set Current Pulse Time = Clock
,- ,

.
Distance = 11 Pulse Count - ‘

Speed = Distance l (Cunent Pulse Time - Last Pulse 끼m려
‘-,
.’

- - -- "

Last Pulse lime = Current Pulse lime
I휩END FOR

애[ -ι ·、“、‘‘" - ,- ‘ ~ ~~ j 낙〉멈‘ • "’ ‘ ,

<그렴 4-9> Process S야C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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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 § Determlne_Sensor_Range;3* 웹

File Whole_M-Spec Annotate Print Help 에}
TITLE: Determine Sensor Range

PARAMETERS:

sensor status : control 0띠

sensor id : data in

LOCALS:

sensor data

GLOBALS: I..-

upperJimit : dataJn >

lower limit: data in i

- - 、 r

BODY:

1**********************************************
Purpose: Determine if sensor value is in range. /

Source C。이e Filename: SAME
Special Considerations: NONE

**********************************************1 ‘Call Get_Sensor_Data (sensoUd. sensor_value)
‘‘A 、‘

R닮D range_constants using sensor_id
IF sensor_value < loweUimit OR sensor_value> upperJimit

“,**3”JTHEN status =·our
ELSE

status =’ IN"
ENDIF

」냥&
or 1、 L ;、찮;ι;.ν:-~.ν;5 ‘ ι 획~3;:;;;、'.한싫〉강싫상 J첼‘l 녁〉멈

〈그림

4-14> M-spec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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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확인 및 검증 방법론 개발

1) 개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진

행되는 방법론 개발이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확인하며 검증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 방법틀을 총칭하는 방법론(Methodology)를 재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도구와 기술 방법을 집대성한 고신뢰도 소

프트웨어 개발파 확인 및 검증 지침서로 표현 될 것이다. 우리 고유의 방법론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의 기술들과 방법 및 도구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률 정밀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 목록은 참고문헌에 종

합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분석 결과는 기술현황분석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소프트

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 방법론은 10 CFR 52에 의한 Design

CertificationCDC)을 받기 위해 인허가 기 관에 제출되 어 야 하는 소프트웨어

ITAAC/DAC 자료로 사용된다. 실제 ITAAC/DAC 자료로 제출되어 DC를 받은

ABB-CE SYS 80+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Software Program Manual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

다[4-39].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개발은 두가지 측면의 접근

방법을 펼요로 한다. 첫째는 관련 법규와 인허가 기관의 Audit 요건플을 만족시

키기 위해 법규와 표준 및 규제 기관 입장틀을 정확히 분석， 파악， 및 이해하여

방법론 개발에 반영하여아 한다. 툴째는 현재의 가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

흡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최대한 보완함으로써 소프트왜어의 신뢰도와 안전성

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볍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들 기술 수준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절 ‘기반 기술 연구’ 에 서술되어 있다.

2) 규채 기관 얀허가 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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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첫번째 접근 방법 중 규제

기관의 소프트혜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규제 기관인

NRC의 원전 디지탈 계측 제어 소프트웨어 인허가 입장을 서술하고자 한다.

NRC는 10 CFR Part 52의 One Step Licencing 이라는 변경된 행정절차

속에서 디지탤 계측 제어 소프트웨어의 Quality와 Diversity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과 NRC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배경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은 이전의 아날로그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프

로세스 장비나 기능， 자료 전송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았다. 이러한 공유

는 디지털 시스템의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관심사가 되끼도 한다.

공유된 데이터 베이스와 프로세스를 사용한 셜계는 하드웨어 구조에 의해서 만

들어진 redundancy를 없앨지도 모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류에 지연한 공풍

원인/공통모드고장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NRC는

function들 사이의 공통모드고짱의 발생에 대한 Defense-In-Depth를 특별히 강

조하게 되었다. Defense-In-Depth의 개념은 발전소 안전성의 장애에 대한 보완

책을 여러 단계로 제공해서 장비나 인적 오류로 발생하는 failure가 공중 안전에

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어다. 계측 제어 서스템에서 제공되는

defense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명시된 정상 범위 내에서 발전소 프로세스 변수를 조정하는 체어 서

스템.

(2)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했을 때 원자로를 트립시키고 발전소를 안전

상태에 놓이게 하는 보호 사스템.

(3) 방사성 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벽의 integrity를 유지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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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누출을 제어하기 위해 failure의 연속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학적 안전 셜비 기동 시스템.

(4) 발전소 상태와 발전소 장비를 취급하는 운전원에게 발전소 정보를

제공하는 감시 및 진단 경보 시스템.

공통모드고장에 대해 Defense-In-Depth를 적용해서 NRC가 셰부적으로

검토한 첫 디지혈 종합 계측 제어 시스템 설계는 Westinghouse의 RESAR-414

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NUREG-0493, "A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에 나타나 있다.

NUREG/CR-5930에서는 공통모드고장파 diversity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논의되어 있고 Defense-In- Depth흘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되었다.

최근에 NRC는 SECY-91-292, ‘’Digital Computer Systems for

Advanced L핑ht Water Reactors"에 공통모드고장과 다른 디지털 시스템 설계

쟁점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문서는 시스템 셜계 측면에서 Defense-In-Depth

와 diversity에 의거한 미래형 발전소의 디지럴 계측 제어 시스템에서의 공통모

드고장의 propagation-를 막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의 적용은

GE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ABWR)에 관한 NRC.의 안전성 평가에

나타나 있다.

공통모드/공통원인고장에 대비한 두가지 주요한 인자가 quality와

diversity 이다.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각 콤포넌트와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신

뢰도를 증가시킨다. 할당된 기능(장비와 사랍의 행동)에 있어서의 diversity와 장

비 측면(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의 diversity는 공통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

을 줄일 수 있다. NRC는 공통모드고장의 쟁점에 접근하기 위해 quality와

diversity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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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측 제어 시스템은 발전소 필수 장비를 감시， 제어， 보호함으로써 발전

소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전하는데 도움을 준다. 계측제어 시스템에 사용된

다지털 컴퓨터는 현재 운전 중인 발전소에 사용된 아나로그 시스템과는 분명히

다르다.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더 많은 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장비가 아날로그 장버에 비해 월둥한 정보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측

제어 계통에서의 디지탤 컴퓨터로의 변경은 원자력 발전소 운전의 안전성파 신

뢰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조 설계와 특

징에 대한 특별한 체약이 필요하고 계측 제어 시스템와 설계， 제조， 설치， 운전，

유지 보수， 수정 둥 lifecyc1e 각 단계에 관련된 고 수준의 요건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들은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척용시키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허용해야 한다. NRC는 10 CFR 52의 one-step licensing 과정에서 15년 기간 동

안 I&C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표준 설계를 숭인한다. 하지만 certification 파

정이 vendor specific한 정보를 필요로 하자 않고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디지

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한 융통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은 상위 부분의 Level of Detail만 요구되

어 진다. 이와 같이 NRC는 certification 기간 동안에 진부해 질 수 있는 젤계의

세부 사항은 ‘ lock-in ’ 하지 않는다. 오히려 10 CFR 52 에서 적용되는 design

certification 접근 방법은 design process의 quality와 specuic design acceptance

criteria (DAC) , 제한 사항， 제한치 둥에 대한 ’ lock-in’을 하기 위한 것이다.

DAC의 개념온 NRC가 Inspection, Tests,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

(ITAAC)을 롱하여 설계인증을 받는 Combined License (COL) 지원자에 의한

설계 구현과 확인의 최종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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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공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는 절차들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quality를 보장하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ABWR Safety Evaluation Report (SER)에 잘 나타나 있다. Safety 혹은

Non-safety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ITMCIDAC 은 다음의 개발 단계

률 요구한다. 순차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단계들의 타이밍은 변경될 수도 있고

겹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틀 단계들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수행되어야 하고 그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 PI하mmg

(2) Requirements

(3) Design

(4) Implementation

(5) Integration

(6) Validation

(7) Installation

(8) 0많ration and Maintenance.

ITAAC/DAC은 life cycle 단계를 통하여 설계 과정을 지원해 주는 기준

<constraints and limits)을 명시해 준다.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1) Planning 단계

- Software Management Plan

- Software Development Plan

-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 Software Safety Plan

-179-



-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2) Requirement 단계

- Requirement S야cification

- Interface Specification

- Requirement Safety Analysis

- V&V Requirements Analysis Report

- V&V Anomaly Report

- CM Requirements Report.

(3) Design 단계

- Unit Test Plan

- Hardware & Software Architecture

- Design Specification·

- Interface Design Specification

- Design Safety Analysis

- V&V Analysis Report

- V&V Anomaly Report

- CM Design Repoπ.

(4) Implementation 단계

- Actual Code Listings

- Code Safety Analysis

- Integration Plan

- Integration Tes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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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 Unit Test Report

- V&V Test Anomaly Report

- CM Implementation Report.

(5) Integration 단계

- System Build Documents

- Validation Plan

- Validation Test Plan

- Integration Test Safety Analysis

- V&V Integration Test Report

- V&V Test Anomaly Report

- CM Integration Report.

(6) Validation 단계

- Installation Plan

- Installation Test Plan

- Training Plan

- Operation Plan

- Validation Test Safety Analysis

- V&V Test Analysis Report

-. V&V Test Anomaly Report

- eM Validation Report.

(7) Installation 단계

- Operations Manu머S

- Installation Configuration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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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ing Manuals

- Maintenance Manuals'

- Maintenance Plan

- Installation Safety Analysis

- V&V Installation Test Report

- V&V Anomaly

- CM Installation Report.

(8) 0야rations and maintenance 단계

여기에서는 원자로를 운전하면서 컴퓨터를 설제로 사용하고 필요한 변

경을 수행한다. Safety Analyses, V&V Analyses and CM activities 둥이 유지

보수의 일부분으로 행해져야 한다.

NRC는 안전관련 계측 제어 시스템 설계 과정 중에 각 단계에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S!W ITAAC 구현을 audit 한다. 각각의 audit

단계는 <그림 4-15>와 같다. 이 결과에 따라 NRC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현안 샤항 (open issues)

에 대해서는 NRC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TAAC의 각 단계에서 셜계 개발은

허가된 설계 공정과 일치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각 단계를 통하여 개발된 상세

설계는 ceπified design을 만족시켜야 한다. ITAAC 요건에 덧붙여 다양한

safety 시스템에 대한 부가적인 테스탕이 계측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normal

preoperational tes파19 프로그램으로써 펼요하다. 이러한 ITAAC의 각 단계별

Audit에서의 Checklist는 참고문현 [4-17]에 기술되어 있다.

3) 확인 및 검증 지침서 개발

방법론 개발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지침서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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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양 방향 개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관련 법규와 인허가 기관의

Audit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규와 표준 및 규제 기관 업장들을 정확히 분

석， 파악， 및 이해하여 지침서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는 현재의 기술 수준

을 정확허 따악하고 미흡한 기술올 연구， 개발하여 최대한 보환함으로써 소프트

웨어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규제요건분석’ 절에서 계축 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와 표준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종 IEEE 소프트웨어 공

학 관련 표준들과 IEEE P1228과 같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 획 표준은 NRC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ITAAC 단계별 문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과 요

건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NUREG/CR-6101 "Software

Reliability and Safety in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s"와 같은 자료에

서는 소프트웨어 ITAAC 단계별 문서 작성에 펼요한 표준들의 내용을 종합적으

로 잘 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아직은 미홉하지만 고산뢰도 소프트웨

어약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과 확인 및 검증올 위한 지침서 작성의 안내

서 역할을 하고 았으며 다음절에 기술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장

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여 지침서에 반영

함으로써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안전

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 확인 및 검증 지칩서가 완성될 것이다. 예로 소프트

웨어 ITAAC단계 중 계획 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할 푼서의 예제 목록과 계획 단

계 아래 11가지 문서 중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파 Software Safety

Plan 문서가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ITAAC 계획 단계 최소 문서 종류 및 예제 목록

-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 <그림 4-16>

-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그립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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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그림 4-18>

-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그림 4-19>

- Software Safety Plan <그립 4-20>

- Software Development Plan <그램 4-21>

- Scftware Integration Plan <그렴 4-22>

- Software Installation Plan <그렴 4-23>

- Software Maintenance Plan <그립 4-24>

- Software Training Plan

- Software 0야rations Plan

나)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SPMP) 세부 내용

(1) Project Organization

(가) Process Model

- Timing of major milestones.

- Project baselines.

- Timing of project reviews and audits.

- Work products of the project.

- Project deliverables

(나) Organization Structure

- Lines of authority.

- Responsibility for the various as많cts of the project.

- Lines of communication within the project.

- The means by which the SPMP will be u띠ated if the project

organization changes. Note that the SPMP should be under

configuration control.

-184-



(다) Organization Boundaries

- The parent organization.

- The customer org따lization.

- Any subcontractor organization

- The regulatory and auditor organizations.

- Support organizations, including Quality assuranc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and configuration management.

(라) Project Responsibilities

(2) Project Management Provedures

(가) Project Priorities

Relative priorities among safety requirements, functional

requirements, schedule and budget.

- Frequency and mechanism for reporting.

(나) Project Assumptions, Dependancies and Constraints

- The assumptions upon which the project is based.

- The external events 때on which the project is dependent.

- The constraints under which the project will be conducted.

(다) Risk management

‘ Financial risks.

一 Schedule risks.

- Contractu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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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change risks.

- Size and complexity risks.

- Scale-up risks.

(라) Monitoring and Controlling Methods

- Internal reporting-within the development organization.

- Extern외 reporting-to auditors and regulators.

(마) Staffing

- Skill level required.

- Start times and durations needs.

- Training requirements.

(3) Project Technical Procedures

(가) Methods, Tools, and Techniques

- Computing systems to be used for software development.

- Development methods.

- Programming languages

- CASE tools

- Technical standards to be followed.

- Company development procedures.

- Company prograrruning style.

(나) Software Documentation

- Software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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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 Requirement Safety Analysis

- Hardware/Software Architecture

- Software Design S야cification

- Design Safety Analysis

- Unit Development Foldes.

- Code Safety Analysis

- System Build Specification

- Integration Safety Analysis

- Validation Safety Analysis

- Installation Procedures

- 0않rations Manuals

- Installation Configuration Tables

- Installation Safety Analysis

- Change Safety Analysis

(다) Project Support Functions

- Software quality assurance

-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ncluding testing)

- Software safety management

- Software reviews and audits

다) Software Safety Plan(SSP) 세부 내용

(1)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volving the software safety

-187-



organizatlOn.

-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the system safety organization, and the software development

organization.

‘ The oversight. review, and approval authority of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 The authority of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to enforce

compliance with safety requirements and practices.

- The name and title of a single individual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the software safety program.

-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 Preparation and 때date of the SSP.

* Acquisition and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SP.

* Coordination of safety task planning with other organizational

components and functions. This includes software development,

system safety, software quality assuranc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software V&V.

* Coordination of 려1 technical issues related to software safety with

other components of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rganizations.

* Creating, maintaining, and preserving adequate records to document

the conduct of the software safety activities.

* Participation in audits of SSP implementation.

* Training of safety and other personnel in methods, tools, and

techniques used in the software safet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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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ources

- Specify the methods to be used to identify resource requirements.

- Specify the methods to be used to obtain and allocate these

resources in the performance of the safety. tasks.

- Specify the methods to be used to monitor the use of these

resources.

(3) Staff Qualification and Training

- Specify the personnel qualifications required for each of the

following tasks:

* Defining safety requirement

* Designing and implementing safety-critical portions of the

protectIOn system.

* Performing software safety analysis tasks.

* Testing safety-critical features of the protection system.

* Auditing and certifying SSP implementation.

* Performing process certification.

- Defining training requirements and the methods by which training

objectives will be met‘

(4) Software Life Cycle

(5) Documentation Requirements

- Describe the method of documentation control

- List all safety-specific documents

- Describe how other project documents must be augmen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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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software safety activities:

* Software project management.

* Software Safety requirements.

* SW development standards, practices, and conventions.

* SVl test documentation.

* SW V&V documentation.

* SW user and operator documentation.

(6) Software Safety Program Records

- Minimum records:

* Resul양 of all safety analysis

* Information on suspected or verified safety problems.

* Results of audits

* Results of safety tests

* Records on training

- Specify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eserving software safety

program records.

- Specify what records will be used to ensure that each hazard, the

person responsible for its management, and its status can be

tracked throughout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7) SW 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ies

- Describe the process by which changes to safety-critical software

items are to be authorized and controlled.

- Describ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safety personnel in the

change evaluation, change approval, and chang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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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iguration Control Board

and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 Describe the methods for ensuring that configuration management

of the following sw meets the additional requirements necessary for

safety-critical software :

* Software development tools.

* Previously developed software.

* Purchased software.

* Subcontractor-developed software.

(8) Software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9) Tool SupPOrt and Approval

- Tool approval procedures.

- Installation of upgrades to previously approved tools.

- Withdrawal of previously approved tools.

- Limitation imposed on tool use.

(10) Previously Developed or Purchased(PDP) Software

- Define the role of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in approving

PDP software.

- Describe the approval process:

* Determine the interfaces to and functionality of the PDP software.

* Identify relevant documents that are available to the obtaining

organization, and determine thei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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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e the confonnance of the PDP software to published

specifications.

* Identify the capabo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PDP SW with

respect to the safety requirem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 Using an approval test plan, test the safety-critical features of the

PDP SW in isolation from any other SW.

* Using an approval test plan, test the safety-critical features of the

PDP SW in conjuntion with other SW with which it interacts.

(11) Subcontract Management

- Describe how subcontractors will be controlled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oftware safety plan.

- Describe how the capabilities of the subcontractor to support the

software safety program requirements will be determined.

- Describe how the subcontractor will be monitored to ensure his

adherence to the requirements of the SSP.

- Describe the process to be used to assign responsibility for, and

track the status of, urrresolved hazards identified or impacting the

subconσactor.

(12) Process Certification

(13) Safety Analysis

- Specify which safety analyses will be carried out for each life cycle

stage.

- Name the person responsible for eac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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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be the review procedures that will be carried out for each

analysis.

- Describe the documentation that will be required for eac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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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Project Overview
1.2. Project Deliverables
1.3. Evolution of 당Ie SPMP
1.4. Reference Materials
1.5. Definitions and Acronyms

2. Project Organization
2.1. Process Model
2.2. Organizational Structure
2.3. Organizational Boundaries and Interfaces
2.4. Project Responsibilities

3. Managerial Process
3. 1. Management Objectives and Priorities
3.2. Assumptions, Dependancies and Constraints
3.3. Risk Management
3.4. Monitoring and Controlling Mechanisms
3.5. Staffing Plan

4. Thchnical Process
4. 1. Methods, Tools and Techniques
4.2. Software Documentation
4.3. Project Support Functions

5. Work Packages, Schedule and Budget
5. 1. Work Packages
5.2. Dependancies
5.3. Resource Requirements
5.4. Budget and Resource Al location
5.5. Schedule

6. Additional Components
Index
Appendices

<그립 4-16>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 예제 목록

-195-



1. Introduction
1.1. Purp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References

2. Management
2. 1. Organization
2.2. Tasks
2.3. Responsibilities

3. Documentation
4. Standards, Practiices, Conventions and Metrics
5. Reviews and Audits
6. Test
7. Problem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8.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9. Code ContIηI

10. Media Control
11. Supplier Control
12. Records Collection, Maintenance and Retention
13. Training
14. Risk Management

<그림 4-17>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예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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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Purp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References

2. Management
2. 1. Organization
2.2. SCM Responsibilities
2.3. Interface Control
2.4. SCM Plan Implementation
2.5. Applicable Policies, Directives and Procedures

3. SCM Activities
3. 1.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3.2. Configuration Conσ01

3.3.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3.4. Audits and Reviews
3.5. Release Procedures

4.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5. Supplier Control

5. 1. Subcontractor Software
5.2. Vendor Software

6. Records Collection and Retention

<그림 4-18>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예제 복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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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troduction
1.1. Purp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α'onyms

1.4. References
2.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verview

2.1. Organization
2.2. Master Schedule
2.3. Resource Summary
2.4. Responsibilities
2.5.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3. Life Cycl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3.1. Management of V&V
3.2. Requirement Phase V&V
3.3. Design Phase V&V
3.4. Implementation Phase V&V
3.5. Integration Phase V&V
3.6. Validation Phase V&V
3.7. Installation Phase V&V
3.8.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V&V

4. Software V&V Reporting
5. V&V Administrative Procedures

5.1. Anomaly Rep아ting and Resolution
5.2. Task Iteration Policy
5.3. Deviation Policy
5.4. Control Procedures
5.5. Standards, Policies and Conventions

〈그림 4-19> Software V&V Plan 예제 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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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σoduction

1.1. Purp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References

2. Safety Management
2.1.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2.2. Resources
2.3. Staff Qualification and Training
2.4. Software Life Cycle
2.5. Documentation Requirements
2.6. Software Safety Program Records
2.7.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ies
2.8. Software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2.9. Tool Support and Approval
2.10. Previously Developed and Purchased Software
2.1 1. Subcontractor Management
2.12. Process Certification

3. Safety Engineering Practices
3.1. Requirement Safety Analysis
3.2. Design Safety Analysis
3.3. Code Safety Analysis
3.4. Integration Test Safety Analysis
3.5. Validation Test Safety Analysis
3.6. Installation Test Safety Analysis
3.7. Change Safety Analysis

<그림 4-20> Software Safety Plan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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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Pun>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References

2. Life Cycle Process
2.1. Requirement 안ocess

2.2. Design Process
2.3. Implementation Process
2.4. Integration 안ocess

2.5. Validation Process
2.6. Installation Process
2.7. Operation and Maintenance Process

3. Methods, Tool and Techniques
3.1. Requirement Methods, Tools and Techniques
3.2. Design Methods, Tools and Techniques
3.3. Implementation Methods, Tools and Techniques
3 .4. Integration Methods, Tools and Techniques
3.5. Installation Methods, Topls 없ld Techniques

4. Standards
5. Schedule and Milestones
6. Technical Documentation Requirements

<그림 4-21> Software Development Plan 예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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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Purp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References

2. Identifica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2.1. Integration Level
2.2. Integration Objects and Strategies

3. Integration Marginal Conditions
3.1. Integration and Testing Environment
3.2. Priorities
3.3. Risks
3.4. Other Marginal Condition

4. Organization of Integration
4.1. Integration Network Plan
4.2. Personnel and Responsibilities

5. Integration Procedures
5.1. Required ’Products
5.2. Integration Instructions
5.3. Special Handling

<그립 4-22> Software Integration Plan 예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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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Purp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References

2. Identification of the Installation Environment
2.1. Application Environment
2.2. Computer Hardware
2.3. Instrumentation

3. Installation Package
3.1. Installation Software
3.2. Installation Documents

4. Installation Procedures

<그립 4-23> Software Installation Plan 예제 목록

1. Introduction
1.1. Purpose
1.2. Scop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References

2. Failure Reporting Procedures
2.1. Failure Detection
2.2. Failure Reporting
2.3. Failure Tracking

3. Fault Coreetion Procedures
3. 1. Fault Detection
3.2. Fault Repair
3.3. Testing Correction
3.4. Regression Testing

4. He-release Pro야dures

<그림 4-24> Software Maintenance Plan 예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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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반 기술 연구

1) 서론

신뢰도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하고 이에 대한 인허가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전 단계에 걸친 개발 방법론들이 엄격하게 적용되

어야 한다. 이를 단계별로 간략하게 살며보면 (1)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와

safety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항목을 계획하고 (2) 신뢰성과 안전성과 성능 동

을 포함하는 요구 조건들을 정의하고 (3) 다중 방호， 중복， 기능척 다양성 같은

신뢰성과 안전성 셜계 기법을 포함하는 소프트왜어를 설계하고 (4) 구현， 시험，

설치， 운전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모율을 시험하고 (5) 결과 분석，

개발 과정의 문서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configuration management 작업파

(6) 단계별 절차서 마련 그라고 (7) 확인 및 검증 단계 둥이다. 고신뢰도 소프트

웨어 기술 자립에 필요한 핵섬 요소 기술을 파악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요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착수하였다.

가)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 따른 신뢰도 보장 기술

(1) Concept Phase

- Set Reliability Goals

- Identify and Categorize Failure Modes

- Fault-tree Modeling

- Event-tree Analysis

- Cause-consequence Diagram

- Reliability Block Diagram

- Probabilty Modeling

(2) Requirement Analysis Phase

- 0뿌rational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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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ov Modeling

- Monte Carlo Modeling

- Certifying Tools and Translators

(3) Design Phase

- Detennine Factors That Influence Reliabilty

- Reliability Time Line Model

-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 Safety Bag

- Sneak Circuit Analysis

- Reσy Fault Recov당y

- n-Version Prograrrnning

- Recovery Block Prograrmning

- Design Metrics

- Petri Nets

(4) Implementation Phase

(5) Test Phase

- Ceπifying Acquired or Reused Software Reliability

- Reliability Growth Modeling

- Software Testing (Unit->Functional->Integration->System)

(6) Installation and Verification Phase

- System Certification

- Acceptance Testing (Black‘ Box)

-204-



(7) 0야ration and Maintenance Phase

- Monitoring Degradation of System

- Root-cause Analysis

- Regression Testing (White-Box and Black-Box)

(8) Formal Methods

- VDM

- z
- EHDM

- Larch

- CSP

- Temporal Logic

- SCR

나) SW Safety Technique

- Software Hazard Analysis (FMEA)

- Common-cause failure analysis

다) 요소 기술

- Real-Time Perfonnance 가술

- Data Communication 기술

- PLC Safety 기술

2) 기술 특성

소프트훼어씌 품칠좋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선뢰성파 안전성을 반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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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계측 체어 계풍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이 두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는 신뢰성파

는 다른 문제이다. 소프트혜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결함

이 생겼다 할 지라도 이 결함아 전체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

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사고의 영향야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구현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플은 다

음과 같다.

가) SW Reliability Technique

(1) Concept Phase

(가-) Set Reliability Goals

소프트웨어 신뢰도 목표는 시스템 엔지니어와 사용자와 같이 일한 소

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소프트워1 어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설수

요자의 신뢰도 바랩이 이들 목표를 만들 때 고려되어야 한다. 대개 소프트웨어

신뢰성 목표는 소프트웨어 셜계자의 관점에서 설정되는데 이는 실수요자인 사용

자의 목표와 다르다. 사용자의 관점을 사용하는 것이 선뢰성 목표를 측정하는

더 나은 measure를 제공한다. 전체 시스템 목표， 시스템 성능 요건， 안전 시스템

고장시 영향， 테스팅 제한 사항틀， 사용자 요구 조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인 경

우에는 규제 가관의 요구 조건 이틀 모두가 신뢰성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목

표들은 환경과 대중 안전성， 전 시스템 성능의 중요성 그리고 이들 목표를 구현

하기 위한 설현 가능성 동에 마치는 영향에 따라 둥급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들 신뢰성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능력에 따라 소프트워l 어가 평가될 수 있고

그 목표들이 측정된다.

(나) Identify and Categorize Failure Modes

이 방법은 F‘MEAY. HAZOP를 수행하는데 주요한 업무이며 시스템

-206-



전체에 적용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고장 모드를 시스템에서 따로 떼어 내는 것은

어려우며， 고장 모드로 동록이 되면 그 발생 확률이나 섬각성에 따른 분류 작업

을 수행한다. 안전성윷 고려하지 않는 신뢰성 측면에서의 고장 모드는 그 발생

빈도에 의해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고장 발생 변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신뢰성

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안전성 중시 관점에서의 고장 모드는 그 영향이 위험

한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분류 작업이 수행되며 고장이 끼치

는 영향을 정의하는 것이 분류 작업에 도움을 준다.

(다) Fault-tree Modeling

Fault-tree Modeling은 시스템을 설명하고 고장의 원인과 영향을 정의

하기 위해 논리적인 트리 형식의 구조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요소 고장을 시스

템 고장에 연관시킨다. 이 모델링 기법은 Boolean algebra콜 사용하여 시스템의

산뢰성과 이용 가능성을 예측한다. Fault-tree modeling은 사건을이 고장을 일으

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스템을 나타댄다. 그러나 이 모델링은 단일 사고 가능

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중 사고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고수준에서 예측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 고장 logic이 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요소 고장을 단계별로 추적한다.

(라) Reliability Block Diagram

Reliability block diagram은 시스템 functional diagr없n을 정상 기능파

사고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면서 비교한다. 이 diagram은 사고의 흐름에 의해 시

스템을 묘사한다. 먼저 시스템의 초기 값과 경계를 정의하고 FNIEA나

functional diagram이 개발된 후에 block을 정 의 한다. Diagram에 서 의 각각의

block은 셔스템의 component를 나타내고 각 component는 여러 집합으로 분류된

다. 만약 한 집합에서 단일 component의 고장이 시스템 고창을 일으킬 경우

component 사이의 경로는 직렬이다. 만약 component A가 이상이 없으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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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동작 상태를 유지하고 component B가 시스템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게 되

고 그 다음 B가 성공이면 C가 시스템 성패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A,B,C 어

느 하나가 고장이면 그 시스템은 고장이다. 만약 중복성 component를 사용하면

경로는 병렬 형태인 n-out-of-m 시스템 구조를 생성한다. 이 사스템은 3

component 중 2 component7t 안전하면 그 시스템은 안전하다.

(마) Probabilty Modeling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과 신뢰성 측정을 위하여 확률 식이 truth table ,

Venn diagram, Boolean algebra 둥과 함께 사용된다. 시스템 이용 가능성과 신

뢰성을 계산하기 위해 component의 확률의 합이 이틀 공식플에 사용된다. 이용

가능성은 시스템 성공 확활의 합으로 겨1산된다. 성공 확률은 reliability block

diagram으로부터 얻어 진다. 이 겨법은 A，B，C가 다른 소프트웨어 요소얼 때 소

프트웨어 diversity를 모텔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신뢰도는 실패할 확률을 사

용함으로써 얻어지는데， 신뢰도 = 1 - 확률(실패) 이다. 잘 정의된 시스템에서는

실패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성공 경로악 수보다 적다. 따라서 이용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보다 실패 확룰에 Boolean algebra률 사용하여 선뢰성을 계산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2) Requirement Analysis Phase

(가) Markov Modeling

장점 : 모든 state-tree-based model (event-tree, fault-tree 동)을

Markov model로 변환시킬 수 있다. Markov model은 fault tree, reliability

block diagram,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여 모델링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

을 다룰 수 있다. 또한 Markov model은 중복의 단계가 요소 고장이나 이의 보

완으로 연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중복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 Markov model의

주요 장점은 하드웨어 요소와 소프트웨어 모률을 같온 모델 내에서 다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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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결정: 간단한 fault tree도 수천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markov model

로 생성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수행하는 사량은 전문화된 수학적 지식을 갖추어

야만 한다.

(나) Monte Carlo Modeling

장점: 이 방법은 복잡한 시스랩에도 적용 가능하다. 매일 혹은 주간의

통계학적 편차를 이 방법올 통하여 얻을 수 있다. Monte Carlo 방법에 있어서의

무작위성은 사람에 의해 간과되거나 분석에 의해 편중된 고장의 조합을 션택할

수 있다.

결점: 컴퓨터의 수많은 설행으로 버용이 증가되고 고장 평균 시간의

수령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하드웨어띄 출력과 솜력이 증가되면 이러한

단점은 사라질 것이다.

(3) Design Phase

(가)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장점 : 작은 subsystem 01 fault detection 기 법을 사용하면 정 의 된다. 이

들을 더 작은 단위로 세분할수록 가능한 시스템 고장의 자세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다.

결 점 : fault detection파 diagnosis를 자동화 할 때 처 리 량어 많아져서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을 저하사키고 그 복잡도가 증가된다.

(나) n- Version Programming

장점: 만약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생성된 소프트웨어 fault가 다

른 개발자의 fault와 무관하다면 그 소프프웨어의 n version은 다른 fault로 간주

된다. 즉 개발자는 공통모드고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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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 n-version 소프트혜어를 구현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나의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n배 비싸질 수 있다. 모든 개발 팀이 같은 소

프트웨어 명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세 상의 오류가 모든 다른 Version에서 발

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diversity를 구현하기 어렵고 다른 소프트웨어 상품들

이 다양한 벼견으로 동기화 되기 위하여 추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Recovery Block Programming

장점: 이 기법은 프로그램 철차서 모율 단계에서 다양성의 한 형태를

제공한다.

결점: Acceptance 테스트가 이 기법을 사용하는데 중요 국면이 된다.

Acceptance 테스트가 검증이 펼요한 source code algorithm 만큼 복잡해 질 수

있다.

(라) Design Metrics

장점: Static source-code rnaσIC는 이마 나와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를 사용함으로써 이용 가능하다. 프로그램 모률과 그에 대한 유지 보수 가능성

시험 가능성 사이에는 서로의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결점: 대부분의 수용된 matric들은 병렬이 아닌 순차적 프로그램에 적

용된다. 대부분의 설시간 시스템은 병렬적이다.

(마) Petri Nets

장점: Petri Net은 이해하기 쉽고 작은 시스템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

하다. Petri Net은 발견된 고장을 허용하기 위한 시스템 교정 수법으로 제공될

수 았다.

결점: 매우 깐단한 Petri net을 제외하고는 그래프 모양으로 전체 시스

랩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전체 상태 집합의 작은 부분만 시험 가능

하며 따라서 한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테스트하는 데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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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4) Implementation Phase

각 소프트워l 어 개발사 마련된 Coding Standard들이 있다.

(5) Test Phase

(가) Certifying Acquired or Reused Software Reliability

장점: 소프트웨어 component를 재 사용하는 것은 개발비와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사용 소프트웨어 component가 내재된 새로

운 소프트웨어 상품은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결점: 모돈 똑 같은 component가 동일한 fault를 가지고 있을 때 유사

한 시스템에 재사용 component를 여러번 사용하는 것온 공통모드고장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Structural Unit Testing

장점: 이 방법은 설계나 수행시 오류를 찾는데 유용하다. test case의

자동 생성이 가능하다. 이 기법은 모든 테스팅 방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오류를

찾아 낼 수 있다. 적절히 unit test를 수행하면 한 모률 내에서 70%의 결함을 찾

아 낼 수 있다.

결점: 이 기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요소의 구조를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기법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에 의해 수행된

다. 이라한 수행은 편중된 테스팅을 유도하게 된다. 만약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

한다 하더라도 이 기법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종류의 고신뢰도 소프트워l

어에서는 받아틀일 수 없는 많은 양의 테스팅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 Functional Unit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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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첨: Functional task는 가장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을 시험할 수 있고

이는 간단한 소프트돼어 오류를 찾아 낼 수 있다.

결점: 이 기법은 대개 한 프로그램 모률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개발 프

로그래머가 functional unit test를 수행하기 쉽다. 이것은 테스팅 과정에서의 편

중성을 가져오게 되고 발견되지 않은 오류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 Functional Specification Testing

장점: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이 펼요하지 않으므로 독립적

인 사람에 의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었다. 따라서 편중된 개발자가 그 결과에 영

향을 끼치지 않는다.

결접: 만약 이 방법이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거법이

라면 요구되는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가능한 테

스트 조건들에 대한 일부분만 포함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

이다.

(마) Stress Testing

장점: 시스템 고창 모드와 성능 저하 모드가 실제 중대 사고가 발생하

기 전에 결정되어 진다.

결점: 전 범위의 stress testing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비정상적인 사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전개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기술자의 지식이 요구된다. 이

틀 서나라오는 모의실험화 되어져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모든 비정상

사고 시나리오가 정의되고 시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바) Boundary-Value Testing

장점: 이 방법은 입력 영역 규정이 최종 프로그램 입력 영역과 일치하

는지를 점겸한다.

결점: 이 방법은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어 끝나지 않았어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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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가 개발된 후에 소프트웨어 오류와 시스템 고장을 발견한다. 이 단계에서

고장을 고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이전 단계의 개발 주기에서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또한 모든 영역 조건플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사) Probablistic Testing

장점. specification이 필요하지 않요므로 이 방법은 얼마 안되는 문서

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test case를 만들기 위한 약간의 노력이 요

구되지만 많은 case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테스팅

방식은 사람이 만드는 편종된 오류를 덜 발생시키고 failure rate measure를

lo-4;hour로 테스팅 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정: 만약 목표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다른 성능의 하

드웨어 상에서 테스트된다면 시간 특정은 고려할 수 없다. 만약 test case가 진

짜로 무작위적이고 일반 운전 모드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생성된 신뢰도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random test case는 부적합하다.

(아) Performance Testing

장접: 성능 테스팅은 다른 시험 방법에서 다루지 않은 fa띠t를 발견한

다.

결점 : 성능 measurement는 performance specification이 펼요하나 이 것

을 만플어 내는 것은 어렵다.

(6) Installation and Verification Phase

(가) System Certification

장점: 시스템 안전성에 관련된 실수요자와 개발자의 법적인 의무 사항

이 formal certification에 의 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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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 시스템 보증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서

수행된다. 오류를 고치고 성능올 향상사키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비

용들이 앞 단계의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서 보다 더 많이 펼요하다.

(나) Acceptance Testing (Black-Box)

장점: 최종 사용자가 질제 운전 환경 하애셔 시스템을 시험한다. 흔히

시스템의 실제 운전자가 시험을 수행하고 따라서 이전 테스팅 단계에서 고려되

지 않았던 운전 기록틀이 사용될 수 있다.

결점: 만약 시험된 시스템과 요구 조건 사이의 결함이 시정되지 않는

다면， 그 결함을 고치가 위한 비용이 크다. 사용자가 테스트 케이스흘 계획하고

만들고 수행셔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하나 어떤 사용차는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의 acceptance test는 비효율적이 된다.

(7)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가) Monitoring Degradation of System

장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셜치될 시기에 있거나 현재의 소프트웨어

를 upgrade 시키려고 할 때 신뢰도 정보가 이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신뢰도 테스트에서 측정된 오류의 빈도와 심각성은 문제점틀을 고처고 펼요한

자원을 정의하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결점: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후의 신뢰도를 측정한다. 이 주

기에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전 단계의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서 보다 더 많은 비용이 펼요하다.

(나) Regression Testing (White-Box and Black-Box)

장첨: Regression testing은 흔히 기능 시험에서 칸과하는 문제점을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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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 이 기법온 새 모률이 시스템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오휴를 발견， 보완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의 오류 보완온 새로운 모률의 단위，

지능， 시스템 테스탱 단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나) SW Safety Technique

시스뱀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한가지 방법은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JMEA) 어다. IEEE 352는 신뢰도 분석으로 F!v1EA를 분류하

고 었다. FMEA의 목표는 사스템 고장 모드와 그 결과들은 정의하기 위한 것이

다. 흔히 FMEA는 중복을 허용하는 부품틀에서의 공통 모드 고창을 포함하여

확대 해석된다. 이러한 확장은 common-cause failure analysis (CCFA)라 불리

며 모든 운전 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고장을 냐열한다. 화재나 지진，

홍수 둥과 같이 환경적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FJvffiA t+ CCFA는 시스템 전반

에 걸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다. 안전성 분석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소프

트웨 어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이 다. HAZOP는 소프트웨 어

개발 주기의 전 국연을 수용한다. 위험 분석가에 의해 교육받은 팀 기술자들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척인 고장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점겸한다.

HAZOP는 화재나 홍수， 지진， 범람 둥의 사고에 대해 요소 기능을 분석한다는

측변에서 시스템 요소의 고장 모드를 다루는 FJvffiA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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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디지혈 계측 제어 시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워l 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료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해결책， 정량적언 소프

트혜어 신뢰도 보장 문제 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디지렬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포 확보가 관건이며 고

신뢰도 확인 및 검증 가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계측 제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뎌지털화를 위

한 기반 기술이자 핵섬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을 우리 실정

에 맞게 개발， 정립하기 위한 준버 단계로서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기능 요건， 기술 요건 둥을 도출하였으며 규제 요건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이

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 기술을 자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술 개발 계획과 전략 추진 계획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프

트웨어 확인 및 검증 개발 환경 구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앞 절에서

밝힌 전체 계획의 l 단계 연구 내용인 CASE를 이용한 개발 환경 구축과 다양

한 요건을 만족하는 V&V 방법론 개발의 기술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

다.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요건을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 관점에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가 공감하는 합의 기준이 되기 위

해 펼요한 기술적인 측면을 파악해 봄으로써 규제 ·요건이 정립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 요건 정립 방향은 바로 우리가 연구 개발할 고

신뢰도 소프트워l 어 확인 및 검증 지침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일부가 된다. 또

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규제 요건， 규제 방법， 규제 접근 방법 둥에

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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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 소프트웨어 V&V 기술 정립을 위한 기능적， 기술적， 규제 관련 요구 사양

들올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술 현안틀은 고산뢰도 소프트훼어 확인 및 검증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유의 원전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

으로 개발될 지침서와 개발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며 구체척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단위의 기반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 후속기 계

측 제어 시스템 디지탤화를 계획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을 개발 확보하는 것이 디지털 계측 제

어 시스템 기술 자립을 위한 펼수 요건이며 전체 디지탈 계측 제어 시스템의

Quality 와 Safety를 보장하기 위한 핵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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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험겸증설비 개발환경 구흙

제 1절 시험검증설비 개발동향 및 응용사례 조사

1. 개요

최근 들어 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해 렬레이 및 아날로그 기기의 생산 단절에 ·

따라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록

전통적으로 보수척인 원자력산업에서도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만아니라 새로 설계되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도 디지탈 기술

의 적용은 펼연적이 되었다.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 강언제어 (robust

controD 기 법 이 나 적응채 어 (adaptive controD 기 법 둥 새로운 디지 털 제어 기 법을

적용하거나，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동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운전원 및

보수요원을 지원하는 운전지원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디지털

기법이나 개발될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의 시험 및 검증이 필수적여다.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의 목적은 새롭게 개발되는 제어 및 보호 알고리즘， 경보 찰고리즘

및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여 개발될 운전지원계풍의 기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있다.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의 개발은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prototype 및

mockup 동을 개발하여 개발될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하며，

개발된 prototype 및 mockup은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 상태의 신

호를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요구 출력신호를 발생하여 원전의 상태가 정상상태

또는 운전원이 요구하는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계측

제어계통에 적용되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면서 계측제어계통의

기능이 종합적이고(integrated)I 지능척이며 (intelligent) ， 다양해 (diverse)지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신호들은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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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디지털 및 아날로그 선호종류， 신호레벨 둥)， 연속적이고， 설시간으

로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

를 모의화하고 신호를 발생하여 개발된 prototype이나 mo다cup을 통하여 개발될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검증절비를 개량형 계측제어계통 개

발 및 챔단 계측채어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셜비로 개발하고 있다.

본 ”첨단 계측제어기술 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경보 알고리즘， 제어

·기법 및 계측제어계통은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적 종합기술이며， 이둘 기

능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 신호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야 한다. 이러한 신호들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모의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신호들을 제공하고， ”첨단 계측제어가술 개발”과제

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이나 계통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prototype 이나，

mockup으로부터 생성되는 제어， 보호 및 감시신호를 받아 원자력발전소의 상태

를 감시하여 알고리즘이나 개발된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을 시험 및 검증할 수 있

는 독립적인 시험검증셜비의 개발이 반드시 훨요하다. 본 ”챔단 계측제어기술 개

발”과제 중 r시험검증기술 환경 구축’의 제 1 단계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중이

거나 사용중인 계측제어계풍의 시험검증셜비 개발 동향과 응용사례를 조사， 분석

하고， 당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험검증설비의 구성과 기능요건을 설정한

다음， 샤험검증절비의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수학적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확보

하는데 있다.

2. 선진국의 개발동향 및 응용사례 조사

가. 미국 EPRI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요건

EPRI는 디지털 기술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제어 계통이나 발

전소 보호계통 개발 초기부터 입출력 신호의 유무를 확인하고， prototype 을 제

작하여 계통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동적 모사(dynamic simulation)7t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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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시율레이터나 전규모(full-scope) 시율레이터와 통합(integra디on)하여 그

계통악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설히 시험 및 검증하고 난 후에 설제 원전에 적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hα，fiS 설계절~Hdesign process)는 디지털 컴퓨

터기반의 홍적 모델을 가져야 하고， 각각의 제어계통을 포함하는 전 플랜트 응답

올 제공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시 dynamic simulator가 필요하게 된다.

• 정상상태와 파도상태 해석

• 제어 scheme의 타당성 확인

• 자동제어/수동제어 배치 확인

• 발전소 운전절차 확인

• 설계변경의 펼요성이 업증된 경우 설계변경 수행

• MJ\1IS 셜계 최종단계에서 문서화

경보시스템 개발시에는 특정 경보 선택의 적절성 음향 및 시각적 표시의 효율

성， 경보와 운전원사이의 상호작용 기기와 방법(인지방법， 표시화면 선택둥)에 설

시간 동적 시융레이터를 통하여 확인되도록 하고 있다.

나， 프랑스 EdF N4 원전의 계측제어계통 개발을 위한 사험검증설비

프랑스는 EdF(프랑스 전력공사)를 종심으로 원자력 계측체어계통의 설계

개선 및 디지털 기술악 원전 적용올 위해 노력해 왔다.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부터 디지탤 보호 및 제어계통을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1970년대

후반에 디지털 보호 계홍의 자체 시혐을 완료했다. 이후 프랑스는 1980년대 초

반부터 동척‘ Mock-Up (dynamic Mock-Up)을 제작하여 디지털 보호계통의 기

능， 안전성 및 신뢰성을 시험하고 검증한 후에 1985년에 가서 비로소 디지털

보호계통을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였다. 프랑스는 디지탤 보호 및 제버계통을 실

제 발전소에 적용한후에 냐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간공학척 개념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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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디지털 기술 및 운전원 지원셜비동 신기술의 원전 적용을 시험 및 검증할 수

있는 검증셜비졸 제작하고 있다.<그림 5-1>은 프랑스가 디지털 제어 계통 및

계통에 야용된 소프트웨어를 통합 검증하는 개략척인 구성도이다.

다. OEeD Halden의 계측제어계통 개발을 위한 시험검증셜비

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인간-기계 연계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이런 인간-기계 연계계통에 대한 연구 결과는 NORS(Nokia

Research Simulator)라 불려는 PWR형 전규모 시률레이터에 연결되어 그 기능이

검중되고 있다. NORS 시률레이터는 인간공학 연구의 실험척 검증을 주로 수행

하기 위해 실제 규모의 모의 원전 주제어실인 HMαI1LAB(H려den

Man-Machine Research Laboratory)에 설치된 검증 시률레이터로 디지털 기술

을 적용한 제어 및 보호 모률은 물론 운전원의 운전과 관련된 운전지원계통둥

신기술이 적용된 계통의 기능을 검증하는 검증셜비이다.<그림 5-2>는 HRP에

서 활용하고 있는 시험검증설벼의 구성도이다.

라. 미국 ORNL의 신 디지털 기술개발을 위한 통합 시험검증설비

ORNL은 과도상태시 가기와 운전원의 부담(stress)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감독자 제어 (supervisory controD 개념을 고려했다. 이 감독자 체어 깨념

은 발전소 상태에 따라 변하는 공정제어 전략， 발전소의 운전 상태 및 발전소 제

어와 기기의 제한조건 동에 의존하는 자동제어기기와 운전원의 협력 관계를 기

본 개념으로 하는 전문가 시스템의 개념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어 알고려중파 개

념은 실제 원전에 적용되기 전에 원전의 실제적인 환경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어

야 한다. 따라서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는 감독자 제어 기 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및 검증 설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셔

험검증절비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적 (distributed) 모사

(simulation) I 분산제어， 전문가시스탬 및 인간 기계 연계 기술들을 종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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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모율화 원전인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ALMR)에 적용될 최적쳐1 어

기 볍 (optimal control algorithm), 적응제어 기 법 (adaptive control algorithm)과 퍼

지논리 (fuzzy logic)둥과 전문가시스템둥 인공지능을 이용한 통합 Supervisory

디지털 제어 개념의 개발과 실증(demonstration)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그림

5-3>은 ORNL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험 및 검증설비의 깨략적 구성도이며 그

구성과 가능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전체 발전소 감독자 각각이 세개의 NSSS 감독자와 하나의 BOP

감독자로 구성된 세재의 파워 블럭 감독자들로 계충적으로 구성된 감독자

제어기

‘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발전소 보호 계통

- 하나의 BOP로 열을 공급하는 세개의 LMR NSSS를 포함하는 ALMR 파

워 블럭 동적 시율례 이 터 (dynamic simulator)

- 하나의 고전척인 스위치동을 포함하는 첨단(advanced) 자동제어기기

- 한 세트의 첨단(advanced) MMI 겨기

3. 국내의 개발기술 및 동향

국내의 경우 시험검증설비 주변의 기술은 일부 개발되고 었다. 시험 및 검증

설비에 관한 기술로는 실시간 처리 및 설비운용 기술， 원전 노샘 및 NSSS와

BOP의 열수력학적 모델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interface) ， 시험검

증의 감시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몇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integration) 기술 풍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원전안전정보 시스템

(NSIS:Nuclear Safety Information System), 교육훈련용 시률레이터

(ACNS:Advanced Compact Nuclear Simulator)악 개발 및 개 량형 가압경수로

기술개발 중 주제어실 설계 개선 과제를 통해 이 기술들의 일부를 축적하고 있

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둥에서는 노섬 및 NSSS의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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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시험검증설비가 다지털 및 신기술올 적용한

알고려즘 및 계통의 기능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노심， NSSS 및 BOP의 수학적

모델령， 실시각 처리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셜비둥과 기술들이 통합

(integration) 되어야 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셜비와 기술둥이 통합된 시험 및

검증 설벼의 개발이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4. 국내외 설계동향 및 응용사례에 대한 평가

가. 국내외 설계동향 및 응용사례에 대한 평가

전자산업의 발달로 공정제어 계통이 디지탈 기술 및 신기술의 적용으로

자동화되어 가는 것은 일반적인 추셰이며， 원자력 산업의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및 신기술의 원전 적용은 휠연적이다. 그러나 새로이 개발되는 다지렬 기

술 및 신기술의 원전 적용을 위책서는 원전의 안전성 때문에 적용된 기술의 신

뢰성어 원전 적용 이전에 시험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험 및 검증셜

벼의 개발은 펼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에 뎌지털 제어계통을 아날로그 공정제어 계통에 부수

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셜치할 때 즉， 증기발생기 수위제어계통 시물레이터를 독자

적으로 개발하여 개발된 디지털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사용하였다. 울진과

영광에 설치되고 있는 운전원 지원시스템 (OACS: Operator Aids Computer

System)의 기능은 플랜트 컴퓨터의 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원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그 이용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노후화된 기기의 교체를 위해 디지렬 기술을

원전에 적용하기 시작하변서 교체되는 지기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한 설비의 개발애 관성을 두게 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기기의

교체 및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시험검증셜비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노섬 및 일차와 이차계통의 수학적 모델의 개발 및 교육훈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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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률레이터의 개발로 시험 및 검증 설비 개발을 위한 주변기술이 축적되었고， 디

지털 제어기술 및 신기술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어 이틀 기술의 원전 적용 전단

계의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시험 및 검증설비의 훨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나. 세부 기술사항의 겹토 분석

1) 해외 시험검증설벼의 셜계현황

해외 각국의 사험검증셜비의 개발상황비교는 <표 5-1> 과 같다.

<표 5-1> 해외 시험검증설비 설계현황

ORNL HALDEN N4 Westinghouse EPRI요건

Dynamic
명칭 ACRF NORS S3C

simulator
r-'

계층적 감독
시스템 기능， 일부 제어기 개발된 계통기농

기능 자 제어개념 개발된 시스
시스템 통합능의 off-line 및 개념의 동척

디숭1 및 계층적 템 및 MMI
개념， MMI 검증 시블레이션 검증

트「등λ。J 통신 구조 개념 검증
개념 검증 (선호검증) 요구

검증

전규모규모 전규모 전규모 전규모 off-line test

O
전계통 통합

X 。On-line 。

검증
검증

실시간
。 o 。 off-line O

검 :::z-
。

전체의I&C
모율화된 셜

기존 샤률레 짧된설계채깨발된계통세애발된셜계개
계로 새로운

이터의 개념 개념의 검증 -념 및 계통의
제어개념의

으로 운전원
과 r。처원의카이시」호-이퍼줄커끼느。으E 건겨증하

장단점 검증과 통합
파 관련된랩ALE 」검증려L「을%겁개증ν하R 기위하ι 얹n

된 제어개념
계통의 검증 하느 처규모 L 시율레이터 -

의 검증이
에 용이 의시물」페헤이，검죠。 압

가능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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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L이나 HRP와 같은 순수연구기관에서는 주로 해당기관에서 개발할 개량

형 계측제어계통을 시험하고 검증하는데 시험검증설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N4나 웨스탱하우스와 같은 원전공급자는 개발된 계측제어계통의 시험 및 검증

과 주제어실의 설계 둥에 활용하고 있다. EPRI URD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서

도 주제어실의 설계까지 활용할 수준의 시험검증설비는 N4의 S3C 시률레이터가

가장잘 되어있어 이를 본 파체의 설계대상으로 한다.

2) 주요 기술사항 및 가술수준 분석펑가

가) 외국의 경우

- 시험검증설비 운용 소프트웨어 기술:

원전 컴퓨터 계통의 셜계 및 전규모 시률레이터의 개발로 충분한 기

술을 축적하고 있다.

- 원전 계통의 수학적 모텔링 개발:

노섬， 일차계통 및 이차계통의 수학적 모텔링 경험이 풍부하여 자체

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 소프트워l 어， 하드웨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충분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적용 단계에 있다.

- 계통 통합(integration) 기 술:

디지털 기술 및 신기술의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수학적 모텔과 이

를 제어하겨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프웨어의 통합(integra피on) 기술은

현재 개발중이거냐 완료 단계에 었다.

나) 국내의 경우

- 시험검증설비 운용 소프트워l 어 가술:

규모가 작은 안전정보 계통이나 교육훈련용 시율레이터에 적용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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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험이 었다.

- 원전 계통의 수학적 모델링 개발:

노섬， 일차계통 및 이차계홍의 수학적 모델링의 경험 이 다소 부족하

나 기술 자문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적용 경험은 충분하지 못하나 산업체 및 자체적 기술을 이용하여 개

발 할 수 있다，

- 계통 통합(integra디on) 기술:

규모가 작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통합(integration)의 경

헝은 약간 있다.

제 2 절 시험검증설비의 구성 및 기능요건 설정

1. 시험검증설비 하드웨어

가. 하드웨어 구성 및 기능

하드웨어는 크게 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시험판넬， I/O 인터페이스， 제어

알고려즘 구현 컴퓨터 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구성은 <그립 5-4>와 같으

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앞서 언급한 소프트혜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발전소 계

통 수학적 모렐의 제어 알고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모두 주 컴퓨터에

저장 및 수행이 된다. 주 컴퓨터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실서간으로 복수작업

(multi-task) 기능을 가지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내부 타이머는

100msec 이하의 해상도를 가져야 하고， 복수작업를 위하여 자체 하드웨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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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time interrupt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률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모든 프로그램을 저장 및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 며나 컴퓨

터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주변기기로는 disk 마iver， color CRT(terrninal 및

display 겸용， terminal 겸용이 아닌 경우 별도의 화면표시용 CRT 펼요)， 키보

드， 마우스 둥이 필요하다. 이중에 disk driver는 모든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

고， 시험검증설비에서 생성되는 모든 신호를 장시간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화면표시용 color CRT는 각종 화면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상도가 높

아야 한다.

2) 시험판넬

시험판넬은 크게 시험검증설비 상돼를 나타내는 정보표시부분과 발전소

계통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시험겸증설비의 상태로는

전원상태/체어， 발전소 계통 상태/제어둥을 처리하는 램프， 스위치， 프라즈마 또

는 EL 형 touch screen이 있고， 발전소 계통 상태는 가능한 한 화면표시용 color

CRT에 표시되는 것이 확장성 몇 유연성이 뛰어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

냐 필요에 따라 일부 중요 변수를 표시하는 램프， LED로 표시하는 것이 유리

한 경우도 있다. 또한 발전소 계통중 펌프 밸브둥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prototype에 직접 제어신호를 줄 수 있는 스위치 또논 제어거둥과， 시험검증셜비

에서 만블어지는 발전소 계통 신호중 prototype의 압력단으로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전류， 전압둥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신호단자둥이 필요하다.

전체 판넬은 수정과 변경이 가능한 모자이크 판넬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호단자의 경우， 가능한 발전소 계통별， 신호 종류에 따라 단자함을 구성하는

것이 보수유지 및 검사 확인둥올 위해 바람직하다. 신호단자에 나타나는 신호는

궁극적으로 계측제어계통에 보내지는 발전소 계통 신호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초

기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하나의 단자를 경우에 따라 다른 신호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계측제어 기술 개발의 최종단계에서는 단자의 수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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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확장하여 가급적 하나의 단자가 하나의 선호흘 대표하는 방법포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겸우 신호단자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신호단자의 수가 많아질 경우 선호레벨의 정확성을 검사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야를 위해 신호단자의 신호를 받아 이를 디지털 신

호로 변환시켜 주컴퓨터에서 발생시킨 원래 신호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펼요하다.

3) LlO 인터페이스

시험검증설비에서 발생되는 각종신호는 초기단계에서 적어도 수백개 이상

이고 첨단계측체어 기술 개발이 진행될수록 이의 숫자는 점점 늘어갈 것이다. 따

라서 이들 신호틀을 실시간으로 처려하기위해서는 주컴퓨터의 성능 뿐만 아니라

이틀 신호룰 판넬에 전달하는 VO 인터페이스 및 통신의 성능도 매우 중요하다.

VO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AID. D/A 변환기의 변환속도가 빠르고 전류 및 전

압으로 변환시 그 정확도가 높을 수록 유리하다. 대체로 변환기는 12 비트 이상

의 정벌도를 갖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이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온 병렬

전송 방식이 직렬 전송방식보다 훨씬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벌용 통신망을 사

용하거나 펼요에 따라 자체제작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4) 제어 얄고리즘 구현 컴퓨터

앞서 언급한 바와 갈이 시험검증설비는 새로 개발될 제어기기를 시험하

기 위해 관련 제어기가 반드시 펼요하며， 이를 위해 발전소 주요계통의 제어가는

수학적 모델로 시험검증젤비에 포함되어야 한다(여기에 사용되는 제어 알고리즘

은 기존 발전소 알고리즘을 사용). 그러나 첨단 껴1측제어기술 개발 결파 구현되

는 제어기 prototype이 제작 시험될 경우， 기존 제어 알고리즘은 삭제되어야 한

다. 시험검증설비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제어 알고리즘을 별도의

workstation 급 컴퓨터에 구현하여 쉽게 prototype과 교체 가능하도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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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검증셜비 소프트웨어

시험검증셜비는 첨단계측제어기술 개발파정에 구현되는 prototype을 시험검

증함으로써 그 가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첨단 계측제어의 주요 기능은

제어 및 감시이며， 이들 기능을 확인하거 위해서 prototype 에 제공되어야 하는

업력신호는 발전소의 계통 및 계측제어기기 동으로부터 주어지눈 입력과 같거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사해야 한다.

가. 시험검증설벼의 입출력 신호조건

1) 제어기능 확인을 위한 신호

제어기능의 확인은 시험검증셜비가 단순히 제어기(prototype)의 입력신

호를 제공하는 것어 아니라， 제어기로부터 생성되는 출력신호를 받아 이에 맞

게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 신호는 실제 발전소가 체어기에 따라 변화되는 추

이뿐 만 아니라， 가능한 한 변화량파 변화속도도 실제 발전소와 유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논리제어인 경우는 입력 선호패턴이 O또는 1의 조합으로 이

들의 입력가능한 모든 조합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보내고， 제어기의 출력신호를

받아 이를 겸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경우

(아날로그 선호를 AID 변환기를 통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화고， ON/OFF가 아

닌 숫자로 변환된 신호도 포함. 죽 전압둥 ON/OFF가 아닌 신호로 발전소계통

을 제어하는 모든 경우)에 변화량， 변화속도， 변화추이 둥이 모두 확언 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압력신호에 대한 제어기의 다양한 출력신호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력패턴을 만들어 저장하는 것과 아울러 이에 대하여 제어가의 출력신

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발전소의 수학적 모렐을 이

용하여 제어기의 입출력을 상태에 맞게 연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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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기능 확인을 위한 신호

제어기능 확인은 제어기기에 따라 제한된 척은 입출력 신호만 훨요하지

만 감시겨능은 대체로 많온 양의 신호를 펼요로 한다. 따라서 감시용 기

기 (prototype) 에 신호를 연속적으로 실시간 처리하여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실제 발전소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신호를 off line으로 컴퓨

터메모리에 저장하여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방법이 있고 아날로그 제어기에 사

용되는 신호와 같이 발전소계통의 수학적 모텔을 만들어서 신호를 제공하는 방

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특정한 발전소에 맞게 정확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상태 및 새로운 신호의 추가가 어렵고， 후자의 경우는 다

양한 상태 및 신호제공은 비교적 쉬우나， 특정발전소 신호와 차이가 있을 수 있

고， 또한 채발에 장71 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감시계통은 신호의 변화량， 변화속

도， 변화추이 동 신호자체의 정확성보다， 신호의 상태에 따라 감시기기가 어떻게

동작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장기

적으로 유리하다.

나. 시험검증설비악 소프르웨어 구성 및 기능

소프트웨어 기능은 크게 소프트웨어 전체를 실시간 복수작업

(multi-tasking)으로 운용 및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기능， 발전소계통 수학적 모텔

링 또는 기기 업출력신호의 시나리오， 발전소 신호 상태의 저장 및 재생기능， 발

전소겨}통 신호 표시 (display) 기능(text or graphic), 하드웨어를 통하여

prototype파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입출력 기능， 발전소 신호의 자료관려

기능 및 하드웨어 시험 기능 동이 필요하다. 각각의 기능은 각각 소프트혜어 모

률로 구현되며， 시험검증설비의 소프트웨어 구성은 <그림 5-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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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운영기능

실제 발전소의 경우 계통으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는 연속적으로 제공되지

만 시험검증설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공되므로 하나의 신호가 갱신되

기 위해서 일정시간 이상의 시간간격을 가지게 된다. 시간간격은 작을수록 좋요

나 이는 컴퓨터 속도 및 용량에 의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첨단

계측제어의 경우 대부분의 신호가 디지렬로 바뀌고 이는 다시 통신망을 통해

제어기에 전달이 되므로 계측제어계통 자체의 선호처리도 시간간격을 갖게 된다.

대체로 현재 연구중인 선진외국의 경우， 통신망에 의해 전달되는 신호의 시간간

격은 100msec 이상이 되므로 서험검증셜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호를 처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 기능을 수행하가 위해셔는 실시간으로 동작되어

야 하는 소프트웨어 모률이 시간간격 이내에， 시간 여유도 50% 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컴퓨터의 속도 및 용량이 충분해야 하고 컴퓨터 내부 타이머 (t따ler)는

100msec이내의 해상도 (resolution)를 갖는 시각정보를 알 수 었는 소프트웨어

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스템 운영기능중 또 하나의 중요한 가능은 복수작업

(multi-tasking)기능으로 실시간 처리되는 모률여 시간간격으로 계속 수행되는

중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각종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즉， 위의 가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랩 중 발전소계통의 수학적 모렐， 신호 입출력， 신호 표시동의

실시간 모률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수행되고 있는 중에 발전소 신호의 저장， 표

시 (dis며ay) 모율변경， 시간간격 조절， 실시각 프로그램 정지 및 수행 둥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수작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이머

(timer)로부터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한 time interrupt가 제공되어야 한

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은 타이머(디mer) 로부터 연속적으로 시각을 검사하

여 일정환 시각에 실시간 모률을 수행하고， 실시간 모율의 수행이 끝난 후에 사

용자 명령어가 틀어 있는 키보드 둥의 입력 버퍼를 읽고 그 내용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명령의 수행은 실시간 모률의 수행시간파 합친 시간이

정해진 시간간격 (lOOmsec)을 넘지 않도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부득이 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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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용자 명령 수행 프로그램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하도록 한다. 그

라나 하드웨어 인터렵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 경우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이에 맞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 발전소계통 수학적 모델 또는 신호 입출력 시나리오

이 기능은 첨단계측제어기술 개발 과정에 구현되는 prototype 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 계통의 입출력 신호를 생성 및 처리한다. 이 기능을 위

해서는 발전소계통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어떤 업력조건에 대해서도 연

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열정한 조건하에 실제의 특정 발전소와

같은 신호를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일정한 시깐깐격으로 신호를 내보대

는 신호 입출력 시나리오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실제 발전소와 약

간의 오차를 가질 수 있으나， 어펀 입출력 상태라도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를 구현하는데 장시간이 소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앞서 셜명한 바와 같이 논

리회로 검사 또는 감시기기 검사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이나， 제어기가와

같이 신호를 발생하는 경우 이 신호들을 받아 적절한 상태로 변환시키기 어렵다.

현재 선진 외국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통한 시험검증방법이 활발이 연구되고 있

으며，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기능 검사에도 적용하려

는 연구가 활발허 진행되고 있다. 본 시험검증설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연수원

시율레이터에 포함된 수학적 모델령과 SMABRE(SMAll BREak analysis) 코드

를 사용하기로 한다. 기능시험시 펼요하나 제공하지 못하는 수학적 모델링은 펼

요에 따라 개발하거나 신호입출력 서나라오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수학적 모델령으로 해결하고 수학적 모텔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에만 신호입출력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룩 한다.

3) 발전소 상태 저장 및 재생기능

발전소의 상태는 순간적인 발전소의 중요 변수의 값틀의 집합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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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전소 상태는 prototype의 업력조건에 필수척이다.

prototype은 입력조건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른 기능을 컴사활 필요가 있다. 특히 수학적 모텔을 이용한 발전소 신

호 입출력의 경우에는 여러 변수가 다양한 조합으로 상태의 종류가 거의 무한대

에 가까우므로 펼요한 상태롤 초기조건으로부터 유도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요

구된다. 따라서 검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발전소 계통의 단계별， 기동상태，

임계상태， 고온대기 (hot standby), 터빈기동(turbine rolling) , 25%부하， 50%부

하， 100%부하 상태동으로 저장하고 펼요할 때 이를 재생하고 prototype 기능시

험에 요구되는 상태를 이들로부터 유도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단계별 상태 이외

에도 기능시험중 발생한 특수한 상태를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4) 발전소 신호 표시 (Display)

발전소 신호 표시는 계측제어계통의 중요 기능일 뿐만 아니라， 시험검증

젤비에서도 하드웨어 몇 소프트웨어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발전소 신호 표시는 컴퓨터 화면에 택스트 또는 그래픽을 써서 발전소

상태 또는 시험검증설비 동작상태 및 시험결파를 보여주게 된다. 현재까지 국내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면 발생기(영광 3&4) 의 경우는 화면 설계차가 직접

화면상에서 대화형식으로 그렴을 그리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는 NUPLEX 80+ 또는 N4의 고유 화면발생기에 비하면 매우 낙

후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위의 예에서 선진 외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특수

상황으로 언하여 대부분의 화면발생기는 발전소 설계회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

웨어 tool을 주로 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면발생을 위한 범용 소프

트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룰 시간적， 인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볼 가치가 있

다. 표시 화면종류는 문자화변， P&ID, trend curve, bar chart 퉁 많은 종류가 있

으며， 이들이 필요에 따라 복합적인 형태로 표현훨 수 있다. 이러한 화면 셜계

시 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표시 자료관려와 실시간 처리 둥이 었으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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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변수 ill, 표시위치 I color, 상태 둥의 정보가 필요하다. 실시간처리는 특

히 trend curve의 화면표시에 있어서， 이를 위하여 해당변수의 일정기간의 과거

값을 저장하고 이를 정해진 매 시간간격으로 표시 및 갱신해야 하므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택 및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시험겸증설비에

있어서 화면표시 기능은 prototype 시험결과 확인 이외에도 개발단계에 있어

서 시험검증셜벼 자체 시험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어를 보다 효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운용중인 때에도 필요한 변수를 화

면에 표시하거나 변수값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신호 입출력

선호 입출력 기능은 발전소 계통 신호 테이타베이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 테이타베이스로부터 매 시칸간격으로 시험검증설벼 하드웨어(예를 들

면， 램프， LED, 스위치， 프라즈마 또는 EL 표시가， 신호단자둥) 및 계측제어

prototype 에 신호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도 정해진 매 시간간격으

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시간간격은 시험검증절바 성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궤어는 하드웨어에 매우 의존적이며， 일반

발전소에 사용되는 유사 기능의 하드웨어는 발전소 특성상(신뢰성 안전성 둥을

고려하여) 셜계회사의 고유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시험검증설비의

경우에는 신뢰성 몇 안전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독자 개발 모델 또

는 원자력발전소용일 펼요는 없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험검증설비의 성능에 부합

되는 범용 하드혜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첨단계측제어계통 기술 개발결과 차

후에 채택되는 통신망을 후에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6) 발전소 신호 자료관리

시험검증설비에서 생성되는 발전소 신호의 자료는 앞서 언급한 각종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단

-235-



계에서는 각 설계자들이 같은 자료를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졸

자료를 일관성 있게 유져하기 위해 자료의 관리 및 통제가 불가피하다. 특히 변

수명， 셜명푼(description) , 테이타형태둥은 최소한의 프로그램단위마다 통일되어

야 하고1 이틀 정보는 각 프로그래머에게 알기 쉽게 표현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현시에 이들은 하나의 데이타베이스로 통합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도

록 한다.

7) 하드웨어 시험 기능

시험검증설비는 prortotype올 시험하는 것이므로 시험검증설비의 고장으

로 그 결과가 잘못 판정되어서는 안된다. 시험검증셜비의 하드웨어 즉， 신호표시

판넬에 있는 랩프， LED, 스위치， 프라즈마 또는 EL 표시기， 신호단자동의 고장

을 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요하다. 이 기능은 각각의 위치에 있는 기기들

을 독립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하고， 스위치의 경우논 작동시켰을 때 그 스위

치의 어드레스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램프와 같은 경우는 동시에 또는 순차

적으로 on/off 하도록 하여 검사를 쉽게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시험검증설비의 소프트웨어는 위의 기능을 가능한 한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그려나 시험대상인 prototype 에 따라서 그 규모와 개발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수학적 모델멍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시험검증셜비만을 위하여 발전소 모텔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개발초기에는 야미 완성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애서 교육

훈련에 사용중인 Compact Nuclear Simulator(CNS) 수학적모텔을 그대로 사용하

고， 각종 응용 프로그램만 개발하도록 한다. 현재 eNS는 Micro VAXII 컴퓨터 의

VAX!\대1.15 운영체제하에서 사용되고 었으므로 HP 715/33 UNIX 운영체제하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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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NS는 왜스팅하우스 3 loop, 930MW PWR를 기본 참조모델로 하고， 고

리 3，4호기콜 상세 참조모텔로 하여 제작되었으므로 현재 건설중인 영광 3，4호거

나 울진 3，4호기와 같은 ABB-CE형 2 loop PWR의 계통특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웨스탱하우스 PWR의 계통특성을 나타내는 시험검증설비

를 완성한 다음， ABB-CE형 PWR의 계통특성을 가지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검증설버를 개발하도록 한다.

발전소 계통의 수학적 모델은 초기단계에 각각의 제어 prototype을 검사하기

위해서 관련 계통 제어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펼요하므로 초기에는 1차계통 주

요 제어기는 개발될 prototype 에 상관없이 구현하여 시험검증젤비에 포함시키고，

prototype 이 재발되변 해당 시험검증셜바 내에 있는 제어알고리즘을 삭제하고 이

제어기능은 prototype 이 대신하도록 한다. 한편 실시간 처리면에 있어서 시간간 i

격은 하도웨어 성능에 멸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200msec로 하고 후에

보다 짧은 시간간격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 3절 하드웨어 채발

1. 개요

시험검증용 하드웨어는 피시험체 즉， 개발된 prototyoe 의 기능적인 만족여부

를 실제의 발전소 상황을 가상하여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의 수행을 위

해서는 개발된 시스템의 전기적인 신호를 충분히 취묵하여 검증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주 컴퓨터에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실제의 발전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실시간처리가 되어야 하며 하드웨어의 건전성도

감시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깐처리는 소프트혜어 및 하드웨어의 제약조건에적합

한 기종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범용의 하드웨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개발된

계통의 처리시간 및 속도보다도 시험용 설비의 하드웨어는 더 높은 둥급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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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EPRI의 요건이기도 하며， 일반적인 테스트시스템의

구성시에도 반드시 지켜져야할 내용이다.

서험용 하드웨어의 고장으로 인한 개발된 피시험체의 고장파급을 방지하는

설계가 되어야 하며， 잡음에 강인한 계통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용 하드웨어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I EMI/RF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에 견다는 기종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피시험체의 이상이 시험설비의 고유한 건전성에 영향을 주어 주 컴퓨터

및 각종 하부계통으로의 전달아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피시험체의 상황

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표시가 되어야 하며， 피시험체가 완전하게 소프트혜어와

이를 탑재한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위한 시험도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하드웨어구성

시험검증용 전체의 하드혜어는 시험검증용 소포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주컴

퓨터 및 주변기기， 그리고 주컴퓨터와 펴시험체를 연결하논 인터페이스장치， 펴

시험체의 상황 설정 및 상태표시용 test panel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의 상세

한 구성은 <그림 5-6>파 같다. 피시험체의 신호를 취득하고 시험용 젤벼의 출

력을 다시 피서험체로 보내는 장치는 VXI bus에 기반을 둔 VXI 셔스템으로 구

성하였다.

VXI bus의 장비는 범용의 계측기 및 선호 취득장치둥을 한개의 Rack에 내장

할 수 있도록 구성된 off-the-shelf 기기로 한개의 메인프레임에 13개 까지의 모

률을 구성할 수 있다. 야는 최근에 개발된 개방형 사스템 구조로 다양한 제조 업

체의 생산 모율을 하나와 본체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장비 이다，

모률칸의 호환성 및 표준화가 강조되고 있는 원전에서의 계측제어계통 개발 및

시험장치의 개발에 적합하여 선정 하였다. 현재 전세계 100여개의 업체에서 생산

되고 있는 산업표준이며， 모률의 크기， 하드웨어 가능 및 통신프로토콜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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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하고 있어 응용 분야에 따른 계통의 구성이 쉬우며， 호환성이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VXI계통에 대한 상세한 기농적 설명과 젤계는 다음의

DAS(data acquisition system)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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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Test Facility Hardwar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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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깐의 통신은 널리 산업체나， 연구분야에서 사용되는 GPIB(general

purpose interface bus}를 근간으로 하는 I\1XI bus로 구성하여 피시험체의 인터

페이스 bus보다 처리속도가 빠르게 구성 하였다. 속도는 20Mbps 이며， VXI Bus

와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므로 처려속도가 일반 GPIB구성시 보다 빠르

다. 일반 GPIB는 최고 처리속도가 2Mbps를 초과하기 힘들다.

가. 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주 컴퓨터는 각종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업력되는 선호를 받아 시험

용 소프트웨어 및 선호처리기륜 동하여 처리후 펼요한 신호륜 출력하는 가능을

수행 한다. 신호의 입력 상태 및 출력상태가 모니터상에 표시되며 켜보드나， 마

우스동의 조작기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 주컴퓨터는 HP 9000

의 715/33 으로 구성 하였으며， 모니터는 19“ 칼라 이며， 45l\.1B의 메인 메모리와

500MB 의 하드디스크 2대를 사용하여 구성 하였다.

주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X-tenninal 을 이용하여 다른 시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복수의 사용자가 시험검증셜비를 사용하기 위해

서 LAN(Ioca1 area network}을 통하여 주 컴퓨터 및 X-terminal을 연결하였다.

1) 주컴퓨터와 VXl 인터페이스

주컴퓨터의 자료를 하부계통의 VXI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터페

이스 카드가 필요한데 이는 주 컴퓨터의 성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고속의

EISA 차드를 이용한 VXI 변환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였다. 주 컴퓨터와 VXI

bus와의 인터페아스의 구성은 <그렴 5-7> 과 같다. 시험설비를 위해서 VXI

bus 내부용 컴퓨터를 이용하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시스템보다 더 고속의 선호

블 다줄 수 있으나， 이때는 별도의 VXI 전용의 컴퓨터를 구매하여야 한다.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성 하였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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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협설비의 성능이 더고속의 속도를 요구할 때 VXI전용의 컴퓨터로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의 시험설비는 20Mbps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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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7> 주 컴퓨터와 VXI system의 인터페이스

(Fig. 5-7 Interface for Host-Computer and VXI System)

나. VX!-system DAS

앞서 언급한 내용의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시험설비 하드웨어를

VXI bus로 구성 하였다. 이 계통은 처음부터 사용자가 용도에 맞는 시스템을 구

성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 사켜야 하는 계통으로 개발 되었다. 계통의 구성은

메인 프레임에 원하는 기능의 카드를 조합하고 이를 제어하여 용도에 맞는 계통

으로 구성하고 이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공 되는 카드는 크게 2가

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속도는 떨어지나 이용 환경이 좋은 메세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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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l이용환경이 까다로운메세지 베이스보다 빠르냐
살

F둘째，차드이고이스

모률로 전

셜계

레지스터 베이스

메세지베이스

속도가 빠른연구에서는효￡이다.지스터 베이스차드

로륙t모부분만곤란한기능적인 구현이구성하고DAS를체

하였다.

오질로스코

줄이기점검하여 사혐오차를

여기서파 같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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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었으며， 또한 내장된 신호처리지능을 이용하여 파시험체의 선호분석도 가

능하다. 본체는 EMC를 CISPR 11: 1990;EN 55011 Group 1 Class A, IEC

801-2, 3, 4 및 h따L STD-461 둥을 만족하는 계통으로 피시함체로의 EW/RFI

룹 규정치이하로 유지하므로 건전한 시험을 유지할 수 있다. 각 모률은 보호장

치가 내장되어 있어 피시험체 및 시험 설비의 하드웨어적인 고장의 파급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계통으로는 피시험체의 신호를 다음파 같이 다룰 수 있다.

- 아날로그 압력 : 64Ch

- 아날로그 출력 : 8Ch (+10V, +20mA)

- 디지털 입력 : 128Ch

- 디지털 출력 : 16Ch

현재 구현된 선호의 수는 발전소의 계통별 prototype시험을 목척으로 개발 하였

으며， 2개 이상의 복수 계통의 장치가 개발될 경우 이 시험을 위해서는 모율의

증셜만으로 시험설비의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Breadboard모률이

있어 특수한 시험체가 개발될 경우 시판하는 모율만으로는 곤란한 시험은 사용

자가 이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다. 시험판넬의 구성

시험설비의 시험판넬은 피시험체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상태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험판넬의 스위치， 디스플레이， 기능키 둥은 VXI

DAS계풍에서 제어 되거나， 설정치변경둥을 수행하여 주컴퓨터로 전송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야 시험판넬의 전체구성은 <그림 5-9>와 같다. 여기서 시험판렐

은 10개의 가능키 Fl 부터 FlO 이며， 12개의 표시기， 20개의 스위치， 5개의 아날

로그입력 및 16개의 스위치블록 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판넬의 구성은 모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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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TTL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 전원 +5V로 풍작하며， 입，출력의 기능수

행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시험판넬에서 다룰 수 있는 시험용의 신호로는 디지털 입출력 20개， 아날로그

입력신호 5개， 각종 함수 및 기능키가 26개 그리고 셜정치나 피시험절비의 상태

틀 나타내는 4Digit(0000-9999) 디스플레이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디지

털 입출력신호는 각종 펌프나 밸브의 ONIFF 상태를 나타내며， 아날로그 입력

은 개발된(피시험체)셜비에서 아날로그 출력이 없을 때 시험셜비로 아날로그 업

력을 셜정할 수 있다. 시험판넬의 전체회로도는 <그렴 5-10>, <그림 5-11> ,

<그림 5-12> 및 <그렴 5-13>파 같다.

IlTIJ [I흐J [I훌] [IT] [£[] [I를] 펀] 푼효〕 탤] 한피i

l 188日81 188881 188881 188881 1日日881 1888日l !

。az 。 BR o없 。sz 。sz 。 az

188881
。없

188881
。없

188881
。없

188881
。BZ

188881
。SZ

188881
。없

。 000 。
1 2 3 4 5

륨불륨륨륨
DIGOTAAL I/O SW

。 00000000 。

。 00000000 。

<그림 5-9> 시험판넬의 구성도

(Fig. 5-9 Test Pane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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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소프트웨어 채발

1. 계통 모의화 프로그램

계통 모의화 프로그랩은 크체 정적 (static) 프로그램과 동적 (dynami c) 프로그

램으로 냐누어 진다. 정적 프로그램은 발전소의 100% 정상운전시의 값을 주기위

한 초거화 프로그램이며， 동적 프로그램은 초기조건을 받아서 매 싸이클마다 새

로운 변수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계통모의화 프로그랩은 현재 원자력

연구소 연수원에서 사용중인 Compact Nuclear Simulator의 프로그램을 사용하

도록 한다. 현재 사용종인 컴퓨터가 VAX!VMS 운영채제를 사용하는 Micro

VAXll 2대이나 시험검증설비는 HP-UX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HP 715/33 워크

스테이션을 사용하므로 운영체제 변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전체 가압경수로 시스템을 원자로 냉각재계통， 원자로 용기， 가압기 압력 및

수위제어，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보조계통， 주중기계통， 터

빈계통， 급수 및 복수계통， 전기계통 그리고 원자로 보호계통으로 구분하였다. 이

에 따라 정적 프로그랩은 <그렴 5-14>과 같은 하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며，

동적 프로그램은 <그렴 5-15>파 같은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연수원에 설치된 Micro VAXII는 시율레이터의 호스트 컴퓨터기능만 수행하므

로 KAERI-NET에 연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Micro VAXll에 있는 source코

드를 일단 테이프에 저장한 다음 그 테이프를 전산실에 셜치된 VAX 컴퓨터로

옮긴 다음 KAERI-NET 를 풍하여 시험검증설비의 호스트 컴퓨터인 HP ‘ 715133

에 저장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정적 • 동척의 프로세스 모델링 프로그램과 프로

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부프로그램 즉， 열교환기 압출력 은도 계

산， steam table, 펌프 특성둥) 그라고 전역변수(global variable)를 모은

COMMON과 EQUIVALE앤CE를 지정한 화일로 구성되어 있다. Micro VMS 운

영체제하의 프로그램을 HP-UX 운영체제로 수정하면서 정적 프로그램의 경우

100% 출력의 초기화 프로그램과 발전소계통의 특정 파라메터(파이프 크기， 펑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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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밸브사양， 체어봉 수 둥)를 저장하는 input data flie을 하나로 화일로 묶었

다. 원래는 시율레이터 동작중에도 발전소 특정 파라메터를 수정할 수 었도록 하

려는 의도였으나， 시험검증셜비에서는 펼요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변수값올 직

접 수정하도록 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통 모의화 프로그램은 다수의 모률로 구성되는데， 모률간에 서로 변수값을

교환하여야 하므로 FORTRAN 에서 CO!\α，fON을 사용하여 서로 변수값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프로세스 모델령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glob허 변수들

을 모아서 부록 I에 정수와 실수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COMMON변수에 따른

각 모율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LM01IN, LM01RE : Reactor core constant

- LM02IN, LM02RE : Reactor core variable

- LM03IN, LM03RE : Steam generator constant

- LM04IN, LM04RE : Steam generator variable

- LM05IN, LM05RE : Presswizer system constant

- LM06IN, LM06RE : Pressurizer system variable

- LM07IN, LM07RE :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constant

- LM08IN, LM08RE :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variable

- LM09IN, LM09RE : Auxiliary system constant

- LMIOIN, LMIORE : Auxiliary system variable

- LMIIIN, LMllRE : Main steam constant

- LM12IN, LM12RE : Main steam variable

- LM13IN, LM13RE : Turbine system constant

- LMl4IN, LMl4RE : Turbine system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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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15IN, LM15RE : Electrical system constant

- LM16IN, LM16RE : Electrical system variable

- LMl7IN, LMl7RE : Condenser system constant

- LM18IN, LM18RE : Condenser system variable

- LM19IN, LM19RE : Condensate and feedwater system constant

- LM20IN, LM20RE : Condensate and feedwater system variable

- LM21IN, LM21RE : Protection system constant

- LM22IN, LM22RE : Protection system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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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개발된 디지탤 제어계통을 통합 검증하기 위한 시험설비 구성도

(Fig. 5-1 System Conf휩uration for Integration Test of Developing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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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 or RS232C

HOsr COMPtrrER

HP 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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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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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Screen ,

Trackball ,

Keyboard ,

Mouse

DAS

L때p ，

Swi tch ,

Control

Device

X-Terminal

LAN or RS232C

PC:Programmable Controller

DAS:Data Acquition System

LAN:Local Area Network

<그림 5-4> 시험검증설비의 하드웨어 개념도

(Fig. 5-4 Test Facility Hardware Concep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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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5> 시험검증설비의 소프트웨어 구성

(Fig. 5-5 Test Facility Software Conf핑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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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뻐A 댐ABRE 초기화

PRESfU 댐ABRE로부터 받는 변수 초기화

AUXSYI Safety and others -- CVPSYI : Containment

CONDVI Condenser system

CDTFWI Condensate and feedwater

CVCSYI αlemical and volume system

ELESYI Electrical system

PWRSTA -+- PRTECI Protection system

PRZSYI Pressurizer system --‘PRTSYI PRT

REACT1 ---r- CORE1N : Reactor core

~NINSTI : Nuclear instrumentation

L ROI쩌VI : Com‘ eol rod

ST태MI : Main steam

STGRCI : Steam generator and coolant(excl. SMABRE)

TURBSI : Turbine

<그렴 5-14> 정척 프로그램 구조

(Fig. 5-14 Static Progra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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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심 다이내믹
Nuclear Ins tr‘빼entation

제어봉제어
뻐σDf§3뚫짧 i
SMABCD : 원자로 냉각재계통 및 증기발생기 다이내막

PRZSYD T PRZCON : PRZ 압력 체어
L PRTSYD : PRZ reI ief tank

r ACCICD : Accumulator injection 계산
r SMABCD .J.... RCPPBD : RCP 작동논리

STGRCD ~ SGPRCD : S/G Pressure Control
L SGLECD : S/G Level Control

Normal letdown system
Excess letdown system
Make-up system
Residual heat removal
RCP seal
비상냉각계통

I NORLSD :
• EXLDSD :

CVCSYD + MUSYSD :
F一 RHRSYD :
• SEALSD :
L ECCSYD :

터빈 압력 및 유량
Reheater 충기 올도
관련 밸브 위치 및 작동논리

r SWPPCH : Service water pump 륙성
AFFLOW + AFPACH : 보조급수 유량 계산

LAF’門‘CH : 보조급수 유량 계산

r DRAPCH : Drain pump 륙성
때FLOW + CDPPCH : Condensate pump 륙성

~F’WPPCH : FW 펌프 륙성
L PPMPCH : Parallel identical pump curve
Primary side 온도 및 유량 계산 -
펌프 논리 및 다이나믹
관련 밸브 위치 및 작동논리
Heater drain Tank 온도 및 유량 계산

細爛째
「
f
L때

CDTFWD

P때D에

HEATER
FWPUMP
FWVALV
HTDR’fK

TURBSD 上 E짧 i 털원 촬휠 뿔붉 위치 빛 착동논리
L TURBIN : 터빈 다이나믹

Condenser 압력， 온도， 레벨 계산
Condenser 펌프 다야내믹
관련 밸브 위치 및 작동논리
Con and 따재 탱크 온도， 유량，

mm
W

마
π

뼈빠
때따

「
+
F
L뼈

레벨

Bus , Breaker , DIG상태
Voltage and Current 계산

I ECBSYS :
ELSYSD -L GENELD :

r AIRSYD : Instrument air 압력 계산
AUXSYD + CCWSYD : 기기냉각수계통

」 πm‘SD - αPSYD : 격 납용기 내부 다어내믹

r AL뼈MS: 경보발생 및 처리
PRπCD 게 r CONTSD : Control interlock signal

L TRIPSD -L PERMSD : Permissive interlock signal

〈그림 5-15) 동척 프로그램 구조
(Fig. 5-15 야namic Progra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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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로L

앞으로 건셜될 원전의 계측제어계통 또는 노후화된 아날로그 계측제어계

통은 디지렬 시스템으로 셜계 및 구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스템의

품질파 신뢰도를 확보하는 문제가 최대의 쟁접사항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디지털화에 대비한 규제요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허가 접근동향 및 규제방향에

서는 규제기관의 규제방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인허가 개념인 10 CFR 52에 대

처하기 위한 인허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확인 및 검증

문제를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

였다.

디지털 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계요건을 확실히 만족하는 설계공

정을 확립해야 한다. 이 확립된 공정돼로 설계가 진행되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여

야 한다. 하드웨어 확인 및 검증 분야에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사

항파 ABB-CE와 웨스탱하우스의 품질보증방볍，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대책 및

평가，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cess, EM! 대책과 성능 및 신뢰성 분석방

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소프트왜어 확언 및 검증 분야에서는 계측제어계통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

한 기반기술이자 핵심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정립하기 위한 준바 단계로서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을 분석하

여 기능요건， 기술요건 둥을 도출하였으며 규제요건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이

러한 요건올 만족하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 기술을 자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술 개발계획과 전략 추진 계획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프

트웨어 확인 및 검증 개발환경 구측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앞 절에서

밝한 전체계획의 l 단계 연구 내용인 CASE를 이용한 개발환경 구축과 다양한

요건을 만족하는 V&V 방법론 채발의 기술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지존 원자력발전소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노후화와 기술의

-259-



낙후성으로 인해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성까지 위협 받고 있

다. 반면에 컴퓨터와 소프트혜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그 성

능의 우수성쓸 인정 받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와 보조를 같이하여 계측체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력을 기

울이고 있으나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

어 개발기준과 규제방법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

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해결책，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

제 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디지털화 성

공을 위해서는 소프프웨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원자력 산업에서의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와 이를 위한 고신뢰도 소프트웨

어의 성공적 개발올 위해 개발자， 규제자， 사용자둥 각계 zf층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벽을 기울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

털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요건을 규제나 인허가 측면이 아니

라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 관접에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가 공감하는 합의가

준이 되기 위해 펼요한 기술적인 측면을 파악해 봄으로써 규제요건이 정립되어

야 할 방향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규제요건，

규제방법， 규제접근 방법둥에서 공풍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을

알아 보았다. 이를 근거로 고선뢰도 소프료웨어 V&V 기술정립을 위한 기능적，

기술적， 규제관련 요구사양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술 현안들온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의 개발방향을

제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유의 원전 고신뢰도 소프트혜어 V&V 방법론으로

개발될 치침서와 개발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과채들이다. 후속기 계측제어계통 디

지털화를 계획하는 현 시점에서 우려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고신뢰도 소프트

웨어 확인 및 겸증 기술을 개발 확보하는 것이 다지렬 계측제어 시스템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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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성공과 진정한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과 기반이 되는 필수요건이다. 뿐만 아

니라 디지털화된 선전 계측제어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도 개발에 사용된 소프트

웨어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V&V 방법론의 건전성 평가가 전체 다지털 계

측제어 시스템의 Quality와 Safety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서험검중설비 개발환경 구축에서는 개발동향 및 응용사례흘 조사하여 시험겸

증설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요건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기능요건에

따라 VXI bus를 이용한 시험판넬 및 개발된 피시험계통과의 인터페이스와 시험

판넬의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적， 동적 모의화 프로

그램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촉을 완료하였다. 구축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 시험검증설비를 완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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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펼 댁훤



LMOllN(l) == KFIGIV; Flux disσibution in accordance with

LMOllN(2) == KJMVXE; Initial calculation of equilibrium xenon

LMOllN(3) == KSENS; Control rod neutron absorption factor

LMOllN(4) = KZRODN; Nominal rod with drawal in steps

LMOllN(l2) = NBANK; Number of banks

LMOllN(l 3) = NCRODB; Number of bods per b값1k.

LMOllN(21) = NCRSTEP; Number of control rod steps

LMOllN(22) = NZOVLAP; Number of over lap steps

LMO lIN(23) = NZON; Number of core zones.

LMOllN(24) = KXEDYN; Exclude (0) or include (1) xenon in dynamic valculation.

LMOllN(25) = NORPB;Number of control r여s in the first 1-1 banks.

LMOlRE(I) = BETA; Fraction of delayted neutrons from precursor

LMOlRE(4) = BURNUP; Buon up in MWD/ton in the core zones starting

LMOlRE(29) = CCRODN; Relative weight factors for individual rods with lowest one

LMOlRE(81) = CDEC; Fraction of thermal power released as decay heat

LMOlRE(82) = CGRDC; Gain for power mismatch, rod drive control

LMOlRE(83) = CMANRDC; Rod speed in manual mode

LMOlRE(84) = CSPRDC; Control rod speed in steps/min at break points

LMOlRE(86) = CUAVGS; Setpoint avg. temp. program

LMO1RE(90) = CURDC; Temperature breakpoints in rod speed control

LMOlRE(92) = CNEUICB; Nuclear parameter-influence of burnup

LMOlRE(95) = CNEUICR; Nuclear parameter-for rodded situation

LMOIRE(l I l) = CNEUICU; Nuclear parameter-for unrodded situation

LMOlRE(l27) = CRODBNK; Relative value on control rod banks

LMO1RE( 135) = DECYA; 한action of decay heat precurscπs bεlonging to

LMOIRE(l38) = DECYT; Decay constant for decay heat prec따sors in group I.

LMOlRE(141) = FLAMB; Decay rate of delayed neutron

LMOlRE(l44) = FISRMX; Relative neuσon flux corresponding to 1 Mp/s

LMOlRE(145) = QINIT; Relative flux magnitude, given as vallues for 25

LMOlRE(l70) = QSRMAX; relative power corresponding to 1 Mcps on SRM

LMOlRE(l7 l) = Q1HERMN; Nominal thermal power

LMOlRE(172) = SFI100; See description of the neutronics

LMOlRE(l73) = SOURCET; Source term for the neu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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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이RE(l 74) = TCOPM; Time constant for filtration of s때It-up

LMOlRE(l75) = TCRDC; Timε constant for filters in rod φive control

LM01RE(179) = TCSRDV; Time for full insertion of rods at scram

LMOlRE(l80) = XPIRMN; Logarithm of IRM-value(A) at nominal conditions

LMOIRE(l81) = ZCORE; Effective core height

LMI이RE(l82) = ZREFL; Effective thickn않s of top and bottom reflectors

LMOlRE(l83) = CBORONN; Boron concentration at nominal conditions.

LM01RE(l84) = UCOOLN; Core coolant tem~rat따e at nominal conditions.

LMOlRE(209) = UFUELN; Fuel temperature at nominal conditions.

LMOlRE(234) = VOION; Void at nominal conditions.

LMOlRE(259) = CNEU; Auxiliary nuclear par없neter.

LM01RE(261) = CORR; Correction terms fcπ neutron flux calculation.

LM01RE(286) = CCROO; See input data file!

LMOlRE(301) = DEQVN;

LMOlRE(338) = CXEN;Constant for normalizing xenon distribution (for display).

LMO lRE(339) = DEC 100; Normalized decay heat distribution at nominal conditions.

LMOlRE(365) = SUMBET; BETA(l) + BETA(2) +BETA(3).

LMOlRE(364) = QPROMPN; Prompt power in W at nominal conditions.

LMOlRE(451) = ZNO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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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2IN(l) = KZROD;Control rod withdrawal in steps.

LM02IN(3) = NT;

LM02IN(4) = IFAULT;

LM02IN(5) = ITSTP;

LM02IN(6) = ILOCK;

LM02IN(7) = IWRI;

LM02IN(8) 등 IPURUN;

LM02IN(6) =-= KAEJ; Air e흙ctor on.

LM02IN(23) = IMALFU;

LM02IN(53) = KSRNC; Output on SR neutron counter.

LM02IN(54) = KCRMOD; rod ctcl mode: 1: auto, 2: man. ovl.. 3: man. grp, 4:man.rod.

LM02IN(55) = KBNKSEL;Selected rod bank.

LM02IN(56) = KRODSEL; Selected conσ01 rod.

LM02IN(57) = KZBANK;Number of steps the control rod banks are withdrawn.

LM02IN(65) = KMOVBNK; Bank to be moved when overlap.

LM02IN(66) = KRDSELM;Memory for rod selection etc.

LM02RE(l) = CBORON; Boron concentration.

LM02RE(2) = UCOOL; Core coolant temperature.

LM02RE(27) = UFUEL; Fuel temperature.

LM02RE(31) = XKPUMP;

LM02RE(46) = XML;

LM02RE(52) = VOID; Void.

LM02RE(7η =QπiNOR; Normalized thermal power disσibution.

LM02RE(114) = ClOD; Iodine concentration.

LM02RE(121) = XMG;

LM02RE(139) = CRE’flV; Reactivity.

LM02RE(l40) = CXENON; Xenon concentration.

LM02RE(165) = DECH; Relative dεcay heat.

LM02RE(l66) = DENEUO; Concentration of delayed neuσons ， for reactivity calculation.

LM02RE(169) = DNEUTR; Concentration of delayed neutron πecursors.

LM02RE(l96) = ALFA;

LM02RE(244) = DECHl; Relative decay heat (individual components)

LM02RE(247) = QPRONOR; Normalized promp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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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2RE(271) = ALFBE;

LM02RE(272) = QPROREL; Relative prompt power.

LM02RE(273) = QPROLD; Old value of QPROREL.

LM02RE(274) = SIGMAA; Total absorption cross-section, reactivity calculation.

LM02RE(275) = FPULSRM; Output from SRM.

LM02RE(276) = FSRMDPM; Start-up ratε (decades/min).

LM02RE(277) = XPIRM; Exponent of output from IRM.

LM02RE(278) = XPSRM; Exponent of output from SRM.

LM02RE(279) = CIODMPC~ Average iodine concentration(%)

LM02RE(280) = CXEMPCM; Average xenon concentration (pcm)

LM02RE(281) = CXENOR; Normalized xenon distribution, for display only.

LM02RE(306) = UFUELM; Average fuel temperat따e.

LM02RE(307) = ZBANK;Number of steps control banks are withdrawn, for display only.

LM02RE(315) = CAD’fRDC; Conσ01 rod sp않d (steps/min)

LM02RE(316) = CVRDC; Control rod drive controller v따iables.

LM02RE(321) = TCIRCD; Time elapsed since latest rod step (s)

LM02RE(322) = TRDSEL; Counter for choosing control rod banks etc.

LM02RE(323) = UAVLEGS; Setpoint for primary average coolant temperature (deg. C).

LM02RE(324) = TRBUNC;Time counter for malfunctions in the control rod system.

LM02RE(325) = CAXOFF; Axial offsε1.

LM02RE(326) = ZREAC; Reactor v않sel water level (m)

LM02RE(327) = CSURDPM; Time sc때e dependent parameters for filtration of 없rt-up rate.

LM02RE(329) = DNBMRG;"Departure from nucleate boinling" marginal for core.

LM02RE(346) = GAM;

LM02RE(496)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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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3RE(1) = CPORV; S/G PORV open sIp

LM03RE(2) = CPSAFE; SjG PORV fully open & safety vjv open sjp

LM03RE(4) = CWIOl; PORV fully open steam flow

LM03RE(5) = CWI02; Safety vjv fully open steam flow

LM03RE(6) = CZSGLS; SjG level 50% sIp

LM03RE(7) = CWFWCE; Flow error factor

LM03RE(8) = CPWRGA; Nuclear power gain

LM03RE(l0) = CFWRK; Rgain

LM03RE(l3) = CFWRT; Rinteg

LM03RE(l6) = CWSEAL; RCP seal injection flow low & high limit

LM03RE(l8) = UAVLMN; Average leg temperature, nominal

LM03RE(l9) = CPSPAN; PORV & safety vjv open span.

LM04IN(l) = KOILP; RPC oil pump status(I:0N, O:OFF)

LM04IN(4) = KRCP; Reactor coolant pump 1,2,3 status

LM04IN(7) = KCHVI08; HVI08, 208, 308 automatic close signal.

LM04IN(13) = KOILTM;

LM04RE(l) = UAVLEGM; Loop 1,2,3 average temperature(mean value).

LM04RE(2) = BVI0l; PVI01 , 201 , 301 valve position (0.0- 1.0)

LM04RE(5) = BVI02; PVI02, 202, 302 valve position (0‘0- 1.0)

LM04RE(8) = BFWBYP; Fw bypass control valve PI-controller output.

LM04RE(l I) = BFWMAI; Main FW control PI-controller integrator output.

LM04RE(l4) = BFWBYI ; Bypass FW control PI-controller integrator output.

LM04RE(1η = ZSGLER; SjG level errot signal.

LM04RE(20) = ZSGLEI;Main FW control level eπOt integrator output.

LM04RE(23) = ZSGLS; SjG levεI error signaL

LM04RE(24) = ZSGNOR; Normalized SjG narrow level (0.0 - 1.0).

LM04RE(2η = BHV39; Accumulator injection (isola디on) valve position.

LM04RE(30) = PSG; SjG 1,2,3 pressure.

LM04RE(33) = UCOLEG; Cold-leg 1,2,3 temp.

LM04RE(36) = UHOLEG; Hot-leg 1,2,3 temperature.

LM04RE(39) = PACC’rK;Accumulator ta피‘ pressure.

LM04RE(40) = UAVLEG; Loop 1,2,3 averag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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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4RE(43) = UDHOCO; Loop 1,2,3 delta temperature.

LM04RE(4이 = UUPPPL; Core outlet temperature.

LM04RE(4η = WSGRCP; SIG to RCP flow rate.

LM04RE(50) = ZSGW;S/G 1,2,3 level, wide range.

LM04RE(53) = USUBMA; Subcooling margin temperature.

LM04RE(54) = WSPRCS; Loop 1,2 to PRZ spray flow rate.

LM04RE(56) = CBACCT; b

LM04RE(5끼 = UCOLEGM; Average temperature in cold legs (deg c)

LM04RE(58) = UHOLEGM; Average temperature in hot legs (deg c)

LM04RE(59) = WSURGE; PRZ surge flow rte.

LM04RE(60) = ZSGN; S/G 1,2,3 level, narrow range.

LM04RE(63) = WSThπWE; Flow error btwn main stm and fw flow.

LM04RE(66) = ZSGIN;

LM04RE(69) = ZSGIW;

LM04RE(72) = WAce;

LM04RE(74) = PSGWM;

LM04RE(7꺼 = PTINWM;

LM04RE(78) = WM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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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5RE(l) = CTPRZH; Heater time constant

LM05RE(2) = C’fPRZS; Spray time constant

LM05RE(3) = CPPRZ; Pressure controller parameter

LM05RE(l 1) = C’fPRZC; Reset time for pl1않S따캉 controller

LM05RE(l 2) :: CQHB; Power of back-up heater

LM05RE(13) = CQHR; Power of prop. heater

LM05RE(14) :: CPZLOW; PRZ low level (1 7%)

LM05RE(15) = EPR’fLI; Initial PRT water mass

LM05RE(1 이 = PPRTDB; Pressure for PRT disc break

LM05RE(1η = PPRTI; Initial PRT pressure

LM05RE(18) == QPRTDB; PRT cooling power

LM05RE(1 9) = UPRTC; PRT cooling temperature

LM05RE(20) = UPRTLI; Initial PRT temperature

LM05RE(21) = VPRTT; Total PRT volume

LM05RE(22) = XPRTBL; PRT water blowout 잔action

LM05RE(23) = YPRTA; Crossectional PRT area

LM05RE(24) == YPRTC; PRT cooling rate coefficient

LM05RE(25) = PPRTNI;X

LM05RE(26) = VPRTG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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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6IN(l) = KPORVM; PORV control mode(O:Automatic, l:Manual)

LM06IN(3) = KBHON; PRZ Back-up heater status(l :ON)

LM06IN(4) = KPRZSPM; PRZ spray flow control mode(O:Automatic, l:Manu떠)

LM06IN(5) = KBACKUP; Backup heater status.

LM06IN(6) = KPBHM;PRZ prop.& backup heater con암이 mode(l :manual. O:automatic).

LM06IN(7) = KPRTDB; Break disc status.

LM06RE(1) = PPRZW; Pressurizer press따e， wide r따1ge.

LM06RE(2) = BHV6; HV6 valve position

LM06RE(3) = BPORV; Power operated relief valve (pv445)position.

LM06RE(4) = BPRZSP; PRZ spray valve position. (0.0- 1.0)

LM06RE(5) = BPSVIO; PSVI0 valve position.

LM06RE(6) = PPRZCI; PRZ press따e integrator output

LM06RE(7) = PPRZCO; PRZ pressure PI-reg putput.

LM06RE(8) = QPRZP; Proportional heaters power.

LM06RE(9) = QPRZB; Back-up heaters power.

LM06RE(l0) = QPRZH; Proportional heater fractional power.

LM06RE(l 1) = QPRZ; Total PRZ heater power.

LM06RE(12) = WSPRAY; PRZ spray flow from RCS loop#1 & #2

LM06RE(13) = ZPRZNO; Nonnalized PRZ level (0.0- 1.0).

LM06RE(l4) = PPRZN; PRZ pressure, narrow range.

LM06RE(l5) = PPRT; Pressure relief tank pressure.

LM06RE(16) = PPRZ; Pressurizer press따e.

LM06RE(1끼 = UPRZ; PRZ temperature.

LM06RE(l8) = UPRT; PresSlπe relief tank temperature.

LM06RE(19) = ZPRZ; PRZ water level.

LM06RE(20) = PPRZLP; PRZ master controller lastpass.

LM06RE(21) = WPORV; PRZ PORV flow rate to PRT (kg/sec)

LM06RE(22) = HPRT; Enthalpy from PRT (J!kg)

LM06RE(23) = WPRT;X

LM06RE(24) = ZPRZUN; PRZ uncompensated level (m).

LM06RE(25) = UPRTL; PRT temperature (deg.C).

LM06RE(26) = QPRT;C∞>ling power (W).

LM06RE(2까 = EPRTL; Mass of liquid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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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6RE(28) = ZPRTL; PRT water level (m)

LM06RE(29) = HPORV; Enthalpy of PROV flow (J{kg)

LM06RE(30) = wPRZSV; PRZ safety valve flow (kg/sec)

LM06RE(31) = HPRZSV; Enthalpy of PRZ safety valve flow (J!kg)

LM06RE(32) = EPRTBL; Water mass out (kg)

LM06RE(33) = VPRTG; PRT gas volume (m3)

LM06RE(34) = WPRTBL; PRT blowout flow (kg/sec)

LM06RE(35) = BPORVA;

LM06RE(36) = BPORVB;

LM06RE(37) = BPO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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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7RE(l) = CON_05; Value open/close lag time constant

LM07RE(2) = CON_25; Value open/close lag time constant

LM07RE(3) = CZPRZ1; 17% of PRZ level

LM07RE(4) = CPPRZN; Nominal PRZ press따e

LM07RE(5) = CZPRZN; Nominal PRZ pressure

LM07RE(6) = CLETNO; Normal L/D flow admittance

LM07RE(7)= CPSV5; PSV5 admittance

LM07RE(8)= CAUXSP; Aux spray flow to PRZ

LM07RE(9) = CPLETDB; Nominal LID back πess따e

LM07RE(l0) = CPLDBH; LID back πessure high setpoint

LM07RE(l 1) = CWNETU1’; LID back pressure set point

LM07RE(12) = CLDBP; Gain and reset time for LID back pressure

LM07RE(l4) = CCFCV; Gain and reset time for charging flow PI-controller

LM07RE(l6) = CZPRZS; Level set point at lowJhigh

LM07RE(l8) = CLDMAX; Max value of LID back press

LM07RE(l9) = CLDMIN; Min value of L/D back press

LM07RE(2이 = CINMAX; Max value of charging flow PIC input

LM07RE(21) = CINMIN; Min value of charging flow PIC input

LM07RE(22) = CZVCTl; VCT level setpoint 5%(이ose LV616, open LV615)

LM07RE(23) = CZVCT2; VCT level setpoint 20% (low alarm)

LM07RE(24) = CZVCT3; VCT level setpoint 30%(auto make-up start)

LM07RE(25) = CZVCT4; VCT level setpoint 50%(auto make-up stop)

LM07RE(26) = CZVCT5; VCT level setpoint 74%(modulate LV614)

LM07RE(2η = CZVCT6; VCT level setpoint 80% (high al값m)

LM07RE(28) = CZVC17; vel’ level setpoint 86%(diveπ LV614)

LM07RE(29) = CWCHAR; X

LM07RE(32) = CPLDEX; Nominal excess LID pressure

LM07RE(33) = CLDEX; Assumed access LID flow admittance

LM07RE(34) = CBATCH; Boric acid and & Deni water batch minimum

LM07RE(35) = CHTARG; RHX heat transfer area

LM07RE(36) = CHTANR; NRHX heat transfer area

LM07RE(3끼 = CHTAEX; EHX heat transfer area

LM07RE(38) = CHTASW; SWHX heat transfer area

LM07RE(39) = CHTARH; RHR HX heat transf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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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7RE(40) = CURWST; RWST water temperature

LM07RE(41) = CUSUMP; Containment sump water temperature

LM07RE(42) = CZRWST; 37.4% of RWST level

LM07RE(43) = CONBOR; Boric acid batch & flow increment

LM07RE(45) = CONDEM; Demi. water batch & flow increment

LM07RE(4꺼 = CBORAC; Botie acid concentration =4%

LM07RE(48) = CWRCPSI; RCP seal injection flow.

LM07RE(49) = CPRCPSD; RCP seal deta pressure

LM07RE(50) = CRHRWST; RWST to RHR flow constant

LM07RE(52) = CRHXBP; RHR HX bypass valve position

LM07RE(53) = CRECIR; Normal RHR pump flow

LM07RE(54) = CUATMO; Atmos phere temperature

LM07RE(55) = CWCCWN; Component cooling water· for NRHX(L/D HX)

LM07RE(56) = CWCCWE; Component cooling water for Excess LfD HX

LM07RE(5꺼 = CWCCWS; Component cooling watε:r for Seal water HX

LM07RE(58) = CWCCWH;Component cooling water for RHR HX

LM07RE(59) = CHTCRG; RHX HX heat transfer coefficient

LM07RE(60) = CCTRG; RHX correction tenn.

LM07RE(61) = CHTCNR; NRHX heat tr없lSfer coefficient.

LM07RE(62) = CCTNR; NRHX correction term.

LM07RE(63) = CHTCEX; Excess LfD HX heat transfer coefficient.

LM07RE(64) = CCTEX; Excess LID HX correction term.

LM07RE(65) = CHTCSW; Seal water HX heat transfer coefficent.

LM07RE(66) = CCTSW; Seal water HX correction term.

LM07RE(67) = CHTCRH; RHR HX heat transfer coefficient

LM07RE(68) = CCTRH; RHR HX cπrection term

LM07RE(69) = CWCHARG; See input data file!

LM07RE(70) = CRHRSMP; Sump to RHR flow constant

LM07RE(7 l) = CUCOOL; Cool down condition. average temperature

LM07RE(72) = CPCOOL; Cool down condition. pressure

LM07RE(73) = CHV142; HV142 open span

LM07RE(74) = CWRHRC; RHR to CVCS flow via HV142 ad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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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8IN(1) == KRHRP; Residual heat removal pump status.

LM08IN(2) == KCHRGP; Charging pump status.

LM08IN(4) == KRCP;

LM08IN(5) = KLDBPM;Letdown backpr않S따e control , manual/auto

LM08IN(6) = KCFCVM;Charging pump status

LM08IN(7) = KFV6 1O;Boric acid injection valve (FV610) status

LM08IN(8) = KFV6 1l ;Makeup conσ01 valve (FV611) status

LM08IN(9) = KFV612;Dilution control valve (FV612) status

LM08IN(10) = KFV613;Makeup water injection valve (FV613) status

LM08IN(1 1) = KHV43;Excess LfD to drain Tk direction valve

LM08IN(1 2) = KMUST;Make-up mode start

LM08IN(l3) = KMUMS;Make-up mode select

LM08IN(l4) = KPSEL;RSP seal select

LM08IN(15) = KV243;RWST injection valve (V243) status

LM08IN(l6) = KOLV459; LV459 automatic open signal

LM08IN(1 8) = KDTV143;TV143 automatic divert to deminεralizer

LM08IN(20) = KHLV614;LV614 automatic divert to hold-up tank

LM08IN(22) = KOLV616;LV616 automatic open signal.

LM08IN(24) = KCHV1;HV 1,2,3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30) = KCHV30;HV30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32) = KCLV459;LV459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34) = KBTV143;TV143 automatic bypass signal.

LM08IN(36) = KVLV614;LV614 automatic divert to VCT.

LM08IN(38) = KCLV616;LV616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40) = KOHVI02;HVI02 automatic open signal

LM08IN(42) = KOHV201;HV201 automatic open signal

LM08IN(44) = KCHVI02;HVI02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46) = KCHV201;HV201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48) = KOLV615;LV615 automatic open signal

LM08IN(50) = KOHV22;HV22 automatic open signal

LM08IN(52) = KCLV615;LV615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54) = KCHV22;HV22 automatic close signal

LM08IN(56) = KOHVl;HV 1,2,3 automatic open signal.

LM08IN(62) = KOHVI05;HVI05 automatic open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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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8IN(64) == KMAU1‘'0;

LM08IN(65) == KAHVI02;

LM08IN(66) == KBHVI02;

LM08IN(67) == KAHV201;

LM08IN(68) == KBHV201;

LM08IN(69) == KTLV459;

LM08IN(70) == K’mVl;

LM08IN(7 1) == KAHV l;

LM08IN(74) == KBHVl;

LM08IN(77) == KALV459;

LM08IN(78) = KBLV459;

LM08IN(79) = KALV615;

LM08IN(80) = KBLV615;

LM08IN(81) = KALV616;

LM08IN(82) == KBLV616;

LM08RE(1) == ’CBINTR; Boron concentration integration in cves
LM08RE(2) = CBVOLM; Boron concentration flow calculation.

LM08RE(3) == CBRWIN; RWSl‘ boron integration

LM08RE(4) == CBVCT; VCT boron concentration (ppm)

LM08RE(5) = CBV243; Boron concentration via V243 (ppm)

LM08RE(6) = CBRWST; RWST boron concentration (ppm)

LM08RE(7) = BHVl; 45 (HVl), 60(HV@) & 75(HV3) gpm orifice valve position

LM08RE(lO) == BHVI02; Containment sump iso. valvε (HVI02) position

LM08RE(l 1) == BHVI05; RHR to charging pump suction valve (HVI05) position

LM08RE(l2) == BFV122; Charging flow control valve(FV122) position

LM08RE(l 3) == BFV122I; FV122 PI-controller integrator output

LM08RE(14) == BTV143; TV143, Letdown temp. demineralizer devert valve position

LM08RE(l5) = BHV18; Hot-leg recircirculation injection valve(HV18) position

LM08RE(16) = BHV201; RHR suction valve(HV201) position

LM08RE(l7) = BHV22; Safety injection valve(HV22) position

LM08RE(18) ;:: BHV30; Charging Pp miniflow iso. valve(HV30) posi다on

LM08RE(19) ;:: BHV40; Aux. PRZ spray valve(HV40) position

LM08RE(20) = BHV41;Excess Letdown valve(HV41)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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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8RE(21) = BHV50;RCP seal No.1 injection valve (HV50) position

LM08RE(22) = BHV603; RHR HX discharge valve (HV603) position

LM08RE(23) = BFV605; RHR HX bypass valve(FV605) position

LM08RE(24) = BHV8; RWST to RHR Pp suction valve(HV8) position

LM08RE(25) = BLV459; Letdown isolation valve(LV459) position

LM08RE(26) = BLV614; LV614, VCT level control valve position

LM08RE(2η = BLV615;RWST suction iso. valve(LV615) position

’ LM08RE(28) = BLV616; VCT outlet iso. valve(LV616) posi다on

LM08RE(29) = BPSV5; Le떠own press relief valve (PSV5) position

LM08RE(30) = BPV145; PVl45 valvε position (0.0-1.0)

LM08RE(31) = BPV145I; PV145 valve position integrator

LM08RE(32) = CBCVCS; Boron concenσation at CVCS (ppm)

LM08RE(33) = CBSISH; Boron concentration of hot-led SI(ppm)

LM08RE(34) = CBSISC; Boron concentra디on of cold-leg SI(ppm)

LM08RE(35) = CBRHR; Boron concentration via FV612 (ppm)

LM08RE(36) = EBOAC; Boric acid batch

LM08RE(3꺼 = EDEWT; Demi.water batch

LM08RE(38) = PLETDB;Letdown backpressure

LM08RE(39) = PLDBINl’; Letdown backpressure PI iptegrator

LM08RE(40) = PRCPSD; RCP seal delta pressure

LM08RE(43) = UCHGIN;Char용ing line inlet temperature

LM08RE(44) = UCHGUT; Charging line outlet temperature

LM08RE(45) = URHXU1’; RHX outlet temperature.

LM08RE(4이 = UNRHXUT; NRHX outlet temperature.

LM08RE(4꺼 = USWHXUT;SWHX outlet temperature

LM08RE(48) = UCCWNR; CCW outlet temp of NR (L/D) HX.

LM08RE(49) = UCCWEX; CCW outlet temp of Excess ιID) HX.

LM08RE(50) = UCCWSW; CCW outlet temp of seal watεr HX.

LM08RE(51) = UCCWRH; CCW outlet temp of RHR HX.

LM08RE(52) = USISC; Cold-leg safety injection temperature (deg c)

LM08RE(55) = USISH; Hot-leg recirculation to RCS temp

LM08RE(58) = UEHXUT;Excess LID HX outlet temperat따e

LM08RE(5η = URHRUT; RHR pump outlet temperature

LM08RE(58) = U닭iXUT; Excess LID HX out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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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8RE(59) =: VRWST; Refuelig water storage tank volume.

LM08RE(60) =: WBOAC; Boric acid flowrate

LM08RE(61) ::: WCMINI; Charging pump miniflow

LM08RE(62) =: WCHGNO; Normal charging flow.

LM08RE(63) =: WDEWT; Demi. water flowrate

LM08RE(64) ::: WEXLD; Excess letdown flow to SWHX.

LM08RE(65) =: WHVI05; Cold-leg recirculation flow via HVI05 (kgl않c)

LM08RE(66) ::: WHV22; Safety injection flow via HV22 (kg/sec)

LM08RE(67) ::: WLETDEX; Excess letdown flow.

LM08RE(68) ::: WLETDNO; X

LM08RE(69) =: WNETLD; Net letdown flow.

LM08RE(70) =: WRCPSI; Se

LM08RE(73) =: WRCPSR; Rep seal return flow.

LM08RE(76) ::: WRHRHX; RHR HX flow

LM08RE(7꺼 ::: WSISC; Cold-leg safety injection flow.

LM08RE(8이 ::: SWISH; Hot-leg safety injection flow.

LM08RE(82) =: WSWHX; Total flow to SWHX

LM08RE(83) :::: WRHRA; RHR pump A flow from RCS.

LM08RE(84) =: WRHRB; RHRpump B flow from RCS

LM08RE(86) ::: WRHRTL; RHR pump discharge flow

LM08RE(8꺼 ::: WRHRWST; RHR flow from RWST

LM08RE(89) ::: ZRWS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level.

LM08RE(90) ::: ZVCT; Volume conσ01 tank level.

LM08RE(9 l) ::: ZPRZSP; PRZ level control setpoint.

LM08RE(92) =: WRHRRE; RHR return flow.

LM08RE(93) :::: URHRRE; RHR return temperature.

LM08RE(94) :::: WLV615; RWST to charging pp flow via LV615

LM08RE(95) =: WDEMI; Demineralizer flow.

LM08RE(96) =: WLV616;VCT coulet flow

LM08RE(9η =: WFV611; Makeup control valve flow.

LM08RE(98) =: WFV612; Dilution control valve flow

LM08RE(99) ::: WV243; RWST injection valve flow

LM08RE(IOO) = CBFV611; Boron concentration 찌a FV611

LM08RE(lOI) = CBFV612; Boron concenσation via FV612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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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8RE(103) = WCHARGT; Total charging pump flow.

LM08RE(l04) = WPSV5; Letdown prl않s reliεf flow.

LM08RE(105) = PVCT;VCT pressure.

LM08RE(106) = ’ WAUXSP; Aux. PRZ spray via HV40 flow

LM08RE(107) = WNETCH; Net charging flow to Res (kg/sec)

LM08RE(112) = WRHRCS; RHR flow from RCS hot leg.

LM08RE(l 13) = BHV142; HV 142 valve position(O.O-1.0)

LM08RE(l 14) = URHRlN; RHR HX inlet temperature (deg. C)

LM08RE(115) = WRHRCVC; RHR flow to CVCS.

LM08RE(116) = WRHRSMP; RHR flow from containment sump.

LM08RE(117) = PLETIN; Le띠own 1떠et temperature (Pa).

LM08RE(l20) = BHV14;.

LM08RE(l21) = WHV14;

LM08RE(l22) = WRHREC;

LM08RE(l23) = WHV18;

LM08RE(l24) = CB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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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9RE(1) = CPCM’TH; CTMT high 함않sure setpoint(5,14.5,23)

LM09RE(4) = CSRWST; Containmεnt spray flow from RWST

LM09RE(S) = CSSUMP; Containment spray flow from SUMP

LM09RE(6) = CZSUMP; Inverse of assumed containment sump surface

LM09RE(7) = CSPFSL; CTMT spray pump full speed lag

LM09RE(8) = CSCTD; Sump to CSP time delay

LM09RE(9) = CUCCW1; Temp to component(no cooling)

LM09RE(10) = CUCCW2; Temp to component(cooling)

LM09RE(11) = CINSTP; Nominal instrument air pr'않S

LM09RE(12) = CCUQRC; Heat per RCP(normal operation)

LM09RE(13) = CCVRAF; Radiation fall rate

LM09RE(1 4) = CCVRG; Bqfkg to mRenfh, gas

LM09RE(15) = CCVRL; Bqfkg to Mren/h,liquid

LM09RE(16) = ECVWI; Sump water mass

LM09RE(1η = PCVTI; Total pressure

LM09RE(18) = QCVFCI; Fan A,B(low, high)

LM09RE(22) = TCVLF; Time for 1st leak period

LM09RE(23) = UCVFSW; Gas temperature

LM09RE(24) = UCVGI; Sea water temperature

LM09RE(2S) = UCVHCA; Heat leakage temperature

LM09RE(26) = UCVRVI; Initial RV temperature

LM09RE(27) = VCVRT; ‘CV volume

LM09RE(28) = WCVH2I; H2 input

LM09RE(29) = WCVRGI; Radiation input to gas

LM09RE(30) = WCVRLI; Radiation input to liquid

LM09RE(31) = XCVLF; Leak rate

LM09RE(33) = UCVARI; Sump surface area

LM09RE(34) = YCVHCA; HTC*Area to outside

LM09RE(35) = YCVHI; Initial humidity

LM09RE(36) = YCVMCP; Additional m * Cp

LM09RE(37) = YCVRI; Radiation in LOCA

LM09RE(41) = ZCVRM; CV height

LM09RE(42) = CCVFCF; Heat factor coefficients for fans.

LM09RE(46) = CCVQRV; Heat factor, 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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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9RE(4꺼 = PCVAI; Gas pressure (pa)

LM09RE(48) = PCVSI; Ste없n pressure (Pa)

LM09RE(49) = VCVAI; Steam + gas volume (m3)

LM09RE(5이 = YCVAR; Area (m2)

LM09RE(51) = PAKGCM; See input data file!

LM09RE(52) =YCVRLC; See input data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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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OIN(I) = KCCWSP; Component cooling water pump status.

LMIOIN(2) = KCTM1’'SP;Containment spray pump status

LMIOIN(3) = KINSTA;Instrument air compressor status

LMIOIN(4) = KH2RCB; H2 recombiner status.

LMIOIN(5) = KAIROK;Instrument air available singnal

LMIOIN(6) = KSLOW; Fan cooler slow s떠tus.

LMIOIN(7) = KFAST; E하1 C∞ler fast status.

LMIOIN(8) = KCSAS; 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

LMI0IN(9) = KCISOA; Containment isolation A signal.

LMIOIN(lO) = KCISOB; Containment isolation B signal

LMI0RE(I) = PINSTA; Instrument air pressure.

LMIORE(2) = UCCWIN; Component cooling water outlet temperature.

LMIORE(3) = VSUMP; Containment sump volume

LMIORE(4) = BHVI0l; HVI01. Sump to containment spray iso. valve position.

LMIORE(5) = WHVIOI; Flow rate via HVIOI to CSP

LMIORE(6} = WCSRWST; Flow rate from RWST to CSP

LMIORE(7) = WCSSUMP; Row rate from sump to CSP

LM10RE(8) = CBSMIN; Boron integration in sump

LMIORE(9) = CBSUMP; B{πα1 concentration in contain sump (ppm)

LMIORE( lO) = UCCWUT; Component cooling water outlet temperature.

LMI0RE(11) = ZSUMP; Containments sump water level.

LMIORE(l2) = UCTMT; Containment temperature.

LM IORE(13) = HUCTMT; Containment humidity.

LMI0RE(14) = PCTMT; Containment pressure.

LMIORE(l5) =DCTMT; Containment radiation.

LMI0RE(l6) = H2CONC; H2 concentration.

LMIORE(Iη = XPEINP; SMABRE balance check.

LM IORE(18) = XSEINP;SMABRE balance check.

LMIORE(l9) = XPEOUT; SMABRE balance check.

LMI0RE(20) = XSEOUT; SMABRE balance check.

LMI0RE(21) = XPMBAL; SMABRE balance check.

LMIORE(22) = XSMBAL; SMABRE balance check.

LMI0RE(23) = XPEBAL; SMABRE balanc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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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lORE(24) = XSEBAL; SMABRE balance check.

LMI0RE(25) = XPMINJ; SMABRE balance check.

LM lORE(26) = XSMINJ; SMABRE balance check.

LM lORE(27) = XPMOUT; SMABRE balance check.

LM lORE(28) = XSMOUT; SMABRE balance check.

LM lORE(29) = ECVAG; Containment vessel air mass (kg)

LM lORE(30) = ECVSG; Steam in gas phase (kg)

LM lORE(31) = ECVWL;

LMIORE(32) = HCVWL; Enthalpy of water in liquid phase (J!kg)

LM lORE(33) = PCVRT; Total room pressure(Pa)

LMIORE(34) = TCVLOC;Time after LOCA etc.(s)

LMIORE(35) = UCVRG; Gas phase temperature.

LMIORE(36) = UCVRL;Liquid pahse temperature (deg.C)

LM lORE(37) = YCVHG; Gas humidity(-)

LMIORE(38) = YCVH2; H2 concentration, C(P) percent.

LMI0RE(39) = YCVRAD; Containment vessεI radiation(panel u띠t)

LMI0RE(40) =YCVRR; Amount of radioactivity, etc.

LMI0RE(44) = ZCVLP; Height of liquid phase(m)

LMI0RE(45) = HCSRWST; Enthalpy of CTMT spray flow from RWST (J/kg)

LM lORE(46) = HCSSUMP; zEnthalpy of water in liquid phase (J/kg)

LMI0RE(4꺼 = QCSLOC;

LMI0RE(48) = WCSLOC; X

LMIORE(50) = PCVSG; X

LMI0RE(55) = DRA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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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IRE(l) = VKVOLS; X

LM l1RE(2) = AKXFER; Heat transfer area

LMIIRE(3) = CKXFER; Heat transfer coefficient

LM11 RE(4) = EKTUB; Mass of Reheater tabe

LM l1RE(5) = WKHPRH; Flow from HP to RHTR at 100% load

LMII RE(6) = RKFLR; X

LM1IRE(7) = CKTUB; X

LM l1RE(8) = VKRHTR; RHT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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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2IN(l) = KS’I메IDMP; Steam dump in manual mode

LMI2IN(2) = KSHPCM; St，않m header press따'e conσ01 mode (O:Automatic, 1:Manual)

LMI2IN(3) = KOLV314; LV314,LV514 automatic open signal.

LMI2IN(7) = KCLV3l4; LV134, LV5l4 automatic close signal.

LMI2RE(l) = HRH’fR; Enthalphy of steam in reheater (jJjg)

LM12RE(2) = WRHDRNA; Reheater drain flow to each hp htr(kg/sec)

LMI2RE(4) = HRHDRN; Enthalphy of reheater drain steam

LM12RE(5) = HTIN; Steam enthalphy from generator

LM12RE(6) = BHV501; Hp turbne extraction vlv position(O-l)

LM12RE(8) = PRHTR; Reheater press (pascal)

LMI2RE(9) = WLPTEX;Lp exσaction steam flow (kg/sec)

LM12RE(l0) = P’TIN; Steam pressure from steam generator.

LM12RE(1 1) = BRHSV; Reheater stop valve position '(0-1)

LM12RE(12) = BRHCV; Reheater control valve position (0- 1)

LM12RE(13) = BLV3l4; Reheater drain valve (0-1)

LM12RE(l5) = WLPT; Lp turbine inlet steam flow (kg/sec)

LM12RE(16) = URHTUB; Temperature of reheater tube (deg).

LM12RE(l7) = URHTR; Reheater steam temperature.

LM12RE(l8) = WRHSTM; Main steam flow to theater (kg/sec)

LMl2RE( 19) = PRHDRN; Pressure of reheater drain steam.

LM12RE(20) = HRHDT; Enthalphy of reheater steam to htr drn tk(jfkg)

LM12RE(21) = URHDT; Temperature of rh stm to htr 바n tk(deg).

LM12RE(22) = BHVl08; Main steam isolation valve (HV108,HV208, HV308)

LMl2RE(25) = WRHDT; Steam flow from rhtr to ht 바n tk(kg/sec)

LM12RE(26) = WTIN; Steam flow from steam generator.

LM12RE(2꺼 = WLPTC; Steam flow from lp to condenser (kg/sec)

LM12RE(28) = WHTBY; Hp turbine bypass steam flow (kg/sec)

LMI2RE(29) = BHTBY; Hp turbine bypass valve position (0-1)

LM12RE(30) = BSDMP;Steam dump valve position (Q-l)

LM12RE(31) = PMSS; Main steam header pressure setpoint (pascal).

LM12RE(32) = WS’fM; Steam line flow (kg/sec).

LM12RE(35) = BTV418; Steam dump valve pos (0-1)

LM12RE(36) = HSDMP; Steam enthalpy to steam d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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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2RE(3꺼 = WSDMP; Steam dump flow.

LM12RE(38) = WRHDRN; Reheater drain valve (0-1)

LM12RE(39) = BSDMPT; Total position of steam dump vlv (0‘ 2)

LM12RE(40) = UERRI; Programmed core temp eπ。if.

LMl2RE(41) = UTIN; Steam header temperat따e (deg. c)

LMl2RE(43) = WSGLD; Steam generator letdown rate (kg/sec)

LM12RE(46) = BDMPER; Steam dump valve eπor in press mode.

LMl2RE(47) = BDMPIE; Steam dump valve error integ. in press mode.

LM12RE(48) = WBHFWP; Steam flow to FW pump from bypass steam header (kg/sec)

LMl2RE(49) = DS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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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3RE(1) = CKFLOSS; Coefficient of loss by TR 앨eed

LM13RE(2) = CKLLOSS; Coefficient of loss by TR load

LM13RE(3) = CKFRIC; Coefficient of loss by 잔iction

LM13RE(4) = CKACC; Coefficient of ACC

LM13RE(5) = FKDEV; Speed de끼 gain

LM13RE(6) = AKDEV; Acc devi gain

LM13RE(7) = BKFDEV; Valve devi gain for speed (1 /1800)

LM13RE(8) = QKFUL; Full load (watt)

LM13RE(9) = LKDEV; Load devi gain

LMI3RE(10) = LKRDEV; Load rate devi gain

LMI3RE(l I) = BKLDEV; Valve devi gain for load

LM13RE(12) = BKFM; Speed control in manual mode

LM13RE(13) = BKLM; Load control in manual mode

LM13RE(14) = BKIDEV; Integ of devi gain

LM13RE(1 5) = FKSET; Speed set point inc

LM13RE(16) = AKSET; Acc setpoint inc

LMI3RE(lη = LKSET; Load setpoint inc

LM13RE(l8) = LKRSET; Load rate setpoint inc

LM13RE(19) = CKH’fFLR; HP ’fB flow resis at 100%

LM13RE(20) = CKLTFLR; LP TB flow resis at 100%

LMI3RE(21) = EKFFHT; HP TB efficiency 100%

LM13RE(22) = EKFFLT; LP ’fB efficiency

LM13RE(23) = CKHPWR; Coefficient f(π HP power In。이fication

LMI3RE(24) = CKLPWR; Coefficient for LP power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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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4IN(1) = KOIL; Oil system on.

LMI4IN(2) = KTGR;Turing gear on.

LMI4IN(3) = KSPDM; Turbine speed control in manual

LMI4IN(4) = KLDM; Load control in manual.

LMI4IN(5) = KTBTRIP; Turbin σip.

LMI4IN(6) = KONLINE; Generator on line.

LMI4IN(7) = KELECF; Electrical malfunction.

LMI4IN(8) = KSYNCF; Fail of syncronization.

LMI4IN(9) = KTBREST; Turbin reset.

LMI4IN(10) = KTSC;Turbine speed under control.

LMI4IN(l I) = KTLC;Turbine speed under conσ01.

LMI4IN(l2) = KRUNBK; Load ronback signal.

LMI4IN(13) = KDI5AF; After 15 degrees from 12 0’clock for synchroscope.

LMI4IN(l4) = KDI5BF; Before 15 degrees from 12 0’clock for synchroscope.

LMI4RE(1) = QLOAD; Normalized load (l.0 = full load).

LMI4RE(2) = QNET; Turbine 10ad(W).

LMI4RE(3) = PLPTIN; Lp turbin πessure (pascal)

LM14RE(4) = PHPTIN; Hp turbin throttle pressure (pascal)

LMI4RE(5) = WHPRH; Flow from hp turbine to reheater (kg/sec)

LMI4RE(6) = HHPRH; Entha1lphy of steam from hp to reheater 때kg)

LMI4RE(7) = WHPT; Hp turbine inlet flow (kg/sec)

LMI4RE(8) = BHV033; Gland seal steam valve position (0-1).

LMI4RE(9) = HLPTC; Enthalphy of steam from lp to condenser.

LMI4RE(10) = BHTV; Hp turbin control valve position.

LMI4RE(11) = BLTV; Lp turbine control valve position (0-1)

LM14RE(l2) = FRQGEN; Generator frequency (cycle/sec)

LM14RE(13) = FACCS; Turbine ecceleration set point (rpm/min).

LMI4RE(14) = FTUBS; Turbine speed set point (rpm).

LM14RE(l5) = FTl재B; Turbine speed(rmp).

LMI4RE(16) = QLDSET; Turbine load set point (watt).

LMI4RE(l꺼 = QLRSET; Turbine load increasing rate set point (watt/min).

LM14RE(18) = BHSV; Hp turbine stop valve position (0-1).

LMI4RE(l9) = BLSV;Lp turbin stop valve posi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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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4RE(20) = FACCTB; Turbine ecceleration (rptn/min).

LM14RE(21) = FERR; Turbine speed error.

LM14RE(22) = FAERR; Turbine ecceleration eπor.

LM14RE(23) = FAINTG; Integration of turbin ace eπor.

LM14RE(24) = FDEV; Turbine speed deviation.

LM14RE(25) = QLRATE; Turbine load rate (watt/min).

LM14RE(26) = QLERR; Turbine load error.

LM14RE(2η = QLRERR; Turbine load rate error.

LM14RE(28) = QLRINTG; Integrationof turb load rate eπor.

LM14RE(29) = QLDEV; Turbine load deviation.

LM14RE(30) = BFDEV; Turbine speed devia디on.

LM14RE(31) = BLDEV; Turbine load deviation.

LM14RE(32) = BDEV; Turbine cont vlv posi deviation.

LM14RE(33) = BIDEV; Integration of tb ent vlv deviation.

LM14RE(34) = FI’uo; Turbine speed with turning gear(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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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6IN(l) == KNlEAO; Ordinary Non-lEA breaker status.

LM16IN(2) == KGENB; Generator breaker status.

LMI6IN(3) == KNlEAA; Auxiliary Non-lEA breaker status.

LM16IN(4) == KNETB;Network braker status.

LM16IN(5) == KIEAO; X

LMI6IN(6) == KIEAA; X

LMI6IN(7) == KDGAS;Diesel generator A status (1 ==start)

LM16IN(8) == KIEBO; X

LM16IN(9) == KlEBA; X

LM16IN(lO) == KDGBS; Diesel generator B status (l==start)

LMI6IN(l 1) == KNIEBO; Ordinary Non-lEB breaker status.

LMI6IN(l2) = KNIEBA; Auxili앙y Non-lEB breaker status.

LMI6IN(l3) = KAUXNB; Aux. network breaker status.

LM16IN(l4) = KEXCTB; Exciter braker status.

LM16IN(l5) = KBlEA; lEA bus status.

LM16IN(l6) = KBlEB; lEB bus status.

LM16IN(l7) = KBNIEA; Non-lEA bus status.

LMI6IN(l8) = cKBNlEB; Non-lEB bus status.

LM16IN(l9) = KMOSTP; X

LM16IN(20) = KMOREV; X

LMI6IN(21) = KPHASE; X

LM16IN(22) = K’fLOVS; Black out sequence timer (loss of off-site power).

LM16IN(23) = KTSIS; LOCA sequence timer (safety injection).

LM16IN(24) = KLOVS; Loss of voltage signal.

LM16IN(25) = KBNE138; Non Class IE 13.8 kV bus.

LM16IN(26) = KTLOVSC; Blackout sequence timer in cycle.

LM16IN(27) = KTSISC; LQCA sequence timer in cycle.

LM16RE(l) = VNET;V이tage

LM16RE(2) == YNET;Current

LMI6RE(3) = VRUNNG;Running voltage.

LM16RE(4) == VINCOM;incoming voltagε.

LMI6RE(5) = FNE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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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7RE(1) = WKAEJ; Max of ejected air in cond

LM17RE(2) = WKAIRP; Max flow of air pump

LMI7RE(3) = WKVXT; Max flow of vac. ext

LM17RE(4) = WKGS; Max flow of gland seal stm

LMI7RE(5) = CKAFLOW; Max flow of woling water

LMI7RE(6) = EKTBW; Mass of wat in cend tube

LMI7RE(7) = FKRS; Weight fraction of steam

LMI7RE(8) = VKCOND; Volume of cond

LMI7RE(9) = PKAIRL;

LMI7RE( 10) = WKFCWP; Max flow of CWP

LMI7RE(l I) = AKBOYYM;

LM17RE(l2) = BKV48; Cond to stor tk v/v pos inc in manual

LM17RE(13) = ZKTAL; V48 contr~l setpoint of star tk level

LM17RE(l4) = BKZTAL; V48 control gain

LM17RE(l5) = BKV177; Stor tk to cond v/v pos inc. in manual

LM17RE(l6) = ZKT와-I; VI77 conσ01 setpoint of tank level

LMI7RE(l꺼 = BKZTAH; V177 control gain

LM17RE(18) = BKV302; Cond stcπ tank to APW v/V pos.inc

LM17RE(19) = BKV301; AFW stor tank to AFW v/v pos. inc

LM17RE(20) = WKMINF; Minimum flow of cond pump

LMI7RE(21) = FKCDP; CDP speed gain

LM17RE(22) = ZKCOND; CDP speed control sIp of cond level

LM17RE(23) = FKCWP; CWP speed inc

LMI7RE(24) = FKSWP; SWP speed inc

LM17RE(25) = WKCDTK; Flow through fully open V302

LM17RE(26) = WKTKCD; Flow through fully 0]뼈n V301

LM17RE(2꺼 = AKCND’TK; Bottom area of cond stor tank

LM17RE(28) = AKAFW’TK; Bottom area of AFW stor 뻐피‘

LM17RE(29) = AKBOTTC; Cond botto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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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8IN(l) = KGSL; Gland seal steam valve open.

LM18IN(2) = KFWP; Feedwater pump status

LMI8IN(S) = KAIRP; Start air pump on.

LMI8IN(6) = KAEJ; Air e휴ctor on.

LM18IN(7) = KCDP; Condensate pump on.

LM18IN(l0) = KCWP; Cooling water pump status.

LMI8IN(1 I) = KSWP;Service water pump on

LMI8IN(12) = KVXT; Vacuum extinquisher on.

LM18IN(13) = KOLV48; LV48 automatic 0]뼈n signal.

LMI8IN(1 S) = KCLV48; LV48 Automatic close signal.

LM18IN(17) = KOLV177; LVI77 automatic open signal.

LM18IN(19) = KCLV177; LV177 automatic close signal.

LM18RE(l):= BHV301; Aux fw stor tk vlv position(O-l).

LMI8RE(2) ::: BHV302; Cond stor tk to afw sys vlv pos (0-1).

LMI8RE(3) := FSWP; Service water pump speed (0-1).

LMI8RE(4) := WSWP;Flow from swp to aux fw pump.

LM18RE(S) := WAFWTK; Flow from afw stcπ tk to afw pump(kg/sec).

LM18RE(6) := WTKAFW; Flow cond stor tk to aux fw pump (kg/sec).

LMI8RE(7) ::: BFVI3; Condensate recirculation vlv position (0-1)

LMI8RE(8) ::: BLV48; Cond to cond stor tk Ivl cont vlv (0-1)

LMI8RE(9) == FCDP; Cond pump speed (0-1)

LM18RE(l2) = PCOND; Condenser press(pascal)

LM18RE(13) = PCDP; Condensate pump pressure (pascal).

LMI8RE(14) = PCDPO; Condensate pump hεader press (pascal).

LMI8RE(lS) = WTKCD;Flow from cond stor tk to cond (kg/sec)

LM18RE(16) = UCNDTK; Temp of water in cond stor tk.

LMI8RE(l끼 = WAEJ;Steam flow ti air ejector.

LMI8RE(1 8) = WVXT; Flow to vac extinguisher (kg/sec)

LMI8RE(19) = HVXT; Enthalpy of steam to vac extinguisher ωkg)

LM18RE(20) = WAIRP; Steam flow to air ejector (kg/sec)

LM18RE(21) = WGSL;Gland seal stm flow (kg/sec)

LM18RE(22) = FCWP; Cooling water pump speed (0-1)

LM18RE(23) = WCWAT; C。이ing water flow (kg/:않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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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8RE(24) = UCWIN; Temp of cooling water to cond (d탬 이

LMI8RE(25) = UCWOUT; Temp of cooling watε:r from cond (deg c)

LM18RE(26) = ECOND; Mass of condensated water

LMI8RE(2η = UCNDS; Condenser steam temperature.

LM18RE(28) = PCNDS; Condenser steam pressure.

LM18RE(29) = PVAC; Vaccum πessure (mm Hg)

LMI8RE(30) = ZCOND; Condenser water level.

LMI8RE(31) = FEICDP;lnteg. of CDP speed e:πor.

LMI8RE(32) = ZCND’fK; Condensate storage tank level(m).

LM18RE(33) = BLV177; Con stcπ tk to cond vlv pas (0-1)

LM18RE(34) = ECNDTK; Mass of water in cond stor tk (kg)

LM18RE(35) = EAFWTK; Mass of watε:r in afw stor tk(kg)

LM18RE(36) = ZAFW’fK; Afw storage tank level (m)

LM18RE(3η = UAFWrK; Temp of water afw stor tk (deg c).

LM18RE(38) = BLV2; Conden잃te stor tk level control vlv pos.

LM18RE(39) = WRAW; Flow of raw water to cond stor tk (kg/sec)

LM18RE(41) = BCMINV; Position of minimum flow valve of condεnser pump.

LM18RE(44) = PNCGAS; 만'essure of non condensable gases (kg/s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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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9RE(l) := RKRECV; Recirc valve resistance

LM19RE(2) := RKSTORV; Stor 없nk level control vIv resi와ance

LM19RE(3) := RKLPHV; LP hσ valve resistance

LM19RE(4) := RKFWPBY; FWP bypass vJv resistance

LM19RE(5) == RKHPHV; HP htr valve resistance

LM19RE(6) := RKFWCNT; FW cnt/byp valve resistance

LM19RE(7) := PKFCOP; COp freq. to press coefficient

LM19RE(8) == PKFFWP; FWP freq. to press coefficient

LMI9RE(9) := PKFHOTP; HOTP freq. to press coefficient

LMI9RE(10) = WKAFWP; Max flow of APWP

LM19RE(1 I) = WKAFWT; Max total Aux. FW

LMI9RE(12) = AKLPH; LP heater heat xfer area

LM19RE(13) = AKHPH; HP heater heat xfer area

LM19RE(l4) = EKTUBL; LP heater mass of tubing

LM19RE(15) = EKTUBH; HP heater mass of tubing

LMI9RE(16) = AKBOTLP; LP heater bottom area

LM19RE(l꺼 = WKLPDRN; Coefficient for Iv! to flow

LM19RE(18) = ZKLVL; LP level setpoint to cond flow

LMI9RE(19) = WKMXLP; LP heater drain max flow

LM19RE(20) = AKBOTHP; HP bottom area

LM19RE(21) = WKHPDT; Const for level to flow

LM19RE(22) = WKMXHP; Max HP ext flow

LMI9RE(23) = ZKL때; HP level setpoint to htdr tk flow

LM19RE(24) = WKHPTC; HP htr dr max flow to cond

LM19RE(25) = BKV51; LP heater inlet v/v pos. increment

LM19RE(26) = BKV71; HP heater inlet v/v pos. increment

LM19RE(2η = BKFCNT; FW control v/v pos. increment

LM19RE(28) = BKFBYP; FW bypass v/v pos. increment

LM19RE(29) = BKWFW; FWP byp vJv conσ01 gain

LM19RE(30) = FKAFWPI; Aux. FW pump disc valve mc.

LMI9RE(31) = ZKHPH; HP heater high level

LM19RE(32) = BKV103; HP heater elm drop v/V inc.

LM19RE(33) = ZKHDTKH; Heater dm tk high level

LM19RE(34) = BKV19; Heater dm tk drop v/v pos.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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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9RE(35) = WKBFV; FWP min. flow

LM19RE(36) = WKMXFWP; Max FW pump flow

LM19RE(37) = FKAFWP; AFW pump speed inc.

LM19RE(38) = FKHTRDP; Heater 밟n pump speed inc.

LM19RE(39) = ZKHDTK; Level setpoint for pump

LM19RE(40) = WKHDTP; Max flow of hdt pump

LM19RE(41) = WKHDTCD; Max flow to LV19

LM19RE(42) = FKRHDTK; Press inc. by flow in hdtk

LM19RE(43) = WKCMS; CDP minimum flow

LM19RE(44) = WKFMS; FWP minimum flow

LM19RE(45) = RKFWBYP; FW bypass valve resistance

LM19RE(46) = RKHDP; Line resistance btwn MTR DP and FWP

LM19RE(47) = RKCLP; See RCONST subroutine HPXRST (lp htr)

LM19RE(48) = RKCHP; Sεe RCONST subroutine HPXRST (Hp htr)

LM19RE(49) = RKEFLP; See REFF in subroutine HXPRST (Lp htr)

LM19RE(50) = RKEFHP; See REFF in subroutine HPXRST (Hp h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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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OIN(l) = KAFWP;Aux feedwater pump on

LM2OIN(4) = KFWCNT; FW control valve control mode(O:Automatic, I:Manual)

LM2OIN(7) = KFWBYP; FW byp valve open.

LM20IN(lO) = KH’TRDP;Heater drain tank pump on

LM20IN(l1) = KFWTRIP; Feedwater system πtp.

LM20RE(l) = WLPHIN; Flow to lp htr (kg/sec)

LM20RE(3) = WLPHBY; Flow to lp htr byp vlv (kg/sec)

LM20RE(5) = WFWPBY; Fw pump minimum flow (kg/sec)

LM20RE(6) = UCOND; Temp of water in condenser(deg c)

LM20RE(7) = UHDTK; Temperature of water in htr drn tk (deg c)

LM20RE(8) = WFWPOUT; Feedwater pump outlet flow (kg/sec)

LM20RE(9) = WLPHOU1’; Lp heater outlet flow (kg/sec)

LM20RE(10) = WHPHIN; Flow to hp hσ (kg/sec)

LM20RE(l2) = WHPHBY; Flow to hp htr byp vlv (kg/sec)

LM20RE(l4) = WFDW; X

LM20RE(l5) = WHDTP; X

LM20RE(l6) = BLVI03; Hp hσ drain to cond vlv pos (0-1)

LM20RE( 18) = HLPTEX; Enthalpy of lp tb extraction steam ωkg)

LM20RE(l 9) = ULPH; Temp of water in lp htr (deg c)

LM20RE(2 l) = ULPHO; Temp of lp htr outlet water (deg c)

LM20RE(23) = ELPH; Mass of water in lp hσ (kg)

LM20RE(25) = ZLPH; Water level of lp htr (m)

LM20RE(2η = WLPTEXA; Flow of tb ext stm to each lp hσ (kg/sec)

LM20RE(29) = ULPDRN; Temp of lp htr drain water (deg c)

LM20RE(31) = HLPDRN; Enthalpy of lp htr 바n water 때kg)

LM20RE(33) = ULPHCD; Temp of water from lp htr to cond (deg c)

LM20RE(34) = ULPHOUT; Temp of lp htr outlet water (deg c)

LM20RE(35) = UFWPOUT; Temp of fw pump outlet water

LM20RE(36) = HHPTEX; Enthalpy of hp tb ext steam (}'kg)

LM20RE(37) = UHPH; Temp of watεr in hp htr (deg c)

LM20RE(39) = UHPHO; Temp of hp lp htr outlet water

LM20RE(41) = UHPDRN; Temp of hp lp htr 바in water (deg c)

LM20RE(43) = HHPDRN; Enthalpy of hp htr drn water (de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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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0RE(45) = UHPHCD~ Temp of water from hp htr to cond (deg c)

LM20RE(46) = WLPDRN; Flow of lp drain water (kg/sec)

LM20RE(48) = WLPHCD; Flow of water from lp htr to cond (kg/sec)

LM20RE(49) = EHPH; Mass of water in hp htr (kg)

LM20RE(SI). = ZHPH; Water level of lp htr (m)

LM20RE(53) = UFDW; Temperature of feedwater (deg c)

LM20RE(S4) = UHPHDT; Hp htr to hσ drain tk flow temp (deg c)

LM20RE(SS) = WHPTEX; Hp exσaction steam flow

LM20RE(5이 = WHP’fEXA; Flow of hp tb ext stm to each htr(kg/sec)

LM20RE(S8) = WHPDT; Flow from each hp htr to htr 따n tk (kg/sec)

LM20RE(6이 = WHPHDT; Hp htr to htr drain tk flow (kg/sec)

LM20RE(61) = WHPHTC; Flow from each hp htr to cond (kg/sec)

LM20RE(63) = WHPHCD; Total flow from hp htr to cond (kg/sec)

LM20RE(64) = WHPSRQ; Required hp tb ext steam flow (kg/sec)

LM20RE(66) = WHPDRN; Flow of hp htr drain water (kg/sec)

LM20RE(68) = TMPQMS; Temporay use in program

LM20RE(7꺼 = WRHFWP; Steam flow from reheater to T.D. FWP

LM20RE(78) = DELTAT; Delta T * time scale

LM20RE(79) = BFV478; Fw control vlv pos (O~ l)

LM20RE(82) = BFV479; Fw byp vlv pos (0-1)

LM20RE(85) = BHV311~ AFW turbine control valve pos(O-I)

LM20RE(86) = BHV313 ; Aux feedwater isolation valves.

LM20RE(89) = FAFWP; Aux feedwater pump speed (0- 1).

LM2애E(92) = PA~; Bottom pressure of condensate storage tank (Pa).

LM20RE(93) = PCDTB;Bottom pressure fo Aux FW storage tank (Pa).

LM20RE(94) = PSWP;Servicε watεr pump header Iπess따e (Pa).

LM20RE(9S) = WAFWP; Flow of each afw pump (kg/sec).

LM20RE(98) = WAFW;Flow of each afw pump (kg/sec).

LM20RE(10I) = WAFWI2; Flow through the line btwn afwp 1 and 2.

LM20RE(102) = WAFW23; Flow through the line btwn afwp 2 and 3 (kg/sec).

LM20RE(103) = WAFWT; Total afw flow(kg/sec).

LM20RE(l04) = PAFWPS;Suction pressure of afw pumps (kg/sec).

LM20RE(lOS) = PAFWPD;Total descharge press of 3 afw pumps (Pa).

LM20RE(106) = PAFWPT; Pump pressure of 3 afw pumps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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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0RE(107) = BFV2; Fw pump minimum flow canπ01 vlv pos(o- l)

LM20RE(l 10) =탠WP; Feedwater pump speed (0-1)

LM20RE(l 13) = FHTRDP;Heater drain pump speed (0-1)

LM20RE(l 14) = PHDTK; Heater drain ta퍼( press따e (pascal).

LM20RE(115) = BHV51; Lp heater valve(O-I)

LM20RE(117) = BHV71; Hp heater valve position (0-1)

LM20RE(119) = PFWP; Feedwater pump press따e (pascal).

LM20RE(l20) :: PLPHOUT; Lp heater outlet pressure (pascal)

LM20RE(l21) = PHPHOUT; Hp htr outlet pressure (kg/sec)

LM20RE(122) = PFWPOUT; Feedwater pump outlet pressure (pascal).

LM20RE(l23) :: PHTRDP; Heater drain pump pressure (pascal)

LM20RE(l24) = PHDTP; Heater drain pump outlet press(pascal)

LM20RE(l25) = WRECIR;· Fw pump recirculation (minimum) flow (kg/sec)

LM20RE(l26) :: WCDTK; Flow from cond to cond stor tk (kg/sec)

LM20RE(l27) = WCDHTR; Flow from cond to lp htr (kg/sec)

LM20RE(l28) = WFWLN; Feedwater line flow (kg/sec).

LM20RE(l31) :: WFWCNT; Feedwater flow to feedwater conσ01 valve (kg/sec)

LM20RE(l34) = WFWBYP;Feedwater flow to feedwater bypass valve (kg/sec)

LM20RE(l37) = WFWP; Flow through fw pump (kg/sec)

LM20RE(l38) = WCDPO; Flow through condensate pump (kg/sec).

LM20RE(l39) = WCPLN; Flow of each CDP(kg/sec)

LM20RE(l42) = WFPLN; Flow of each FWP(kg/sec)

LM20RE(145) :: ZHDTK; Heater drain tank level (m)

LM20RE(146) = FEIFWP;Fwp speed error integration

LM20RE(147) = FEIHDP; Integ. of ht drp pump speed.

LM20RE(148) :: ZHDTKL; Last valve of htr dr tk level.

LM20RE(149) = WAFW’I ’B;Steam from generator to AFW tb (kg/sec)

LM20RE(l50) = BHV5IBY; Lp htr byp vlv pas (0-1)

LM20RE(l52) = BHV71BY; Hp hσ byp vlv P∞ (0-1)

LM20RE(154) = DFFSGL;Difference stm gen level with set pnt.

LM20RE(155) = DFFFW; Dofferemce btwn fw and main stm flow.

LM20RE(l56) =: BLVI9; Htr drain tk dump to cond vlv pos (0-1)

LM20RE(l57) = EHDTK; Total mass of water in htr 마n tk (kg)

LM20RE(l58) = UHDTCD; Temp of water from htr elm tk to cond (de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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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0RE(159) = UHDTP; Temp of water from htr 밟n tk to eond (deg c)

Lκ120RE( 160) = WHDTCD; Flow from htr elm tk to eond.

LM20RE(161) = UAFW; Temp of AFW (deg c).

LM20RE(l62) = HAFWTB; Enthalpy of stearn to AFW tb.

Lκ120RE(163) = WAFWS; AFW flow setpoint (kg/sec).

LM20RE(l66) = UFWLN; Temperature of FW line flow to SjG (deg.C)

LM20RE(169) = WAWIER; Integration of AFW flow error.

LM20RE(l72) = CNTFW; Counter of time after FW pump σtp.

LM20RE(175) = ELP; Dummy.

LM20RE(176) = EHP; Dummy.

LM20RE(177) = RKCMV; Resistance of minimum flow valve of condenser pump.

LM20RE(178) = RKFMV ~ Resistance of minimum flow valve of FW pump.

LM20RE(179) = WCPMIN~ Dummy.

LM20RE(l82) = WCDP; Dummy.

LM20RE(l83) = WFPMIN; Dummy.

LM20RE(l86) = PAFWP; Dummy.

LM20RE(189) = WGLST;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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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 1RE(l) = CQOVER; Constant for overpower calculation

LM2 IRE(5) = CUOVER; Constant for overtemperature calculation

LM21RE(11) = CIRFH; Intermediate range high flux rod stop sIp

LM2 IRE(12) = CPRFH; Power range overpower rod stop sIp

따f2 IRE(l 3) = CDTl없 Delta-T normalization factor

LM21RE(l4) = CRIL; Rod insertion limit

LM21RE(2l) = CAXOFDL; Axial power dis암ibution limit

LM21RE(22) = CUCCWH; CCW high temperature sIp

LM21RE(24) = CWLHXH; LID Hx outlet flow high sIp
LM21RE(25) = CWLHXL; LID Hx outlet flow low sIp

LM21RE(26) = CULDHX; LfD Hx outlet temperature high sIp

LM2 1RE(2꺼 = CURHX; RHX outlet temperature high sIp

LM21 RE(28) = CPVCl젠; VCT pressurε high sIp
LM21RE(29) = CPVCTL; VCT pressure low sIp

LM21 RE(30) = CWRCPS; RCP seal injection flow low sIp
LM21RE(3 I) = CWCHGH; Normal charging flow high sIp

LM21RE(32) = CWCHGL; Normal charging flow low sIp

LM21RE(33) = CZSMPH; C’Thπ sump level high/hi-hi sIp

LM21 RE(35) = CRADHI; Radiation high sIp

LM21RE(36) = CUCTMT; CTMT air temp high sIp

LM21RE(3 끼 = CHCTMT; CTMT humidity high sIp

LM21RE(38) = CUPRT; PRT temp high alarm

LM21RE(39) = CPPRT; PRT press high

LM21RE(40) = CPACCH; Ace. tank press high

LM21RE(41) = CPACCL; Acc. tank press low

LM2 IRE(42) = CPPRZH; PRZ press high alert

LM21RE(43) = CPPRZL; PRZ press low alert

LM2 IRE(44) = CZPRZH; PRZ conσ01 heater high

LM21RE(45) = CZPRZL; PRZ control heater low

LM2IRE(46) = CQPRZP; PRZ prop heater ONIOFF sIp
LM21RE(47) = CQPRZB; PRZ back-up heater ON sIp

LM21RE(48) = CUTDEV; Tref and Tauct high deviation sIp

LM21RE(49) = CUTAVG; Targ hi앙1 alarm setpoint

LM2 1RE(50) = CUAUCT; Targ deviation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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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 1RE(51) = CWSGRL; RCS low flow alert sIp

LM21RE(53) = CZSGW; SIG low level sIp

LM21RE(54) = CMSLH; MSL πess high sIp

LM2 1RE(55) = CPSTMI‘; MSL press low sIp

LM21RE(56) = CZC’TKH; Condensate star 떠nk level high sIp

LM21RE(5η = CZCTKL; Condensate star tank level low sIp

LM21RE(59) = CPFWOH; FW pump discharge hdr press high

LM21RE(6이 = CUFWH; FW temp high sIp

LM21RE(61) = CWCDPO; Cαldensate pump flow low sIp

LM2 1RE(62) = CPVACH; Condensate abs pr，않s high sIp

LM2 1RE(63) = CZCNDH; Condenser level high sIp

LM21RE(64) = CZCNDL; Condenser level low sIp

LM21RE(65) = CPERMS; Permissive signal sIp

LM21RE(73) = CCONTS; Control inter lock sIp

LM2 1RE(82) = CFWISL; SIG hi-hi level sIp
LM21RE(83) = CFWISU; Low Targ for FW isolation

LM21RE(84) = CMSISO; Main steam line low pressure

LM2IRE(85) = CSAFEI;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p

LM21RE(8까 = CRXTRIP; Reactor trip sIp

LM21RE(99) = CZRWSLL; RWST level low-low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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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2IN(1) = KRXTRIP; Reactor σlp Sl밍tal.

LM22IN(2) = KLARML;Left panel annunciator alarm status.

LM22IN(122) = KLARMR; Right panel annunciator alarm status.

LM22IN(266) = KLARMS; Two stage alarm status.

LM22IN(281) = KRIL; Rod insertion limit.

LM22IN(285) = KRILM; Rod insertion limit to digital display.

LM22IN(286) = KCONTS; Control interlock signal.

LM22IN(297) = KPERMS; Permssive interlock signal.

LM22IN(307) = KSIBPS;Satety injection manual block.

LM22IN(308) = KSRTBS; Source range σip block.

LM22IN(309) = KIRTBS; Intermedjate range trip block.

LM22IN(310) = KPRTBS; Power range πip block.

LM22IN(3 1l) = KMANSI; Manual safety injection actuation.

LM22IN(312) = KMANCIA; CTMT isolation (Phase A) manual actuation.

LM22IN(313) = KMANCIB; CTMT isolation (Phase B) manual actuation.

LM22IN(314) = KMANFW; Feedwater isolation manual actuation.

LM22IN(315) = KMANMS; Main isolation manual actuation.

LM22IN(316) = KMANRX; Manual reactor trip.

LM22IN(317) = KFWISO; Feedwater isolation signal.

LM22IN(318) = KMSISO; Main steam isolation signal.

LM22IN(319) = KSAFEI;Safety injection actuation.

LM22IN(320) = KFIRST; First-out alarm indication signal.

LM22IN(323) = KPRHFI’; High flux power rate timer.

LM22IN(324) = KBNETM; Loss of voltage in RCP time delay counter.

LM22IN(325) = KSARW; If 1: Automatic control rod withdrawal is blocked.

LM22IN(326) = KSMAW; If 1: Manual and automatic control rod withdrawal is blocked.

LM22RE( 1) = PWRHFX; Power range flux lastpass fOr high rate.

LM22RE(2) = PSGLP; S/G Iπessure lastpass for press rate.

LM22RE(5) = QOVER; Overpower delta-T.

LM22RE(6) = UNORDT; Normalized auctioneered high delta-T.

LM22RE(7) = VOVER; Overtemperature delta-T.

LM22RE(8) = VAVLMO; Old average leg temperature.

LM22RE(9) = UMAXDT; Auctionerad high delta-To

LM22RE(10) = QPRATE; Nuclear power increase/decr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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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3RE(l)= TDELTAO; Basic time-step.

LM24IN(l) = KSTART; Start condition (0: no updating, 1: full power).

LM24IN(2) = KTIMSC; Time scale.

LM24IN(3) = KTSCOLD; Old value of KTIMSC.

LM24IN(4) = KMALFU; Status of instructor set malfunctions.

LM24IN(104) = KTIME;Simulator time (O;ms, 1:8, 2:min, 3:h < 1Mb., 4:Mh)

LM24IN(109) = KCTS; O:time-step size not changed this time-step, else changed.

LM24IN(119) = KPRINT; Flag for important parameter print out.

LM24IN(l20) = KSMAWR; Parameter for controlling dump of SMABRE v값iables.

LM24IN(121) = KAXIAL; Axial curve information for the graphic system.

LM24IN(l31) = KTVINF; Picture information for the graphic system.

LM24IN(143) = KMALSC;Status for scheduled malfunctions.

LM24IN(243) = KTRCOM; Trend buffer combinations.

LM24IN(252) = KTREND; Trend curve information for the graphic system.

LM24RE(l) = TDELTA; Time-step.

LM24RE(2) = TDTOLD; Old value of ’IDELTA.

LM24RE(3) = TDELTAM; AMIN(TDELTAO, ’TDELTA).

LM24RE(4) = TIMSIM; Simulator time(s)

LM lOLO(l) = LCVSH; TRUE = superheated.

LM04LO(l) = JOHVI08; HV 108 open signal (.TRUE. = 0]뿔n )

LM04LO(4) = JCHV108; HV 108 close signal (.TRUE. =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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