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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푼

기존 원자력발전소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노후화와

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해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성까지 위협받

고 있다. 반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그 성능의 우수

성을 인정받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와 보조를 같이하여 계측제어 시스템의 디지틀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냐，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

발기준파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틀 계측제어 셔스

템의 핵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봇하여 소

프트웨어 공동모도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동이 논란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여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디지를화 성공을 위해서

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확인 및 겸증 기술 개발이 절

실히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툴 계측제어 사스템 소프트왜어에 대한 규제요건

을， 규제냐 인허가의 관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 관점에서， 개발자

와 사용자와 규제자가 공감하는 합의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변을

파악해 봄으로써 규제요건이 정립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

재의 NRC 규제방법과 규제방향올 파악하였고 개발자들의 규제접근방법을 살며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규제요건， 규제방법， 규제

접근방법 풍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을 알아 보았다，

이러한 기술 현안들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유의 원전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으로 개발될 지침서와 개발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과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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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document presents the technical status of the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efforts to support developing and licensing

버gl떼 instrumentation 때d control (I&C)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The analog I&C obsolesc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in nuclear industry, with the potential to shut down reactors or keep them

from restarting. The existing I&C systems, designed and built with in the

1960s technology, have also become a major contributor to plant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s. On the other hand, the digital r&c technology has

improved rapidly in recent years. Nuclear industries have tried to use this

modem I&C technology in developing advanced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because the industries did not establish V&V methodologies and

standards, used in developing the high integrity software for digital r&c

systems, 삼ley were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ies to avoid software common

mode failures and to assure the software reliability quantitatively. V&V

methodologies and standards are fundamental to 외1 digital implementation in

nuclear plants.

We have reviewed codes and standards to be concensus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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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ing procedures under 10 CFR 50 때d 10 CFR 52 of 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야y Commission (NRC) and presented vendor ’s approaches to

co않 with the licensing barrier. At last, we have surveyed the technical

issues related to developing and licensing the high integrity software for

digi않I I&C systems. These technical issues let us know the development

며rection of our own software V&V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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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I 장 샤론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S!W

V&V)이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요구 사항대로 젤계되었음올 보장(Validation)하

는 절차이며 그 시스템이 실제로 요구된 기능을 완벽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함을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단계 별로 확인 (Verification)하는 절차이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은 그 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한편 디지툴 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기

술의 우수성 때문에 점차 디지틀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 종

래 아날로그 하드웨어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소프트웨어가 디지를 사스템에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와 소프트웨어 선뢰

도 보장 문제 둥을 야기시키고 았다.

사용차， 개발자， 규제자 모두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용 방

법론과 도구들은 다지틀 셔스템 소프트웨어의 품칠을 보증할 수 있고 소프트웨

어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체 디자틀 셔스템의 품질을 보증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 표준을은 일관성있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프

트웨어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선경계통이라 할 수

있는 계측제어 계통의 디지툴화와 제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능형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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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사스템의 성공적인

디지틀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소프토워l

어 확인 및 겁증 기술 개발이 디지틀화의 기반이고 핵심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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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셜계， 건셜， 운영에 따른 규제요건은 발전소의 안전을 최

대로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추구되어 왔다.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기존의 발전소 사스템올 변경 또는 개선하려 할 경우 규제요건의 만족여부가 판

전이 된다. 이러한 규제요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해온 기반

엄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규제요건이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정 립되지 않아

유용한 기술을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고자 할 때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규제요건을， 규제나 인허가의 관점이 아니라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의 건전성과 최종 생산

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개발자와 사용자와

규제자가 공감하는 합의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제요건의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해 봄으로써 규제요건이 정립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

재의 미국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규제방법과 규제방향을 파악

하고 개발자들의 규제 접근방법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규제요건， 규제방법，

규채 접근방법 동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기술책 측면의 현안을 얄아 보았

다.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현안이 바로 고산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의 현안이며 앞으로 고유의 원전 고신뢰도 소프트왜어 V&V 방법론으로 개발될

지침서와 개발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체 2 장 큐쩨요건 분석

제 I 절 분석 범위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규제요건과

규제 참고자료(STDs ， Codes , CFRs)는 약 90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특정 규제

대상 별로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규제자료의 분류 및 체계가 미흡하며， 계측

제어 시스템의 뎌지불화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RC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동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작업올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것온 다음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본 절애서는 신뢰도와 권위를 가친 미국 NRC가 현재 원전 디지탈 계측제

어 시스템을 Review할 때 사용하는 Approach 에 따른 규제요건들 중 안전관련 시

스템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만 분석한다.

디지툴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는 종전 아날로그 Hard_wired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던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

서 여기서 분석할 규제자료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시스템적인 규제요건들이며 또한 Defense-In-Depth 개념의 안전관련 규

제요건을 포함한다. 현재 사용 중인 디지틀 계측제어 시스템 관련 규제 및 규제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이중 이탤력체로 밑줍 쳐진 자료가 위에서 정한 분

석 범위에 포함되는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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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1:ectijlfi and Safety Systems

ANSνffiEE standards.

IEEE standards related to design of safety and protection systems.

IEEE 279 Criteri，α for Protection SYstems_for Nuclear Power

Generatinu Stαtions (IEEE has reol，αced this

stαndard with IEEE 6η8. but 279 is mentioned

soecificnllY in 10 CFR 50.많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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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ι4NSI 379-1888 Standard Aoolicntion of the Sinlde-Failure

Criterion_to Nuclear Power Generatin~αtion Safety

s원철m

IEEE/ANSI 384-1981 Stand따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IE

Equipment and Circuits

IEEE/ANSI 479-1981 Standard Crit앉ia for Post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ANSI 603-1980 Stα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u S따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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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ANSI 627-1987 Standard C괴t앉ia for the Design Qualification of

Safety System Equipment Used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ions

IEEE/ANSI 1023-1988 Guide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to Systems, Equipment, and Facilitie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ι4.N51 1033-191짧 Recommended PracticeJor AoolicationQf IEEE

Std· 828~o~uclear Power GeneratirJJz StatiQns

IEEEι4N51 7432-1982 Application Criteria for_PIoflLcunmable Digitαl

Computer Systems in Safety S~stems of 1\ruelear

Power GeneratinJ! Stations

IEEE Software Standards

IEEEι4N51 729-19，않 Glossary of Sa캄ware_ErJJ!ineerinJl_ Terminology

IEEEιANSI 730.1-1989 Stαndard for Software Qrι1litv Assunαnce PIα1s

IEEE지4.NSI828-19.않 Stαndard for Software Confi1lUD따ion ManaJ!ement

Plans

IEEEι4.NSI 829-1983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

IEEE~ANSL830‘-1984 Guide for Software Reauirements_Soecifications

IEEE/ANSI982.1-1988 Standard Dictionarv of Meαsures to Produce

Reliabilitv Soκware

IEEE/ANS'I982.2-1988 Guide for the U능e of IEEE Stαndard Dictionary

of Meα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IEEEιANSI 983-1986 Guide for 50κware Qzμlity AssuTiαlee Planninfl:

IEEEι4NSL1008-1987 Standard for S얘ware Unit Testi1J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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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IANSI 1012-1986 Standard for S얘ware Verifi띠tion and Validation

E따낀S

LEEElANSI 1016-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DesiJm

Descrintions

IEEEι4NSl1042-1987 Guide to S‘oftware Con(iuuratioTJ Manauement

IEEEIANSI 1058.1-19875따ndardJor Software Proie_cL Management Plans

IEEEι4NSIlα'73-1987 Standard for Software User Do_cumentation

Other IEEE standards that may auulv follow :

IEEE/ANSI 518-1982 Guide for the Installation of Electric외 Equipment

to Minimize Noise Inputs to Controllers from

External Sources

IEEE!와~SI 422-1986 Guide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in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외\fSI 494-1974 Standard Method for Identific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Class IE Equipment and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따\fSI 690-1984 Standard for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Systems for Class IE Circuits in Nuclear Power

Gen하ating Stations

IEEE/따-.lSI 805-1984 Recommended Practice for System Identific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and Relat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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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s

lEG 880-1986 Software for Comouters in_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Stations

lEG_Pub. ‘552{JJ)82) IECTerminoloJ2V in the Nuclear Reactor Field

lEG Pub. 639(1979) Nuclear Reactor. Use oL th~ ProtectiQn_Svstem for

No.η:safetv PurDoses.

IECYub. 643(1979) ADolication of Dimtal Computers tQNuclear

Reactor Instrumentαtion and Control

lEG_Pub. 671 (J980) Periodic Tests and MonitorinJZ of the_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Reactors

Nuclear ReR:ulatorv Commission (NRC)

R.G 1.22

SRP Appx. 7-A

BTP leSB 22

R.G. 1.47

SRP Appx. 7-A

BTP IeSB 21

Periodic TestinJZ of Protection Svstem Actl.ι1tion

Functions. rBasis for imolementinJz GDC 21 and

lEEE2견l

Guidance for Application of Regulatory Guide 1.22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Basis for implementing

GDC 21 and IEEE 279, Section 3.14.]

Guidance for Application of Regulatory Guide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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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 Appx. 7-A

BTP leS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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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s of Motor-Operated Valves in the ECCS

Accumulator Lines. [Provides guidance to meet IEEE

279.]

Isolation of Low Pressure Systems From the High

Pressure Reactor Coolant System.

Aoplication of the Sinfl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Svstems. Basis for

Imolementinf! GDC 21 _and IEEE 279. SectiQn 4.2.

[IEEE 379 imolements the fluidelines of R. G.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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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πice. [Additional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IEEE 279. Section 4.15]

Requirements for Reactor 암otection System

Anticipatory Trips. [Gives NRC position on

anticipatory trips not included in safety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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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75

R.G. 1.97

SRP Appx. 7-A

BTP leSB 20

R.G. 1.105

R.G. 1.118

R.G. 1.151

R. G. 1152

R.G. 1.153

SRP 7.1 ,

Physical Independed of Electric Systems. [Endorses

lEEE 384‘ Basis for implementing GDC 21 and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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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ontrols 맘ovided to

Accomplish Changeover & from Injection to

Recirculation Mode ‘

Instrument Set Points. [Basis for implemen디ng GDC 13

and IEEE 279, Section 3.J

Periodic Testing of Electric Power and Protection

Systems. [Basis for implementing GDC 13 and lEEE

279, Section 4.16. It also recommends supplements to

IEEE 338.]

Instrument Sensing Lines.[This guide endorses

ANSI/ISAS 67.02. It is also a basis for implementing

GDC 13.]

학tξ따 for Pro!!rammable Di!!ital ComDuter System

Software in Safety Related Systems of Nuclear Power

Plαηts. [This 1!uide endorses IEEE 7432.7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s. [This guide endorses IEEE

603.]

n3



Appendix A Acceptance Criteria and Guidelines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mportant to Safety.

Bx

n

뻐

P

R

DU

nF

잉

A
Guiance for Evaluation of Conformance to IEEE Std 279.

(Note : IEEE has replaced Std 279 with Std 603.)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the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ting of Insσumentation and

Electric Equipment. [This guide supplements ANSI

N45.2.4-1972J

R. G. 1.30

Code QfFederaLRea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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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G 1

닫끄ζ4

GDG4

GDG 12

GDG 13

GDG 15

GDG 19

GDG20

GDG21

GDG22

GDG23

Q띠쉰tystnadαrd and records

DeiSfm Bases for Protection Auainst Natural Phenomena

Environmental and Missile Desig끄 Bases

SUDDression of Reactor PoweL Oscillations

Instrumentation and Control

Reactor Coolant SYstem Design

Control Room

Protection SYstem Functions

Protection SYstem Reliabilitv and Testabilitv

Protection SYstem Independence

Protection SYstem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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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24

GDC25

닫딛ζ젤

GDC‘ 29

Separation of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Protection Svslem Reauirements for ReactiuibL Control

Ma따nctions

Reactivity _Control Svstem Redundancy cmd Capabilitv

Protection A.e깅inst Anticioated Ope따tif)ns Occurrences

Fed~: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ules

Part 14 Subpart J Class B Digital Equipment for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Natipn떠 Electrical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rcs 1 General Standards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s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USA)

RP 55.1 Hardware Testing of Digital Process Computers,

R£corrun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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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IANSI NQA-l Quality Assurance Prof!Tam Rea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 11 -



ASMEIANSI NQA-2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dear

Facilitv Aoolications

ANS Standards

ANS 58.6-83

ANS 58.8-84

.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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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lv for sYstem aualification

IEEE/따애SI 381-1977 S떠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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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SI 323-1983 Qualifying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따애SI 344-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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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ifectim! installation or ooerations.

JEEEIANSI 336-1985 Installation, Inspection, and Tes디ng Requirements

for Poweτ，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at

Nuclear Facilites

1EEEIANSI 338-1987 The Standard Criteria for the Periodic Surveillance

Testing of Nucl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lEEEIANSI 498-1985 Standard Requirements for the Calibration and

Control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Used in

Nuclear Facilities

JEEEIANSI 934-1987 Standard for Replacement Parts for Class IE

Equipment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and ISQ LocaLArea Network Stnadards :

ISO 8802-2: 1989 Information Processinfl Svstems--Local Area

Networks--Part 2 : LommI Link Control. (Suoersedes

IEEE 81α2.2-1985)

ISO 8802.3: 1989

Part 3: Information Processinfl Svstem--Local Area

Networks ‘ -Carrier Sence Multiole Access ωith Collision

DetectiOrL (CSMA/CDLA c:;cess MethodJJnd Physical

Laver Specth’cαtions.

IEEE 802.4-1985 Token-Passinf! Bus Access Method and_ Physical Laver

Soecifimtion

IEEE 802.5-1989_StandardJor wcalArea NeJl1Jorks.~ _TfJken Ring Access

Method αzd Pbvsical Lay£r 50ecificα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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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규제요건 현황

현재 NRC에서는 다지를 시스템을 Review할 때 Regulatory Guide 1.152

와 ANSVIEEE ANS 7-4.3.2-1982를 사용한다. ANSVIEEE STD 1012-1986와

ASJ\1E NQA-2a-1990, Part 2.7 둥이 주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 그외 앞절에서

밑줄 쳐진 모든 자료들이 참고로 사용된다. 따라서 피규제자는 궁극적으로

ANSV!EEE ANS 7-4.3.2를 만족시킬 외무가 있다. ANSIlIEEE ANS 7-4.3.2는

LicenseeNendor Interface, V&V의 독립성， V&V에 사용된 도구와 사람에 대한

Quli죄cation，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확인 맞 검증방법 동을 기술하고 었다， 그러나

ANSV!EEE ANS 7-4.3.2에는 시스템 및 하드웨어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주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규제내용들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았다. 따라서 NRC에서는 많은 부분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여러 가지 Reference Guideline들을 펼요로 한다. IEEE 7-4.3.2의 상위 규제요건

이며 Safety 시스탬 표준 Criteria~ ANSLlIEEE STD 603-1980의 Section 5.3과

5.4에 따라 엄 격 한 Verification야 요구되며 세부 Testing 방법으로 IEEE 829가

사용된다. 이와 같이 ANSνIEEE ANS 7-4.3.2를 중심으로 디지틀 계측제어 시

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과 그 결과물의 건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Guideline들

와 관계는 [그림 1]의 QUALITY 부분과 같다.

원전 보호계통은 10 C.F.R. Part 50, Appendix A, GDC 21, 22, 23에서

명시한 것처럼 고신뢰도와 FaiLSafe를 보장하고 보호기능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Quality와 Diversity를 갖는 Defense-In-Depth 개념을 가지고 설계되어

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IEEE 603-1980, IEEE 379-1977, Regulatory Guide 1.53,

NUREG 0493 둥에 찰 나타난다. IEEE 7-4.3.2와 이를 중심으로한 Guideline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신뢰도 소프트혜어를 개발하였어도 소프트웨어의 공통모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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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Defense-In-Depth 개냄에 따라 원자로들 안전하게

정지사킬 수 있는 예비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NRC는 Hard_wired

Manual Shutdown System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

Single Failure Criteria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Failure

Modes and Effect Analysis(Fl\1EA)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Defense-In-Depth 개념과 관련된 Guideline들의 관계도는 [그림 1]의 SAFETY

부분과 같다. 야러한 상황에서 NRC논 개발된 다지툴 계측채어 시스템이 IEEE

Std. 603, 279, 379, 7-4.3.2와 Regulatory Guide 1.152, 1 .53의 만족여부와 그 상

위요건인 10 CFR P따t 50, Appendix A, GDCs 2, 4, 20, 21, 22, 23, 25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규제요건들과 Reference Guideline들은 적용하는 Scope와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작되며 세부내용에서도 수직적， 수평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가

진다. 현재 EPRI에서는 이러한 내용적인 관계를 Matrix화하논 작업과 Database

화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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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FR Part 50 , App. A, App. B
10 CFR Part 52 ,

ANSI/ IEEE 603
ANSIII많E 279

R. G. 1. 152 R. G. 1. 53

Endorse Endorse

ANSI !IEEE ANSI/ IEEE
ANS 7-4.3.2 379-1977
(P-7-4.3.2)

N때EG-0493， NUREG-0800
Refer SRP , SECY-90-016 ,

SECY-90-377

Planning Development T빠 i탬 기타

ANSI/IEEE IEC-8BO ANSI/ IEEE ANSI/ IEEE ANSIIANS
1012 830 829 10.4

ASME/ANSI ANSI/IEEE ANSI/ IEEE ANSI/ IEEE FIPS
NQA-1 1058.1 1016 1008 101 , 132

ASME/ANSI ANSI/ IEEE ANSI/ IEEE ANSI IlEEE ANSI/IEEE
NQA-2 828 , 1042 1063 982. 1, 2 352

ANSI/ IEEE 그외 Vendor/Licensee Internal Guidelines or STns
730 , 983

[그림 1] 디지툴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규제요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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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파

ANSIlIEEE ANS 7‘ 4.3.2, Regulatory Guide 1. 152와 ANSIlIEEE 379,

Regulatory Guide 1.53을 중심으로 한 디지틀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요건들은 1980년대 전반기 이전에 작강된 것으로서 급격히 발전된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봇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요건 및 참고

G띠deline들이 체계적￡로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종전 아날로그

사스템에서의 하드웨어 좀포넌트가 소프트웨어로 대체 됨에 따라 하드웨어 및

시스템 차원의 규제요건을 소프트혜어에 적용하여야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애매

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틀면 Class IE Equipment의 독립성 보장 요건

및 Testability 요건과 같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의 하드웨어 관련 요건들이 소

프트웨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도

lEEE 7-4.3.2와 같은 규제요건들은 많은 부분에서 확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Formalism의 도입

(소프트웨어 FlVfEA, Fault Tree Analysis) Hazard Analysis 방법서술， 보다 정

량적인 규제 방법 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Standard도 특정 소프트훼어 시스템의 안전을 100%

보장하지는 못한다. 또한 세상에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특정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에 내한 판정은 규제기관과 규제요원의

Authority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규제요건과 표준은 규제기관이 소프트

웨어 시스템의 안전을 판정 내헐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 4 절 규제요건 발전방향

신뢰성을 강조하는 원자력 산업의 특성으로 안해 타산업에서의 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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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수용하지 봇하여 계측제어 시스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프랑

스， 캐나다， 일본 동에서 과감하게 컴퓨터를 중심으로 디지틀화된 계축제어 기술

을 도업함으로써 보수적인 영국， 미국， 독일 동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계측

제어 서스랩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여기 위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툴 계측제어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과는 달리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버중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

웨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디지틀 계측채어 사스템의 성패률 좌우하

는 핵심기술로 부각되게 되었다.

현재 NRC에서는 ALWR 디자틀 계측제어 사스템 Review를 위한 입장

을 밝히고 있다. 이는 10 CFR P따t 52의 。ne Step Licencing이라는 약간의 변

경된 행청절차를 바탕으로 디지틀 계측제어 시스템 SW의 Quality와 Diversity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과 NRC 업장을 구체적으로 명사하고 었다. 그러나 SW

Audit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종전과 별 차이가 없으며 다만 Audit에 필요한

Document의 구체적 명시와 SW CMF 극복에 대한 NRC의 구체적 입장 표명 둥

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NUREG/CR-5930에서는 High Integrity SW에 대한

Standards와 Guideline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Guideline이 가져 야 하는 Criteria를 Levels of Criticality/Assurance, Lifecyde

Phases, Documentation, Required Software Functionaliη Against Hazards ,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s,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oftware Quality Assuranc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oftware

Hazard Analysis,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Procurement Concerns,

만esentation， Supplement lnfonnation, Gent갚al Comments 동의 측면에서 설명

하고 있다. 또한 NUREG/CR-5930에서는 거존의 IEEE ANS 7-4.3.2를 포함하여

IEC 880 동 디지틀 계측채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중언 여러 Guideline들의

문제점을 지척하고 았다. 야와 병행하여 IEEE ANS 7-4.3.2도 대폭 수정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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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되고 있으며 이는 Draft인 IEEE P-7-4.3.2로 나와 있다.

EPRI에서는 미국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의 Upgarde와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워하여 EPRI Upgrade Plan을 수

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의 기술력을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의

Upgrade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10년 장기 계획 하에 산학연 공동 과제를

Coordinate하고 있다. 이러한 Upgrade Plan은 크게 7가지 기술분야를 나누어 집

중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중 한 가지가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기술 연구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져침서 및 표준화 관련 연구이다. 소프트웨어

V&V 기술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R&D프로젝트를 수행중이거냐 계획중에

있으며 Licensing Criteria, Specfication, S없ndards를 위 하여 Codes and

Standards Database 개발 동 7 개의 R&D 프로책트를 수행중에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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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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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모든 분야의 안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NRC의 경우 규제요

건의 개발이 일반 Utility나 연구소 학계 Engineering 회사 동에서 개발하여 확

보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NRC에서도

디지툴 계측제어 계통 소프트혜어의 싼전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SAlC,

SOHAR mc., NIST, Netrologic me. , HALDEN Reactor Project 둥과 같은 기 관

에 용역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7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중에 있다.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Guidelines for Expert Systems

- Class IE Digital Computer Systems

- Attributes of High mtegrity Software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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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연구의 최종 목표는 뎌지흘 Safety System 설계 Criteria의

골격을 구축하는 것여며 Acceptance Criteria의 기술척 근거를 개발하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논 다읍과 같다.

안전 계통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절계， 개발，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Standards와 CASE Tool들의 장단접 파악

소프트웨어 안전 계통의 Functional Diversity의 정도를 평가할 때

CASE Tool의 사용 가능성 명가와 그러한 Tool의 개발

- 디지틀 안전계통의 Audit 지첨서의 독립적인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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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분류 지침서와 정성적인 신뢰도 측정도구 개발

- 전문가 시스템 V&V 지침서 개발

‘ 안전계통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언어의 검토 및 평가

- EMI, RFI 관련 규제지침 개발

- 디지툴 I&C 하드웨어 품질보증에 대한 규제지첨 개발.

결론적으로 고신뢰도를 요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세밀한 부분까지

정량적야고 완벽하게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

만 이 러 한 소프트웨어의 Quality와 Safety를 보장하기 위 한 요충을 원칙 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제요건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Quality와 Safety의 완

벽한 보창을 위해서는 IEEE P-7-4.3.2가 개발완료 되더라도 Reference

Guideline들은 계속 시-용될 것이며 규제요원의 능력과 재량이 정확하게 활용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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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장 규체방법 및 규째동향

제 1 철 NRC 규제방법

1. NRC 디지틀 시스템 검토 방식에 대한 개략 셜명

NRC는 디지틀 시스템을 검토할 때 REG. GUIDE 1. 152와 ANSV!EEE

ANS 7-4.3.2-1982를 주로 사용하고 ANSLδEEE 1012-1986과 ASl\1E

NQA-2a-1990, Part 2.7을 참조한다. NRC가 수행하는 규제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규제요원은 먼저 시스템 설계 과정과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

세한 검토를 하고 이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failure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이력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규제자는 소프토

웨어 개발시 수행된 확인 검증 작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1) Following the code development.

(2) Examining the vendor/licensee interface and feedback process.

(3) Reviewing software problem/error reports and resulting corrections.

(4) Comparing the V&V process to ANSVIEEE ANS-7-4.3.2-1982.

(5) Interviewing personnel involved in the process.

(6) Verifying the independence of the software verifiers.

(7)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subsequent software development documents.

(8) Reviewing software life-cycle and future vendorllicensee interface.

(9) Reviewing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results.

그리고 규제요원온 시스템의 한 변수를 선택해서 그 값을 수행시켜 테스

트하는 ‘Thread Audit'를 수행하는데 그 전개 과정은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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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viewing actual sections of the code on a sample basis.

(2) Examining the various levels of software development documents and

comparing them to the code.

(3) Examining problem reports and verifying the corrections.

(4) Examining the engineering cross-discipline interfaces to ensure that

nuclear specific needs were correctly incorporated into the code.

(5) Examining the licensee interface to ensure plant specific requirements

are correctly incorporated.

(6) Ensuring that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cess is followed

according to the vendor’s plan.

(7) Reviewing the final results of the process.

그려고 규제요원은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대조한다. 이러한 과정 중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LicenseeNendor Interface

컴퓨터 프로젝트 경험은 컴퓨터 시스템 기능요건 개발이 수행된 시스템

의 품질과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ANSνIEEE ANS一7-4.3.2-1982， Sec. 3). 실제로‘발전소 특성올 정확히 반영하

지 못한 시스템 시방서와 소프트웨어 기능요건에 관련환 소프트웨어 fail이 있었

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동안 licensee 와 vendor 간의 인터페이스의 중

요성을 부각사켰고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품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

었다. NRC는 가능요건 개발과정을 Vendor/Licensee Interface에 춧점을 맞추고

요건이 변화되어 가는 것과 요건개발에 참가한 사람의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요

- 23 ‘



건이 정확한지를 검토한다.

나. Verification 없d Validation Organization

Verification group은 설계팀파 독립적 이어야 하며 설계팀에 펼적하는 기

술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ANSI!IEEE ANS-7-4.3.2, Sec. 7.1). V&V 조직은 분

리된 supervisor engineer를 갖추고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과 독렵적이어야 하며

개발 그룹에 필적하는 기술 수준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발 그룹은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그것을 V&V 그룹에게 념기며 V&V group은 V&V Plan

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소프트혜어 개발 그룹과

V&V 연력간의 communication 내용이 보고서로 거록되어져야 한다. V&V

group과 그 인력 에 대한 independence는 A1“~SIlJEEE ANS-7-4.3.2의 독립성 요

건을 만족해야 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ANSIlIEEE 1012와 IEC880 둥이 있다.

다.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gram Review

디지툴 시스템의 V&V는 기술적 검토와 감독기능， 소프트웨어 검토와

AUDIT,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분석， 동적인 시스템 테스팅과 design basis

event, 그리고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독립적인 단계별 ven화cation 동을 하

기 위한 세부 절차서와 정책들을 포함하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이다 (ANSνIEEE

ANS-7-4.3.2, Sec 3.7). V&V group은 소프트혜어 release률 숭인하가에 앞서

(1) docwnent code reviews (2) test case development (3) V&V testing (4)

abnormal conditions review 동을 수행한다. V&V 그룹이 개발 그룹으로부터 프

로그램을 받은 후 각각의 독립적인 verifier는 각 모률별로 document code를 검

토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각각의 모률이 가능요건파 설계 및 coding standard에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Design document와 source code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

가 끝난 후에 verifier는 verification test와 validation test를 수행한다.

Verificaton test에 사용되는 방법은 ANSIlIEEE Std. 603-1980에 의해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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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모율의 안전성 분류와 기능이다. 이 standard에 의해 원자로 트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학적 안전설비 수동으로 조작되는 정보표시 둥이 가장 높

은 verificaiton level올 갖는다 Verification 테스트는 structural testing과

functional testing으로 나뉘어지고 이에 대한 기준안은 IEEE 829에 냐타나 었다.

Structural testing은 포든 source line이 design spec.에 맞게 쓰여졌음을 검토하

는 것으로 이를 위해 verifier는 소프트웨어 단일성과 complexity를 근거로 설정

된 기준을 적용시켜 수행한다‘ 그리고 verifier는 모든 statement를 시험할 테스

트 케이스를 수동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행사키는데 이때 - 나 0 같은 비정

상적인 압력값과 out-of-range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Functional 테스팅은

그 기능적 특성이 기능 테스트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structural

testing과 비슷하며 Design Specification에 의해 제공된다.

한편 소프트웨어 errorY- coding 에 관한 결함이 발견되변 verifier는

Procedure Problem ReportY- Generic Problem Report를 작성하여 개발자가 이

를 해결하도록 한다. 개발자는 이들 보고서에 기술된 문제점틀을 해결해야 하며

verifier는 그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테스탱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되품이해야

하며 lead verifier는 보고서애 아무런 문제점이 남아 있지 않다논 것을 확인해야

한다. Verification 결과가 만족되면 목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validation 단계로 념어칸다. Validation 과정에서는 목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system functionality가 중점적으로 겹토된다.

Validation testing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top-down" functional requirement testing

2) 셔스템 설계와 구현에 관한 abnormal conditions review

3) MMI testing.

V&V 프로그랩 검토의 한 부분으로 NRC는 소프트웨어 개발 document,

- 25 -



V&V 관라자들과의 인터뷰 V&V 보고서 둥을 검토한다. NRC는 또한 문제점

보고서를 엄의로 선택해서 문제점들이 제대로 기술되었고 해결되었나를 확인한

다. V&V effectiveness와 licensee application을 평가하기 위해 NRC는

ANSL!IEEE 1012와 lEC 880을 토대로 “ Thread Audit"을 수행한다.

라. NRC Thread Walk-through

NRC는 선택된 변수에 대한 “ Thread Audit"를 수행한다. "Thread

Au바tIT이란 점검할 변수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변수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

발과정을 추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와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다.또한 여기에서는 기능적 구조 요건에 대한 validity 테스트를 하고 소프트

웨어 요구조건과 어떤 연관이 있나를 검토한다.

마. Configuration Management

모든 소프트워l 어 프로그램파 문서가 엄격한 configuration management

control 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소프트혜어가 변경될 때 licensee는 code

change로부터 발생하는 side effect를 결정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analysis tool을 수행사켜야 한다. 더우기 모든 변경된 code는 앞서 언급된 V&V

과정을 거쳐야 한다. Configura피on management plan은 IEEE 828-1983 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NRC의 디지틀 시스템 검토 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절명에서와 같이

NRC는 licensee/vendor V&V 계획파 프로그램이 REG. Guide 1. 152와

ANSνIEEE ANS-7-4.3.2-1982를 만족시키는가를 확인하고 licensee의 V&V 계

획과 프로그램야 그 기능요건과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시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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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통은 펼요 시 운전중이나 중지 기간중에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설

계 되어져야!하고 운전원에게 redundancy에 대한 손실과 실패에 대한 적절한 조

치를 제공해야 한다 (10 C.F.R. Part 50, Appendix A, GDC 21).

NRC는 (1) 어떤 요소돌아 태스트되지 않았나， (2) 테스트 되었다면 적절

히 수행되었냐， (3) 안전성과 벼안전성에 판련된 인터페이스가 있는가 둥을 결정

하기 위해서 digital continuous self test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디지뜰 시스템

에서의 시스랩 calibration 운전에 관련된 자체 테스탱의 영향이 검토되고 특히

정확성과 완벽성이 중요시 된다. 여기에서 모든 기능요소와 경로뜰아 테스팅되어

야 하고 자동/수동 테스팅 장치들의 인터페이스 기법들야 검토된다.

NRC는 다음의 표준과 기준안을 검토자료로 사용한다.

(1) IEEE 279-1971 , "Criteria for 암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2) Regulatory Guide 1.22, "Periodic Testing of Protection System

Actuation Functions;"

(3) Regulatory Guide 1.118, "Periodic Testing of Electric Power and

Protection Systems;"

(4) IEEE 338-1977, ’IEEE Standard Criteria for Periodic Testing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and

(5) Regulatory Guide 1.47,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3. Defense-In-Depth

보호계통은 (1) 고 선뢰도를 달성하고 (2)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로 fail되

는 것을 보장하고 (3) 정상 운전， 유지 및 이론적 사고 조건들이 보호 기능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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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10 C.F.R. P따t 50, Appendix A, GDC

21,22,23) Defense-In-Depth 개념을 가지고 설계되 어야 한다.

Defense-In-Depth에 대 한 분석은 NUREG-0493 "A Defense-In -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에 명시되어 었다. 이 분석은 예축된 CMF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발전소 사고분

석에서 평가된 각 사고에 대해 Defense-In-Depth를 보장하는 diversity가 셜계

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Defense-In-Depth는 시스템 구성의 다양성， 내부

사스템의 다양성‘， 중복성， 성능， 높은 안전성과 safety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

신뢰성 둥을 갖추도확 고려되어야 한다. Defense-In- Depth와 공통모드고장 개념

은 10 CFR P따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얹on 22와 IEEE

603-1980, REG. Guide 1.53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Systems)에 의해 숭인된 IEEE 379-1977,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Class IE

Systems", 그려고 NUREG 0493 "A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둥에 잘 나타나

있다.

가. Reliability and Software Common Mode Failure Concerns

뎌지틀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겸토와 현존하는 아날로그 프로세스에

대한 버교가 제공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안과 밖 양쪽 다 소프트웨어에 대

한 경험은 V&V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Defense-In- Depth 개념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NRC는 이미 평가된 발전소 과도 상태나 사

고시를 고려해 디지틀 시스템의 공통모드고장에 대한 보완책 제시를 license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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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구하게 되였다. licensee가 제공하는 Defense-In-Depth 를 평가하기 위해

NRC는 다음 사향을 검토한다.

(1) 디지틀 시스템의 꽁통모드고장 발생사 Safety AnalysIs Timing Req.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back-up 작동장치.

(2) 디지툴 시스템의 꽁통모드고장 발생시 수통작을 사용하도록 제어실에

licensee가 다양한 지시를 주는지에 대한 보장.

(3) 소프트웨어 V&V에 관련된 결과물-

(4) 이전에 숭안된 유사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험.

(5) 안전한 상태로 fail되지 않는 소프트워l 어 공통모드고장에 관련된 사고나

과도상태가 그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NRC는 야들 평가 방법들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이 일어났

을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shutdown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나. Single Failme Criteria

이 부분의 목적은 예측된 공통모드고장이 없는 Failme Modes and

Effect Analysis(FJ\lIEA)를 검토하는 것 이 다. 어 떠한 single failure도 protective

function의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된다(10 CFR part 50, Appendix A, GDC 21,

23).

Licensee는 IEEE 279-1971에 따라 FI\1EA를 수행해야 한다. NRC는 설

계된 시스템이 여러 예측된 failures (system and electronic)를 해결하는 방법을

sample basis로 licensee와 함께 검토한다. 아 검토의 어떤 경우에도 그 분석은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

로 NRC는 single mode failure 기준(예측된 공통모드고장이 없논)을 만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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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찾아 낸다.

4. Factory Testing

위 에서 묘사한 검증 테스트 이외 에 vendor는 factory acceptance test를

수행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시스템이 시스템 기능 시방서에 묘사된 대로 지능요

건파 정확성을 만족시키는 지를 확인한다. licensee는 여랴 측면에서 테스팅을

수행해야 하고 NRC는 그 결과를 검토한다.

5. 교육과 절차서

운전원에게 디지툴 시스템 환경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부분·은 변경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관련 절차서가 맞게 수정되었고 운전원과 기술자가 새로운 시스

템을 사용하고 보수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많은 절차서들이 개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절차서들이 디지틀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여에 관련된 절차서틀은 경보，

channel calibration, 경보기 웅답， 비정상 운전 절차서 들이다. 발전소 기술진들

은 이틀 변경된 절차서들을 검토해야 하고 송인해야 한다. 한번 절차서가 변경되

면 관련 기술자가 겹포한 후 숭인을 받기 위해 현지 겹토 위원회에 보내져서 이

틀 절차서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된다.

공급자는 licensee에게 자세한 운전 및 유지에 관련된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licensee는 이들 지 첨셔를 Generic Lettεr 83-28, ’'Required Actions

Based on Generic hnplications of Salem ATWS' Event"의 licensee

commitment에 따라 해당 절차서에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licensee는 디지툴 시

스템에 대한 변경이 행해졌을 때 plant -staff이 그 사스템에 대한 운전과 유지보

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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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llow-up Reporting

NRC는 시스템의 설치와 초기 기동 테스트를 검토한다. 또한 최종 테스

트 결과를 검토해서 이 테스트에 대한 완료를 보고서로 요약한다. NRC가 검토

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서방서를 비교하고 그 결과가 포함된 power quality testing 보고

서와 다른 발전소 계측기에 의해 생성된 distortion에 대한 영향을 분석힌

보고서-

(2) 안전성 분석과의 바교결과와 테스트 내용을 포함한 용탑시간 테스트 보

고서.

(3) ground와 power line 지속성 에 대 한 결파들.

(4) vendor와 licensee on-site startup, sequencer, 기능 및 시스템 검증 테스

트에 대한 요약들.

7‘ 결론

NRC가 디지툴 시스템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

용된 V&V 과정 (2) 소프트웨 어 공통모드고장을 보완하기 위 해 사용된

Defense-In-Depth 개념 (3) follow-up reporting 수행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평

가하고 감시하는 licensee의 능력 (5) 디지툴 시스템에 대한 경험둥을 고려하여

그 사스템의 안전성을 판단한다. 이러한 고려사항과 앞서 전술한 검토를 근거로

볼 때， NRC는 IEEE Std. 279에 관련된 10 CFR P따t 50, Appendix A, GDCs 2,

4, 20, 21 , 22, 23, 24 and 25, Sec.50.55a(h)와 REG Guide 1. 152의 요구조건을 만

족하는치를 확인한다.

- 31 -



제 2 절 NRC 규제 동향

NRC는 10 CFR Part 52의 One Setp Licencing 이라는 변경된 행정절차

속에서 디지틀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의 Quality와 Diversity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과 NRC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배경

디지를 계측 제어 시스템은 이전의 아날로그 시스템과 비교해 볼때 프로

셰스 장비나 가능， 자료 전송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러한 공유는

디자툴 시스템의 많은 장접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공

유된 데이타 베이스와 프로세스를 사용한 설계는 하드웨어 구조에 의해서 만들

어찬 redundancy 를 없앨지도 모르는 소프트왜어 프로그램 오류에 기인한

common cause/common mode failure를 발생시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

려 때문에 NRC는 function들 사이의 공통모드고장의 발생에 대한

Defense-In-Depth를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다. Defense-In-Depth의 개녕은 발전

소 안전성의 장애에 대한 보완책을 여러 단계로 제공해서 장비나 인적오류로 발

생하는 failure가 공중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측

제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defense의 체계는 다음파 같다.

1) 명시된 정상범위 내에서 발전소 프로세스 변수를 조정하는 제어

사스템.

2)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했올 때 원자로를 트립시키고 발전소를 안전

상태에 놓이게 하는 보호 시스템.

3) 방사성 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벽 의 integrity를 유지시 키 거

나 방사성 물질 누출을 제어하기 위해 failure의 연속성을 경감시

키가 위한 공학적 안전 설비 기동 시스템.

4) 발전소 상태와 발전소 장비를 취급하는 운전원에게 발전소 정보를

제공하는 감시 및 진단 경보 사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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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ode failure에 대해 Defense-In- Depth를 적용해서 NRC가 세

부적으로 검토한 첫 디지틀 종합 계측제어 시스템 설계는 Westinghouse의

RESAR-414 였다. 이 연구의 결파는 NUREG-0493, riA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에 냐

타나 었다. NUREG/CR-5930에서는 공통모드고장과 diversity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논의 되어 있고 Defense-In- Depth를 평가하기 워한 방법을 제시되었다.

최근에 NRC는 SECY-91-292, “ Digital Computer Systems f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s"에 공통모드고장과 다른 디지툴 시스템 설계

쟁점뜰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document는 시스템 설계측면에서

Defense-In-Depth와 diversity에 의거한 미래형 발전소의 디지틀 계촉제어 시스

템에서의 공통모드고장의 propagation흘 막거 위한 방법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접근법 의 적용은 GE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ABWR)에 관한 NRC-의

안전성 평가에 나타나 있다.

Common Mode/Common Cause Failures에 대비한 두가지 주요한 인자

가 quality와 diversity 이다.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각 콤포넌트와 완벽한 시

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할당된 기능(장비와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의

diversity와 장비측면(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의 diversity는 공동모드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줄얼 수 있다. NRC는 공통모드고장의 쟁점에 접근하기 위해

quality와 diversity에 대해 다음의 입 장을 밝혔다.

2. 설계과정을 통한 SOFTWARE QUALITY

계측제어 시스템은 발전소 펼수장비흘 감사， 제어， 보호함으로써 발전소

를 안전하고 선뢰성있게 운전하눈데 도움을 준다. I&C 시스템에 사용된 디지틀

컴퓨터는 현재 운전중인 발전소에 사용된 아나로그 사스템과는 분명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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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흘 신호가 아날로그 선호에 비해 더 많은 정보 내용을 가지고 았고

디지를 장벼가 아날로그 장비에 비해 월둥한 정보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I&C

에서의 디지툴 컴퓨터로의 변경은 원자력발전소 운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킨다. 그러나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조 설계와 특징에 대한 특

별한 제약이 펼요하고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조， 설치， 운전， 유지보수， 수정

둥 lifecyc1e 각 단계에 관련된 고 수준의 요건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냐 그러한

요건들은 디지툴 컴퓨터 기술을 적용시키는데 었어서 융통성을 허용해야 한다.

NRC는 10 CFR Part 52의 one-step licensing 과정에서 15년 기간동안 I&C틀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표준 설계를 승인한다. 하지만 certification 파정이 vendor

specific한 정보를 펼요로 하지 않고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디지톨 기술의 장

점을 이용하가 위한 융통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은 상위부분의 Level of Detail만 요구되어 진다. 이와

같이 NRC는 certification 기간 동안에 진부해 질 수 았는 설계의 셰부 사항은

‘ lock-in ’ 하지 않는다. 오히려 10 CFR 52 에서 적용되는 design certi펴cation 접

근 방법은 design process의 quality와 specific design acceptance σiteria

(DAC) , 제한 사항， 제 한치 둥에 대한 ’ lock-in'을 하기 위 한 것 이 다. DAC의 개

념은 NRC가 Inspection, Tests,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 (ITAAC)을

통하여 셜계인증을 받는 Combined License (COL) 지원자에 의한 설계 구현과

확인의 최종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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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AC/DAC 은 다음의 개발 단계

를 요구한다. 순차적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단계들의 타이밍은 변경될 수도 었고

겹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단계뜰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룰 만들기 위해서

모두 수행되어야 하고 그 단계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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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nning

2) Requirements

3) Design

4) Implementation

5) Integration

6) Validation

7) Installation

8) Operation and Maintenance.

ITAACφAC은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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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2) Requirement 단계

- Requirement Specification

- Interface Specification

- Requirement Safety Analysis

- V& V Requirements Analysis Report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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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4) Implementation 단계

- Actual Code Listings

- Code Safety Analysis

- Integration Plan

- Integration Test Plan

- V&V Unit Test Report

- V&V Test Anomaly Report

- CM Implementation Report.

5) Integration 단계

- System Build Documents

- Validation Plan

- Validation Tes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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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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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맺ration Plan

- Validation Test Safety Analysis

- V&V Test Analysis Report

- V&V Test Anomaly Report

- CM Validation Report.

7) Installation 단계

- Operations Manuals

- Installation Configuration Tables

- Training IVlanua1s

- Maintenance Manuals

‘ Maintenance Plan

- Installation Safety Analysis

- V&V Installation Test RepOrt

- V&V Anomaly

- CM Installation Report.

’I끽
나



8) Operations and maintenance 단계

여기에서는 원자로를 운전하면서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고 필요한 변

경을 수행 한다. Safety Analyses, V&V Analyses and CM activities 둥이 유지

보수의 얼부분오로 행해져야 한다.

NRC는 safety 관련 계측제어 시스탬 설계 과정 중에 각 단계에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S!W ITAAC 구현을 audit 한다. 각각의

Audit 단계는 [그렴2]와 같다. 이 결과에 따라 NRC는 검사 보고서률 작성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현안사항 (open issues)

에 대해서는 NRC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TAAC의 각 단계에서 설계 개발은

ce:뼈fied design process와 일치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각 단계를 통하여 개발된

상세 설계는 ceπified design을 만족시켜야 한다. ITAAC requirement에 멋붙여

다양한 safety 시스템에 대한 부가적인 테스탱이 계측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normal preoperational testing 프로그랩으로써 필요하다.

3. DIVERSITY IN DESIGN

디지틀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계에서 diversity 설비는 앞서 기술한

quality 과정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공통모드고

장의 가능성이 언정되기 때분에 펼요하다. Diversity흘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방

법의 하냐는 장비에 대한 공통모드고장이 그 기능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된 (preselected) 기능들 사이에 다양한 형 태의 diversity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환 functional diversity의 개념은 NUREG-0493에 나타냐

있으며 engineered safety features , reactor trip, 일반 감시 기능동을 포함한

preselected 가능들이 제어된다. 계측제어 시스템에서의 Defense-In-Depth에 대

한 공통모드고장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하기 위해

block 개념이 도입되었다. Block 개념은 시스템의 콤포넌트와 모율을 하나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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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 block 별로 모아서 measured variable block, derived variable block,

command block 동율 취해서 예견된 공풍모드고장의 결과 분석에 사용한다.

의료 취급 설비， 항공 제어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보호계통 둥의 다양한

safety-critical 기능들에 적용한 소프트웨어 integrity의 명가릎 고려하여 NRC는

다음과 같은 diversity 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1) 파규제자는 제안된 계측제어 시스템의 공통모드고장의 취약성을 적

절히 보완시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defense in depth와 diversity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참고 자료는 NUREG-0493에 나타나 있으며 피규제자가 제안한

방법들은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

2) 평가를 수행하눈데 있어서 공급자와 피규제자는 safety analysis

report (SAR)의 사고 분석에서 평가되는 각 사고에 대한 예정된 공동모드고장을

평가해야 한다. 공급자와 피규제자는 이틀 사고를 위해 diversity가 설계에 반영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3) 만약 공통모드고장여 safety function을 봇 쓰게 한다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사스템이

관련된 사고 조건 하에서 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quality를 갖추었

다면 non-safety 시스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았다. 다양한 방법의 디지틀과

비 다지틀 신호 방법이 가능하며 시간과 정보가 운전원에게 유용하다면 수동 조

작도 가능하다. 다양성에 대한 형태와 종류는 설계에 따라 다양하며 각기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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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어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와 제어기들은 safety 기능을 지원하는

변수를 감시하고 critical safety function의 manual system-level actuation올 위

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각각의 디스플레이와 제어기들은 앞의 1), 3) 항목에서 정

의된 safety computer 시스템과 다르고 독립척이어야 한다. 특별한 디스플레이와

채어기를 선택하고 젤계하는데 있어서 인간공학적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

다. 디스플레이와 제어기의 설계는 인간 연결 체계가 사람의 능률을 높여 준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하드와이어드 시스템 레벨의 제어기와 디스플레이는 발전소

운전원에게 애매모호한 정보와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 제어기와 디스플레이

는 디지틀 safety I&C 시스템의 software common mode failure의 효과를 신속

히 경감사키기 위해 주제어실 안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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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규제접근 방법 및 동향

제 1 절 C-E Approach (NUPLEX 80+)

1. 서론

ABB C-E의 NUPLEX 80+의 Licensing History는 1988년 5월 “Ini디al

Human Factors NRC Meeting"에서 시작되며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규제접근

Activity들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1992년 9월에 발표된，

CESSAR-DC에 대한 Draft Safety Evaluation Report(DSER)에서부터 1993년

11월 현재까지의 규제접근 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현안파 해결방안

만을 재팔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대상인 NUPLEX 80+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Safety_Related Systems

Plant Protection System(PPS)

Reactor Protective System(RPS)

Sensor/Transmitter

Signal Conditioning

Bistable Logic

Core Protection Calculators

Local Coincidence Logic

Initiating Relays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ES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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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Trip System(RTS)

RPS portion of PPS +

Reactor Trip Switchgear System(RTSS) +

arrangement of components

Engineered Safety Features(ESF) System

ESFAS +

arrangement of components

ESF Component Control System(ESF-CCS)

ESFAS Signals

Containment Isolation Actuation Sign머(CIAS)

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CSAS)

Main Steam Isolation Signal(MSIS)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HSIAS)

Emergency Fcedwater Actuation SignaI(EFAS)

Componets controled by ESF-CCS

Solenoid-operated Valves

Motor-operated Valves

Contactor-operated Components

Circuit Breaker-operated Components

Modulating Components

Containment Isolation System

Containment Spray System

- 43 -



Main Steam Isolation System

Safety Injection System

Emergency Feedwater System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Containment Hydrogen Recombiner System

Supporting Systems

Hot Shutdown Systems

Emergency Diesel Generator(EDG)

EDG Fuel Storage and Transfer System

Emergency Power Storage System

Emergency On-site Power Distribution System

Safety Injection System(SIS)

Emergency Feedwater System(EFWS)

Atmospheric Steam Dump System(ADS)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SDS)

Station Service Water System(SSWS)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CCWS)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Onsite Power System(OPS)

Cold Shutdown Systems

Hot Shutdown Systems +

Shutdown Cooling System(SCS)

Infonnation Systems Important to Safe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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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Process Status OverviewOPSO) Panel

Discrete Indication and Alarm System(DIAS)

Data Processing System(DPS)

Component Control 때d System Operator Module Displays

Safety_related Plant Process Display Instrumentation

Reactor Trip System Monitoring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Monitoring

CEA Position Indication

PosLAccident Monitoring Indication

ESF Systems Performance and Availablity Indication

Critical Function Monitoring Indication

Interlock Systems Important to Safety

Shutdown Cooling System Suction Line Isolation Valve

Interlocks

Safety Injection Tank Isolation 、Talve Interlocks

Control Systems Not Required for Safety

Reactivity Control Systems

Reactor Regulating System(RRS)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CEDM) Control System

Pressurizer 만essure Control System(PPCS)

Pressurizer Level Control System(PLCS)

Megawatt Demand Setter(MDS)

Feedwater Control System(F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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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Bypass Control System(SBCS)

Reactor Power Cutback System(RPCS)

Boron Control System

In-core Instrumentation System

Ex-core Nutron Flux Monitoring System

Boron Dilution Alarm System

Alternate Protection System

Process Component Control System(Process-CCS)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Sensed Paramenters

Cavity Flooding System(CFS)

Hydrogen Mitigation System(I표!is)

Advanced Control Complex

DIAS

Integrated Process Status Overview(IPSO)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Internal Vibration Monitoring System(IVMS)

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ALMS)

Iρose P따ts Monitoring System(LPMS)

Data Processing System

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COLSS)

CEA Position Monitoring

CEA PDIL;PPDIL Monitoring

CEA Out-of-sequence Monitoring

CEA Deviation Monitoring

CEA Trip Program

CEA Re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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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Exposure Accumulation

In-core Detector Processing

Xenon Reactiviη Prediction

Reactivity Balance

CPC Deviation Monitoring

CEAC Deviation Monitoring

PPS Deviation Monitoring

Critical Function Monitoring(CFM)

Time-dependent Variable 안ocessmg

Reactor Power Cutback CEA Selection

Data Snapshot Collection Program .

Historical Data Storage and Retrieval

Sequence of Events

ESF Computer-aided Test Program

Feedwater Heater Performance Calculations

Condensate Pump Perfonnance Calculations

Stearn Generator Perlormance Calculations

Unit Generation Calculations

Turbine Performance Calculations

Moisture Seperator Reheater Performance Calculations

CFM Application Program

Success Path Monitoring(SP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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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현안 및 해결방안

System 80+의 review 치준드로 사용된 Acceptance Criteria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있는 내용이다.

-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LWR Edition

‘ Standard Review Plan(SRP)

- 10 CFR 52

- SECY-90-016 : Evolutionary Light Water Reactor Certification

Iss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Current Regulatory

Requirements

‘ SECY-90-377 : Requirements for Design Certification under 10

CFR 52.

그러나 아러한 SRP는 System 80+에서 사용된 새로운 디지툴 기술을

Review하기에논 부적절하며 SECY-90-292에 나와 있듯이 NRC S없if논 국내외

모든 Standard틀을 기초로 펼요한 Acceptance Criteria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System 80+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NRC S밟f는 SECY-92-053에 언급된 바와 같이[많p없 reVIew a뼈roa鎬}

사용한다. 첫번째 part review approach는 block diagram level에서의 상세한

Functional Review이 며 이 단계에서 I&C 시스템의 상세한 Functional

Requirement가 정 립된 다. 두번째 part review approach는 Functional

Requirement에 대한 다지틀 제어 시스탬 구현의 적정성을 단계벌 ITAAC에 의

하여 그 Document들을 review하는 것이다. 현재 첫번째 approach만 수행되었으

며 단계별 ITAAC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서 Open Item 7. 1.2-1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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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rocessor_based I&C 계통은 공통모드고장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

포하여 하드워l 어 구조적으로 달성한 심충방호의 층이나 다중성을 깨뜨릴 수 있

다. 따라서 이 러한 공통모드고장을 극복하기 위 한 두가지 중요환 factor는

Quality와 Diversity의 확보로 인식되고 있다. 아충 Diversity와

Defense-In- Depth에 대한 NRC의 업장이 표명되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진

행 중이다.

-C-E는 System 80+ 디지틀 계축제어 시스템의 Quality 보장을 위한

Standard로 ANSIlIEEE-ANS-7-4.3.2-1982를 사용하였으며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들은 참고하지 않았다. System 80+의 Software_based 시

스템틀의 Safety 관련 Requirement들은 고신뢰도 소프트혜어로 구현되어야 한

다. 아직까지 System 80+는 COL이 주어지기 전이고 또한 이분야의 급격한 71

술발전윷 고려하여 세부 셜계내용을 Lock_in하지 않는다는 것이 10 CFR 52의

원칙이다. 그러나 System 80+가 현채 수립된 Functional Requirement에 따라 개

밥되어 냐가가 위해서는 앞절 규제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계별 소프트웨

어 ITAAC의 각 공정이 충실히 수행되고 au버t을 위해 충분한 Document가 제서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ITAAC은 소프트혜어 개발과정의 특성과 최종 제품의

특성을 묘사해야 하는 접에서 DAC을 포함하는 System ITAAC과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Requirement를 만족시키거 위해서는 기종 규

제요건파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와 같은 Industry S않ndard들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설계에 사용되는 도구와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NRC는 밝히고 있다. 규제요건 분석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10 CFR 50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셜계구현과 소프트웨어

QA 프로그랩의 NRC 평가는 10 CFR 50 App.B에 따라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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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R(NUREG-1462, Sep. 1992)에서는 Chapter 7, I&C 부분에서 26개의

Open Item과 3개의 Con:단nnatory Item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소프트워l 어 관련

Item온 7개 정도 된다. 이렇게 소프트혜어 관련 Item의 갯수가 적은 이유는

CESSAR-DC에 대한 DSER가 원래 Functional 한 문제에 춧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소프트웨어의 단계별 ITAAC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

이다이중 예상되는 쟁점사항짧프트웨어 공통모도고장 문제와 정량적인 소프
트혜어 신뢰도 측정문제이해/ 1993년 11월 1일 현재 C-E에서는 이러한 Op많

Item들에 대한 Response를 완료하여 FSER의 입력으로 제출된 것으로 Closed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C-E Response들은 그 내용이 진행형이거나

미래형인 표현들이 남아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응답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채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어진 것이

다.

DSER에 나타난 주된 입장 차이는 소프트웨어 기반

Microprocessor-based System의 독자적인 공통모드고장 대웅가능성 ,

Harcl-wired redundant 시스템의 필요성 즉， Diversity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DSER에 나타난 NRC의 I&C에 대한 결론은 Two-part

approach(SECY-92-053)에서 첫번째 approach~ 사스템적인 function review를

위한 DAC관련 자료에서도 Level of Deta퍼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둘째

approach인 단계별 ITAAC에 의 한 Implementation파 Documentation Review는

앞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ITAAC!DAC이 모두 끝나야 Design

Certification(DC)이 주어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ITAAC과 시 A렘

ITAAC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의 Integration을 고려한

Requirement정 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외 Open Item 7.2.2.2-1에서는 Common

Mode Failure Analyses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φen Item 7.7.3-1에서는

Network Protocol과 Performance에 대 한 Testing Methodology 제 시를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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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ultiplexer Network의 공통모드고장， Diversity, Quality문제를 제기하고 었

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틀에 대해서 C-E에서는 FSER의 입력으로서의 Response

를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용답은 주로 NPX80-IC-DP005, Rev. 0,

"Nuplex 80+ Software Program Manuaf’과 NPX80-IC-QP790-02, Rev. 0,

"Nuplex 80+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3. 결론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의 단계별 ITAAC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

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핵심 현안인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으로

C-E가 제시한 Simple Detenninistic Designs, Field Proven Executive Software,

Commercial Dedication Process, Software Design Process and Documentation,

Segmentation, Sabotage Protection, Maintainability, Experience, Diversity둥의

해결 방안들의 완벽성과 기술 수준이 치밀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NRC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적용 기술 수준이 초보적인 디지툴 기술쪽으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초보적인 다지툴 기술로는 아날로그 시스템에

대한 핸틀 사스템의 장점인I Perform책와 맨lexibility휩 획기적인 향상은 거대

하기 어 려울 것 이 다. 10 CFR 50 (Two Step)과 10 CFR 52 (One Step)의

Licensing 절차 차이에 따라 DAC!ITAAC, SW Phased ITAAC, Two Part

Approach, SSAR, PSAR, FSAR, DSER, FSER동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하고

일관성있게 이루어 져야 개발과정의 기술적 공백이 없을 것이다. 또한 NUPLEX

80+에 대한 평가는 제기된 Open Item들과 Response들 각각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 [부록1]에는 NRC의 Draft Safety Evaluation Report(DSER)에

서 제기된， System 80+ 소프트웨어에 대한 Open Items돌파 C-E의 Response가

기술되어 있고， [부록2]에는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 자료요청 관련 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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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tem에 대한 C-E의 최종 응답인 Software Program Manual의

NUREG/CR-5930에 의한 분석 결과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었다.

제 2 철 AECL Approach (Darlington)

1. 서론

Canada의 유일한 원자로 형태인 CANDU는 중수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

기 때문에 Core가 비교적 크고 이에 따라 복잡한 체어기법이 필요하게 되였다.

디지틀 기술은 복참한 제어의 구현이 용이하다는 점과 CANDU 원래의 높은 자

동화 선호 정책과 맞물려서 일찍부터 디지틀 제어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AECL의 셜계 목표는 Falut tolerant하고 Fail safe한 설계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이 사용 된다고 한다.

- Simple Hardware and Software

- Dedicated Software Module

- Reuse Proven Module

- System Double and Triple Redundancy

- Design Independence

- Diversity

- Dynamic Program

그러나 AECL 설계 방법은 오랜 자동화 경험 때문에 경험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Documentation과 Standard의 적용이

미흡하였으며 아는 곧 많은 Licensing상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AECL은 국제

Standard인 lEC-880,1986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15가지로 세분화완 소프트웨

어 Lifecycle에 따라 재설계와 Upgrade를 하고 있다. 또한 AECB에서는 소프트

웨어 공학의 대가인 D.L. Parnas를 고용하여 많은 자분을 받고 있다‘

- S2 -



2. 기술현안

Darlington 발전소의 Safety Critical 소프트웨 어 에 대한 Licensing

Issues는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Lifecycle 각 단계에 대한 개발자， 사용자， 검사자간의

합의기준이 될 수 있는 Practices와 Standards가 없다‘

- 소프트웨어 신뢰도률 측정할 방법이 없다.

-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이 없다.

- 소프트웨어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마동의.

- 소프트웨어 Testing의 정도에 대한 미동의.

이에따라 AECB에서는 Pamas의 도움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아래와 같

은 측면에서 Licencing상의 문제점흘을 제기하였으며 이중 가장 두드러진 현안

은 소프트웨어의 Documentation 부쪽으로 Review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Reviewability

* Third Party Reviewability

* Software Structure

* Design Documentation Organization

* Code Commentary.

- Safety

* Predictable Behavior Over Time

* Fail-safe and Self Check Features.

- Functionality

* Unambiguous Software Specifications.

- Reliability

* Independent Verification

* Design Diversity

여써



* Software Reliability Demonstration.

- Maintainability

* Design trail

* Development Procedures

* Configuration Control

* Post In-service Maintenance.

3. 해결 방안

제기된 현안 중 Reviewability, Functionality, Maintainability문제 해결을

위해 제사된 방안은 기존 Standard틀을 평가， 분석하여 공학 절차를 정의하고

문서화된 설계 원칙을 사용하며 이려한 절차를 지원할 소프트혜어 공학적인 표

준， 절차， 지침서， 도구둥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푼서화를 철저히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Assessment Against IEC-880

- Documented Design Principles

- Verified, Precise and Unambiguous Specifications

- Accruate and Meaningful Code Comments

- Configuration Control

- Categories of Criticality

- High Level Standard for Engineering of Software of Each

Category

- Procedures, Guideline and Tools to SuPPOrt Standards

- Guideline for Qualification of Pre-Developed Software.

현안 중 Safety와 Reliability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온 소프트웨

어에서 반응시간의 영향을 제거하고 독립적언 V&V를 시행하며 설계 다양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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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프트웨어 Hazard Analysis , 신뢰도 증명 둥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Hazard를 제거 및 완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Fault Tree

Analysis에 의 한 Hazard Analysis를 시 행 함.

- 수학척인 Function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되는 작동을 보다

완벽하게 묘사 하기 위하여 장 정 의 된 Syntax와 Semantic을 가진

표기를 사용하고 수학적인 검증 기법을 활용함.

-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Trajectory_based Random Testing으로 소프

트웨어의 신뢰도를 증명함.

4. 결론

도표화된 명세서는 엔지니어의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상위 명세서의 불완

전성을 확인하고 복장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일치도와 완전성을 검사

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비용대비 효과률 증대 시킬 수

었는 방법론의 구축， 방법론에서의 신기술 수용과 기술전수 문제， 이러한 방법흔

에 대한 개발자， 사용자， 규제기관간의 깊이 있는 공감대 형성 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써



체 5 장 고신뢰도 sw 깨발 및 규재와 가술적 측면

제 1 절 서 론

원자력발전소 디지틀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그 Criticality의 정

도에 따라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제어계통 소프트워l 어， 감시계통 소프트웨어와

그외 여러가지 운전 보조 시스템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룰은 다시 안전 관련 소

프트워l 어와 안전에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며 이틀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고 인허가를 수행할 때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의 Quality와 Reliability의 보장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Common Mode

Failure(CMF) 극복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SW Diversity, Critical SW Isolation,

SW Hazard Analysis, FaulCtolerant SW 개 발， Fonnalism의 도입 둥 다양한 방

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펴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상당

히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선뢰도를 요구하고 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점툴파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고산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인

허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돼어 개발공정 전단계에 걸쳐서 기존의 소프트

웨어 공학에서 연구되고 실용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매우 엄

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엄격함은 곧 개발 비용의 상숭을 의미한다. 이러

한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CMF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법， 객체지향 프

로그래명， 실시간 프로그래밍 둥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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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 발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새로운 개발방법의 사용을

요구하며 규제기관에게는 새로운 규제요건의 개발과 새로운 규제방법을 요구하

고 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고신뢰도 고품질의 소프

트웨어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CMF를 극복하

여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이론 정립과 도구(CASE)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았다.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들은 그 Criticality의 정도와 소프트웨어의 종

류에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애 따른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Paradigm파 개발 방법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P 7-4.3.2, P1228 풍의

Draft들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요건을의 개발 및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러나 규제요건 및 표준들이 급격한 기술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들이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IEEE, ASI\1E동 타

산업 표준들과 개발자 내부 지침서， 규제요건들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갖추어

야 한다. Combind Licensing(COL)이라는 One_Step Licensing 개념을 갖는 10

CFR 52에서는 Dynamic한 기술발전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해 세부 설계내용을

Lock_in 하지 않고 Design Acceptance Criteria(DAC) , Inspection Test Analysis

Acceptance Criteria(ITAAC) 개념의 도입으로 그 설계절차， 젤계조건 및 각종

Criteria들 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규제에서의 기술적인 관심

사를 먼저 Quality측면에서 소프트웨어 ITAAC의 각 단계 별로 살펴보고 소프트

웨어 eMF 극복파 같은 Safety 측면에서의 쟁점사항틀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규제요건， 규제방법둥의 판점에서 얄아 보고자 한다.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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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Quality와 Safety 보장을 위한 문제점 고찰

1. Quality 측면

가. Planning 단계

이 단계에서는 Project Management Planning,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ning, 소프트웨어 Safety Planning, 소프트웨 어 V&V

Planning, 소프트웨어 Quality Assurance Planning 퉁이 수행되며 이와 관련하

여 IEEE/ANSI 1058.1, 많EEl값~SI 828, IEEE/ANSI 730.1, IEEE/ANSI 1012,

P1228 동의 Standards(STDs) 들이 었다. NRC에서는 소프트웨 어 개발 Life

Cycle 전체 단계에 대하여 Audit과 Review를 수행하며 이 때 필요한 Document

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NRC의 규제방법에서는 IEEE/ANSI ANS 7-4.3.2를 중심으로 상

하의 판련된 Codes and STDs를 참고하여 규제를 시행하며 Review에 펼요한

Document의 종류를 밝히고는 있으나 세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애매하고 추상

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야고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세우자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다. 예를 들면 Project Management Plan은 Team Organization, Feasibility

Test, Cost Estimation 둥을 시행하는 것이며 이때 개발 탑과 V&V 팀의 독립성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소프트웨어 Safety Plan에서는 모든 종류의 소

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 명시 요구되어지는 Document들이 가져야할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사용되는 Codes and STDs 자체도 구체성이 미흡하며 서로 중복되

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결여되어 었다. 따라서 디지툴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소프트혜어들의 분류작업과 분류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개

발하고 규제할 수 있는 Codes and STDs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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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실시간 소프트웨어 둥 신기술 소프트웨어와

Criticality 정도에 따라 분류된 소프트웨어 각각에 대한 개발 방법론， 규제요건，

규제방법에서 기술적안 측면의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아래

Sec피on틀에서는 소프트웨어 ITAAC의 각 단계에서 Issue로 부각되고 연구되어

지고 있는 기술적얀 측면만을 서술 하고자 한다.

나. Requirement 단계

이 단계에서는 Requirement Specification을 작성하고 분석할 때 수학적

인 Formalism을 도입하여 Quality와 Reliability를 높여 보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Requirement Spec을 Fonna!하게 작성함으로써 다음 단계인 Design을

수행할 때 보다 완벽하게 Requirement를 반영할 수 있고 Requirement Analysis

를 수동 혹은 자동으로 수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으며 결함을 채발공정 초기에

발견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았다. 그러나 이

단계의 주 목적이 End User 혹은 System Engineer와 Software Engineer 사이

의 Communication을 통해서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Formalism의 도입은 Natural Language콜 사용한 Communication 보다는 의사

전달이 부자유스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Formal Requirement로부터 Test Case를 자동 생성할 수 있고

Requirement Spec 자체를 Excute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Requirement

단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동작을 시율레이션 해 봄으로써 결함을 조

기 발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Requirement

Traceability의 완벽한 시행 및 자동 Check 방법 동에 대한 연구와 상품화가 진

행 중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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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sign 단계

여기서도 앞 단계에서와 같은 Formalism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설계

방법론에서도 이체까지의 구조적 셜계 방법론이 점차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으

로 바뀌어 가고 있다. Module Coupling, Cohesion동 Modularity, Information

Hiding동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연구 결파들이 점차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으로 춧점이 맞춰지고 었다. 이려한 객체지향 젤계방법은 재사용성을 높여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선뢰도를 높이고 V&V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라· Implementa디on 단계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점차 Assembly Language에서 ‘C'

’ Ada'와 같은 High Level Language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 C++'과

같은 객체지향 언어가 사용될 전망이다. 프량스의 N4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에는 Ada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택과 소프트웨어 CMF 극

복을 위한 Diversity를 언어와 Compiler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Compiler,

Operating System, Testing Tools, Editor동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에 대

한 Prequalification이 문제가 되고 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틀은 자체적으로

Coding Standard둥블 작성하여 사용하고 였으나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한 형면

이다. 완벽한 Excep디on Handling둥 Fault Tolerant한 프로그래멍이 요구되고 있

으며 Fault Tolerant한 소프트워l 어의 개발은 Requirement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인 사항이 매우 많다.

마· Integr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단계

Validation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Requirement를 잘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Verification은 소프트웨 어 개

발공정 전체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단계이지만 편의상 Integration 단계와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Requirement 단계， Design 단계， Implementation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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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세부 모률의 Coding이 되고 나면 그려한 Break_down의 역순으로 모

률틀을 Integration·동}여 시스템을 완성하고 Installation까지 하게된다. 이려한

Integration 순서에 따라 Verification 혹은 Testing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Tes마19은 Module Test, Integration Test, Function Test, System Test,

Acceptance Test, Installation Test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Testing의 각단계에

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파 도구가 무수히 많으며 이들의 선택과 사용에 세섬한

주의를 가울여야 하며 요구되어지는 신뢰도에 따라 Test Plan 작성과 Test 종료

시점이 달라 지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일수록 Testing 비용이 올라간다. 근본적

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Testing은 불가능하며 V&V의 독립성， Self_testing,

V&V의 정도 둥이 주 관심사이다. 현재 사용중인 Test 관련 Standard에는

lEEEI.따~SI 829와 IEEE!따~SI 1008이 었으며 Verification and Validation과 관

련하여 모EEl.따‘JSI 10127} 었다. 원자력 발전소 Safety System 소프트웨어 와 같

은 고선뢰도 소프트웨어의 Testing흘 위해서는 보다 염격하고 명확하며 객관적

인 기준을 가진 S없ndards가 펼요하다.

바. Installation, Operation & Maintenance 단계

이 단계에서 의 특별한 쟁점은 없으며 Installation Docu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Training Manual 각종 Docwnent틀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Maintenance Plan, Regressing Test Plan과 이 에 따른 Configuration

Management Change, V&V Anomaly Report, Safety Analysis Change 둥이 중

요하다.

2. Safety 측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이 디지틀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극복

과 같은 소프트웨어 Safety 보창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 절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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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Quality 측면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통모드고장이 발생활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Defense-In-Depth 보장을 위한 설계에서의 Diversity 제공이 필요하

다. Functional Diversity 개 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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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밝히고 있다.

1) The Applicant shall assess the dξfense in depth and diversity

of the propo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to demonstrate

that vulnerabilities to common mode failures have been adeqlμtely

addressed.

2) In performing the assessment, the vendor or appliαznt shall

analyze each postulated common mode failure for each event that is

evaluated in the accident analysis section of the sa/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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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could disable a safety

function, then a diverse means, with a documented bases that the

diverse means is unlikely to be subject to the same common mode

failur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either the same function or a

different function. The diverse or different function may be performed

by a non-safety system if the system is of Sl없ident quality to peiform

the necessa，γ function under the associated ev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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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set of displays and controls located in the main control

room shall be provided for manual system-level actuation 따 critical

safety functions and monitoring of parameters that support the safety

functions.

현재 Vendor들은 소프트웨어 Common mode Failure 극복을 위한 NRC

의 Diversity 입장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야고 었으며 이러한

NRC의 입장이 하나의 규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입장들은 하냐의 의견일 뿐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Criteria는 아니다. 원전 안전계똥의 신뢰도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IEEE/ANSI 352-1987에 잘 나타나 었다. 여기서는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FlVffiA)와 Fault Tree Analysis(FTA)와 같

은 정성적인 선뢰도 분석방법과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정량적인 신뢰도 분석원

칙을 설명하고 었다. 즉 신뢰도 분석에 대한 시스템 차원에서의 이홉들을 표준화

한 것이다. 여렇게 표준화된 시스템 차원의 이흔들은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방볍과

Measures가 표준화되어 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UREG!CR-5930과

IEEEIP-1228가 만들어 졌다. NUREG!CR-5930에서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Standards와 Guidelines 이 가져야할 Criteria를 설명하고 기존 지침서들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았다. 여기서는 고신뢰도를 요하는 소프트웨어의 Safety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Hazard Analysis에 대한 Criteria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Criteria 전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하고자 한다. 소프트돼어

Hazard Analysis를 Life Cycle 상 언제， 어떻게， 무슨 기술을 사용하며 Sya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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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Analysis와의 관계 둥이 쟁점사항들이다. Draft로 발표된 IEEEjP-1228

은 소프트웨어 Safety Plan에 대한 방볍들을 서술하고 있으나 명확히 하고 수정

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NUREG/CR-5930에서는 분석하고 었다. 현재 10

CFR 52에 의거한 NRC의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에서 명시하는 Document들

중에는 이러한 소프트워l 어 Safety Plan과 소프트웨어 Safety Analysis 관련

document들이 있￡나 이와같은 Document을 작성하고 이를 검토할 때 필요한

Standard나 Guideline이 없는 실정 이 다.

제 3 절 고선뢰도 소프트훼어 계발 및 규제관련 연구동향

1. 깨 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Safety와 Quality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

서 밝힌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분제들을 학

계， 업계， 규제기관 둥 관련기관 모두 잘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기관 입장에

서는 원전 계측체어 시스템이 다지툴화 되어 갑에 따라 객관적인 규제가준과 규

제방법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NRC에서 이를 위해 수행 중인 연구들 중 소

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원전 안전계통을 위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설계， 개발， 평가，

인증에 사용되는 Standard와 CASE Tool의 영향 인식 및 문서화.

- 소프트웨어 안전계통에서의 Functional Diversity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CASE Tool의 활용 가능성 평가， 개발 및 시험.

- 전산화된 안전계통의 감사에 사용하기 위한 지침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Test하며 개선함.

- 시스템 분류 지침서와 정성적인 신뢰도 측정 도구 개발.

- 전문가 시스탬을 V&V하기 위한 지침서 개발 및 문서화.

- 원전 안전계통 개발에 사용되논 소프트웨어 언어약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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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의 노력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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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통 젤계 Criteria의 올격을 수립하고 Acceptance

Criteria의 기술적 근거를 개발하려 한다.

EPRI를 중심으로한 Vendor, Utility들과 NIST, SEI동의 연구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활발허 수행하고 있으며 소프료웨어 공학의 학계에서도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고신뢰도 소프트워l

어 연구의 일반척 인 추세논 Formal Verification, Formal Specification, 수학적

모텔링， Formal Design 둥 Formalism의 도엽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개발파 같은 항공산업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틀 중 홍미 있는 것은 Life-Cri다cal한 실시간 소

프트웨어는 10E-8/hour failure rate 이상의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이러한 신뢰도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신뢰도의 정량화가 불가능함을 증명

한 논푼도 있다.

r:.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규제요건 Crit따a
고신뢰도의 소프트례어 시스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잠리자， 사

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지식이나 기

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타 공학 분야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의 이러한 지식은 StandardY- Handbook 형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서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Standard가 체계적으로 문서화되고 대상 소프트

웨어의 객관적인 측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한 Criteria를 셜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NIST가 NRC Project로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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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CR-5930 내용중 Criteria에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을 요약하여 정리하였

다.

가· Levels of Criticality/Assurance

인적， 물적 Cri피cality의 정도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Requirement, 개발에 사용된 도구， 방법론 둥이 달라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

은 Criticality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법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 소프트웨어가 가지

는 엄무의 충요도， 프로젝트의 크기 둥에 의해서도 달라 지지만 Criticality 측면

만 고려하여도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용 Standard는 다음과 Criteri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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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ifecycle Phases

Standard까 Lifecycle의 단계를 갖는 것이 각 Document의 Scope를 분명

히 하기에 용이하다. 여러가지 Lifecycle Model이 었고 각 Model에서의 단계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Planning(Initiation) , Requirement, Design,

Implementation, Integration and Test, Installation, 0않ration and Maintenance

둥으로 이루어 진다.

다· Documentation

소프트웨어 Documentation은 개발자， 사용자， 감라자， 검사자， 인허가자

각각에게 서로다른 여러가자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Standard는 Document의 요

구사항이 얼마나 철저한가?， Documentation에 묘사되어야 할 내용과 항목아 채

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정량적인 특성 묘사가 있는가? 둥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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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다읍과 같은 Docum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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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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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ified language?

라. Required Software Functionality Against Hazards

시스템 Hazard Analysis는 시스템 동작에 급작스럽게 영향을 줄 수 있

는 위험요소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위험요

소를 발견하고 완화하며 극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Standard에서는 이와 같이 위험요소를 대비하기위환 소프트웨어의 방호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 Self-testing of critical functions

- 67 -



-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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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s

소프트웨어 공학의 실제기술들의 적절한 사용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

발에 필수적야며 S않ndard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즉 Formal한 명세서，

Component Isolation, Modularity, 언어 와 Compiler 선택 , Floating Point 계산과

Inteπupt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Quality Attributes 둥이 반영되어야 한

다.

- What methodologies are used to build the system?

- What features of design should the system have?

- What 따nd of specifications are addressed: formal? semiformal?

informal?

- Are critical components isolated from other part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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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odularitylInfonnation hiding used?

- What kind of language is spec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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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s.

바. Assurance Activities

여가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전체에서의 문제점 발견을 위한 Activity

들인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SV&V),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Software

Hazard Analysis 둥에 관하여 Standards가 가져야 할 Criteria를 명 시 한다.

1)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Is a standard referenced?

- Does the SV&V cover all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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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s the standard provide the following?

* Checklists

* Suggested or required techniques for performing S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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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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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ptance test

o Reliability testing

o Test plans

o Test cases and procedures

o Procedures for anomaly resolution

o test strategies

o test coverage

* Are test palns for system, acceptance test required during

the requirements process?

2)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는 Product가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믿음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언 행동양식이다. 새로운 SQA 개념은 Product보다는 Product

흘 생산하논 Process에 춧점을 맞추고 었다.

- Is a standard referenced?

- Are additional testing activities specified?

- Under SQA, is a minimum set of documen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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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SQA establish the standards,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the project?

- Are the following review specified?

* software requirement review

* software design review

* review of SVVP

- Are au버ts specified?

- Are any metrics specified, or is SQA required to specify any

metr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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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를 할 때 항목들의 특성을 식 별하여

문서화하고 Baseline화하며 Change Control하는 원칙이다. SCM의 주된 임무는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Configuration Control, Configuration Status

Control , Configuration Audit둥이 다.

- Is a standard referenced?

- Are both system and software configuration activities identified?

- Are there requirements for the following?:

* interface control

* a configuration control board

* config1ll"ation baseline identification

* configuration control

*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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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reviews and au며ts.

4) Software Hazard Analysis

System Hazard Analysis~ 주된 요소인 Software Hazard Analysis는

Fail-safe 시스템 셜계에 훨수적이다.

- Is there an initial system hazard analysis from which software

"impact" is analyzed?

- As additional system hazard analyses are conducted, are results

provided to software process?

- Is there a software hazard analysis?

- Does 암le software hazard analysis include a criticality analysis?

- When in the lifecycle is software hazard analysis 1:<;> be

perlormed?

- What techniques are spec퍼ed?

사.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 Is a standard referenced?

- Are there detailed requirement? minimal req.? none?

- Are measurements on progess req띠red?

- When assurance activities reveal problems?:

* are those problems traced to specific processes?

* has management granted authority to anyone to change

the affec~ processes?

- Are progress or problem measurements used to change items other

than the affected process(e.g.,training of current staff, change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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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re guidance reguarrung authority/communication for changes

to products?

아. Procurement Concerns

최근의 S않ndard틀에서는 점차 Customer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사람의 능력， 평가자와 개발자의 독립성， 개발

회사의 품질관리 정책，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자동화 도구와 Pre-existing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이에 대한 품질보증， Standard 딴족여부 퉁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 Are there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V&V?

- Is a contractor capability assessment specified?

- Does the document contain confonnance clauses?

- Are there requirements on pre-existing software or software used

for development and assurance activities?

자. Presentation

Standard를 사용하고 이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개발차， 감리자， 검사자사

이에 분쟁을 야기시키논 주된 이유는 Standard에 사용된 푼구의 해석이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 명확한 정의와 Scope, 순서와 체계 퉁이 필

요하다.

- How well are the topics organized within the document?

- Is ambiguous language used(should vs. shal})?

- Cite examples of problems.

- Is material repeated throughout the document?

- Are words such as "easy," "suitable," and "appropriate" used

without further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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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본 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다지틀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사스렘과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규제의 기술적인 측면을 소프트웨어 Quality와

Safety 보장 측면에서 문채점들을 논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노력풀을 NRC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고신뢰도 규채요건이 갖추어

야 할 Criteria룰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요건이 가져할 Criteria는 곧 고선뢰

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파 규제방법의 Criteria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관계가 었다.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Quality 보장 관련 현안들을 소프트웨어 ITAAC

의 단계별로 알아 보았고 각 단계별 기술 추세를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규제방

법， 규제기준의 측면에서 제샤하고자 하였다.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파

같은 Safety 보장 관련 현안을 이에 대한 NRC의 4가지 입장에서 논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소프트웨어 공학의 학문척， 기술적 측면에

서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답이 고선뢰도 소프트웨어 규제요건， 규제방법， 개

발방법 모두에 대해서 재발되고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우려는 고신뢰도 소프트

웨어 개발방법에서 이러한 현안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원전 디지틀 계

측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립을 위해 펼수적이다.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혜어의 분류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대

한 고유의 완벽한 개발 방법론과 개발 Precedure를 갖추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재발에 펼요한 도구들을 개발하며 개발 도구플의 유기적인 집합체인 CASE 환

경과 같은 개발환경올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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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리의 인허가 대책이다. 그 외에도 규제요건과 규제방법의 세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이란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들의 특성에 맞는、

Paradigm을 포함한 개발 암ocess ， Design Approach, Design Lifecycle:‘둥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Paradigm둘을 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Methodology

의 개발과 전체 Lifecycle을 지원할 수 었는 CASE와 같은 소프트웨어 Tool들의

개발 및 구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Structured Design Methodology를 지 원하는 CASE Tool로써

Cadre사 제품인 Teamwork의 일부를 설처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Customize

하기 위하여 야에 대한 사용파 분석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사용성을 높 .

엄으로써 소프트웨어 V&V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철감할 수 있는 Object

Oriented Methodology 및 어를 지원하는 CASE Tool올 사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생산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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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중요한 소프트웨어 공학 용어 두가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

V&V)이란 소프트웨어 시스랩이 요구사항 대로 셜계 되었는지를 보장하는 절차

(Validation)이며 그 시스탬이 실제로 요구된 가능을 완벽하고 선뢰성 있게 수행

함을 개발공정 단계 별로 확인하는 철차(Verification)이다. 다음으로 방법론

(Methodology)이란 소프트웨어 채발 Paradigm에 따른 Lifecycle의 셜정， 설정된

Lifecycle에 따른 개발 지침서， V&V 지침서， 개발도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환경 둥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 및 개발자 윤리까지도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다지를화를

위한 기반기술이자 핵심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을 우리 실정

에 맞게 개발， 정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 분야 기술 현황을 규제 요건， 규

제 방법， 규제 접근 방법둥에서의 기술적 현안을 종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제2

장 규제요건 분석에서는 디지툴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Codes

and Standards의 체계 정립과 문제점 분석을 하고 발전방향을 알아 보았다. 제3

장 규제방법 및 규제동향에서는 10 CFR 50과 10 CFR 52에 의한 NRC 규제 방

법을 정리하였다. 제4장 규제 접근 방법에서는 C-E의 System 80+와 AECL의

Darlington Plant의 NRC와 AECB 규제에 대한 각각의 접근방법을 간략하게 기

술하였다. 제5장에서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규제의 기술 현안을 10

CFR 52의 ITAAC 개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각 단계별로 알아 보았

고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V&V를 위한 지침서와 Standard들이 가져야 할

요건들과 연구동향을 기술하였다.

기존 원자력발전소 아날로그 계측제어 사스템은 그 시스템의 노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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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해 운전 및 유져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성까지 위협 받

고 있다. 반면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를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

에서도 이러한 추세와 보조를 같이하여 계측제어 시스템의 디지틀화를 위해 전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

프트웨어 개발기준파 규제방법이 정렵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지틀 껴}

측제어 시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

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해결책，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디지

틀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가 판건이며 고선뢰도 확인 및 검

증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원자력 산업에서의 계측제어 시스템 디지틀화와 이를 위한 고선뢰도 소

프트웨어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개발자， 규제차， 사용자둥 각계 각총에서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려한 노력의 일환드로

디지틀 겨l츄제어 사스템 소프트웨어애 대한 규제요건을 규제나 인허가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 관점에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가 공감하는 합

의기준이 되기 위해 훨요한 기술적인 측면을 파악해 봄으로써 규제요건이 정렵

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규제

요건， 규제방법， 규제접끈 방법둥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

안을 알아 보았다.

이러한 기술 현안들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의 개발방

향을 제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유의 원전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

으로 개발될 지침서와 개발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플이다. 후속기 계측제어

시스템 디자틀화를 계획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고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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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가술을 개발 확보하는 것이 디지툴 계측제어 시스

템을 독자개발 성공과 진정한 기술자렵을 위한 핵심과 기반이 되는 필수요건이

다. 뿐만 아니라 디지틀화된 선진 계측제어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도 개발에 사용

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V&V 방볍론의 건전성 평가가 전체

디지틀 계측제어 시스템의 Quality와 Safety를 보창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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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롬

[부록1]에서 우리는 NRC의 Draft Safety Evaluation Report(DSER) 에서

제기된 System 80+ 소프트웨어에 대한 Open Items들과 C-E의 Response를 기

술하고 I [부록2]에서는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 자료 요청 판련 Open Item에

대한 C-E의 최종 response 인 아래 Document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 때 사용한 분석 기준은 NUREG-5930 "High Integrity Software

Standards and Guidelines" 에서 밝힌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Criteriaol 며 이는 미

국 NIST의 NRC과제 수행 결과이다，

1. NPX80-IC-DP005, Rev. 0, "Nuplex 80+ Software Program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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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소프트웨어 관련 Chapter 7 DSER

Open Item들콰 C-E Responses

NRC는 System 80+의 CESSAR-DC에대한 안전평가보고서초안(DSER)

을 1992년 9월에 발표하였고 여기서 26개의 open Item과 3개의 Confirmatory

Item을 제가하였다. 이에 대해 NRC와 C-E는 1993년 11월 현재까지 질의응답을

계촉하고 었다.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의 Open Item과 Response들 중 계측제어

사스템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플을 요약 및 정리하고 이에 대한 소감만을 밝

히고자 한다. Open Item들이 Close될 때에는 C-E Response에 대한 NRC의 기

술적 펑가가 공식적인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FSER)로 발표될 것이다.

DSER의 내용에 의하면 NRC는 Review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은 DAC을 포함하는 시스템

ITAAC과는 다르며 소프트웨어 개발파정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프트

웨어 개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DSER에서 밝힌 NRC

의 입장은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에 펼요한 자료울을 모두 제출받아 소표트

웨어 개발 Process 전체단계(Lifecycle)의 방법폰이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을

극복할 수 있고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NRC논 이려한 ITAAC Document들이 모두 제출되고 Accept되어야만

Design Certification(DC)이 주어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3년 12월 현재 C-E Response에 대한 NRC의 입장은 DSER

에서 OpenItem을 제시할 때보다 많이 후퇴하고 있다. 즉J [부록2]에서 밝힐 내

용과 같이，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Process의 방법

론으로 제출한 자료들이 다지틀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Quality 보장

측면 뿐만아니라 Safety 보장측면에서도 그 완벽성과 구체성이 미홉한 실정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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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DSER에서 제기한 Open Item들을 Close시키고 었다. 다시말해서

NRC가 Vendor에게 Design Certification(DC)률 주기 위해서는 디지툴 계축제어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에 가장 핵심 쟁점사항인 소프트웨어 공통모E고장 대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건전성 평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DC 이후로 미루고 었다.

Open Item Number: 07.01.02-1

ITAAC!DAC for final I&C systems have not been submitted by the

applicant.

<해결 방안>

다음의 I&C 시스템에 태한 ITAACS을 제출할 것임.

- Plant Protection System, Reactor Trip Switchgear and associated

sensors.

- Engineered Safety Features - Component Control System

- Safety Related Display Instrumentation

- Safety Related Display Instrumentation

- Power Control System

- Process - Component Control System.

Open Item Number: 07.02.01-1

The applicant has not given sufficient details describing the hardware 와ld

software design of the bistable PLCs in the CES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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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Bistable System Software :

PPS bistable software는 모든 환경하에서 예측된 서스템 성능을 보장하

기 위해서 deterministic (i.e., repetitive and non-interrupt 따iven) 하다.

Software는 operating system software와 application software로 나뉘 어져 있으

며 , operating system software는 PLC processor operating system, VO

handling, conununications handling 그리고 equipment self-test software로 구

성되어 있다. Operating system software는 PLC processor 내의 non-volatile

memory에 탑재되어 았으며 PLC 제조업체에서 개발하였다. Qualification 은

Commercial Grade Dedication Program에 따콘 vendor audit에 의해 수행되고

validation은 NUPLEX 80+ Software Program Manual, NPX-IC-DP005를 바탕

으로 수행된다. Qualification testing 후에 configuration control이 Software

Program Manual에 포함된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에 따라 유지된다.

Application software는 PPS 설계과정중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operating system과는 별도로 PLC processors non-volatile memory로 내장되어

었다. 프로그램은 PLC relay ladder logic language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소프트

웨어 기능은 트립 기동 기능과 자동 테스트 기능 그리고 상태 표시 기능 둥이

었다.

각 소프트웨어 모률에 대한 기농요건이 만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independent review가 행해지며 테스탱을 통하여 software module operation을

확인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률이 통합되어 reVIew되고 테스트 과정을 반복

한다. 이러한 파정은 Software Program Manual에 따라 수행한다.

Open Item Number: 07.02.02.02-1

The common mode failure potential in digital systems and acceptable

diversity in digital systems is an ope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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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어 었으냐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창 대책

부분이 미흡하며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를 시스템-찬: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ALWR-IC-DCTR-31, September 1992, "Evaluation of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in the ABB-CE Nuplex 80+

Advanced Control Complex for the System 80+ Standard

Design."

- FSP-93-057, May 19, 1993, "Common Mode Failure Evaluation

for Limiting Fault Events."

- NPX80-!C一Qp790-02， Rev. 0, "NUPLEX 80+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

Open Item Number: 07.02.02.04-1

The staff will confmn that the applicant’s qualification guidelines for I&C

equipment, NPX80-IC-QG790-00, is placed on the public docket.

<해결 방안>

NPX80-IC-QG790-00, REV. 0 "Qualification Guidelines for I&C Equipment for

NUPLEX 80+"를 불이기로 함.

。pen Item Number: 07.03.10-1

The resolution of GDC 21 in the areas of high functional reliability of the

ESFAS and single failures in software is an 매e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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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이 문제는 DSER Open Item 7.2.2.2-1의 응답에서 논의된 NUPLEX 80+

Defense in Depth Analysis에 얀급되 어 있다.

Open Item Number: 07.07.01.21-1

The confonnance of the I&C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gram to ANSI!모EE-ANS-7-4.3.2-1982 is an ITAAC item and

is unresolved.

<해결 방안>

ANSVIEEE-ANS-7-4.3.2-1982에 따른 software V&V plan은 NRC에 이미 제출

한 Software Program Manual에 명 시되 어 있다. 그 plan에 대 한 implementa피on

verification은 I&C equipment ITAAC의 한 항목으로 룰어 었다.

Open Item Number: 07.08.04-1

Several documents referenced in DSER 7.8.4, regar띠ng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software implementation, must be provided by the applicant.

<해결 방안>

다음의 두 document를 첨부한다.

1) NPX80-IC-DP005, Rev. 0, "Nuplex 80+ Software Program Manua1."

2) NPX80-IC-QP790-02, Rev. 0, "Nuplex 80+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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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NUPLEX 80+ Software Program Manu떠(SPM)의

NUREG ‘ 5930 Criteria에 의 한 평가

NUREG-5930에 서술되어 있는 고 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V&V를

시행할 때 사용되는 Standards와 Guidelines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원래 NRC

규제요건이 가져야 할 Crit앙la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냐 이러한 요건졸은 개발자

G띠deline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지툴 계측제어 사스

템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풀 개발하여 NRC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개발

Guideline의 NRC 숭언이 펼수적이며 이는 곧 NUREG-5930 Criteria를 만족해야

함을 의마한다.

디지틀 계측체어 시스템인 1\TUPLEX 80+의 안전성과 품잘에 대한 평가

는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품질파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사

항이다. NUPLEX 80+와 같야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소

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건전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 소표트웨어 구현의 세부 기술적 내용은 제한하지 않음으로

써 급격한 기술 발전속도를 수용하고 대선에 소프트혜어 개발 Criteria와 같은

개발 방법론의 건전성을 형가하겠다는 것이 10 CFR 52의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NRC에서는 1992년 9월 DSER for

CESSAR-DC에서 소프트웨어 ITAAC에 필요한 자효를 Applicant(C-E)가 제출

하도록 Open ltem(7.8 .4-1, 7. 1.2-1)에서 제기하였다. C-E는 야에 대한 웅답으로

다음파 같은 두가지 Document를 제출하였다. 이 두가지 Guideline은 디지틀 계

측제어 시스템 개발의 현안인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의 Quality와 Safety 보장에

대한 C-E의 방법을 대변하고 있다.

1. NPX80-IC-DP005, Rev. 0, "NUPLEX 80+ Software Program Manual"

2. NPX80-IC-QP790-02, Rev. 0, ’'NUPLEX 80+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
- 87 -



이 두가지 Guideline이 바로 디지틀화 된 NUPLEX 80+의 소프트웨어 개

발 방법론의 일부인 개발 지침서이차 V&V 지침서이기 때문에 야러한 지침서의

Consistency와 Completeness를 확인 함으로써 그 방법론에 의해 생산될 최종 생

산품의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언 할 수 있다. 이 지침서가 디지틀 계측제어 시

스템의 핵심 현안인 소프트웨어 공동모드고장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한지를 확인

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 작업이 전체 계측제어 시스템의 품질과 안전성 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사용원 Criteria의 목차와 내용은 본문 제5장 제3절 2. 에 설명되

어 있다. 각 항목별 분석을 서술하가 전에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파 종합적얀

분석 소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침서가 지시하는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V&V하면

Safety 사스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Consistent하고

Complete한가?

둘째. 지침서의 내용어 정량적이고 구체적인가? 죽， 두명의 다른 Verifier

가 이 지침서를 따랐을 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결론을 먼져 말하자면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Software Program Manual은 처음부터 끝가지 Completeness에서 ‘ 많은

문제접을 가지고 있다. 해야한다(Shall)는 문구는 많으나 무엇을(What)가지고 어

떻게(How) 실천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하다.

1. Levels of Criticality/Assurance

NUPLEX 80+의 I&C software는 다음의 4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 Protection (safety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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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To Safety

- Important To Availabilty

- General.

그러나 소프트례어의 구분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Software

Program Manual에서 구분한 3 가지 의 software categories를 포함하여 총 12

단계로 소프트웨어를 구분지어 이에 대한 assurance plan을 세워야 한다.3 종류

의 software categories는 다음과 같다.

- Original

- Existing to be Modified

- Existing not to be Mo며tied.

2. Lifecycle Phases

'Nuplex 80+는 IEEE 729-1983과 ASME NQA-2a-1990 P따t 2.7에 따라

software life cycle을 1) Requirements Analysis, 2) Design, 3) Implementation

or Co며ng， 4) Test, 5) Installation and Checkout, 6) 0뿜ration and

Maintenance, 7) Retirement 둥으로 분류하였으나 Initiation(Planning) 단계가 빠

져 있다.

3. Documentation

Document들의 항목은 나열되어 있으냐 Document의 Format과 구체적

내용은 언급이 없다. 타 Document와의 Consistency를 위한 Traceabili양 요건이

없으며 그 Document의 Completeness를 check할 수 있는 Checklist와 정량적 용

어에 의한 Document 특성 요건이 없다.

1) Requiremen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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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al Requirements Documents에는

- Operational Requirements

‘ Performance Requirements

- Theoretical Basis

- Design Constraints

- External Interfaces 퉁이 포함되어 있다.

• Software Design Requirements (SDR)

- Description of major software components which reflect the

software requirements

- Technical description ofthe software

(control flow, data flow, control logic, data structures)

- Description of all interfaces and allowable ranges of inputs

and outputs

- Other design information or features which must be translated

into code

- A descreption of the intended platform and programming

language expected to be utilized

- Data necessary for fmal implementation such as se양)()ints.

2) Design Document

• Software Design Description (SDD)

3) Code Documentation

• Source Code Documentation

4) User Manual

e User Documentation

‘ 、 User's Manual

- Installation and Operation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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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Manual

5) Test Documentation

• Software V& V Plan

• Software V& V Report

• Computer Code Certificate

6) Installation Document

• User Documentation에 포함되어 있다.

7) Operation Manual

• User Documentation에 포함되어 있다.

8) Maintenance Manual

• User Documentation에 포함되어 있다.

9) Project Planning Documentation

언급되지 않았다.

10) Source Code

• Source Code Documentation

4. Required Software Functionality Against Hazards

NPX80-IC-QP790-02. Rev ‘ 0, "NUPLEX 80+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에서 언급하고 있음.

5.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s

Nuplex 80+ 사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고 분석하기 위한 구조화된 절게 가법을 사용환다. 여기에는 킥 모율의 요소와

데이타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 한 data flow diagram과 모든 relational database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entity-relation chart가 포함된다. 또한 여러 가지 소프트

웨어들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잘 분할되고 테스탱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프

- 91 -



트혜어 개발파 테스탱 기법에 spiral model을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화 (waterlaln 된 모델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야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bottom-up 테스탱 기법을 같이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configuration

management에 상용화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함으로서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과

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한다. Nuplex 80+의 시스템 requirement는 크게 a)

functional requirements, b) perfonnance requirements and c) special attributes

with further sub-categories 풍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requirement

specification 을 보다 명백히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data flow, control flow,

entity-relation ch따t를 사용한 requirement formalism 을 제공한다. Nuplex 80+

에서는 software 개발 단계마다 발생하기 쉬운 오류를 제공하여 채발자에거l 편

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틀

2)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들

3) 소프트웨어 단위 테스탱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들

4)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테스탱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들

5) 종합 시스템 테스탱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들.

그러나 이러한 오류를 단적으로 지척하기 보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오류를 적게 만틀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아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6. Assurance Activities

6.1 Software V많ification and Validation (SV&V)

Software V&V Plan은 ANSIlIEEE AI'‘~S 7-4.3.2를 standard로 한다. 또

한 Software V&V Activity는 Software Life Cycle의 각 단계를 ‘ cover하나

Initiation 단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Traceability analysis와 evaluation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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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는 언급하고 었으냐 세부 document list는 나열하지 않았다.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와 software V& V management document에 대한 구체척

언굽은 없고 개괄적인 젤명으로 그치고 었다.

Software V&V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용된 기법이 명시되어 있

지 않으며 추상적인 문구로 점검하는 checklist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checklist에 대 한 reVIew는 independent reviewer가 informal review를 manual로

수행한다.

6.2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Nuplex 80+에 적용된 standards, practices and convention 들은

QPM-1.1 "Quality Program Instruction" 야 다. Coding standardQ} software

testing standard는 해당 시스랩 test plan에 포함된다고 언급되어 있고 test

procedure의 내용이나 format, test case, 그리고 test report 퉁도 test plan에서

포항한다고 되어 있다.SQA에서 지정한 minimum document 에 대한 언급이 없

으며 SQA activities에 판련된 checklist도 없다.

6.3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모든 소프트웨어와 document논 revision 된 날자나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따라서 시스탬 이름이나 숫자 둥여 하나로 정의된다. Interface control은

소프트웨어나 document의 또 다른 형태로 취급되어 유지되며 configuration

base바Ie도 list를 이용하여 유지된다. 이때에 새로운 baseline은 소프트웨어

change request (SCR)가 만들어자고 나서 SCR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다시 수행

된 후 개정된다. Configuration review와 audit도 시스템의 이름이나 개정번호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어 유지된다.

6.4 Software Haza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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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X80-IC-QP790-02. Rev. 0, "NUPLEX 80+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에서 언급하고 있음.

7.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언급이 없다.

8. Procurement Concerns

Independent V&V에 대해 조직표와 함께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LicenseeNendor Interface에 대 한 요건이 없다. Pre-existing 소프트웨어와 소프

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도구에 대한 요건은 NPX80-IC-QPS-0401.1, May 7,

1992, "Requirement for supply of commercial Digital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Components to be used in Nuplex 80+ Safety Systems"에 있 다.

9. Presentation

Nuplex 80+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펼요한 원칙을 항목 별로 잘 묘사

하였으나 추상적인 단어와 문구가 많이 쓰였다 (예를 들면 appropriate 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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