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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계측제어 시험검증기술 개발

II. 연구개 발의 목적 및 중요성

현존 원전의 노후화된 아날로그 가기의 디지털기기로의 교체 뿐만 아니라 새

로 설계되는 원전의 계측체어계통에도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이 되어 하

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구현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펼요한 확인 및 검증 방법촌이 정립되지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왜어 신뢰도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분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

털 계측제어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검증이란 시스템이 요구사항대로 설계되었는지 검증하

는 절차야며， 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단계별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디지렬

계측제어의 검증방법으로는 신뢰성을 분석하는 방법과 결과의 시험 또는

demonstration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성을 분석하는 방법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의

시험 및 demonstration 을 위해서 원전의 모든 상태를 모의화하여 제어 및 감시

신호릉 제공하는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를 통하여 디지렬 계측제어를 검증하여

야 한다.

계측제어 샤험검증설비의 목적은 새롭게 개발되는 제어 및 보호 알고리즘， 경

보 알고려즘 및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여 개발될 운전지원계통의 기능을 확인하

고 검증하는데 있다. 개발될 prototype 및 mockup은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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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버정상 상태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요구 출력신호를 발생하여 원전

의 상태가 정상상태 또는 운전원이 요구하는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제어 및 캄셔신호를 정상 및 비정상

상태때는 물론이고， 사고상태때에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셜비를 개발하려는 젓이다.

j.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과 시험검증젤비 개발로 나누

어 진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 개발에서는 1단계에서 구축된 소프트혜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원전 계측제어 고

신뢰도 스프트웨어 인허가 요건을 분석함으로써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기술에 펼요한 요건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틀올 토대로 세부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계획된 세부 기술들은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를 이용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깨발 환경의 fr없ne 구축

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품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 정립과 소프트혜어 확

인 및 검증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둥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 paradigm파 방법론이란 소프트왜어 개발

paradigm에 따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설정， 설정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른 개발 지침서， 확인 및 검층 지첨서， 개발도구률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환경

둥을 의마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 및 개발자 윤리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소프

트혜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환경 구축의 결과로 CASE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철계 방볍론을 제시하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에 필요한 요

소 기술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개발에 착수

한다.

계측제어 시험검증설비는 1단계에서 구축된 하드웨어와 기능요건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확장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 종합 운용프로그램 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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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에 수행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정보표시에 대한 업무

룰 수행한다.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자 핵심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 정립하기

위해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의 지속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허가와 판련된 국내/외 법규， 표준， 방법론， 지침서들을 수

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본 과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산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인/검증 환경 구축，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방법론 정립과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연구룰 수행하였다. 이들 세

분야는 밀접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전 다지털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기술자립을 위해 펼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기술자립을 앞당기가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체제

를 구축하였으며， 원전 계측체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내용을 기술하였다.

시험검증셜비 개발에서는 l단계 시험검증 기술개발 환경구축에서 수행한 시

험검증설비 개발동향 및 웅용사례 조사， 시험검증셜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 기능요건 설정에 따라 하드궤어， 소프트웨어 구성을 일부 수행하였다. 하드웨

어로는 VXI bus 를 이용한 확장된 인터페이스와 구동용 소프트웨어를 일부 완

성하였다. 소프트웨어로눈 수학적 모텔링을 실시간으로 처랴하는 주 프로그램과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슈퍼바이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래

픽을 이용한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표시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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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he Development of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chnology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n NPP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Obsolescent analog equipments in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NPPs) are

being replaced by digital equipment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digital

technology for insσumentation and controI<I&C) systems to be designed in

the near future. However,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in NPP is faced

with safety and reliability concerns such as common mode failure and

software verification 떼d validation(V&V).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ftware V&V methodology and develop I&C test facility to resolve the

safety and reliability problems mentioned above. Software validation means

the process of evaluating a system or component during or at the end of the

development process to determine whether it satisfies specified requirements.

Verification is the process of evaluating a system or component to detennine

whether the products of a given development phase satisfy the conditions

imposed at the start of the phase. The objective of I&C test facility is to

validate newly developed control and protection algorithm, alarm reduction

algorithm and the function of operator support system.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is divided into two p따t， development of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methodology and development of I&C test facility.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ject review and analyze the codes and standards
to find out the requirements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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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which is consσucted in first stage of our project. The more

detailed subjects are construction of the frame for high reliabl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using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start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guarantee high reliable software quality

and the study of basic technology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n

the area of I&C test facility , the scope is expanding of hardware interface
using VXI bus, programming of supervisor program and preliminary study of

graphic user interface.

IV. Result and Remarks for Application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omestic!international codes, standards and

guidelines to develop high reliable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methodology which is satisfied to our real situation. The three major parts of

work are perfonned that is the comstruction of the frame for high reliabl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establishment of high reliable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and study for the basic technology related to

safety-critical software. These three parts are tightly coupled each other to

achieve self-reliable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chnology for digital

I&C in NPPs.

The configura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are partly perfonned using

requirements which is developed in first stage for the development of I&C

test facility. In hardware part, expanded interface using VXI bus and driving

software is completed. The main program for math. modelling and

supervisor program for instructions are develo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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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들어 전기.전자 맞 컴퓨터산엽의 발달로 인해 렬레이 및 아날로그 기기

의 생산 중단에 따라 현존 원전의 노후화된 계측제어 기기의 교체가 심각한 문

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아날로그 기기의 디지렬기기로의 교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설계되는 원전의 계측제어계통에도 디지

털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이 되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왜어로 기능을 구현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및 기기의 품질， 신뢰도 및 안전성 확

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가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뎌지털 계측제어

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검증(V려idation)이란 시스템이 요구사항(requirements)대로 셜계되

었는지 검증하는 절차이며 확인(Verification)은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단계별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디지탤 계측제어의 검증방법으로는 신뢰성을 분석하는 방법

과 결과의 서혐 또는 demonstration'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성을

분석하는 방법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가되고 있어 좋온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의 시혐 빛 demonstration을 위해서 원전의 모든 상태를 모의

화하여 제어 및 감시신호를 제공하는 계측체어 시험검증설비를 통하여 다지털

계측제어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그립으로 나타내

면 <그립 1-1>과 같다.

사용자， 개발자， 규제자 모두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과

도구들은 디지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신

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체 디지털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 표준들은 일관성 있게 소프트궤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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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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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제어 계동의 디지털화와 제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기술의검증
p1
A이에 대한 확인개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측제어계통의 성공적인 디지탤화를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01
;’<소프트웨어 확인고신뢰도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소프트웨어의위해서는

검증 가술 개발이 디지털화의 기반이고 핵심기술이다.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인허가 요건을

기술을검증ql
A소프트웨어 확인연구에서는호i

‘-

분석함고신뢰도 소프트웨어위하여 우선적으로 원전 껴l측 제어

그러고

이러한 요건틀을 토대로 세부 개발 기술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계획된 세부 기술

드드프L
Eo '-

필요한 요건을 파악한다.고신뢰도 소프트워l 어 확인/검증 기술에으로써

환경의개발이용한Engineering)를SoftwareAidedCASE(Computer

있논 방법론 정립과 소품질을 보장할 수frame 구축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프트훼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둥이 포함된다. 소프

방법론paradigm과개발있는」‘
←「보장활신뢰성을안전성과트웨어의

(Methodology)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para<버gm에 따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l표e

지침서，개발따른생명주기에소포토웨어설정된설정，cycle)의

V&V(Verification & Validation) 지침서， 개발도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 및 개발자 윤리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소프동을 의미하며

구측의 결과로 CASE를 이용한 소프트웨개발 환경기술검증q1
A트웨어 확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에 펼어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및 검증 방법론 개발소프트왜야 확언요한 요소 기술파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에 착수하였다.

보호 알고리즘， 경및목적은 새롭게 개발되는 제어계측제어 시험검증절비의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여 개발될 운전지원계통의 기능을 확인하보 알고리즘 및

정상운전원자력발전소의mockup은prototype 및었다. 개발될고 검증하는데

및 비정상 상태의 선호를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요구 출력신호를 발생하여 원전

요구하는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

감시신호를 정상 및 비정상및부합하는 제어

「4

의 상태가 정상상태 또는 운전원이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에



상태때는 물론이고， 사고상태때에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하드워1 어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최근 계측제어계풍에 적용되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면서 계측

제어계통의 기능이 종합적 이 고(integrated) , 지능적 이 며 (intelligent), 다양해

(diverse)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신

신호의•.,.= 。
.::L i프 τ: 종류에 따라(디지털 J:!.1

;><: 아날로그 신호종류， 신호레벨 둥) 연속적

장검윷;“a，~i찢ati'~~f~

이고，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시소프‘뜰워 l‘아戀젤줬
;했l 및검층뒀討 신뢰성분석

신뢰성분석방법?

|스템이요구사항대로

설계되었는적검증하는

절차

소프트웨어개발공정

단계별로확인하는

절차

계측제어시협검증기술

원전의모든상태

모의화하여제어및

감시신호제공

<그림 1-1> 계측제어 시험검증기술 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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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산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 개발

제 1 절 기술 정보 확보 및 분석

1. 개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Software Verification 뻐d Validation : S/W V& V)

이란 시스램이 실제로 요구된 기능을 완벽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함을 소프트왜

어 개발공정 단계별로 확인(Verification)하는 절차이며，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어

요구 사항대로 셜계되었음을 검증(Valida디on)하는 절차이다.

원자력 발전소 디지털 계측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그 criticality의 정도에

따라 보호 계통 소프트웨어， 제어 계통 소프트웨어， 감샤 계통 소프트웨어와 그

외 여러 가지 운전 보조 시스템 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다시 안전 관련 소

프트웨어와 안전에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며 이들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고 인허가를 수행할 때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공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계통 소프트웨어의 안전성(Safety)과 신뢰도 (Reliability)의 보장

문제이다. 고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인허가룰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체 단계에 걸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연구되고 실용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흔들이 매

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엄격함은 곧 개발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공

통모드고장(Common Mode Failure: CMF)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

으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법，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실시간 프로그래밍 둥

소프트혜어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새로운 개발 방법의 사용을 요구

하며 규제 기관에게는 새로운 규제 요건의 개발과 새로운 규제 방법을 요구하고

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고신뢰도 고품질의 소프트왜

어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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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나， 원자력산업의 특수성안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준과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의 핵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

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둥 많은 분야

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계통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간 및 검

증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원전의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은 그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운전 및 유

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디지훨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기술의 우수성 때문에

점차 디지털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 종래 아날로그 하드웨어

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게 되었으나 여는 소프트웨어 공

통모드고장 문제와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둥을 야기시키고 있다.

사용자， 개발자와 규채자 모두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용 방법론

과 도구들은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체 디지렬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

와 개발 표준들은 일관성 있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프트웨

어의 재사용 가능성올 높이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

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

증 기술 개발이 디지털화의 기반이고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과제에서의 당해년도 연구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계

측 제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자 핵심 기술인 고신뢰

도 소프트웨어 V&V 방볍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 정립하기 위해，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의 지속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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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인허가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 표준， 방법론， 지침서들을 수집하고 분석하

였으며， 아-、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본 과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음

세가지 세부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인/검증 환경 구축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정립

o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연구

이들 세 분야는 밀접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전 디지럴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기술자렵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기판과의 협

동연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

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내용을 기술하였다.

2.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관련 국체표준 및 법규 동향 분석

가， 국제표준 및 법규의 발전동향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출펴죠r있요나 원차력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

어 개발기준과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화돼감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청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퉁이 논

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계통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워l 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여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

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은 1994년도에 발간된 기술현황분석보고서 및 원자

력학회지 기술보고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본절에서는 이들 보고서에서 기술

한 핵심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다음 IAEA와 ISO/IEC를 중섬으로한 국제 표준

발전 동향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NRC와 IEEE를 중심으로한 미국 표준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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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최근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현실파 국제적인 추세

에 기인한다. 즉， 국제 원자력 산업 현실에서 모든 나라가 협력과 경쟁의 관계에

있지만， 이 분야 법규와 표준제정 및 기술력에 있어서는 NRC-와 IEEE를 중심으

로한 미국과， IAEA와 IEC를 중심으로한 국제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현실도 이러한 힘의 균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활 수 있다. 즉 IEC 880의 표준을 적용받는 발전소와 NRC의 규제입장과 IEEE

표준의 영향권에 있는 발전소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즐기 추세를 면

밀히 검토， 분석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가술자립 방향올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원전 계측체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관련 법규 및 표준

본 절에서는 먼저 규제요건과 관련 표준틀을 분석하고 미국 원자력규제위

원회의 규제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측면으로 고신뢰도 소프트

웨어 개발방법， 확인 및 검중 방법， 표준 및 규제요건， 규제방법에 대한 기술현안

과 연구 현황올 71술하였다.

원전 겨l측제어계통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규제요건과 규제 참고자료

(Codes & STDs, CFRs)는 약 90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특청 규제 대상 별로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규제자료의 분류 및 체계가 미홉하며 계측제어계동의

디지털화에 따라 곱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퉁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작업올 진행 중에 있다.

본 절에서는 신뢰도와 권위를 가진 미국 NRC가 현재 원전 디지털 계측체어계

통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접근에 따른 규제요건플중 안전관련 시스템의 소프트

웨어에 관한 것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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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소프트웨어는 총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적

으로 해결하던 가능의 많은 부분을 대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할 규제자

료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시스템적인 규제

요건들이며， 또한 다중방호 개념의 안전관련 규제요건올 포함한다. 현재 사용중

인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관련 규제 및 규제참고 자료중에서 위에서 정한 분석

범위에 포함되는 자료는 다읍과 같다.

Protection and Safety SYstems

IEEE 279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has replaced this standard with IEEE 630, but
279 is mentioned specifically in 10 CFR 5O.55a(h), Nov. 1988]

lEEE/ANSI 379-1888 Standard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

IEEE/ANSI 603-1991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ANSI 1033-1985 Recommended Practice for Application of IEEE S띠 앓8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ANSI 7-4.3.2-199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Software Emrineerimz Standards

IEEE/ANSI 610.12-1990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IEEE/ANSI 730.1 -1989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s
IEEE/ANSI 828-1983 Standard fo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IEEE/ANSI 829-1983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
IEEE/ANSI 830-1984 Guide for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IEEE/ANSI 982 .1 -1988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ility SW
IEEE/ANSI 982.2-1988 G띠de for the Use of IEEE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IEEE/ANSI 983-1986 Guide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ning
IEEE/ANSI 1008-1987 Standard for Software Unit Testing
IEEE!따애SI 1012-1992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IEEE/ANSI 1016-1987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Design Descriptions
IEEE/ANSI 1016.1-1993 Guide to Software Design Descriptions
IEEE/ANSI 1028-1988 Standard for Software Reviews and Audits
IEEE/ANSI 1042-1987 Guide to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IEEE/ANSI 1044-1993 Standard for Classification of Software Anomalies
IEEE/ANSI 1045-1992 Standard for Software 안oductivity Metrics
IEEE/ANSI 1058.1 -1987 Standard for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s
IEEE/ANSI 1059-1993 Guide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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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EE/~SI 1061-1992
nEEE/~SI 1062-1993
IEEE/.따‘SI 1063-1987
IEEE/~SI 1074-1991
IEEE/와애SI 1175-1991

Standard for a Software Quality Meσics Methodology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Ac니uisition

Standard for Software User Documentation
Standard for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Standard Reference Model for Computing System
Interconnections

IEEE/ANSI 1209-1992 Recommend Practice for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CASE Tools

IEEEIANSI 1219-1992 Standard for Software Maintenance
IEEE/ANSI 1228-1994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

IEEE/ANSI 1298-1992 :Software Quality Management System, Part 1: Requirements

International Standards

IEC 557-1982
IEC 없9-1979

IEC 643-1979
IEC 671-1980

IEC 709-1981
IEC 812-1985
IEC 880-1986

뾰
뺑

때
@m

k

E

lEe 1014-1989
모C 1025-1990
IEe 1226-1993

IEC 8631-1989

IEC 9126-1991

IEC Terminology in the Nuclear Reactor Field
Nuclear Reactor. Use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Non-safety

Purposes.
Application of Digital Computers to Nuclear Reactor I&C

Periodic Tests and Monitoring of th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Reactors
Separation within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Analysis Techniques foe System Reliability - Procedure for FMEA
Softwa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Stations
Functional Design Criteria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for Nuclear Power Stations
Programmed Digital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Stations
Programs for Reliability Growth
Fault Tree Analysis

The Classification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Information Technology - Program Constructs and Conventions for
Their Represent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 Software Product Evaluation - Quality
Characteristics and Guidelines foe Their Use

Nuclear Re2'ulatorv Commission (NRC)

R.G. 1.22

R.G. 1.53

R.G. 1.152

‘ ‘

Periodic Testing of Protection System Actuation FUl}ctions.
[Basis for implementing GDC 21 and IEEE 279,] ‘g •,"-.-- ~-~

Application of the Single-Failure Criterion to Nuclear Power
Plant Protection Systems. Basis for Implementing GDC 21 and
IEEE 279. Section 4.2.[IEEE 379 implements the R.G. l'.~퍼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 Software in
Safety Related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guide endorses IEEE 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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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Feder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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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C 1
GDC 2
GDC 4
GDC 12
GDC 13
GDC 15
GDC 19
GDC 20
GDC 21
GDC 22
GDC 23
GDC 24
GDC 25
GDC 26
GDC 29

Quality standard and records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Environmental and Missile Design Bases
Suppression of Reactor Power Oscillations
Instrumentation and Control
Reactor Coolant System Design

’ Control Room
Protection System Functions
Protection System Reliability and Testability
Protection System Independence
Prutection System Failure Modes
Separation of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Protection System Requirements for Reactivity Control Malfunctions
Reactivity Control System Redundancy and Capability
Protection Against Anticipated 0않:rations Occurrences

ASMEIANSI Standards

ASME/ANSI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ASMEIANSI NQA-2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IEEE and ISO 1지cal Area Network Standards

ISO 8802-2: 1989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lρcal Area Networks Part 2:
Logical Link Control. (Supersedes IEEE 8022-1985)

ISO 8802.3: 1989 bformation Processing System-- Local Area Networks--Carrier
Part 3: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CSMA/CD) Access

Method and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IEEE 802.4-1985 Token-Passing Bus Access Method and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IEEE 802.5-1989 Standard for Iρcal Area Networks: Token Ring Access Method and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현재 NRC에서는 디지털시스템을 검토할 때 Reg. Guide 1. 152와 ANSIlIEEE

ANS 7-4.3.2-1993을 사용한다. ANSI!IEEE STD 1012-1986와 ASME

NQA-2a-1990, Part 2.7 둥이 주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 그외 앞에서 언급된 모

든 자료들이 참고로 사용된다. 따라서 피규제자는 궁극적으로 ANSI!IEEE ANS

7-4.3.2를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 ANSIJIEEE ANS 7-4.3.2는 규제자와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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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인터페이스， V&V의 독립성， V&V에 사용된 도구와 사람에 대한 자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상용 소프.

트웨어의 검증방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통합， 확인 및 검증방법 풍을 기

술하고 있다. 그러나 ANSIlIEEE ANS 7-4.3.2에는 시스템 및 하E웨어와의 통

합을 고려하면서 주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규제내용들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간

략하게 기술되어 었다. 즉， 7-4.3.2-1993의 본문내용에는 다른 규제지침서와 표준

틀로의 참고부분이 많으며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부록애 수록되어

었다. 따라서 NRC에서는 많은 부분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지침서졸올 필요로 한다. IEEE 7-4.3.2의 상위 규제요건이며 계측

제어 안전계통 표준 요건인 ANSI!IEEE STD 603-1991의 Section 5.3과 5.4에

따라 엄격한 확인이 요구되며 세부 시험방법으로 IEEE 829가 사용된다.

원전 보호계통은 10 CFR P따t 50, Appendix A, GDC 21, 22, 23에서 명시한

것처럼 고신뢰도와 고장시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기능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 품질보증 개념과 다양성을 갖는 다중방호(defense-in-depth) 개념을 가지고

설계 되 어야 한다. 이 러 한 개념은 IEEE 603-1991 , IEEE 379-1977, Reg. Guide

1.53, NUREG 0493 둥에 잘 나타난다. IEEE 7-4.3.2와 이를 중심으로 한 지침서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어도 소프트웨어의 공통

모드고장이 일어날 수 있올 때는 다중방호 개념에 따라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

시킬 수 있는 예비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NRC는 수동정지계통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단일사고기준(Single Failure

Criteria)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고장모드영향분석(Failure

Modes and Effect Analysis, FMEA)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NRC는

개발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이 IEEE Std. 603, 279, 379, 7-4.3.2와 Reg. Guide

1.152, 1.53의 만족여부와 그 상위요건인 10 CFR P맑t 50, Appendix A, GDCs 2,

4, 20, 21 , 22, 23, 25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규제요건들과 참고

지침서들은 적용범와와 사용훤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에서도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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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었다.

1) 기존 발전소 다지털화에 대한 NRC 규제 방법

NRC는 기존 발전소에서 새로 디지랄화 되는 계측제어 안전계통을 인허

가 할 때 수행하는 규제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규제요원은 먼처 시스템 설계

과정과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이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고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고장 이력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규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수행된 확인 및 검증 작업

에 대한 검토 작업을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를 점검한다.

@ 공급자와 규제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귀환

(feedback) 과정을 점 검한다.

@ 소프트웨어 문제/오류 보고서 둥을 검토하고 정정 결과를 접검한다.

® ANSIlIEEE ANS-7-4.3.2 와 V&V 과정을 비교한다.

@ 개발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인터뷰한다.

@ 소프트훼어 확인자의 독립성을 점겸한다.

@ 가능요건과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를 점검한다.

@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정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공급자/규제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점겸한다.

® V&V 결과물을 점검한다.

그리고 규제요원은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대조한다.

2) 개량형 경수로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 대한 NRC 규제 입장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에 버해 더 많은 청보를 가지고 있고 디지

털 장비가 아날로그 장비에 비해 월둥한 정보처리 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측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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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의 디지털 컴퓨터로의 변경은 원전 운전의 안전성과 산뢰성을 향상시킨

다. 그러나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댐 구조 설계와 특정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필요하고 계측제어계통의 설계， 구현， 설치 운전， 유지보수， 수정 등 개발

주거의 각 단계에 관련된 고수준의 적용 요건이 필요하다. NRC는 10 CFR Part

52의 일괄인허가(one-step licencing) 과정에서 15년 기간 동안 계측제어 분야를

포합한 원자력 발전소의 표준 설계를 승인하지만 승인 과정중 공급자 사양을 필

요로 하지 않으므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장점올 이용하기

위한 융통성올 갖는 것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은 상워단계만 요구된다. 이와 같이 NRC는 설계 승인 기간 동안에 진

부해 질 수 있는 설계의 i 세부 사항은 ’lock-in' 하지 않고 오히려 10 CFR 52의

설계 승인 접근 방법에서는 설계 과정의 품질과 설계숭인기준 (Design

Acceptance Criteria, DAC) , 제한 사항， 제한치 등에 대해 ’ lock-in’윤 하기 위한

것이다. DAC의 개념은 NRC가 Inspection, Tests,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 (ITAAC)을 통하여 설계 승인을 받는 Combined License (COL) 지원자

에 의한 설계 구현과 확인의 최종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NRC는 안전성 관련 계측체어계통 설계과정중에 각 단계에서 요구조건이 일치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ITAAC 구현을 감사(audit) 한다. 각각의 감사

단계는 <그림 2.1-1>과 겉다， 어 결과에 따라 NRC는 검사 보고서를 착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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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는 NRC가 결정을 내렬 수 있다. ITAAC의 각 단겨}에서 설계 개발은 승

인된 설계 과정과 일치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각 단계를 통하여 개발된 상세 설

계는 승인 받은 설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ITAAC 과 더불어 안전계통에 대

한 다양한 시험이 요구된다. 현재 NRC는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및 보호계통과

같은 안전에 중대한 서스템들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건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

로 다음과 같은 다양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 피규제자는 제안된 계측체어거l 통의 공통모드고장의 취약성을 적절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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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시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중방호와 다양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참고 자료눈 NUREG-0493에 나타나 있으며 피규제자가 제안한 방법들은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

(2)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급자와 피규제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SAR)

대해 예상되는 공통모드고장을 평가해야의 사고 분석에서 평가되는 각 사고에

한다. 공급자와 피규제자는 이틀 사고대비를 위해 적절한 다양성이 설계에 반영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만약 공통모드고장이 안전기능을 상실시킨다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론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시스탬이 관련된 사고r

조건하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품질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안전

계통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의 디지털과 비 디지털계통들이

사용 가능하며 시간과 정보가 운전원에게 유용하다변 수동 조작도 가능하다. 다

양성에 대한 형태와 총류는 설계에 따라 다양하며 각기 평가될 수 있다.

@ 주제어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와 제어기들은 안전 기능을 지원하는 변수

를 감시하고 필수안전 기능의 수동 조작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각각의 디스

플레이와 제어기들은 앞의 Q),@ 항목에서 언급하는 자동화된 안전계통과는 독

립적이어야 한다.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틀은그 중요도의 정도와 소프트웨

IEEE위해이를적용되어야

이러한 분류에 따른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한다.방법론들이개발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어의

정형 (para버gm)과

7-4.3.2-1993, IEEE 1228 둥과 같이 체계적인 요건들의 개발 및 보완 작업이 진

행 중에 있다. 그러나 규제요건 및 표준들이 급격한 기술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

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틀이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IEEE, ASME풍 타 산업 표준틀과 개발자 내부 지침서， 규제요건들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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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 단계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 (project management planning) , 형

상관리계획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ning),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계획

(software safety plan)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 (quality assurance planning) 둥이 수

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IEEE/ANSI 1058.1, IEEE/ANSI 828, IEEE/ANSI 730.1 ,

IEEE/ANSI 1012. P1228 동의 Standards(STDs)들이 있다. NRC에서는 소프트웨

어 생명주기 전단계에 대하여 감사와 검토를 수행하며 이 때 필요한 문서의 종

류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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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기술기준(Codes and STDs)를 참고하여 규채를 시행하며 검토에 펼요한

문서의 종류를 밝히고 있으나 세부 기술적인 변에서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춘과 한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

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서 개발팀과 V&V 텀의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계획에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인 신

뢰도 명시， 요구되어지는 문서들이 가져야 할 세부적인 기술사항에 대한 구체적

인 언급이 없다.

나) 요구분석 단계

이 단계에서는 요구사양을 작성하고 분석할 때 수학적인 형식이론

(formalism)을 도입하여 품질파 신뢰도를 높여 보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야

다. 요구사양을 형식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음 단계언 설계를 수행할 때 보다

완벽하게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요구분석을 수동 혹은 자통으로 수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함을 개발공정 초기에 발견 수정할 수 있읍으로써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주목적이 사용자 혹

은 시스템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사이의 의견교환올 통해서 정확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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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향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학적인 형식이론Cform머ism)의 도입은 자연

언어를 사용한 통신보다는 의사 전달이 부자유스러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정형화된 요구조건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할 수 있고 요

구사양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요구분석 단계에서 개발하

고치 하는 시스댐의 동작을 시블레이션해 봄으로써 결합을 조기 발견， 해결하고

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추적성의 완벽

한 시행 및 자동 점검방법 둥에 대한 연구와 상품화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설계 단계

여기서도 앞 、단계에서와 같은 수학적인 형식이론 도입이 시도되고 있

으며 설계 방법론에서도 이제까지의 구조적 설계 방법론에서 점차 객체지향 설

계 방법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모률 결합도(module coupling) , 모률강도

(module cohesion) , 모률화(modularity) , 정보은닉 CinfOlmation hiding)동 그 동안

의 쇼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연구 결과들어 접차 책체지향 설계 방-쉽론으로 초점

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객체지향 설계방법은 재사용성을 높여 개발하는 소프

트웨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V&V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 구현 단계

개발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점차 어셉볼려 언어에서 C, Ada

와 같은 고수준 언어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C++과 같은 객체지향 언

어가 사용휠 전망이다. 프랑스의 N4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Ada가 사용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래빙 언어의 선택과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극복을 위한

다양성을 언어와 컴파일러에 적용하고 었다. 또한 컴파일러， 운영체제， 시험 도

구， 에디터둥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풀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prequalification)가 문제가 되고 있다. 소프트워1 어 개발 회사물은 자체적으로 코

딩 지청서등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화가 되어 었지 못한 형편이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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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환 예외사항 처리둥 고장허용 프로그래밍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장허용 소프트

웨어의 개발은 요구분석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인 사항이 매우 많다. 이

를 위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기술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다양성을 고려하는 N-version 프로그래빙 기법과 ree。γery

block 기볍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복잡도 증가에 따른 안전성 위해요소

가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따) 통합， 확인 및 검증 단계

검승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의 각 단계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

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확인은 소프트웨어 계발공정 전체 단계에서

해당 단계의 결과물이 전단계의 결과물과의 일관성 완결성 정확성을 만족하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요구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를 거치면서 세부 모

률의 프로그래멍이 되고 나면 이러한 break-down의 역순으로 모률들을 통합하

여 시스템을 완성하고 통합 순서에 따라 확인과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험

은 모둘시험， 통합시험， 기능시험， 시스템 시험， 인수시협， 설치시험의 순서로 이

루어진다. 시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과 도구에 대한 대표적인 서

적으로 G. ]. Myers의 “ The Art of Software Testmg'!과 B. Beizer의 "Software

Testing Teehniques
ll
둥이 었으며 관련 연구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

둔에 이들의 선택과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요구되는 신뢰도에 따

라 시험계획 작성과 시험종료시점이 달라지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일수록 시험

비용이 올라간다.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시험은 불가능하며 확인 및

검증의 독립성， 자체시험， 확인 및 검증의 정도퉁이 주 관심사이다. 현재 사용중

인 시험관련 S없ndard에는 IEEE/ANSI 829와 IEEE/.없~SI 1008이 있으며 확인

및 검증과 관련하여 IEEE!.와~SI 1012가 있다. 원전 안전계홍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표준들보다 엄격하고 명

확하며 객관적인 기준올 가진 표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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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이 단계에는 설치문서，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훈련지침서풍 각종

문서들을 정확히 갖추어야 하며 개발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유지 및 보수계획， 회귀분석 (regressing) 시험계획과 이에 따른

configuration management change, V&V anomaly report, safety. analysis

change 퉁이 중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계측제어계통이 하드웨어에

서 소프트웨어로 바랩에 따라 현장에서 느꺼는 가장 섬각한 애로 사항으로 부각

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시험가능성 여부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

고 있다.

3) 안전성측면

원전 계측제어계통이 디지털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극복과

같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품질보장 측면에서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통모드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중방호

보장을 위한 설계에서의 다양성 제공이 필요하다. 기능적 다양성 개념은

·‘NUREG-0493 1979, A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Assessment of the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에 잘 나타나 았다.

원전 안전계통의 신뢰도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IEEE/ANSI 352-1987

에 소개되어 있으며 고장모드 영향분석과 고장수목분석과 같은 정성적인 신뢰도

분석방법과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정량적인 신뢰도 분석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측 신뢰도 분석에 대한 시스템 차원에서의 이론틀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렇게 표

준화된 시스템 차원의 이롭들은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소프트

웨어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방법과 척도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UREG/CR-5930 ’‘High Integrity

Software Standards and Guidelines"와 IEEE/1228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s" 퉁이 만틀어 졌다. NUREG/CR-5930에서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 20 -



의 표준화 지침서 돌아 가져야 할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지침서들의 문제점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신뢰도를 요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

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준 전체에 대한 설명은 다음절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초안으로 발표된

IEEEIP1228은 소프트웨어 안전성확보계획에 대한 방법플을 서술하고 있으나， 명

확히 하고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NUREG/CR→5930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10 CFR 52에 의거한 NRC의 단계별 소프트웨어 ITAAC에서 명시하

는 문서들 중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성확보계획과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관련 문서들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이흘 검토할 때 필

요한 표준(standard) 이나 지침서 (guideline)7} 없는 실청이다.

다) 원전 껴l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관련 국제표준 발전동향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목적은 전기， 전자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t

표준화의 모든 문제와 관련사항에 관해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이에따라 국채적인

의사전달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각국의 총의를 가농한 표현하는

IEC 규격， 특히 국제규격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 간행물을 발간하고 이것을 각국

의 국가규격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달성되고 있다.

rEC에서 개발된 표준 중에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으로 lEC 880-1986 이 있다. 이 국제표준은 최근 디지털화 추세에 있는

원전 계측제어 계통의 개발과 안전 심의 기준으로， 캐나다 Darlington 발전소와

프랑스 N4 발전소 계측제어 계통개발에 사용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이 표준은 개발된지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

는 캠퓨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개발자와 규제자가 공감하는 심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연구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EC/SC45A(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원자로용 측청장치) 분과에서는 약 2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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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개정을 위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1995년 프랑크푸르트회의에서는 현재

짜발중인 다음과 같은 국제표준에 대한 각국의 comment를 검토하여 반영하였으

며， 이 회의에 처음으로 한국대표가 파견되어 국체표준 개발에 동참하였다..

。 C45A!WGA3(Draft Chapeau) 3 : Jan. 1995

- Nudear Power Plants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잉ms lmportarat to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uter based ‘Systems"

。 C45A(U.K.) : July. 1993
-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uter based systems important to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o SC45NWGA3(j. Boule ’h) : Jan 1995

- Software for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Suoplement 2 to Publication lEC 880(1986)

。 SC45A(Sec.H89 : July 1994
- Software for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First supplement to IEC 880

상기 draft틀 중 특히 CS45A(Sec.)l8971- IEC 880의 핵심부분에 대해 새로 개

발되고 있는 Draft로서 CD Defences against common mode failure , @ Formal

specification .and design methods, @ Automated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rriportant to safety, @ Use of pre-existing software products, ®

Safety-related applications등을 다루고 있다. 이틀 5개 분야별로 자발적인 작업

반을- 만들어 각 국가별로 보내온 검토의견툴을 재검토하여 국제표준 개발과정에

수용하거나 제외시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과정에서 국가별 의견을 수용하기

는 쉬우나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채시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

았다. 즉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국가의 의견이 국제표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미국 IEEE에서도 많은 관심올 가지고 있으며 IEEE

Software Engineering Committee의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이 IEEE

1228 "Software Safety Plans"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공통의 연구분야 이겨도

하다.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디지털화 추세에 의해， 컴퓨터 기반 안전시스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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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노력 이 활발하였으며 앞으로 전개될 WTO 체제 하에서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었었다. 컴퓨터 기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lEe

880을， 영국 Sizewell B 발전소， 프랑스 Chooz B 발전소， 캐나다 Darlington 발

전소와 같은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제어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설계에 대한 인

허가 요건으로， 각국에서 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으‘

며 미국의 IEEE 표준과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라. 원전 계축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관련 미국표준 발전동향

ANSIJIEEE ANS 7-4.3.2, Reg. Guide 1.152와 ANSIJIEEE 379, Reg.

Guide i.53을 종심으로 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요건들은

1980년대 전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급격히 발전된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

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련 규제요건 및 참고 지침서틀이

체계적으로 일원화화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종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의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에 따라 하드혜어 및 시스템 차원의 규제요건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야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애매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었다.

예를 들변 class IE 가기의 독립성 보장 요건 및 시험성요건과 같은 아날로그

시스댐에서의 하드웨어 관련 요건들이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소프트

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을 정확하 검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통모드 영향분

석(FMEA)， 고장수목분석(Fault Tree Analysis , FTA)과 같은 형식야론

(formalism)의 도입 , 위험도 분석 (hazard analysis) 방법서술， 보다 청량적인 규제

방법 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IEEE 7-4.3.2-1993이 개

발되었다. IEEE 7-4.3.2-1993에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즉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펑웨어， 인터페이스 둥에 관련된 세부 요건을 지정하고 있다.

IEEE 7-4.3.2-1993은 안전요건만 만족한다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나 방법 즉，

“인공지능” 야나 “4세대 언어” 와 같은 신기술 적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IEEE S띠 603의 요건과 기준을 보충하기 위한 세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견



IEEE 7-4.3.2-1993은 컴퓨터시스댐이 안전계통의 요소로 사용될 때 안전계통 설

계가 완벽하다는 것올 입증하기 위해 IEEE S띠 603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도구 선정 규정이나 컴파일러，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둥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IEEE 7-4.3.2-1993 범위에

서 체외 시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다양성， 위험

도분석， 신뢰도， 통신 독립성， 상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에

대해서도 부록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본문 요건의 범위에는 아직 포함시키지 않

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NUREG/CR-5930 에서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존의 표준과 지침서들

의 문제점올 분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계획에 대한 표준이 IEEE

1228로 개발 되었다.

1976에 시작된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에서는 전문

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의견일치 과정을 통해 표준플

올 개발하고 있다. 1994년말까지 29가지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약 1200 페이

지에 달한다. 현재 개발 진행중에 있는 표준이 24가지가 있으며 이중 5가지는 마

지막 단계인 투표과정에 있다. 이외에도 1993년 5월에 완성된 IEEE 소프트웨어

공학 표준들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 (master plan)에 따라 17개 Planning

Group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흑히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계획 그룹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IEEE 표준의 발전 방향올 연구하고 있으며

1993년말 완성된 IEEE 1228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 표준기구인 IEC SC

45NWG3 , IEC SC 65NWG 9&10, ISO/IEC JTC SC7/WG9 둥과 협조하고 있

으며， 미국내부 Underwriters Laboratory(UL), NASA, US. DoD등과도 공조체제

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체계적으로 개발된 표준들은 현재 원자력 산업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감사(au며t)에서도 많

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원전 디지털 계측체어 시스템 개발 및 규제시 적용되는·

표준인 IEEE 7-4.3.2-1993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와같은 IEEE 소프트웨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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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블을 참고하고 있다.

현재 미 국 NRC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에따라 속속 개발되고 있는 표

준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규제입장(Branch Technical Position) 및 새로운

Standard Review Plan을 자문연구 기관인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와 함께 1996년말을 복표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NRC·와

LLNL에서는 이러한 IEEE 소프트웨어 공화 표준괴- 대표적인 국제표준인 IEC

880 및 관련 표준틀에서의 적용범위와 내용상 불일치하는 점틀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지침 (Regulatory Guide)를 개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원전 계측처1 어계통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기술이자 핵

심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법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

정립하기 위한 준바 단계로서 이 분야 현황을 규제 요건 즉 국제표준의 기술적

현안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각계 각

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산업표준을 정립하는 IEEE, ASME, lEe,

ISO 둥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요건 정립 노력을 진행 중이며 규제를 시행

하는 NRC, AECB 퉁 각국의 규제기관들에서도 규제시행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었다.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둥 NRC 자문기판

틀에서는 원자력 분야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올 위한 광범위한 연구와 디지

털 시스렘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행 중이며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이 축적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CMU의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를 포함하여 학

계에서도 안전에 중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PRI

에서는 Upgrade Plan에 따라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과 표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애 있으며 캐나다 Darlington 발전소의 안천정지계통 소표트웨어의 안전

성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한 David Pamas의 회사와 같은 전문용역업체들과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CASE)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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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도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야외에도 CE, Westinghouse, AECL, EdF 둥 원전 공급엽체

들도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껴l통의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과 확인

및 검증 기술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노력에 의해서 디지될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

장될 수 있고 원전에서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기

원전에서 계측제어계통을 디지털화하고 기술자립을 추구하고 있는 우라도 이려

한 상황에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 기술과 t 확인 및 검증 기술과 같

은 핵심 기반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의 디지털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디지렬 시스템 인허가 장벽을 원활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유의 완벽한 개발 방법론과 개발절차를 갖추고， 이러한 소

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도구틀을 개발하며 개발 도구들의 유기적인 접합체언

CASE 환경과 같은 개발환경올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규

제요건과 규제방법의 세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관련 기반기술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다.

3.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관련 법규， 표준 수집， 분석

가. IEEE Std 7-4.3.2-1993,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이 표준은 IEEE Std 603-1991 :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컴퓨터 사양 요건

(Computer Specific requirements)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안전

시스템 (Safety system)의 부분으로 사용될때는 시스템 설계의 완전성을 보장하

기 위해 IEEE Std 603과 본 표준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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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소프트웨어 안전성 관련 국제 표준가구 및 표준목록

This fi ble lists th da며S샘꺼tina bodi dthei• ~~. ---_•••••• _.

。rg Full Name

AFISC Headquarters Air Force Inspection and Safety Center

AIAA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NS American Nuclear Society
ARINC Ai r1ines Electronic Engineering Committee
AS Standa며s Association of Au잉ralia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ASQC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Control
ASTM Amp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BCS Boeing Comp띠er Services
BSI British Standa며s Institution
CCITT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DIN Deutsches Institut fur Nomrung e.V.
000 Department of Defense
EEA
EIA Electronics Indu의ry Association l “ l ’ •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SA European Space Agen앙

FAA Federal Aviation Authority
GPA Gas Processors Association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lE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U써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여ronies Engineers
ISA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S Japaneselndu혀끼al Standards
MOD Ministry of Defence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T。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IST Nationallnstitutes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NSAC Nuclear Safety Analysis Center
。H 。ntario Hydro
RTCA Requirements and Technical Concepts for Aviation
SAE Society for Automotive Engineers
SAND Sandia Corp.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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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to 틀afl원'i-.dards relatino to sof\wbl .."'.. " - H' .

AIM. R-013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Reliability 1992

ANS 3.2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1988
。perational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ANS 4.1 Design Basis Criteria for Safety Systems in Nuclear Power 1978
Generating Stations

ANS 4.5 Criteria for Accident Monitoring Functions in light-Water- 1980
Cooled Reactors

ANS 7-4.3.2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의emsof 1993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cf IEEE 7-4.3.2)

ANS 8.3 C끼ticality Accident Alarm System 1986

ANS 10.2 Recommended Programming Practices to FaαWtate ‘he 1982
Portability of Scientific Computer Programs

ANS 10.3 Guidelines for the Documentation of Computer Programs 1974

ANS 10.4 Guidelines for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Cientific and 1987
Engineering Comp버er Programs for the Nuclear Industry

ANS 10.5 Guidelines for Conside꺼ng User Needs in Computer Program 1986
Development

ANS 10‘6 Application of Computer Standards to Nuclear Industry
Software

ARINC 651 Design Guidance for Integrated Modular Avioni∞
AS 3563 Software Quality Management Systems 1988
ACME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1994
ASME Y14-2 Guidelines for Documenting of Computer Systems Used in 1977

Computer-Aided Preparation of Produ여 Definition Data User
Instructions

ASME Y14-3 Guideline for Documenting of Computer Systems Used in 1977
Computer-Aided Preparation of Product Definition Data Design
ReQuirements

ASOC A3 Quality Systems Terminology 1987
ASOC Q1 Generic Guidelines for Auditing of Quality Systems 1986
ASQC Q90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Standards· 1987

Guidelines for Selection and Use
ASQC Q91 Quality Systems - Model for Quality Assurance in Design I 1987

Developmef!L Production , Installation and ServIcing
ASQC Q92 Quality Systems - Model for Quality Assurance in Production 1987

and Installation
ASQC 093 Quality Systems - Model for Quality Assurance in Final 1987

Inspection and Test
ASQC Q94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System Elements - 1987

Guidelines
ASOC Z 1.15 Generic Guidelines for Quality Systems 1979
ASTM E 622 Guide for Computerized Systems 1984
ASTM E 623 Guide for Developing Functional Requirements for 1989

Computeri~edLaboratory Systems
ASTM E 624 Guide for Implementation Designs for Computenzed Systems 1990
ASTM E 625 Guide for Training Users of Camp띠e끼zed Systems 1987
ASTM E 626 Guide for Evaluating Computerized Systems 1990
ASTM E 627 Guide for Documenting Computerized Systems 1988
ASTM E 730 Guide for Developing Functional Designs for Computenzed 1985

System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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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E 131 Guide for Frocurement of Commercially Available 1990
Compute끼zed Systems

ASTM E 192 Guide for Comp벼er Automation in the Clini혀I La∞ratory 1981
ASTM E 919 Specification for Software Documentation for a Comp띠e끼zed 1990

System
ASTM E 1013 Terminology Relating to Computerized Sy캉ems 1987
ASTM E 1029 Guide for Documentation of Clini혀I Laboratbry Computer 1984-

Systems
ASTM E 1113 Guide for Project Definition of Computerized Systems 1986
ASTM E 1206 Guide for Compute 끼zation of Existing Equipment 1981
ASTM E 1246 Standa며 Practice for Reporting Reliability of Clinical 1988

Laboratorv Computer Systems
ASTM E 1283 Guide tor Procurement of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1989

Systems
ASTM E 1340 Standard Guide for rapid Prototyping of Computerizeδ Systems 1990
BCS 40342 Computer Softwar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AGeneral 1981

Guideline
acs 81205 System Safety Instruction - System Safety Engineering in 1989

Software Development
BSI 4058 DP Flowchart Symbols. Rules and Conventions 1980
BSI 4778 Glossary of Terms Used in Quality Assurance 1989
BSI 4891 AGUide to Quality Assurance 1972
aSI 5487 Specification of Single-Hit Decision Tables 1982
BSI 5515 Documentation of Computer-Based Systems 1984
BSI 5750 Specification for Design I Development, Production, Installation 1987

and Servicing (cf ISO 9000)
BSI 5760 Reliability of Constructed or Manufacturad Systems.

EQuipments and CompOnents
aSI 5882 Specification for a Total Ouallty Assurance Program for Nuclear 1980

Power Plants
BSI 5887 Testing of Computer-Based Systems 1980
BSI 6154 Method for Defining Syntactic Metalanguage 1981
BSI 6224 Design Structure Diagrams for Use in Program Design and 1987

。ther Logical ApplicatIOns
BSI 6238 Performance Monitoring of Computer-Based Systems 1982
BSI 6488 ConfiguratIOn Management of Computer-Based Systems 1984
BSI 6650 Control of the Operation of a Computer 1986
BSI 6976 Program Constructs and Conventions for Their Representations 1990
CCITT Z.100-104 Functional 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 1984
CSA 0396.1.1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Software 1989

Used in Critical Applications
CSA 0396 ‘ 1.2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Previously Develφed Software 1989

Used in Critical Applications
CSA 0396.2.1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Software 1989

Use끽 in Non-Critical Applications
CSA 0396.2.2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Previously Developed Software 1989

Used in Non-Critical Applications
CSA Z24315.1 Basic Guidelines for the Structure of Documentation of 1979

Computer Based Systems
CSA Z243.15.4 Basic Guidelines for the Structure of Documentation of System 1979

Design Information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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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1243.15.5 Basic Guidelines for the Stru여ure of OocumE'ntation of S양tem 1979
Data

CSA Z243.27.1 Data Processing Vocab비ary· Fundamental Terms 1979

CSA Z243.27.4 Data Processing Vocabulary· Organization of Data 1981

DIN 250 V-Model Software Ufecycle Pro∞ssM때el 1991

DIN 66230 Information Processing: Software Documentation

DIN 66231 Information Pro않ssing: Documentation of Soπware
Development

DIN 66232 Information Processing: Data Documentation

DIN 66285 Application Software: P끼n잉pies of Testing
DIN VNDE0801 Principles for Computers in Safety-Related Systems 1989

(preliminary 영이
DOD 2167A Defense System Software Development 1988

DOD 2168 Software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1988

DOD 5200.28 Trusted Comp띠er System Evaluation Criteria 1985

DOD 7935 Automated Data Systems Documentation 1983

DOD AFISC SSH 1-1 Software System Safety 1985

DOD AFSCP 800-14 Software Quality Indicators ".987

DOD AFSCP 800-43 Software Management Indicators 1986

DOD AFSCP 800-45 Software Risk Abatement 1988

DOD MiI-Hdbk 764 System Safety Engineering Design Guide for Army Materiel 1990

000 Mil-Std 483A Configuration Management Practices for Sy되ems， Equipment. 1985
Munitions and Computer Programs

DOD MiI-Std 490A Specification Practices 1985
DOD Mil-Std 882C System Safety Program Requirements 1993
DOD Mil-Std 973 Configuration Management 1990
DOD MiI-Std 1521 B Technical Reviews and Audits for Systems, Equipment and 1985

Computer Programs
DOD Mil-Std 1574 System Safety Program for Space and Missile Systems 1979
DOD Mil-Std 1629A Procedures for Performing a Failure Mode, Effect and Criticality 1980

Analysis
DOD Mil-Std 1803 Software Integrity Program 1988
DOD NAVORD-OD- System Safety Engineering Guidelines

44942
ECMA TC33/90161 A Reference Model for Computer Assisted Software 1990

Englneenng Framewo/1(s
EEA EEA-1 Guide to the Quality Assurance of Software
EIA CMB4-1A ConfiguratIOn Management Definitions for Digital Computer 1984

Programs
EIA CMB4-2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for Digital Computer Programs 1981
EIA CMB4-3 Computer Software Libraries 1981
ErA CMB4-4 Configuration Change Control for Digital Computer Programs 1982
EIA CMB5-A Configur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for Subcontractors I 1986

Vendors
EIA CMB6-1B Configuration and Data Management References 1990
EIA CMB6-2 Configuration and Data Management in-House Training 1988
EIA CMB융5 Textbook for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1988
EIA CMB6-8 Data Management in-House Training Course 1989
EIA CRB1 Managi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198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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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 CRB2 Computer Resources Discourse Quality Assurance 1989
Requirements for Software Processes

EIA DMG-1 Data Management Implementation Guideline 1986
EtA DMG-2 Automated Data Management Guideline 1989
EIA SEB6-A AMethod for Software Safety Analysis 1990
EPRI Softwar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Guidelines
ESA BSSC 1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1985
ESA BSSC 1A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1984
ESA BSSC 1B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tandards
ESA PSS-01-21 Software Produd Assurance Requirements for ESA Space 1991

Systems
ESA PSS-01-30 Reliability Assurance of ESA Spacecraft and Associated 1981

EQuipment
ESA PSS-01 -40 System Safety Requirements for ESA Space Systems and 1988

Associated Equipment
ESA PSS-05-0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1991
FAA 013b Quality Control Program Requirements 1989
FAA 016a Quality Control System Requirements 1987
FAA 018a Computer Software Quality Program Requirements 1987
FAA 021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Hanford HEDl-TC-2425 Guidelines - Software Verification 1983
IAEA State of the Art Report on Software Impo끼ant to Safety in 1992

Nuclear Power Plants
IAEA Quality Assurance for Computer Software 1987
IEC 557 lEV Tenninology in the Nuclear Reactor Field 1982
IEC 639 Nuclear Reactors: Use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Non-Safety 1979

Purposes
IEC 643 Application of Digit c.:1Computers to Nuclear Reador 1979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EC 671 Periodic Tests and Monitoring of the Prote여ion System of 1980

Nuclear Reactors
IEC 709 Separation within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1981
IEC 812 Analysis Techniques for System Reliability - Procedure for 1985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IEC 880 Softwa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1986

Power S1atiol1S
IEC 960 Functional Design Criteria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1988

System for Nuclear Power Stations
IJ::C 987 Programmed Digital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1989

Power Stations
IEC 1014 Programmes for Reliability Growth 1989
IEC 1025 Fault Tree Ana’ysis 1990
IEC 1226 The Classification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1993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IEC 8631 Information Technology - Program Constructs and Conventions 1989

for Their Representations
IEC 9126 Information Technology - Software Product Evaluation - Quality 1991

Characteristics and Guidelines for Their Use
IEC 12207 Information Technology - Software 니fe Cycle Pro야ss (draft) 1992
IEC 45A1142 Sonware for Computers |mponaril too(Sdraafemty for Nuc!ear Power 1994

Plants: First Supplement to IEC 8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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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45A1184 Nuclear Power Plants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1994
. Important to Safety· Functional Requirements for MUltiplexed

Data Transmission Systems (draft)
IEC 65A196 FGuennderioicnAalsSpeadfesty(dorfaPmrogrammable EIectmnic Systems: 1989

IEC 65A1122 Software foreCronmsp(dumtems in the AppIicatlOn of |ndustrial Safety- 1991
Related Syst

IEC TR 9294 Infonnation Te혀lnol얘y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1990
Software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ocumentation of Computer Software for
Real-Time and Interaeti'te Systems

lEE 2 Guidelines for Assuring Testability 1988

lEE 3 The Software Inspection Handbook

lEE 4 Software Quality Assuran않: Model Procedures

lEE 5 Software in Safety-Related Systems 1989

IEEE C37.1 IEEE Standard Definition, Specification and Analysis of 1987
Systems Used for Supervisory Control. Data Acquisition and
Automatic Control

IEEE 7-4.3.2 Standar6 Criteria for Digiial ComputeIsAinNSSa7fe4iy3S2y)stems of 1993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cf

IEEE 308 IEEE Standard Criteria for Class 1E Power Systems for Nuclear 1980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338 IEEE Standard Criteria for the Pe끼odic Surveillance Testing of 1987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IEEE 352 IEEE Guide for General Principles of Reliability Analysis of 1987
Nuclear Power Generating St하ion Safety Systems

IEEE 379 IEEE Standard Application of the Single Failure Cnterion to 1988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Class 1E Systems

IEEE 384 IEEE Standa며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1E 1981
Equipment and Cir，αJits

IEEE 494 IEEE Method for Identific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Class 1973
1E Equipment and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497 IEEE Stanr1ard Cnteria for Accident Monitonng Instrumentation 1981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577 IEEE Standard Requirements for Reliability Analysis in the 1976
Design and Operation of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6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1991
Generating Stations

IEEE 610.2 IEEE Standard Glossary of Computer Applications Terminology 1987
IEEE 610.12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mology 1990
IEEE 627 IEEf Standard for Design Qualification of Safety Systems 1980

EQuipment Used In Nu다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730.1 IEEE Standard for auallty Assurance Plans 1989
IEEE 730.2 IEEE Guide to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ning 1993
IEEE 828 IEEE Standard fo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1983
IEEE 829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ation 1983
IEEE 830 IEEE Guide to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1993
IEEE 982.1 IEEE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1988

Software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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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982.2 IEEE Guide for the Use of IEEE Standard Dictionary of 1988
Measures to Pre잉uce Reliable Software

IEEE 990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Ada as a Program Design 1987
Language

IEEE 1002 IEEE Standard Taxonomy for So뼈ware Engineering Standards 1987
IEEE 1008 IEEE Standard for Software Unit Testing 1987
IEEE 1012 IEEE Standaro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1986
IEEE 1016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Design Descriptions 1987
IEEE 1028 IEEE Standa며 for Software Reviews and Audits 1988
IEEE 1033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Application of IEEE Std 828 1985

to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042 IEEE Guide to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1987
IEEE 1044 IEEE Standard Classification for Software Errors, Faults and 1982

Failures
IEEE 1045 IEEE Standa여 for Software Productivity Me띠cs 1992
IEEE 1046 IEEE Application Guidp. for Distributed Digital Control and 1991

Monitoring for Power Plants
IEEE 1058.1 IEEE Standard for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s 1987
IEEE 1061 IEEE Standard for a Software Quality Metrics Methodology 1992
tEEE 1063 IEEES‘anda며 for Software User Documentation 1987
IEEE 1074 IEEE Standard for Developing Life Cycle Processes 1991
IEEE 1205 IEEE Guide for Aging Assessment of Class 1E Equipment Used 1990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Draft)
IEEE 1209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Evaluation and Se’ection 1992

of Case Tools
IEEE 1219 IEEE Standard for Software Maintenance 1992
IEEE 1220 IEEE Standard for Systems Engmeering (Draft) 1993
IEEE 1228 ’EEE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s 1994
IEEE 1233 IEEE Guide for Developing System Requirements 1993

Specifications (Draft)
IEEE 1298 lEEε Standard Software Quality management System , Part 1: 1992

Requirements
ISA dS 84.01 Application of Safety Instrumented Systems for the Process 1994

Indu하디es (draft)
(SA RP 60.3 Recommended Practice: Human Engineering for Control 1985

Centers
ISA SP84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s for Use In Safety 1994

Applications (draft)
ISA 551 Instrumentation Symbols and IdentificatIon 1984
ISO 1028 Information Processing· Flowchart Symb이S 1979
IS。 2636 Information Processing - Conventions for Incorporating 1973

Flowchart Symbols in Flowcharts
IS。 5806 Information Processing - Spe떼cation of Single-Hit Decision 1984

Tables
IS。 5807 Documentation Symbols and Conventions for Data , Program

and Systems Flowcharts, Program Network Charts and System
Resources Charts

IS。 6592 Information Processing· Guidelines for the Documentation of 1965
Computer-Based Application Systems

IS。 6593 Information Processing - Program Flow for Processing Files In 1985
Term~ of Record Group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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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8631 Information Processing - Program Constructs and Conventions 1989
for Their Representation

ISO 8790 Computer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Symbols and
Conventions

ISO 8807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Open Sy얹ems 1989
Interconnection - LOTOS - AFormal Descrip‘ion Technique
Base깅 on the TempOral Orde껴no of Observational Behavior

ISO 9000-1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Standa며s- Part 1994
1: Guidelines for Selection and Use

ISO 9000·2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Standards· Part 2: 1994
Generic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이 • ISO 9002
and ISO 9003

IS。 9000-3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Standa며s - Part 3: 1994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 to the Development,
Supply and Maintenance of Software

ISO 9000-4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Standa띠s - Part 4: 1994
Guide to Dependability Programme Management

IS。 9001 Quality Systems· Model for Quality Assuran∞ in Design I H~94

Development, Production, Installation and Servicing
IS。 9002 Quality Systems - Model for Quality Assurance in Production , 1994

Installation and Servicing
IS。 9003 Quality Systems· Model for Quality Assurance in Final 1994

Inspection
IS。 9004-1 Quality Management and Qua따y Systems 티ements - Part l' 1994

Guidelines
ISO 9004-2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Systems Elements - P3rt 2: 1994

Guidelines for Services
IS。 낭004-3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Systems Elements - Part 3: 1994

Guidelines for Processed Materials
ISO 9004-4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Systems Elements - Part 4. 1994

Guidelines for Quality Improvement
IS。 9126 Information Technology - Software Product Evaluation - Quality 1981

Characteristics and Guidelines for Their Use
IS。 9127 Information Processing - User Documentation and Cover 1988

Information for c'onsumer Software Packages
IS。 9294 Information Processing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1988

Software Documentation
IS。 12207 Information Technology - Software - Part 1- Software Life Cycle 1994

Process (ballot draft)
JIS X 0121 Documentation Symbols and Conventions for Data Program 1986

and System Flowcharts, Program NetworX Charts and System
Resource Charts

JIS X0126 Guidelines for the Documentation of Computer-Based 1987
Application Systems

MOD 00-16 Guide to the Achievement of Quality in Software
MOD 00-41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1989

parts 1견

MOD 00-55 The Procurement ot Safety Critical Software In Defence 1991
Equipment Part 1: Guidance

MOD 0Q..56 The Procurement of Safety Critical Software in Defence 1991
Equipl11 ~nt Part 2: Requirements

MOO 05-21 Guide to Contractor Assessment. Computer Software QA
Systems, book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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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위 (Scope)

본 표준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시스템 (safety system)에 컴퓨터가 사용

될때 IEEE S띠 603-1991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적， 설계요

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2) 참고문헌 (References)

본 표준과 관련된 각종 표준을 언급하고 있다.

3) 용어 정의 (Definitions) 및 약어 (Abbreviations)

본 표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 안전시스템 설계 기준(Safety System Design Basis)

안전시스템 설계기준(safety system design basis)은 ANSI!ANS

51.1-1983, ANSI!ANS 52 .1-1983, IEEE S띠 603-1991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관

성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로 본 표준에서 정한 설계기준<criteria)을 준수해야 함

을 기술하고 있다.

ANNEX A에서 IEEE Std 603-1991과 본 표준과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기술

하고 었다.

5) 안전시스템 설계기준 (Safety System Criteria)

IEEE Std 603-1991에서 기술된 안전시스템 설계 기준(safety system

criteria)애 비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았는데 추가 요구사항 항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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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Quality)

IEEE Std 603-1991에서는 하드웨어의 품질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

어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이들은

。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 상용 컴퓨터의 자격 요건(qualification of existing comnlercial

computers)

o 소프트웨어 도구(software tools)

。 확인 및 검증(V&V)

。 형 상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이 다.

나) 기 기 자격요건(Equipment qualification)

. 실제 운전에 사용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컴퓨터 시스템의 기기 자격

요건 시험 (equipment qualification testing)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다) 시스템 건전성 (System integrity)

시스템 건전성(system integrity)을 만족시키기 위해 컴퓨터 건전성을

고려한 설계(deign for the computer integrity) , 시험 및 보정을 고려한 설계

(design for test and calibra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라) 독립 성 (Independence)

독립성 기준(independence criterion)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의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다.

。 safety channel간， 또는 safety non- safety channel간의 자료

통신이 safety function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0 컴퓨터의 safety부분과 non-safety부분이 분리되기 어려울 경우 2가

지의 접근방법， 이에 대해서는 Annex G 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
기



기술하고 있다.

마) 신뢰 성 (Reliability)

정량적， 정성적 신뢰도 목표가 요구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

드웨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뢰도 결정을 위해 사용되

는 방법으로는 분석， 현장경험 (field experience), 시험 (testing)동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Annex H에 기술되어 있다.

6) Sense and command features, executive features, power source

requirements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IEEE s떠 603-1991과 동일하다.

7) Annex A: Relationship of this standard to IEEE S띠 603-1991

여기에서는 본 표준의 필요에 맞도록 IEEE Std 603-1991의 기준(criteria)을

확장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8) Annex B: Diversity need detennination

안전 시스템(safety system)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때 공통모드

고장(common mode failure)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성 (diversity)은 이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인데 Annex B에서 어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9) Annex 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컴퓨터는 전자파 장애 (electromagnetic interface : EMD에 대해 매우 민

감하고 취약하다. 이에 따라 EMI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두되는데 여기서는 EMI

의 정의와 평가， EI\따를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었다.

또한 EM! 테스팅과 설계 지첩에 관련된 표준올 언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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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nnex D: Qualification of existing commercial computers

안전시스템 (safety system)이 본 표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

서 개발된 컴퓨터에서 설계될 가능이 많다.

본 Annex는 이런 경우에 적용될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ASME

NQA-lc-1993, Appendix 7A-2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언 지침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 특별한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φ Identifying the safety functions the computer must perform

(2)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the computer must process in order

to accomplish the safety functions

® Demonstracing that the characteristics are acceptably implemented.

11) Annex 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V&V는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이 활동을 통해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나를 검증하고 개발의 각 단계에서 발생될

오류를 최소화 하는 확인 작업이 수행된다.

본 Annex에서 V&V와 개발 단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관련 표준

(standard)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ASME NQA-1-1989에서 Independent V&V(IV&V)를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여기에서도 IV&V의 요구사항을 다읍파 같아 정의하고 있다.

CD independent performance of activities

(Z) independent witnessing of original designer activities or

® independent reviews or inspection of documented results

주요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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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independent V&V activities:

reviews, witnessing, inspection, an려ysis ， testing

(2) V&V for development activities :

requirements allocation V&V

non-computer hardware requirements V&V

computer hardware requirements V&V

software requirementV&V

integration requirementsV&V

noncomputer hardware design and implementation V&V

computer hardware design and implementation V&V

software design and implementation V&V

site acceptanceV&V

operation and maintenance

® documentation

IEEE std 1012-1986 에서 요구하는 V&V documellts에 추가적 인

지칩을 제공한다.

o 확인 및 검증(V&V) 계획

。 이상현상 보고서 (anomaly report)

0 확인 및 검증 최종 보고서 (V&V final report)

12) Annex F: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of abnormal conditions and

events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는 safety function을.저해 할수 있는

abnormal conditions and events (ACEs)의 확인을 요구한다.

여기에 사용 될수 있는 방법은 고장모드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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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 FMEA), 고장수목 분석 (Fault Tree Analysis : FTA)와 같은 분석기

법이 있다. IEEE S띠 P1228과 Mil-S띠-882B에서는 이외의 또 다른 기법을 기술

하고 있다.

이 Annex에서는 ACEs의 확인과 해결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gener떠 guidance for ACE resolution

(2) identification of ACEs through the use of an려YSlS

® identification of ACEs throughout the life cycle

@ previously developed systems

® documentation

13) Annex G: Communication independence

safety system에 컴퓨터가 사용될 경우 safety channel간 또는

safety nonsafety channel간의 데이타 통신이 사용되게 된다. 이 통신

기능이 컴퓨터의 기능을 저해하여 safety system이 제기능올 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된다.

본 Annex는 통신이 safety system에 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safety computer를 non-safety 장비로 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적

인면과 통신적인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기적 측면의 독립문제

는 IEEE S띠 384-1992에서 다루고 있고 본 Annex 는 통신 측면의 독

립성 문제을 다루고 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CD Communication between Computers in different safety channels

(2) Communication between safety' and nonsafety computer

14) Annex H: Computer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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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에서 요구하는 신뢰도의 측정방법에 대해 지침을‘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방법론은 정량적으로 신흰도를 측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

이 있다.

@ 컴퓨터의 신뢰도는 사양서(specification)의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측정되고 사양서 자체의 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 여기서 채시된 방법론은 nonredundant 컴퓨터의 정량척 신뢰도 측정치

를 구하며 redundant common mode 또는 common cause failures의 영향을 고

려한 방법론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측정된 신뢰도 결과를 적용할 때에는

사양서 (specification)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류와 공통모드

(common mode) 또는 conunon cause failures로 부터의 오류에 대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나. lEe 880 1986, Software for Computer in 'the Safety System of Nuclear

Power Stations

IEC880온 원자력 발전소의 safety system 에 사용되는 고신뢰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non-safety system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해 lEe 639

(Nuclear Reactors Use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Non-Safety

Purposes)가 있다.

lEC 880온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별로 펼

요한 요구사항과 문서화에 대한 지칩을 제공한다.

요구사항에는

。 적용가능한 최상의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행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

。 하향식 설계 방법 (top-down desig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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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률화(modularity)

。 생명주기 각 단계의 확인(verification)

。 명 확한 문서화(documentation)

。감사 가능한 문서화

。 검증시험 (validation testing)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본 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논 지침서와 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데 이들은

。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and details of software requirements

。 detaile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design and code) of safety related software

。 outline for the software perfonnance specification

。 language， translator, linkage editor, etc

。 software testing

。 list of documents needed와 같다.

lEC 880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범 위 및 목적 (Scope and Object)

본 표준의 목적과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IEC 643(Application of Digital Computer to Nuclear

Reactor Instrumentation 때d Contro})에서 정한 classl function 들로 이

에는 safety actuation system, the safety system support features 그리고

protection system 퉁이 있다.

2) 용어 (terms) 및 조건(conditions)

본 표준에 사용된 용어 (tenns) 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외의 것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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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2382의 것을 사용한다.

3) 프로젝트의 구성 (Project structure)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과 그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

내용， 작성될 문서들(documents)을 요구하고 있고 개별단계의 품질보증계획서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 SQAP)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구축할

것올 요구한다.

4) 소프트웨 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s) 작성에 필요한 사항여 기술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s)은 시스템 요구사항

(system requirements)으로 부터 도출되어야 하고 컴퓨터 시스템 사양(computer

system specification)의 한 부분이 되 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의 본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

발의 기본으로 삼기 위한 것이지만 언허가<licensing)의 관접도 무시해서는 안되

며 다음 사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risk consideration

。 recommendation for functions or engineered safety features

。 other items that provide the background for s많cific requirement

보다 상세한 requirement 에 대해 Appendix A(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and details of software requirements)에 기술하고 있다.

5) Development (design and coding) of safety system software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코딩 (design and coding) 단계에서의 고신뢰도 소

프트웨어 작성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 개발원칙 (principles for development)과 개발원칙에 따른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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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번역기 (language translator) 및 기타 도구(other tools)

。 상세한 권고 리스트 문서(list documention)가 있다.

6) 확인 (Verification)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확인(verification) 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갈이 구분되 어 있다.

。 확인 단계 (verification process) 부분에서 모든 단계는 확인

(verification)을 통해서 끝낼 것을 요구하며 각 단계가 이전단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 확인 활동부분에서는 확인계획 (verification plan)과 설계확인， critical

reVIews, 코팅 단계확인에 대해 각 항목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7)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의 통합(Hardware/Software Integration)

확인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통합하는 단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통합단계는 4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합계획(integration plan)과 이와 관련

된 system configuration control, integration system verifications, error

resolution procedures, 그랴고 verification test report 작성에 대해 권고하고 있

다.

8) 컴퓨터 시스템 검증(Computer System Validation)

테스트 시스템 (testing system)의 관점에서 검증(validation)올 위하여 수

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정형화된 검증계획(formal validation plan)에 따르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시험시 필요환 권고 내용이 들어 었고 검종보고서(V머idation report)보 작

성 하도록 되어 있다.

- 46 -



9) 유지보수(Maintenance) 및 변경 (Modification)

공식적인 변경 (modification) 관리 절차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modification request procedure, procedure for executing' a modification,

maintenance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0) 운영 (Operation)

commissioning과 운영 (operation)에 관련된 모든 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commissioning tests

。 인간-기계 상호착용(man一machine interaction)

。 운전원 교육 프로그램

() software requirements for periodic testing

。 auxiliary device requirements

11) Appendix A: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and details of software

reqUlremen엄

lEe 880 의 본문 내용올 보완하기 위해 6개의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

APPENDIX A에서는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s)의 상세내용이 개발 각 단계별로 기술되어 있고 각 단계별 모든

V&V 활동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 Details of software requirement

- computer system specification

- computer system configuration

- man-machine dialog

- items relating to interfaces

- descriptions of system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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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s of constraints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 descriptions of special operating conditions

- self-supervision

- presentation of software functional requi!'ements

12) APPENDIX B : Detailed recommendation for the development

(Design and coding) of safety related software

설계 (design) 및 코딩(coding)의 각 세부 요건(requirements)에 대해 우

선순위(priority) 또는 중요성을 3 단계로 정하여 대상 소프트웨어 유형별 적용

기준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 design procedures

changeability, top-down approach, intermediate verification.

changes during development, system reconfiguration

o software structure

COil"σ01 and access structure, modules, operating system, execution

time, interrupts, arithmetic expressions

。 self supervision

, plausibility checks, safe output, memory contents, error checking

。 detailed design and coding

branches and loops, subroutines and procedures. nested structures,

addressing and arrags , data structure, dynamic changes, intermediate

tests

。 language dependent recommendations sequences and arrangement,

comments, assembler cod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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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PPENDIX C : Outline for the software performance specification.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성능사양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일반사항(general information)

。 시소템 설계 수준(system design level)

。 서브시스템 설계 수준(subsystem design leveO

。 데 이 터베 이스 사양서 (data base specification)

14) APPENDIX D : Language, Translator, Linkage Editor, etc

안전성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는 언어(language)， 번역기

(translator), 연결 편집기(linkage editor)에 대해 lEC 880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

여 보다 상세한 권고안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 일반사항(general)

。 오류처 리 (error handling)

。 Data and variable handling

。 on-line aspects

15) APPENDIX E : Software Testing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시험(software testing)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시험 (software testing)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내부구조(internal stπcture)， 신뢰도 수준(level of reliability) , 운영

시 요구사항‘ 시험도구(testing tooO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하도록 권고하고 있

으며 시스템적 접근방법 (systematic approach) 및 통계적 접근방법 (statistical

approaches)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보완적 테스팅 접근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16) APPENDIX F : List of Documents needed

documents에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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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생산(software production)에 관련된 문서 (documents) :

20종

。 소프트웨어 수정 (software modification)에 관련된 문서 (documents)

:5종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문서 (documents)와 이

들의 연관관계

lEC 880은 기능적 요건(functional requirents)과 소프트웨어 공학 이행사항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 통합，

V&V, 유지보수 (maintenance and modification)를 포함한 고선뢰도 소프트개발

에 대한 모든 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표준들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요나 이에따라 각 세부내

용이 생략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문과 부록사이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은 있지만 우리고유의 표준을 작성할 때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표준이

라 볼 수 있다..

다. lEC 1226 : Nuclear Power Plants-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mportant for safety-Clιssification

본 표준 (s없ndard)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의 권고

사항언 원자력 발전소 l&C의 functions , system and equipment(FSE)의 안

전성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 대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안전성 관련 FSE를

3개의 일반적 분류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적절한 요구사항올 개발할 수

있는 지칩을 제공한다.

FSE의 안전성 분류는 Post Initiating Events(PIE)의 완화 청도에 기여하는

데 기준올 두어 결정되었다.

이상적인 분류방법은 위험의 정량적 평가에 근거를 두어 결정해야 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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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자력 산업계에서 이에 대한 작업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청량적 평

가가 불가능할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량적 평가 결과방법에 의하지

않는 정성적 분류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본 표준은 위험도 평가(risk assessm니nt)의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 정성적 기준

에 근거를 둔 분류 방법론을 제시한다.

FSE의 청확한 분류는 발전소 설계자와 운영자 그리고 규제자 에게

specification, design, qualification. QA, QC, manufacturing,

insatlla'tion, maintenance, 그리고 테스팅 단계에서 적절한 주의 정도흘

제공한다.

본 표준(standard)에서는 안전성 관련 FSE를 중요도에 따라 A, B, C, 3개의

범주로 나누어 기준과 방법론을 채시하고 있다.

1) 주요 내용

본 표준(standard)에서 정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Category A

Category A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당담

하는 FSE를 지 칭한다.

이들 FSE는 PIEs가 SOE(significant Sequence Of Events)로 진행하는 것올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들 FSE가 적절히 동작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SOE를 야기하는 것

을 의미한다.

나) Category B

Category B는 원전 안전성 확보와 유지에 있어 category A FSE의

보완적 역활을 당담하는 FSE를 지칭한다.이 범주의 FSE는 PIE를 완화하는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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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categOIY A FSE의 수행올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category B는 FSE가 적절히 동작하지 않을 경우 PIE의 심각성올 야

기시키거나 더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Category C

Category C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에 있어서 보조적이거나 간

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FSE를 지칭한다. 이들은 어느 정도 안전성에 관련된

의미는 있으나 category A, B에 속하지 않는 FSE를 말하며 실제적인 SOE의 완

화에 직접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는 부류이다

2) 분류 기준

FSE를 A, B, C 3개의 category로 나누는 지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3개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FSE는 I’unclassified"로정의하고 있다.

3) 분류 절차

분류절차는 <그림 2.1-4> 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4) Requirements 의 결정

Requirements 의 결정을 위해 사용된 기준(criteria)은 다음과 같은 것툴이

선정되어 적용되었다

。 requirements for ensurance of functionality

o performance

。 reliability

。 environmental durability

。 QA， QC

이들 각각에 대해 기본 요건(basic requirements) 과 특수 요잔(speci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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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entification of design basis:

-IT、ajor plant characteristics ar、d redur、dancy;

- differing operating modes;

-list of PIEs and their likely frequencγ。f occurrence;

- list of mitigating FSE .

•
2.lnitial list ot FSE

3. Assignment of category A, B, C. or unclassified

•
4. Development of detailed FSE requirements

•
5. Identrfication이 detailed I&C sub-FSE and equipment items

•
6. Refinement of assignments, repeating steps 3 to 6 as necessary

•
7. Finat list of FSE and assigned categories

<Fig 2.1-4> Method of categ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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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으로 구분하여 category A, B, C, 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ANNEX A : Examples of categories 에서 category A, B, C의 typical

function과 전형적언 시스템(typical system)의 예흘 나열하고 있다

라. IEEE S띠 828-1990 : Standard fo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의 계획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형상판리는 전체시스템의 형상관리의 한 부분으로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소프트돼어의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형상관리 활통에는 검토(review)， 송인(approv머)，' 변경체어

(control of changes), 변경에 대한 추적 , reporting , 개발되는 소프돈웨 어의 감사

(audits) , 검토(review) ， 인터페이스， 자료 관리 둥이 있다.

또 IEEE Std 1042-1987에서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올 적절히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올 제공하여 본 표준을 보완하고 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ntroduction to standard

본 표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critical software,

non-critical software, 이 미 개발된 software 모두를 포함한다. 또 본 표준

(standard)과 함째 사용될 수 있는 다른 IEEE Std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 IEEE S띠 610.12-1990, IEEE S떠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 IEEE S띠 730.1 -1989. IEEE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s

。 IEEE Std. 1042-1987, IEEE Guide to Software 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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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이다

2) 형상관리 계 획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이 6 개의 class로 구분하고 있다.

。 Introduction

。 SCN[ Management

。 SCM Activities

。 SCM Schedules

。 SCM Resources

。 SCM Plan Maintenance

계획서 내용의 형식이나 순서， 위치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으나 다음과 같

은 제한을 주고 있다.

O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이란 제목이 붙은 자료가 반드시 독립적으

로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자료의 모든 형상관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또는 참고

문헌(reference) 형태로 포함해야 한다.

。 이 자료의 형식에 대해 정의해 두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차료 형식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으면 봉 표준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각 class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ntroduction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개요를 기술하여 다음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계획의 목적 (The purpose of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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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the scope)

。 주요 용어의 정의 (the definition of key terms)

。 참고문헌(references)

나)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여기에는 다음의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the project organization within which SCM is to apply

。 the SCM responsibilities of these organizations

。 references to the SCM policies and directives that apply to this

project

다) 형상관리 활동(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ies)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서스템의 형상관리를 위한 모든 기능과 일올

정의하는데 기술적， 관리적 형상관리 활통을 모두 포합시켜야 한다.

이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형상확인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 형상제 어 (configuration control)

- 형상상태의 설명 (configuration staus accounting)

- 형상감사 및 검토(configuration audits and reviews)

그리고 그 특성상 위험이 높은 항목으로 연계사항 제어(Interface control)의

요구사항과 하청업자 및 공급자 관리 (subcontractor/vendor control)에 대한 활동

올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3) Tailoring of the system

본 표준은 프로젝트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상관리 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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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볍으로 upward taIloring과 downward tailoring 올 제시하고 있다·

4) Conformance to the Standard

형상관리 계획이 본 표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판정

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기에서 4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가) 최소한의 정보(Minimum Information)

형상관리 계획은 본 표준에서 나타난 6가지 class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각각에 대해 “sh려1" ， "required"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계획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Presentation Format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야라고 표시된 자료가 단독，

또는 섹션(section) 참고문헌(reference)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료 내에 위에서 언급한 6가지 class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일관성 기준(consistency criteria)

다음의 일관성 기준(consistency criteria)을 만족시켜야 한다.

。All activities defined in the plan sh하1 be assigned to an

organizational unit

。All activities defined shall have resources identified to accomplish

the activities

。All CIs identified in the plan sh와I have defined processes for

baseline establishment and change control

라) Conform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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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형상관리 계획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This SCM plan conforms with the requirements of ‘ IEE'E Std

828-1990" 마지막으로 Appen며x에서 본 표준과 IEEE S띠 1042-1987과의

Cross reference를 제공하고 있다.

마. IEEE S띠 829-1983 :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

본 표준은 일련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트 문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틀을 다음과 같다.

。 Test planning

- scope, approaches , resources, schedule of the testing activities,

structure of plan

。 Test specification

- Test-design specification

- Test-case specification

- Test-procedure specification

。 Test reporting

- Test item transmittal report

- Test log

- Test incident report

- Test summary report

이틀 테스트 문서와 Test process와 관계는 <그림 2.1-5>와 같다.

이들 내용의 요건들올 요약해 보면

1) Test planning

태스트 활동의 법위， 접근방법， 자원， 그리고 일정에 대해 기술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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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고 테스트 계획은 반드시 다음 사항올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CD Test 미뻐 identifier

(2) Introduction

® Test items

@ Features to be tested

® Features not to tested

@ Approach

(:J) Item pass/fail criteria

@ Suspension criteria and resumption requirements

® Test deliverables

® Testing tasks

® Environmental needs

@ Responsibilities

@ Staffing and training needs

@ Schedule

뼈 Risks and contingencies, Approvals

2) Test-design specification

테스트 접근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이 설계에 의해 태스트횡 대상

들을 확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형식올 갖추어야

한다.

CD Test-design-specification identifier

(2) Features to be tested

® Approach refinements

@ Tes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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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 pass/fail criteria

3) Test-case specification

. Test-design specification에 의 해서 확인된 test case를 정의하며 다음과

같윤 구조를 가지고 었어야 한다.

CD test-ease-specification identifier

(2) test items

® input specifications

@) output specifications

@ environmental needs

® special procedural requirements

(J) intercase dependencies

4) Test procedure specification

Test case를 수행하는 단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D test-procedure-specification identifier

(2) purpose

® speci라 requirements

@) procedure steps

5) Test-Item Transmittal Report

Test를 위해 펼요한 test item을 확인하가 위한 것으로 각 test item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item의 위치 및 그 상태 둥이 포함된다. 현재 item의

요구사항과 설계에 어떤 변경이라도 있으면 이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되며 다음

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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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transmittal-report identifier

@ transmitted items

® location

@ status

(5) approvals

6) Test Log

Test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발생한t 순서에 의거

하여 기록하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친다.

CD test log identifier

@ description I 까 •

® activity and event entries

7) Test‘ Incident Report

Test 수행중 일어난 사건 중 조사를 펼요한 하는 모든 사건을 문서화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온 구조를 가진다.

CD test-incidentreport identifier

(2) summary

® incident description

@ impact

8) Test-summary Report

Test활동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이 결과틀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

내용울 제공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블 가진다.

CD test-summary-report identifier

@ summ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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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nces

@) comprehensive assessment

® summary of results

® evaluation

(j) summary of activities

® approvals

. 9) _4\ppendix f... : Examples

본 표준의 Appendix A에서는 pay-system에 대한 test documentation

의 예가 나와 있다.

표준 본문에서 정해진 모든 항목을 그 순서와 구조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된

예다.

10) Appendix B : Implementation and usage Guidelines

여기에서는 본 표준를 적용하여 구현할 때의 지침과 사용지침을 체시

하고 있다. 구현할 때논 단계별 적용으로 초기단계 (initial phase)와 순차적 단계

(subsequent phase)로 나누어 설명 되 어 있고 여 러 가지의 테스팅 활동에 요구되

는 테스E 문서의 예가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다.

Documents

Test

Test Test Test Item Test Test

Test Design Case Proc Trans Test InCIdent Summary

ActivIties Plan Soec Soec S않C Reoort Log Reoort Revort

Acceptance x X x x x X X

Field X x x x X

Installat.1On X X X x x X x
System x x X X x X X x
Subsystem x x x x X x X

Program X x x
Module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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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ppendix C : Related Documentation Standards Test

문서와 관련된 다른 표준(standard)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틀은 다음과

같다.

o ANSI N413-1974, American Standard Guidelines for the

Documentation of Digital Computer Programs.

。 ANSIJIEEE S띠 100-1977, IEEE Standard Dictionar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Tenns

。 ANSIJlEEE Std 730-1981 ,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s.

。 IEEE Std 729-1983,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 Guide for Technical Documentation of Computer Project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Technical Committee X3.

Technical Report no 6, New York: June 1982.

。 Guidelines for Documentation of Computer Programs and

Automated Data System Federal Infonnation Processing Standards

Pub 38. National Bureau of Standards.(FIPS PUB 38), Februarγ

1976.

。 Automated Data Systems Documentation Standards, Standard

7935.1-S, Department of Defense, Sept 1977.

。 Tactical Digi떠1 Systems Documentation Standards SECNAVINST

3560.1 Department, of the Navy, 1974.

o WWMCCS CCTC Test Package Development Guidelines,

Technical Memorandum TM241-80, Defense Communications

Agency, Nov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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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ppendix D : Annotated bibliography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확<i1 (software verification)과 시험 Ctesting)에 관

련된 자료， 그리고 military testing standard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바. IEEE Std 1012-1986,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본 표준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 SVVP)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의된 소프트웨어 V&V 활동을 수행하므로서 소프트웨어 전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오류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초기단계에 발견되어 수정된다.

。 프로젝트의 위험성， 비용， 일정이 절감된다

。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신뢰도가 향상된다.

。 소표트웨어의 공정상에 있어서 가시적 관리성이 향상된다.

。 제안된 변경사항과 그 후속조치가 신속히 평가된다.

본 표준은 critical, noncritical 소프트웨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적용형태는 다

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critical software에 적용시

- 본 표준에서 명서된 최소한의 V&V 활동， input, outputs이 SVVP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본 표준에서 선택적 항목으로 제시된 활동이나 V&V 입안자가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V&V 활동올 추가시켜 SVVP를 작성할 수 있

게 하였다.

。 noncritical software에 적용시

- 본 표준에 명시된 최소한의 V&V 활동의 사용을 권고하고

- 최소 요구사항， 선택사항， 새로운 V&V 항목중 선택하여 SVVP를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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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IEEE Std 730-1984, Standard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s에서는

SVVP가 V&V 및 그외의 품질보증결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본 표준은 이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정의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위 및 참고문헌(Scope and References)

본 표준의 옥적과 함께 사용되어야 할 표준들을 언급하고 있다.

목적은 다음의 3가지로 본다.

CD critical, noncritical software의 SVVP를 위한 일원적이고 최소한의

요구 사항올 제시한다.

@ critical software에 대하여 SVVP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V&V업

무와 입력물， 출력물올 정의한다

@ 특정한 V&V활동을 위해 SVVP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선태적인 V&V

업무를 체시하였다.

본 표준에서 채택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각 단계는

@ 개념정 립 (concept)

@ 요구사항 분석 (requirements)

@ 설계 (design)

@ 구현(implementation)

@ 시험 (test)

@ 설치 및 체크아웃(installation and check out)

@ 푼영 및 유지보수(operation and maintenance)의 7단계이며 이들 각 단

계별로 다음의 사항이 청의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CD V&V tasks

@ methods an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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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s and outputs

@ schedule

® resources

® risks and assumptions

(J) roles and responsibi~ities

2) SVVP의 내용 및 구조

SVVP가 갖추어아 할 형식과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SVVP에 포

함되어야 할 내용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Purpose

2. Referenced Documents

3. Definitions

4.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verview

4.1 Organization

4.2 Master Schedule

4.3 Resources Summary

4.4 Responsibilities

4.5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5. Life -Cycl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5.1 Management of V&V

5.2 Concept phase V&V

5.3 Requirements phase V&V

5.4 Design phase V&V

5.5 Implementation phase V&V

5.6 Test phase V&V

5.7 Installation and Checkout phase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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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V&V

6.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ing

7. Verification and Valid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7.1 Anomaly Reporting and Resolution

7.2 Task Iteration Policy

7.3 Deviation Policy

7.4 Control Procedures

7.5 Standards, Practices, and Conventions

여기에서 기술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가) 목적 (Purpose)

SVVP의 목적과 범위를 기술한다 또 본 SVVP가 사용되는 프로젝트와

대상 소프트웨어의 결과불 그려고 V&V의 목표도 여기에 명시되어아 한다.

나) 참고문헌 (Referenced Documents)

본 계획과 연관된 문서틀 본 계획의 구현에 요구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언급한다.

다) 용어정의 (Definitions)

본 계획을 적절히 해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용어를 정의하고 또는

참고문헌(reference)을 기술한다.

라) V&V Overview

소프트웨어 V&V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일정， 자원， 책임사항， 도

구， 기술， 방법론 둥올 기술한다. 이를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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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ganization

V&V 수행 조칙에 대해 기술한다. 여기에는 개발， 프로젝트관리， 품

질보증， 형상관리， 자료관리 또는 사용자와의 업무연계성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2) Schedule

프로젝트 생명주기와 이정표퉁이 여기에 기술된다. 또한 V&V활동의

일정과 V&V결과물이 개발공정에 반영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SVVP에서 채택한 생명주기가 다를 경우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

족시키는지 상호연관관계풍을 이 부분에 기술한다.

(3) Resource Summary

V&V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이부분에서 기술한다. 여기에는

인원， 시설， 도구， 재원， 특별한 절차상의 요구사항 즉， 보안， 접근권한， 문서 관리

둥이 포함된다.

(4) Responsibilities

각각의 V&V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책임사항을 기술한다 이 부

분은 생명주기 각 단계에 있어 정의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약이라고 봉 수 있

다

(5)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V&V활동에서 사용할 특별한 소프트웨어 도구나 기술， 그리고 방법론

에 대해서 명시하는 부분이다. 이들의 사용목적， 방법둥야 기술되어야 한다.

마) Life-cycl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생명주기 전단계에 걸친 V&V업무의 세부적 수행 계획을 여기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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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부계획에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한다.

o V&V tasks

。 methods and criteria

。 inputs/outputs

。 schedule

。 resources

。 risks and assumptions

。 roles and responsibilities

SVVP의 이부분에 대한 작성 구조는 다음과 같다

o Management of V&V

。 Concept phase V&V

。 Requirements phase V&V

。 Design phase V& V

o Implementation phase V&V

。 Test phase V&V

。 Installation and checkout Dhase V&V

。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V&V

바) Software V& V Reporting

이 부분에서는 본 계획의 구현결과가 어떻게 문서화될지를 기록한다.

V&V 문서화는 생명주기 전단계에 걸쳐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 형식， 시

기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이들은 추후 소프트웨어 V&V 보고서를 구성하는 부

분이 된다.

(1) Required Report

다음의 보고서들은 각 소프트웨어 V&V 활동에 대한 결과불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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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 task reporting

。 V&V phase summary report

。 anom려y eeport

。 V& V final report

(2) Optional report

다음의 보고서들을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special studies report

。 other report

사) Verification and Valid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V&V의 관리적 절차를 기룩한다.

(1) Anomaly reporting and resolution

이 부분에서는 이상상태에 대한 브고와 그 해결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이

상상태를 심각성단계(criticality level)에 따라 정의해야 하고 심각한 이상상태에

대해서는 다옵 생명주기로 진행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2) Task iteration policy

입력사항이 변경되었을때 재수행된 변경의 추가 활동에 대해 적용된

기준을 기술하는데 여기에는 평가， 심각성비용 일정， 품질효과둥을 포함한다.

(3) Deviation policy

이부분에서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의 절차 형식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
ι



(4) Conσ01 procedure

V&V활동에 적용된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이 절차에는 소프트웨어 산

출불과 소프트웨어 V&V 결과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보호되고 저장될지를 명

시 해야 한다.

만약 다른 부분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서 QA，형상관리， 자료관

리 또는 다른 활동들을 기술해야 한다.

또 최소한 SVVP자료들이 기존의 보안규정에 어떻게 부합되고 V&V결과

들의 정당성이 사고냐 고의적인 변경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될지를 기술해야

한다.

(5) S떠ndard ， Practices, and Convensions

V&V업무의 수행을 관리하는 표준， 이행사항(practices) 관례

(convenstions)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인데 내부적인 표준，이행사항 (practices),

청책도 포함된다.

Appendix: Description of Optional V&V Tasks

본 표준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V&V업무에 대해 기술하

고 있다. 이들을 선별해 V&V업무에 추가 하므로서 보다 효과적인 SVVP를 만

들 수 있다. 제안된 V&V 업무와 적용대상 생명주기는 <표 2.1-2>와 같다.

사. IEEE S띠 1008-1987, IEEE Standard for Software Unit Testing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단위 시 험 (software unit testing)의 표준적 접근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 B에서는 본 표준의 접근방법이 가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공학개념과 테스트시의 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부록C에서는 본

표준에서 제시한 단위시험(unit testing)의 구현과 사용에 도움이 되는 지침과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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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Optional V&V Tasks and Suggeste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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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d 829-1983.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에서는 소프

트웨어 테스팅의 필요성 결과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

시된 내용중 test design specification과 test summary report가 본 표준에서 사

용된다

단위시험 단계 (unit testing process)를 본 표준에서는 3개의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세부 수행활동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테스트 계획 (test planning) 수행

。 일반적인 접문방법， 자원， 일정의 계획

。 대상 내용의 결정

。 일반계획의 재정립

2) test set의 확보

。 않st set의 설계

。 재정립된 계획과 설계내용의 구현

3) 태스트 단위의 측정

。 테스트 절차의 수행

。 종료 여부를 위한 검사

。 테스트 내용과 unit애 대한 평가

그리고 부록에서 본 표준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ppendix A : Implementation and Usage Guidelines

。 use of the standard

- ,-'



。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 additional test documentation

o approvals and reviews

。 audit trails

。 configuration management

。 deterrnination of requirements based characteristics

。 user involvement

。 stronger code-based coverage requirements

o code coverage tools

。 process improvement

。 adopting the standard

나) Appendix B.

。 relationship of testing to V& V

。 testing as product development

。 composition of debugging

o relationship of testing to debugging

。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units

。 need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information

。 incremental specification of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testing

。 incremental creation of a test design specification

。 incremental creation of the test summary report

。 testing assumptions

Appendix C와 D에서는 테스탕에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에 대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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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과， 출처 (source)를 제공하고 있다.

아 IEEE Std 830-1984, IEEE Guide to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본 표준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병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올 제공

한다. 적절한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RS)가 되 기 위해 포

함되어야 할 내용과 품질에 대해 기술되어 있고 SRS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

제시하고 었다.

이 지칩서를 적절히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상품을 정확히 기술할 수

었다.

@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적합한 표준 SRS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조직 고유의 SRS형식과 내용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준다.

(5) SRS 품질 체크리스트(Quality checklist)나 SRS 작성자 핸드북과 같

은 추가적 자료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background information for writing good SRS

적절한 SRS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배경이 되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

。1 투;...Q..
I <=!. ‘-

- SRS의 속성

- SRS에 관련된 주변환경 고려

- 적절한 SRS가 되기위해 요구되는 특성

- 공급자와 사용자가 함께 SRS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권고내용

- 개발단계에 따른 SRS의 관점

- SRS를 개발하기 위한 자동화된 도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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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S에 있어서의 소프토웨어 요구사항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3개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주석

-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정

。 SRS의 프로토타입 개요

여기에서 SRS의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각 항

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시한 SRS 프로토타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Introduction

1. Purpose

2. Scope

3. Definitions, Acronyms, and Abbreviations

4. References

5. Overview

II General Description

1. Product perspective

2. Product Functions

3. User Characteristics

4. General Constrairts

5. Assumptions and Dependencies

III The Specific Requirements

1. Information Required as paπ of specific Requirements

1.1 Functional requirements

1.2 Performance requirements

1.3 Design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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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ttributes

1.5 External Interface Requirements

1.6 Other Requirements

2. Organizing the Specific Requirements

IV. Supporting Information

4. 선친 각국의 고신뢰도 srw 관련 개발， V&V 자료수집， 분석

가. NUPLEX 80+의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CE NUPLEX 80+ SPM(Software Program Manual)의 SVVP(Software

Verification 뻐d Validation Plan)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ANSl!IEEE

7.4.3.2-1982, IEC1012-1986, IEC-std Pub 880를 대부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NUPLEX 80+ SPM의 SVVP는 개발 초기에 결점을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NUPLEX 80+의 I&C 시스템은 V&V 계획 목표를 다음과 같이 셜정하였다.

。시스템 신뢰도 및 이용성 향상

0 개발 초기에 오류로 인한 시스템 비용을 가능한한 감소시컴

。시스램 성능향상을 객관척으로 펑가할 수 있는 시스템 지향 프로세스의

제공

。사용자 요구사항， 산업표준 및 인허가 요건의 준용여부 입증

NUPLEX 80에서는 계측제어 소프트워l 어를 분류하지 않았으나 NUPLEX 80+

에서는 모든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Protection(safety critical),

important to safety, important to availability, general purpose의 4가지로 분류

하였다.

NUPLEX 80+ SPM에서 분류한 4가지 콜라스를 IEEE S떠 1012-1986와 비교

해 보면 크게 safety-related software와 non-safety related software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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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스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즉， NUPLEX 80+의 safety critical이 IEEE Std

1012-1986의 safety-related software에 해당되고 NUPLEX 80+의 나머지

important to safety, important to availability, general purpose가 IEEE Std

1012-1986의 non-safety related softwar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CE NUPLEX 80+ SPM의 모든 V&V의 활동은 독립 검토자에 의해서 요구되

는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위에서 분류된 4가지 소프트웨어 별로 다양하게 수행

된다. 여기서 독립 검토자라함은 설계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조직적으로 무관

한 사람을 의미한다. 아와같이 saf~ty critical의 경우는 엄격한 독립 검토를 요

구하지 만 non-safety related softwareCimportant to safety, important to

availability,' general purpose)의 경우는 독림검토자를 같온 설계팀내의 구성원이

될 수 도 있으나 우수한 자격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으로 규정하고 었다.

NUPLEX 80+의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콜라스는 <표 2.1-3>와 같으며 <표

2.1-3>의 분류 기준에 따라 계측제어 소프트웨어를 분류한 예를 살펴보면 <표

2.1-4>와 같다. <표 2.1-4>의 분류에서 범주(category)를 다시 원본 소프트웨어

(original software) , Existing To Be Modified(ETBM)과 Existing Not To Be

Modified (ENM)로 분류한 것은 NUPLEX 80에서 NUPLEX 80+로 갱신

(upgrade) 하면서 “추가로 새롭게 개발하여야 할것”， “기존 NUPLEX 80 소프트

웨어를 수정해서 NUPLEX 80+로 해야 할것”， “기존 소프트웨어중 시스템 소포

트웨어의 경우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것” 퉁으로 보다 세분화 하였다.

이와같이 원본 소프트웨어， ETBM 소프트웨어， ENM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

어를 범주화(category) 하기 위해서 요구되논 소프트웨어 타스크는 <표 2.1-5>

과같다.

나. NUPLEX 80+의 V&V 활동

야UPLEX 80+에서 V&V 활동은 추가로 개발되는 새로운 원본 소프트웨어

와 NUPLEX 80에서 NUPLEX 80+로 갱신될 때 요구되는 소프트웨어(E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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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기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계측제어 중요 소프

트웨어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처럼 V&V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TBM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V&V의 재확인 범위는 V&V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V&V의 주요 활동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칼다.

。 V&V 활동은 <표 2.1-6> 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소

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를 이용하여 독립검토자에 의해서 수행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요건 및 설계사양서 둥 시스랩 상세한 문서들이

명확성， 정확성， 완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개발 및 제조과정중에 있논 것융 일부분으로 하여 모든 시스템에 패하여

최소 한도의 시스템 검증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세한 테스트베드 (test

bed) , 검증시험 절차 맞 시험결과 들은 검토 및 감사목적올 위하여 문서화

되도록 한다.

。 단위시험 (unit testing)은 소프트웨어 업무 및 책임범위에 따라 설계팀 또는

V&V팀에 의해서 수행된다. 테스트 계획 테스트 테이터베이스， 테스트 결과

는 문서화 하도록 한다.

설계단위， 구현단위 및 시험단위 사이에 1대 1 대옹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여러개의 설계단위가 구현단위를 구성하고 여러개의 구현

단위가 하나의 설계단위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 V&V팀은 설계검토， 감사 및 형상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이상은 객관적인 NUPLEX 80+의 V&V 활통을 기술한것이고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별로 상세한 V&V 활동 과정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UPLEX 80+의 상세한 V&V 활동 분석올 위하여 ANSI/IEEE S띠 1012-1986 의

SW V&V Plan에 있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별 주요 V&V 활동 내용틀을 중심

으로 서로 비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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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사항 분석 단계

요구사항분석 단계 에서 NUPLEX 80+의 SPM(software program

manual)의 내용을 보면 요구사항의 정형화(formalization) 확인팀 (verification)의

실제적 역할， 기능적 요구사항의 확인， 하드웨어 설계요건의 확인， 소프트웨어 설

계 요건의 확얀에 중점올 두고 있논데 비하여 IEEE Std 1012-1986에서는 소프

트웨어 요구사항 추적성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연계분석， 시험계획서 생성(시스템 시험， 승인 시험) 둥을 중심으로 V&V 활통을

기술하고 있다.

2) 설계단계

설계단계에서 NUPLEX 80+의 SPM은 하드웨어 설계사양의 확인， 소프

트웨어 설계 설명서의 확인， 통합 시스탬 설계 사양의 확인 둥에 중점을 두고 있

는데 비하여 IEEE Std 1012-1986에서논 소프트웨어 설계 추적성 분석， 소프트

웨어 설계평가， 소프트궤거 설계 연계사항분석， 시험계획서 생성， 모률시험， 통합

시험 시험설계 생성(모률시험，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승인시험) 둥을 중심으로

V&V 활동올 기술하고 있다.

3) 구현단계

구현단계에서 NUPLEX 80+의 SPM은 하드웨어 구현 사양서의 확인， 소

프트웨어 구현 사양서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IEEE Std

1012-1986에서는 원시코드 추적성 분석， 원서코드평가， 원시코드 연계사항분석，

원시코드분석 평가， 시험자료 생성(모률시혐， 통합서험， 시스템 시험， 송인시험)，

시험절차서 생성(모률시험 통합사험 시스템 시험)， 모률시험 수행 둥을 중심으

로 V&V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4) 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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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SELECT features to be tested,

。 PLAN the approach, resources, and schedule,

。 DESIGN the set of tests,

。 IMPLEMENT the plan and design,

。 EXECUTE the test procedures,

。 CHECK resulting conditions, and

。 EVALUATE the results

시험단계에서 NUPLEX 80+의 SPM은 하드웨어 시험과정， 소프트웨어 시험과

정， 시스템 시험과정， 하드웨어 단위 검증시협의 수행， 하드웨어 서브시스댐 검즘

시혐의 수행， 하드웨어 시험결과 보고서 준비， 소프트웨어 단위 검증시험， 소프트

웨어 서료시스댐 검증시험， 소프트웨어 단위 시험 및 서브시스템 검증시험， 소프

트궤어 시험 결과 보고서 준비 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IEEE Std

1012-1986에서는 승인시험 절차서 생성， 시험실행(통합시험，시스템 시험， 승인시

험)을 중심으로 V&V 활동을 겨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NUPLEX 80+의 SPM헤서는 소프트웨어 클라스를 4가

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3가저 범주로 분류 했듯이 하드웨어도 다음과 같이 3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 Category I : vendor supplied hardware

。 Category IT : hardware that will not require testing

。 Category ITr : internally designed hardware

5) 설치 빛 책크아웃 단계

시스템 검증시험 부분에서 NUPLEX 80+의 SPM에서는 예상되는 시스템

오류， 시스템 검증시험 수행， 시스템 검증시험 보고서 준비 둥에 중점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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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비하여 IEEE S띠 1012-1986에서는 설치형상 감사， 최종 V&V 보고서 생성

동을 V&V 활-동에 포함될 것을 기술하고 있다.

6)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NUPLEX 80+의 SPM에서논 수정사항 이행

(modification practice), 수정후 재확인 (reverification after modification) , 변경제

어(change control),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software library) 둥을 종심으로 기

술하고 수정이 고려 될때는 확립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절차(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

정을 고려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기술적 타당성

。 하드웨어 및 기타 장비에의 영향

。 영향을 미치는 모률 목록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영향

。 속도， 정확성 둥 성능향상에 미치는 영향

。 재확인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변경올 위하여 요구되는 문서

IEEE S떠 1012-1986에서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 수정， 이상현상 평가

(Anomaly Evaluation) , 예상되는 변경평가(proposed change assessment), 단계

타스크 반복(phase task interface) 둥을 V&V 활동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NUPLEX 80+의 SPM은 소프트웨어와 하드혜어를 안전성

청도에 따라 4가지 클라스와 3가지 범주로 세분하여 각 단계별로 V&V할 항목

을 규정한데 비하여 IEEE SUd 1012-1986에서는 안전성 정도를 critical safety와

non-critical safety의 두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V&V 활동의 계획 항목을 규정하

였다.

소프트웨어 V&V 검증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각 생명주기별 V&V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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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업무， V&V 결과물 정의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 벼교해 보면 NUPLEX

80+의 SPM은 IEEE Std 1012-1986의 요건을 대부분 만족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소프트웨어 범주화를 위하여 요구되는타스크

타 스 크 원봉 ETBM ENM
소표 E훼어 소표를웨어 소D: e 훼어

소프트웨어 품질보중 계획 단계

소프트왜이 품질보증 계획 x X x
기술기준 x X
시스댐 특성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중 계획 X X x
그줍 륙성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X x x

기농적 요구사항 단계

시스댐 기능척 요구사항 x x X
프로토타잎 쿄딩 요구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단계

소표트웨어 설계 요구사항 x x x
소프트혜어 설계 단계

소프트웨어 설계 설명 x x
소프트훼어 구현 단계

모률코탱 x x
테스트 계획 X X x
모률시험 실행 X X
단위시험 절차(CntJc머 S따ety 및 Important to Safety) X X x
단위시혐 실행 X X X
단위시헝 인중 x x x

시험단계

시스탱 시험절차서 x x X
시스댐 시험 실행 x x x
시스댐 시험 보고서 x X x
시스템간 시헝 절차서 X x X
시스댐간 시험 실행 x x X
시스댐간 시헝 보고서 X x X
시스햄간 시험 절차서 X X X
시스댐간 시험 실행 X X x
Control Complex 봉합시험 보고서 x X X
사용자 문서 x x x
현장 송인시험 절차서 X X X

현장설치 및 체크아웃

현장 숭인시험 실행 X X x
현장 송인시험 보고서 X X X

운영 및 유지보수

유지보수 소표효쩨어 X x x
패가단계 X X x

주) ETBM : Existing To Be Modified, ENM : Existing Not To B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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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용 위한 각 단계별 채크리스트 (NUPLEX 80+)

체크리스트 l버

」쇼표특웰어 확인 및 걱층

체크리스트 사용에 꽉하 성뾰 : 이 체크리스트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동안 각거 다른 시기에 상야한 개인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작성된 장은 모두 화일링하여야 한다. 작성하지 않은 장은 공란으로 남겨둘 수 있다 *가 표시된 항목은 검

토자가 채크리스트에서 사용된 방법과 상이할 경우 주석이나 설명용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다.

요구부석 단계

요구분석은 완전한가 ?

요구분석윤 정확한가 ?

요구분석은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효 있는가 ?

요구분석은 명확하고 분영한가 ?

요구분석은 타당한가 ?
요구분석은 테스트 가능한가 ?

찰끊삼효k

으l 순표불간

죠톡좌

。l i르
p 서 명 날 싹

결캘랍견l

요구분석에 대하여 설계추적이 가놓한가 ?

설계는 완전한가 ?

설계는 정확한가 ?

설계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설계는 명확하고 분명한가 ?
설계는 타당한가 ?

설계는 테스트 가능한가 ?

효곡산효￡

좌」흐」갚

이 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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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1배

코헐료~

각 루틴 및 자료구조에 대하여 적철한 셜명이 되어 있어

주석으로서 체공되기에 충분환가 ?

소스코드는 이해 가능한 것인가 ?

소스코도논 설계와 일치하는가 ?
모든 변수들을 척철히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오류확인에 대하여 만족할만한가

* 모든 서브 프로그랭 호출시 데이터 변수의 천달이 정확한가 ?
각 화일로 부터 읽은 데이터를 그 화일에 기록했용 때 데이터가

일치하는·까 ?

~ 숭효불zl:

찰콕좌효

좌동L좌

르P이 서 명 날 짜

태속흩갚~

태스트 계획

헤스트 계획 기술은 완전한가 ?

태스트 문제 정의는 척합하고 완전한가 ?

태스트 가능한 요건틀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 ?
태스트 결파에 대한 평가 및 보고의 계획은 적절한가 ?

* 프로그랩 유지보수 변경에 대하여 변경된 코드가 변경되지 않윤

코드의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용 검증하기 위하여

직절한 회귀분석 테스트를 설시했는가 ?

으I 숭훌울zl

갚곰삭효k

갚흘」좌

。1 트룩
c 서 영 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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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1버

혜스트 경과보고

테스트 계획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테스트흘 하여 결과를 얻었는가 ?

테스트 결과 정확하게 프로그램 문장을 수행했는가 ?
태스트 결과는 수용할만하게 평가되었는가 ?

최포산합

걱토차

~ 순용불zl:

섬 ~I 빙 섯늑시혁 단계

이 '"D 서 며
。 날 찌

쓰많최L효좌

사용자 문서에 있는 정보는 요구분석 사항과 일치하는가 ?

사용자문서에 있는 정보는 설계사항과 일치하는가 ?

사용자문서에 있는 정보는 코딩된 프로그램응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

사용자 문서에 있는 정보는 내부척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사용자 문서에 있는 정보는 명확하고 분명한가 ?

갚곰산활

좌」흐잔

~

‘

이 -프
p 서 명 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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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l번

간단산할

설치 및 동합태스트는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문서화 되었는가 ?

프로그랩 소스에 대하여 접큰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는가 ?
소프트웨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열한 코드명 및 버전변호들이

프린터 출력물에 나타나 있는가 ?

직용 가능한 모든 요소플이 소프트훼어 확인 및 검증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가 ?

。 표 지

。 요구사항 문서 또는 참고문현

。 껄계껄명서 또는 창고문헌

。 테스트계획 또는 창고문헌

。 데스트 결과 평가

。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태스트 결과 출력물

。 사용자문서 또는 참고문헌

。 소스코드 리스트

。 컴퓨터국드 인증서

。 확인 및 컴증 체크리스트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보고서 (SVVR)의 모든 쩨이지가

순서적으로 찰 매겨쳐 었고 SVVR의 번호는 타당하게 부여

되어 있는가 ?

문서상에 삭제(취소) 하거냐 또는 이중인쇄릎 할 경우 저자에

의해 변경되고 기록되었는가 ?

갚곡산할

효릎」좌

보l 순효불zl:

으I 숫효불zl:

이 흐를」
"t:J 서 명 날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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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 Darlington 발전소 안전계통 소프트웨어 검증

Pickering발전소에 적용된 기존 방식의 shutdown 시스템으로부터 Bruce

발천소에 적용된 감시 컴퓨터 시스템 및 CANDU 6 발전소의 shutdown 시스템

인 SDSl과 SDS2에 사용된 모든 디지탈화된 시스템은 Dalington 발전소의 설계

시에 완전한 디지탈화가 다음의 기능올 갖춘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

。 read and check safety parameters

。 perform the trip detennination algorithm and issues trip signals via

output

。 perform self-checks

。 drives alarm windows on the main control room panel

。 sends plant parameters and trip computer status infonnation to the

display/test computers cia the fiber optic link

<) receive calibration data for in-core self-powered flux detectors from

display/test computers via the fiber optic link.

야 컴퓨터 시스템은 설계부터 구현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개념융 적용하였다.

。 fault tolerant and fail safe 개념

-. redundancy, independence and diversity' system redundancy, design

independence

- computer defense

- defensive programming

。 하드웨어 자격요건(hardware qualification)

- 강력한 동작환경 요구조건에 맞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사용

。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

- 설계 및 구현 풍의 인허가 요구조건의 시험 둥올 위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를 이용한 검증의 실시

- 소프트웨어 구조 고려사항(software structur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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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고장(unexpected failure)둥을 고려한 운영체제와의 스케률링

알고리즘(scheduling algorithm)

개념설계 단계에서 위에서 나열한 개념융 갖는 시스템은 설계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었다.

。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software development plan)의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관리 (management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 소프트웨어 기능적 요건(software functional requirements)

。 소프트웨어 설계 사양서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 상세설겨1 (detail design)

。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 프로그램 개정 (program revisions)

。 프로그램 기능(program function) 및 linkage tables

。 위험도 분석 (hazard analysis)

。 품질평가(quality assessment)

설계 및 구현된 시스템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실증되었다.

。 단위시험 (unit testing)

。 예 버통합시험 (preliminary integration testing)

。 검증시험 (validation testing)

。 시스템 통합 시험 (system integration testing)

모든 시험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 성놓감시 (performance monitoring)

。 오프라인 설계 변경 (off line design modification)

。 유지보수(maintenance) 몇 진단시험 (diagnostic testing)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AECL의 확인 및 검증 업무는 다음과 같고 이를 그

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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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6> Darlmgton 발전소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업무 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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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the software development plan)

。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적 요건의 설정 (establishing the functional

rεquirements for the software)

。 소프트웨어 생산 단계의 감시 (surveillance of the software production

process)

o 컴퓨터 검증의 정의 및 성능(definition and performance of the

computer validation)

CANDU에서는 고신뢰도 시스템(safety critical system)에 컴퓨터 시스템을 도

입하고 있으나 품질을 보증 할 말한 보편적인 사용 가농한 표준 지침서가 폰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AECL과 Ontario Hydro에서는 다음띄 3가지 시스템에 대한

표준 지침서， 방법 및 소프트워1 어 개발 도구에 대한 절차 둥을 공동 개발하였다.

。 제어 사스탬 (control system)

0 보호 시스템 (protective system)

。 감시 시스템(monitoring system)

캐나다 Dalington 발전소(DNGR)에서 사용되는 shutdown 시스템은 고모의 소

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AECB에 대하여 소프트

웨어에 대한 신뢰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 둥이 필요성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Ontario Hydro와 AECL의 공홍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표준지침서는 다음의 2가지 시스템에 적용 될 수 있다.

。 안전성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safety related software system)

。 비안전성 관련 실시간 감시 및 제어 서스템(real-tim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in non-safety)

개발되는 절차서는 lEe 880, CAN/CSA-Q396.1.1-89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경험과 인허가 관련 작업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표준화 지침서에서는 품질속성(quality attribute)들을 정의하였고 각각의 개발

단계별 정의와 업무영역 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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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를 사용하여 소프트궤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출력을 제시하여 이 제시

된 출력을 근거로 하여 AECB에서 소프트웨어의 정확성 풍의 검증을 시행한다.

1) 표준 절차서의 필요성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safety critical system software 표준절차

서가 필요하다.

。 보장될 만한 품질 측정방식의 제꽁

。 인허가 기관에 대한 품질 보증에 대한 제공 자료

。 기기에 부속된 소프트웨어 풍의 평가 방법

b 품질요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의 일관성 유지

。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개발도구를 이용한 소프트웨

어 개발 방식의 정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원자력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류

。 각 분류별 상위단계 (high level) 표준화 작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각 단계별 표준， 절차서 및 지침서 제공

0 각 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의 정의에

대한표준.

2) 표준화의 적용

완성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화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software development plan : SDP)과 Standards and Procedures Handbook

(SPH)을 생산하고 이들을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와 이 주기별 모텔에 대하여 정

의하고 각각의 다음 activity들이 정의된다.

O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software requirements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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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설계 및 코드 구현(software design and code implementation)

o 요구사항 확인 (requirement verification)

。 설계확인(design verification)

。 코드확인(code verification)

。 시 험 (testing)

。 계 획 (planning)

。 형 상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 훈련 (training)

。 감사(audit)

SHP에는 상위표준(high level standard)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

。 모든 표준 및 절차서 (all standards and procedures)

。 지침서 (guidelines)

이 개발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 상위단계 표준(high level standards)

。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승인 기준(acceptance criteria for safety

critical software)

O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원리 (fundamental principles for safety

critical software)

0 표준화 업무의 장점 (benefits of the standards work)

0 국가 및 국제적 표준(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 이 니 시에 이 티브의 상태 (status of initiatives)

이 표로그램으로부터의 결과인 "Standard for Software Engineering of Safety

Critical Software"에서 제시한 software engineering process는 <그림 2.1-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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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Software Engine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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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Software Engineering Process, Output and Requirement

Process Output / ReqUIrements
Development

Software ReqUIrement DefinItIOn Software Requirements Spec. B.l

Software Design Software Design Descnption B.2

Code ImplementatIOn Code B3
Venflcatlon

l

ReqUIrement Review ReqUIrements Review Report C.l

Design Review Design Review Report C.2

Systematic Design VenflcatlOn De~ign Verification Report C.3

Cocle Review Code Review Report C.4

Systematic Cnde VenflcatlOn Code Venflcation Report C5

Code Hazard AnalysIs Hazard Analysis Report C6

DOlt Testmg lJnlt Test Procedures C.7
lJnIt Test Report C.ll

Subsystem Testmg Subsystem Test Procedure C8
Subsystem Test Report C.ll

Validation Testing Vahdation Test Procedures C9

Vahdation Test RePOrt Cll

Rellablhty Testmg l{ehablhty Test Procedures C lO

Rehab니Ity Test Report Cll

SUPPORT

Plannmg Software Development Plan D.l
Standards & Procedure Handbook D.2

Configuration Management Releases
Approved Change RepOrts
ConfiguratIOn Management RePOrts

TramlOg TramlOg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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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각 단계별 출력은 <표 2.1-7>와 갈다. 이 표준(standard)에서는 각 단계별

출력뿐만 아니라 출력을 위한 요구조건도 지정 section으로 분리하였다.

3) Fault tolerant and failsafe design

시스템 관점과 범용 컴퓨터의 사용 및 컴퓨터 내부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

서 고장안전(fail safe) 개엽이 도입된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중성， 3중성과

channel voting풍의 중복성(redundancy), 독립성(independence) 및 다양성

(diversity) 둥의 개념이 도입되고 범용 컴퓨터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는 자체검사

(self checking)와 fault detecting defenses 개 념 이 도입된다. 또한 컴퓨터 자체

의 하드웨어 자체검사와 메모리， 인터럽트 장치 및 프로그램 연속 동작성둥에

대한 건전성이 요구된다.

4) System defenses

가) system redundancy

완전히 설계부터 독립된 2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trip 신호 결정시

2-out-of一3 voting 개념으로 결정한다.

나) on-line system testing

사용되는 모든 신호의 건전성과 기능의 정상 동작， 특히 trip 신호에

대한 기능의 동작 여부가 시험된다.

다) enforced diversity

모둔 시스템 고장(failure)이 독립적이고 랜덤 (random)하게 발생한다

는 가정하에서 정의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상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시스템 오류(error)가 고려되고 공통모드 고장이 고려된다. 각기 다른 CPU

와 사용으로부터 사용 언어 동의 요소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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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he use of independence

비 공통 모드 고장(f;려lure)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립성

(independence) 개념이 도입된다. 분석 단계에서 설계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 풍

의 모든 단계를 독립적인 조직， 방식 둥으로 개발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

류를 잡소시킨다.

마) specifications for a system failure

시스템 고장(failure)의 정도(depth)를 평가하기 위하여 unsafe하고 발

견되지 않은 결함(fault)을 기술하논데 이 결함은 다음의 5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j) 2개의 독립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2개의 결과흘 초래한

다‘ 2개의 결함은 2개의 shutdown 시스템을 작동 불능의 상태로

전환시킨다.

@ 단일 고장이 컴퓨터의 기종 퉁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단일모드 고장이다.

@ 고장은 시험 중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 고장은 초기 지정 상태에서 어떤 변화된 상태로 천이되는 경우

일어난다.

@ 고장은 시간과 상태에 따라 시험기간풍의 지정된 시간이 아닌

임의의 시간과 상태에 따라 발생한다.

5) Computer hardware defenses

컴퓨터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defence를 정의， 검증한다.

。 watchdog timer and the fatal eπor

。 termination modules

6 I/O wrap around

() redundant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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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puter software defense

하드웨어 defense이 외 에 소프트웨어의 defense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처리된다.

。 hardware oriented self checks

。 the final "comprehensive" check

。 defensive programming

rl) 소표트웨어 인허가 방법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 안전， 심의 빛 인허가 기관인 Atomic Energy

Control Board of Canada (AECB)는 디지털 컴퓨터의 안전동급계통애의 사용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검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Darlington 발전소의 경우 완전히 디지탈화된 시스댐으로 이에 대한 인허가 단

계에서 취한 조치 등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동작 시스템 둥의 소프트웨어 종속

시스템에서는 체계적요로 구현되지 못한 방식에 AECB와 인허가 획득을 위한

Ontario Hydro와 AECL 동의 설계자와의 협력관계에서 그 체계가 확립되고 소

프료웨어의 정확한 동작 검증이 수행되었다.

CANDU발전소는 수년간 컴퓨터에 의하여 동작하지만 안전동급계통에서는 반드

시 하드웨어적인 backup 장치가 존재해왔다. 이를 완전 컴퓨터화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 풍 AECB가 필요로 하는 모든 규제 및 표준， 그리고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나오는 문서 퉁이 AECB에게 제공되어 검토되어 왔다.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자와외 긴밀한 회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였고 소프트

웨어의 확실성 동의 검증올 위하여 외부 자문을 이용 하였다.

안전퉁급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검증은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인하여

작업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공통 모도 소프트웨어 고장(failure)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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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혹은 국내적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화의 미비

® 믿을만한 소프트웨어 생산의 시혐의 미비

위의 기초적이면서도 해결하기가 근본적으로 힘든 소프트워l 어의 신뢰성 검증

및 확인은 검증자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정확한 검토에 의하여 수

행된다.

CANDU 발전소의 안전둥급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방식

에 의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 동이 확인된다.

“/

가) 소프트웨어 문제점 분석

표준(standards)， 분류(classification), 평가(assessment) 및 하드웨어와

의 관련도 풍을 고려한다. 분류-(classification)에서는 on/off line 소프트혜어와 응

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류가 수행되고 평가(assessment)에서는 품질요소

(quality arguments), 관례 (precedent) ， 수학적 분석 (mathematical analysis) 및 시

험 Ctesting)을 수행한다. 하묘웨어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의 구성， 복잡

도 및 timing ,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accuracy퉁이 고려되고 또한 하드웨

어 자체검사(self checking)둥의 기능이 고려된다.

나) 승인 전략 (approval strategy)

기존의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형식이론(formal method)의 적

용 불가성과 정보의 흐름에 의한 모률구조가 아닌 제어 흐룹(control flow)에 의

한 모률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웅이 존재한다. 이로 언하여 다음

의 4가자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정확성올 분석한다.

CD First, a formal mathematically based specification should be written that

describes what a program should do. It should exist apart from any

program that might be written to realize it.

~ Second, an analysis of the program text should be carried ou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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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what the program does without regard 'for any intentions that

the programmer may have had.

® Third, the analysis of the program text should be compared to the

specification tc prove that the program fulfills its safety functions and

does nothing which could inhibit the safety functions.

, ® Fourth, the program when executed by hardware, which has its own

limitations, must be shown to produce the wanted response, for a

randomized simulation of the in-services conditions that it is likely to

face.

위의 4가지 전략의 기본적인 방식은 사양서 (specification) ， 프로그램 텍스트 분

석 (program text analysis), 확인(verification) 및 시험 (testing)으로 구성된다.

다) Guided Inspection

기폰의 설계분석， 표준 적용성 및 결과의 정확성 등의 소프트워l 어 조

사 방식을 세분화하여 수학적 표기법 (mathematical notation)의 사용 여부， 코드

의 사양서 (specification)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와 프로그램 코드의 간단한 부분

부터 복잡한 시스템으로의 분석이 수행되었는지에 여부 퉁이 수행된다.

소프트웨어의 검증에 대한 AECB의 방식중 특이 할 만한 사항은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AECL과 Ontario Hydro와의 밀접한 연락관계콜 원만히 이루어 왔다

는 사설이다 I소프트웨어의 신뢰성 및 확인 검증은 형식이론(formal method)등

의 수식으로 요구조건부터 코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발과정이 정의되지 않는

한 객관성을 갖는 제3자에 의하여 설계자가 제출한 보고서 동올 통하여 검증이

수행되는 경우 매우 제한적인 검증만이 수행된다. AECB는 모든 검증과정에서

AECL과 Ontario Hydro에서 제출한 결과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언허가를 요청한

기관이 아닌 검증의 동반자로써 잦은 회의와 토의를 거쳐 캐나다 고유의 소프트

웨어 확인 및 검증 절차 둥을 확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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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올 사용하여 Darlington 발전소의 안전둥급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논

많은 문헌 및 지침서에 나타난 방식， 즉 소프트웨어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독립된 제 3의 기관이 소프트왜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일

반적인 캐념에서 탈펴하여 완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독자적언 발전소 모델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만이 이 방식이 적용

되어 사용 가능하였으리라는 견해도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상에 나타나는 주관성이나 객관성 퉁은 개발자와 인허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없여는 그 시스템의 확인 및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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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발환경 구축

1. CASE 환경하에서의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구축 방법론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환경하에서 고신뢰도 소프트웨

어를 생산할려면 정형화(formaility) 되고 검증된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

야만 생산된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며 엄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링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석/설계 방법론으로는 구조적 설계 방법론인 SA(System

Analysis)!SD(System Design) 방법론과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인

GOA(Object-Oriented Analysis)!OOD(Object-Oriented Design) 둥이 있다.

OOA/OOD의 경우는 몇년전 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현설 세계를 가장 잘

모델링 할 수 었고 재샤용이 가능한 신기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신뢰도 소프

트웨어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가 적고 방법론애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다.

따라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가 풍부하고 검증된 구조적

설계 방법론인 SA!SD를 중섬으로 CASE 환경하에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구

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신뢰도 소프트혜어블 생산하려면 소프프웨어 생명주기상에서 요구분석

사항의 기초가 되논 essential modeling , 프로그램 생산의 기초가 되는

implementation modeling을 해야 한다. 이 러 한 EM(Essential Model)과

IM(Implementation Model)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스템의 자세한 정보의 흐름

을 나타내는 정보 모델령(information modeling)을 해야 하는데 정보모델령은

Essential Modeling과 Implementation Modeling의 기초(foundation)가 되는 자료

구조(data st:ucture)이다. 정보 모댈링은 엔티티 (en디ty)와 엔티티 (entity)의 관계

를 표현하는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로 표현하게 되는데 정보 모델링

에셔는 사용자와 개발자간의 통신도구가 되는 어휘 (vocabulary)를 정의하며 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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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와 엔티티의 관계를 정의하고 자료사전(data dictionary)을 구축한다. 정보 모

텔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간단한 예는

〈그립 2.2-1>와 같다.

o fonnal infonnation model

- entities, relationships & attributes

- entity relationship diagranνnata diction따y

정보 모델령은 essential modeling과 implementation model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SQL로의 변환도 가능하다. 정보 모델링에서 작성된 자료사전은

essential modeling과 implementation modeling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전모

델(full model)에서 셜계의 표준화와 일관성 (consistency)을 유지할 수 있다.

가. Essential Modeling

essential modeling은 시스템의 범위， 인터페이스， operational view를 셜정

하기 위한 환경모탤(environmental mode바19)과 내부적 뷰(internal view)를 볼

수 있고 상세한 분석자료 사양서가 되는 행위모델(behavial model)로 구성된다.

1) 환경 모텔(Environmental Model)

환경 모델(environmental modeD은 총괄도표의 성격 인 Context Diagram

과 구조척 분석의 시발점이 되는 ERL(Event Respαlse List)를 행렬 또는 주석

(note)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외 상세한 시스탬 분석으로 을어가기 전에

operational 시냐리오와 Tenninator Definitions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적

으로 생략할 수 있다.<표 2.2-1> <표 2.2-2>

환경모텔은 시스템의 포괄적 이해와 구체적 분석올 위한 대상 업무범위의 설

정， 차원할당， 분할， 통신을 위한 capture, 응용 도메인의 사전정의 동을 위해 펼

요한 모델이다， 환경 모델의 작성 예는 <그림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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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모델(Behavial ModeD

행위모델은 환경모델의 ERL(Event-Response List)의 activity를 하나의

process(bubble 또는 function)로 하고 stimulus를 제 어흐름(control flow) ,

additional input을 자료흐름(data flow)요로 하여 자료흐릅도(Data Flow

<표 2.2-1> ERL(Event Response List)

event stimulus addition떠 response memory state/ | response !
flow input flow flow m‘ p‘때M

.

<표 2.2-2> Tenninator Definitions

Terminator

Description

Purpose

Interface Standard

- 108 -



Information View

Data Dlctlonsrv

Ax이I-pop ::= * M。혀 Important pa까 이W삐get*.

Thlng_MB_Glg ::= Widget + (Wlggletjet)

Widget ::= Left_hal’+ Rlght_ha’P
WlggleJet ::= Top_half + Bottom_ha’P

Entity Relationship D‘a훌ram
----,

Widget

<그림 2.2-1> 정보모델(information model)의 예

Environmental View

막℃λ
t그

~veDt 151‘mul겐!l LResJ)O--'!싸 ResPODse ’R파→Act’vlty

OperallODBI SCeDario

다b-O::戀::>-->口

<그림 2.2-2> 환경 모델(Environmental Model)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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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DFD(Data Flow Diagram) 작성기호

변호 기 호 며。 칭 설 며。

1 O process data transfonnation process

-----
seneorjd

2 -> data flow information in motion

3 sensorJeading store information at rest

4 racLdetection control flow control informatian in motion
- - - - - ->

logical operations and process
5 sl I PAT C-Spec activatIOn

주) 4，5번은 real time extension의 경우에 RTM(Real Time Modeling)에서만

적용된다.

Diagram : DFD)를 작성한다. 자료사전(data diction따y)은 Il\t1(information

Modeling)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DFD는 계층구조적인 트

리 형태로 레벨화 되면서 primitive process7} 될 때까지 분할한다. 더이상 분할

할 수 없는 형태인 프리미티브 프로세스까지 분할되면 P-SpecCProcess Spec)을

작성하게되는데 P-Spec은 <표 2.2-4>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한다. 프로세스를

프리미티브 프로세스까지 분할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하위 단계로

분석해 내려간다 하더라도 상위단계의 data flow input과 output은 반드시 일치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의 프로세스(기능)가 여러개의 프로세스로 나누

어 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data flow의 input과 output은 변하지 않음올 의미한

다. 하지만 하위단계에서 필요한 store는 더 추가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DFD와 P-Spec을 가지고 서스템 분석을 한 다음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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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Real Time Modeling)으로 확장한다면 추가로 제어흐름(control flow)이 필

요하다. DFD에 제어흐름(control flow)을 추가하면 제어가 복잡해져 간단 명료

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상세한 제어흐름(control flow)을 숨기변서(hiding) 제어관

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률 C-Spedcontrol

specification)이라 부른다. C-Spec의 종류로는 STD(State Transition Diagram),

PAT(Process Activation Table) , DT(Decision Table) , SEM(State Event

Matrix) 퉁이 었다.

C-Spec 작성 양식은 <그림 2.2-3>와 <표 2.2-5>에서 <표 2.2-7>와 같다.

식


야
。
-

망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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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

>

」

4



2

--

q4

--e
「
L

•

μ
u

「L
L

----

G

-T

R‘~PUT /OUTPUT :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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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tate name

Evant!
Ac펴on

state name Event/
Action

Event!
Action

state name Event! state name
Action

<그림 2.2-3> State Transition Diagram (STD)

<표 2.2-5> State Event Matrix (SEM)

Event Event Event Event
stc.teJlame ActionlNext ActionlNext ActionlNext ActionINext

state• name stateJlame stateJlame stateJlame
stateJlame Action!r‘~ext ActionINext Action!r‘Jext ActionINext

stateJlame stateJlame stateJlame stateJlame
stateJlame ActionlNext ActionINext ActionlNext ActionINext

state--Ilame stateJlame stateJlame stateJlame

<표 2.2-6> Process Activation Table

conπtro이L1 controL2 "process title" "process title" "process title"

"value" "value" activator activator activator

"value" "value" activator activator activator

"value" "value" activator activator acti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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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Decision Table (DT)

contra이Lin_l canσoUIL2 controLouLl can깐oLout...2 controLouL3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value"

이와같이 CASE 환경하에서 요구분석 사양서 (requirement specification) 를 작

성하기 위한 모델링 과정올 종합하면 <그림 2.2-4>와 같다.

Information Model
。 Infonnation View

- Entities

Attributes
- Relationships

(establish vocabulary)

따>

Environmental Mode
o Environmental View

- Tenninators
- Data Flows
- Control Flows
- Events
- Activites
(establish scope)

돗갯
<그림 2.2-4> 요구분석사양서 모텔령 과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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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Model
o Behavioral View

- Processes
- Data Flows
- Control Flows
- States
- Data Stores

(describe functionality)

<그림 2.2-4> 요구분석사양서 모델링 과정

나. 설계단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IM(Information Modeling)과 SA, RTM을

통하여 얻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구조적 시스템을 설계 하게 된다. SA상에서 여

러개의 process가 SD에서는 하나의 모률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프로세스

가 모률이 될 수도 있다. SA상의 DFD에서 transform 형태를 transaction 형태

로 바꾸어 설계할 수도 있다. 또한 transaction analysis 형 태를 transactIon

case statement의 모률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대개 고도의 설계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외， SA DFD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부분집합(설계에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

택)을 구한다읍 부분집합을 가지고 모률을 설계할 수도 있다. 설계는 근본적으로

분석과정과 다르며， 설계자의 고도한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설계시 사용되는 symbol은 <표 2.2-8>과 같으며 모률 설계시 톡히

유의할 사항은 가능한한 모률 강도(module cohension)는 높게， 모률 결합도

(module coupling)는 낮게하여 설계한다. 구조적 설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은

M-Spec(Module Specification)이며 M-Spec의 작성은 <표 2.2-9>와 같은 형 태

로 하여 Pseudo code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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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Symbol

plam module or function

library module

설계에

D
o

<표 2.2-8>

macro module or juncC/on poinrer
~-------
I I; :------_.

data only mod“Ie

off-sheet connector

plain invocation

as)’IIchronous Invocation
(called VIQ functIOn pOinter)

[]

[>

’’---!

•

작성양식

Title
PARAMETERS

‘
LOCALS
GLOBALS

BODY

<표 2.2-9> M-Spec

근간이 되설계한다면 설계의시스렘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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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Spec(Module Specification)으로 부터 코드 생성기 (code generator)를 통하

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자동생성이 가능하다.

CASE 환경하에서 코드 생성기를 통하여 얻은 프로그램은 품질과 신뢰성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과정을 통하여 CASE 환경하

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작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술한 정형화된 방법흐로 CASE 환경하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다면 각종 CASE tool을 이용한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며 이외 <그림 2.2-5>와

같이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V&V 방법론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여와

같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반드시 정형화된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정형화된 방법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만이 효과적인 V&V의 수행이 가능하다.

V&V Methods

Req. / Design
Phase Methods(23)

Fonnal Methods(8)

Serrufonnal Methods(ll)

Fonnahzed Revlews(2)

Traceablllty An머y외s(2)

Static Testing
Methods(48)

Algonlhm AnaJy.,.Ol)
Cootrol Ana!YS1.(8l
Dam AnalYS1.(2)
FaulVFIlJIure AnaIy.잉 (7)

Insπ!Cllns OQ)

Implementation
Phase Mothods

Dynamic
Testing Methods
(63)

Gene>혀 TesllTlll(9l
Sα""외 Input TestmgOO)
Furu:llonal TesIJTIIl(S)
ReaII.be Testn멍 (6)

Sπes. Testlns(S)
P밭fonmnce Tes1JTIIl(4l
Execullon Testlns(4)
can\letency TestI빼(3)
Acute lnte펴ce Teslll1\l(6)
Stnx:tur퍼 Testlns(8)
양TOT-lntroductJcn ’1‘eslll1\l (3)

주) ()는 V&V 방법론 갯수를 의마함

<그림. 2.2-5> 생명주기상에서의 V&V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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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전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궤어 확인/검증 방법론 정립

원전 계측채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방법론이란 원래 넓은 의마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기술， 방법， 개발환경동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본 장에서는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또는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틀을 분류하고 분류

원 각 소프트웨어들의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형 (paradigm)을 연구하여

정의한다. 또 여렇게 정의된 각 정형의 세부 단계별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요구

되는 확인 및 겸증 요건을 정리하였다. 이랴한 연구는 앞으로 완성될， 원전 계측

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서와 확인 및 검증 지침서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노력이 학계와 산업계， 규제기관동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었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도 lEC, IEEE와 같은 국제 표준 제정 기

구를 중심으로 IEEE 7-4.3.2-1993, IEEE 1228-1994 둥이 개발되어 발표되고，

IEC 880 보완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미래의 원자력 발전소룰 제어할 컴퓨터 시스

템과， 기존 발전소의 디자털 개선사항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제정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를 중섬으로 원자력 계측제어

시스템 디지털화에 따른 안전성 보장 연구 보고서 (NUREG)들이 규제 기준 및

입장의 보충설명 자료로 계속 발간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파EA)에서도 이

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원자력 산업계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미국

전력연구소 (EPRD ，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회사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서뜰

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 회사의 지침서들은， 회사 내부 조직에서 시스템 개발을 체

계적이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컴퓨터 소

프트웨어 시스템의 특성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섬의 대상자료가 되고

있다. 즉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섬사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이 불가능

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 (process) 전채 단계에 대한 심샤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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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최근 NRC와 같은 규제가관의 결론이며 입창이다. 따라서 고신뢰도 디

지털 껴l측제어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공

정 단계별 ITAAC(Inspection, Test, Analysis, and Acceptance Criteria)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효융적인 우리 고유의 지침서 개발올 목표로하고 있다.

1. 계측체어 소프트웨어의 분류

원전계측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안전성에 관련되는 정

도와 소프트훼어 형태 (software type)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 발전소 설계자와 운영자 그리고 규제기관에서 각

분류된 소프트웨어에 기울여야 할 주의 정도는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이 주의 정도는 specification, design, qualification, QA&QC,

I manufacturing, installation, maintenance, 그리고 testing 에 이르기 까지 소프토

웨어 생명주기의 모든 단계애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선진각국의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분류사례를 조사해 보고 분휴와

관련된 각종 표준(standard) 틀올 검토하였다.

가. CE Nuplex 80+의 Software Program Manual(SPM)에 나타난 계측

제어 소프트웨어의 분류

SPM 에서는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SQAP) 부분에서

소프트훼어의 분류흘 하고 있으며 Nuplex80+ 시스댐에 사용된 모든 소프트

웨어가 아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정한 분류는

。 protection (safety αitical)

。 important to safety

。 important to av려lability

。 general의 4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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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해진 분류상태에 따라 그 셜계와 문서화(docunienta피on)의

요구사항아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이들 분류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형태(software type)가 포한 여기에서 정

의 되어 있다.

이들은

。Original software

o Existing software

‘ To be modified

- Not to be modified

SQAP에서는 모든 채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위해서 청의한 분류와 타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적용화된 일반적 내용은 본 보고서 CE NUPLEX 80+ 소프트훼어 확인 및

검증 분석 부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나. rEC 1226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Important for Safety -

Classification

IAEA Safety Guide 5O-SG-08에서는 원전의 I&C FSE를 safety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또한 IAEA safety Guide SO-SG-DL에서논 NPP시스댐의 분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고 IAEA Safety Guide 5O-SG-03에서는 safety

system 들간의 구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IEC 1226은 이에 대용하여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결과를 사용하지 않

는 정량적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방법론올 제공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된

IAEA Safety Guide 틀의 분류방법 개념을 확장하여 safety에 영향올 주는 장

비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A, B, C 3개의 category로 나누는데 적용된 기준과 방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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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afety에 직접 적 인 역할을 당담하지 않는 FSE는 unclassified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ategory A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유지에 직접적이고 주된 역할을 당담하는 FSE가

여기에 분류된다. 이 분류에 속하는 FSE는 다음의 기준을 가진것으로 정하여

졌다.

® it is required to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a PIE to prevent it

from leading to a significant sequence

® its failure when required to operate in response to a PIE could

result on a significant sequence of events

© a fault or failure in the FSE would not be mitigated by another

category A FSE, and would lead directly to a significant sequence

of events :

@ it is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or control capabilities that

allow s야cified manual actions to be taken to mit벌ate the

consequences of a PlE to prevent it fonn leading to a significance.

2) Category B

원전 안전성 확보와 유지에 있어 Category A FSE를 보완하는 역할올

당담하논 FSE가 여기에 분류된다.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Category

A 에 속하치 않는 FSE가 여기에 속한다.

® it conσols the plant so that process variables are maintained

within the limits assumed in the safety analysis

® a requirement for operation of a categoryA FSE in order to avoid

a significant sequence would result fonn faults or failur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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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 FSE

© it is used to prevent or mitigate a minor radioactive release, or

minor degradation of fuel, within the NPP design basis, but of less

impotance than a significant sequence of events

@ it is provided to alert control room staff to failures in category A

FSE

® it is provided to monitor continuously the av때ability of category

A FSE to accomplish their safety duties

CD it is used to reduce considerably the frequency of a PIE as

claimed in the safety analysis.

3) Category C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유지에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올 당담하는

FSE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는 또한 약간의 안전성에 판련된 의미는 있으나

category A, B에 속하지 않는 FSE를 포합한다.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FSE가 category C로 분류되었다.

® it is used to reduce the expected frequency . of a PIE

® it is used to reduce the demands on, or to enhance the

perfonnance of, category A FSE

© it is used for the surveiliance or recording of conditions of FSE,

to determine their safety status(fit for 0않ration， operating, failed or

inoperative), especially those whose malfunction could cause a PIE

@ it is used to monitor and take mitigating action following internal

hazards within the NPP design basis (e.g. fire, flood)

® it is used to ensure personnel safety during or following events

that involve or result in release of radioactivity in the NPP, o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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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adiation exposure

φ it is used to warn personnel of a significant release of radioactivity

in the NPP or of a risk of radiation exposure

® it is used to monitor and take mitigating action following natural

events(e.g. seismic disturbance, extreme wind)

® it is the NPP internal access control.

이 표준에서 FSE 분류 절차의 주요 업력 내용으로 사용된것은

。 nature of NPP

。 reactor type

。 accociated PIE

。 major design criteria on redundancy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systems and equipments 이 다.

그외에 포다른 압력내용으로

。 identification of the major mitigating FSEs

。 their supportmg FSEs for each PIE이 갔다.

이 모든 분류관련 사항은 본 표준 시스템의 압장(FSE)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

라서，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본 표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나

그 방법론은 충분이 용용 가농하며 우리의 소프트웨어 분류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본 표준의 Annex A 에서 언급한 각 분류별 typical system윤 다음과 갇

다.

가) category A

o reactor protection system

。 safety actuation system and safety system support features

o key instrumentation and displays to permit preplanned operator

actions that are defined in the NPP operating instru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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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required to ensure NPP safety

나) category B:

。 NPP automatic control system or preventive protection system

o control room data processing system

。 fire suppression system

o safety circuits and interlocks of fuel handling systems used.

when the reactor is shutdown

다) categ0ry C:

。 alarm system

。 radwaste stream monitoring and interlocks, area radiation

monitonng

。 access control systems

。 emergency communications system

2.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셜쩡요건

디지털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발과정올 확언 및 검증

할 수 있는 방법론올 정립하기 위해서는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소프트꿰어 시스

댐에 대한 청확한 분류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분류에따라 각각의 소프트웨어

생명 주가 모델(Software Life Cycle Model: SLCM) 이 셜청되어야한다. 이렇게

셜정된 SLCM별로 세부 activity와 process7} 청의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훤

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를 크게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와 일반 소프트웨어로 분류

하고 각각에 대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설정 요건과 세부 Activity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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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

현재 야러한 주제(topic)에 대한 가장 신뢰성 높은 표준으로 IEEE

1074-1991이 었으며 현재 이 표준은 계속 연구되고 개정되어 지고 있다. 이 표

준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공정별로 이루어

져야하는 행동지침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준은 특정 SLCM올 제시하거

나 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와 같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하는

조직에서 고유의 소포트웨어 생명주기(Software Life Cycle: SLC)를 선정하고

이 표준어}서 제시된 행동지침틀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로 사상(mapping) 하도록

하고 었다.

이 표준에서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를 <표 2.3-1>과 같이 분류하고 각

공정의 단계별로 수행되어야하는 Activity들을 업출력(Input-Output Table) 형식

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3-1>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Title Processes
Software Life Cycle Model Process Software Life Cycle Model
Pre-Development Processes Project Initiation

Project Monitoring and Control
Software Quality Management

Pre-Development Processes Concept Exploration
Syste1!1 Allocation

Development Processes Requirements
Design
Implementation

Post‘ Development Processes Ins떠llation

Operation and SuPPOrt
Maintenance
Retirement

In않gral Processes Verification and Validatin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Documentation Development
Trai피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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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별로 제시되는 Activity들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앞으로 제시될 우

리 고유의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와 방볍론 개발 및 지침서 작성에 펼수

구성요소가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공정 단계 틀의 개요를 서술하고 해당

Activity들올 참고로 간략히 나열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정단계의 상호관계는

<그림 2.3-1>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텔링 과정 (Software Life Cycle Model Process)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고유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 되어야한다. 이 단계에서는 후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올 결정하는데 필요한 Activity틀을 다음과 깥이 제시한다.

。 identify candidate software life cycle models

o select project model

2) 프로젝트 관리 공정 (Project Management Processes)

가) Project Initiation Process

이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젝트의 틀올 만틀 때 필요한 Activity들올 포함

한다. 이 프로세스 동안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결정되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프로젝트를 관라하고 수행하는테 필요한 표준， 방법론， 도

구들이 결정되고， 일정이 확정되며 요구되는 Activity들은 다음과 같다.

。 map activities to software life cycle model

。 려locate project resources

。 establish project environment

。 plan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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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ject Monitoring and Control Process

프로젝트 monitoring과 control은 생명주기 동안의 비용， 일정， 문제점，

효율성 둥을 추적， 보고 및 관리하는 반복과정이다.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은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ned Information(SPMP)에서 수립된 프로젝

트 이정표(project milestone)에 버교하여 검토되고 측정되어 친다. 이 프로세스

동안 요구되는 Activity들은 다음과 같다.

。 analyze risks

。 perform contingency planning

。 manage the project

。 retain records

o implement problem reporting method

다) Software Quality Management Process

소프트꿰어 품질관리와 중요한 기놓은 Software Quality

Assurance(SQA) 프로그랩올 기획하고 관리하며 사용자 만족 및 내부 품질 향상

프로그램둥올 담당하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의 Activity들올 전체 생명주기에 걸

쳐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Activity들은 다옵과 같다.

。 plan software quality management

。 define metrics

。 manage software quality

。 identify quality improvement needs

3) Pre-Development Processes

가) Concept Exploration Process

시스탬 개발의 필요성 인식과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툴올 모으는 것

이 개발의 시작단계이다. 이 프로세스는 시스댐 수준에서의 요구사양을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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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 프로세스인 system allocation이나 requirement process의 입력 이 되는

statement of need를 생산한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발전

시키며 개발법위를 결정한다. 이 프로세스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Activity들은 다

음과같다.

。 iden피fy ideas and needs

。 fonnulate potential approaches

。 conduct feasibility studies

。 plan system transition

。 refine and fi때ize the idea or need

:-}) System Allocation Process

이 프로세스는 개념정립 단계(concept exploration process)와 요구사

양 정의 단계와의 가교 역할올 수행한다. 즉 여기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로 할당된다. Statement of Need7} 시스템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

어 시스템 요구사양여 생산된다. 이 담계 동안 시스템의 전체구조가 개발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기능들이 시스댐 요구사양으로부터 도출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및 운전 요구사양들이 도출된다. 해당 Activity들은 다음과 같다.

o analyze functions

。 develop system architecture

。 decompose system requirements

4} Development Processes

가) 요구분석 단계

이 단계는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개발에 칙접적으로 관련되는 Ac디vity

틀을 포함한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과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를 포합하는

시스템의 개발에서의 요구분석 단계는 전체 시스템 요구사양 개발과 기능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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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수행된다. 해당 Activity는 다음과 같다.

。 define and develop software requirements

。 define interface requirements

。 prioritize and integrate software requirements'

나) 셜계 단계

이 단계동안 시스템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틀이 이루어

지며， 그 목척은 소프트웨어 요구사양올 만족하고 잘 짜여진 소프트웨어 시스탬

표현올 개발하는 것이다. 즉 이 단계는 무엇올 해야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요구사

양올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설계사양으로 바꾸는 것이다. 구조설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탬올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의 기농과 구

조에 춧점이 맞추어지며，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각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서 사용

되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춧점이 맞추어 진다. 이 두 Acti\l ity들은 차례로 수

행되어야 하며 나머지 Activity들온 병렬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해당 Activity

들은 다음과 같다.

。 perform architectual design

。 design data base

。 design interfaces

。 select or develop algorithms

。 perform detailed design

다) 구현 프로세스

이 단계는 상세설계 내용율 표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단계로서 소

스코드(source code)와 데이타베이스， 문서화 들올 생산한다. 또한 코드와 데이터

베이스(rlatabase)7} 통합되어지며， 적절한 코딩 표준(coding standard)의 사용이

요구되어 전다. 이 단계의 결과물은 뒤따라 수행되어야하는 테스팅과 검중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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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어야한다. 해당 Activity틀은 다음과 같다.

。 create test data

。 create source

。 generate object code

。 create operating documentation

。 plan integration

。 perform integration

5) Post-Development Processes

가) 셜치단계 (Installation Process)

이 단계는 소프트웨어 시스탬올 개발환경에서 대상환경으로 설치하는

Activity틀로 구성되며，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변경， 대상환경 검사， 사용자 숭인

동으로 이루어 진다. 해당 Activity률은 다음과 같다.

。 plan installation

。 distributed software

。 install software

。 accept software in operational environment

나) 운영 및 지원단계 (Operation and Support Process)

이 단계는 사용자의 시스탬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에 관련된 Activity

들올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자문 지원요청 기록 풍을 포함

한다. 따라서 어 단계는 지속적인 프로젝트 관찰 및 제어 프로세스에 의해서 유

지보수 Activity툴올 작동시킨다. 해당 Activity들은 다읍과 칼다.

。 operate the system

o provide technical assitance and consulting

o maintain support request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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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지보수 단계 (Maintenance Process)

소프트웨어의 오류(error) 결함(fault)， 고장(f없lure)의 해결책올 모색

하는 단계이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청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졸 변경사칸다.

즉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다시 수행되면서 개발과정올 반복하게된다.

Reapply Software Life Cycle이 주 Activity로 수행된다.

라) 폐기단계 (Retirement Process)

이 프로세스는 기존 시스템올 제거하기 위한 Activity들로 구성되며

그 방법은 운전이나 지원올 중단하거나 새로운 시스렘이나， 개선된 시스랩으로

기존 시스템올 교체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해당 Activity는 다음과 같다.

。 notify user

。 conduct parallel operation

。 retire system

6) Integral Processes

가) 확인 및 검증 단계(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cess)

이 프로세스는 확인(verification)과 검증(v삶idation)의 기획과 수행에

관련된 Activity를 포함한다. 확인 업무에는 검토(reviews)， 형상감사

(configuration audits), 빛 품질감사 (quality audit)가 있으며 검중 업무에는 테

스팅의 모든단계를 포함한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요구사양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통해 수행 되어져야 한다. 해당 Activity들은

다음과 같다.

。 pla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excut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asks

。 collect and analyze metr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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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 testing

。 develop test requirements

。 excute the tests

나)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단계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rocess)

이 단계는 전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통해 관리의 가시성(visibility)

과 책임소재(accountability)를 위한 status report infonnation 생성과， 식별된 항

목의 제어에- 관련된 Ac디vity들이 수행된다. 관리되어야 하는 항목은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ned Information(SCMP)에 정의된 것들이며， 예

를 들면 code, documentation, plans, specification 퉁이 있다. 필요하면 V&V 단

계에서 형상감사(configuration audit)올 수행해야 한다. 해당 Activity들은 다음

과같다.

。 plan configuration management

。 develop conf땅uration identification

。 perform configuration control

。 perform status accounting

다) Documentation Development Process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올 위한 documentation 개발 프로세스는 개

발자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기획， 설계， 구현， 면집， 생산， 분배， 유지보수

에 관련된 Activity들올 포함한다. 이 프로세스논 내/외부 사용자를 위한 결과위

주 문서화와 과정중심 문서화 모두를 담당한다. 내부 사용자로는 소프트웨어를

기획， 설계， 구현， 검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하며，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 적

용， 유지보수하는 사람은 외부 사용자에 해당된다. 이 프로세스도 소프토웨어 생

명주기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기적절하게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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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와 문서화 담당자간의 효과적인 대화와 적시 웅탑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Activity들은 다음과 같다.

。 plan documentation

。 implement documentation

。 produce and disσibute documentation

라) 훈련단계 (Training Process)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산은 주로 해박한 지식과 기술올 가진

사람에 의해 화우된다. 여기에는 개발자 측의 기술자와 관리자를 포함하며 사용

차 측도 그 소프트웨어틀 설치， 운영，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은 개발자， 거술지원자，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소프트훼

어 생명주기 초기에 훈련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사용자 훈련계획서논 사용자

와 함께 준비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해당 Ac다vity는 다음과 같다.

。 plan the training program

。 develop training materials

。 validate the training program

。 implement the training program

나. 생명주기 프로세스 적용예

여기서는 앞 부분에서 논의한 각 프로세스들올 소프트훼어 생명주기에

적용한 예제를 제시한다.<표 2.3-2>은 8단계 소프트훼어 생명주기에 적용한 프

로셰스 Activity 예이며，<표 2.3-3>은 5단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적용한 예

이고，<표 2.3-4>은 요구사양과 설계 단계에서 프로토타이핑올 사용하는 생명주

기에 적용한 예이며 <표 2.3-5>는 수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된 소프트훼

어 개발 방식에 척용된 프로세스 Activity의 예이다. 이외에도 sm려l

development, quick reaction, spiral model동 무수히 많은 생명주기가 있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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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올 개발하고 확인/검증하기 위한 생명주기 선

정과 프로세스 Activity의 적용은 우리 고유의 환경과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되

어 결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우려고유의 생명주기와 프로세스

Activity들의 적용올 결정하기 전에， 일반척인 프로세스 Activity들의 구성요소，

관계， 특성동올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안전계통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주기 모델 셜정요건

안전계통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생명주가 모델 설정 방법온 앞 부분에서

셜명한 일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텔 설정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소

프트웨어 개발 및 확인/검증 조직의 특성， 과체의 크기， 난이도， 예산， 문화적특

성 퉁올 고려하여 셜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셜정된 생명주기 모텔 내부의

프로세스 Ac다vity의 내용과 특성은 앞절에서의 일반소프트웨어용과는 달라야 한

’ 다. 바로 앞 부분에서 설명한 일반 소프토웨어용 프로세스 Activity를 모두 포함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 계획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전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걸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고려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

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혹은 컴퓨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원자력 계에서의

국제표준화 노력으로는 ISO/IEC SC45A/TC45에서의 IEC 880-1986의 개정올 위

한 연구와 토론(국제표준회의)이 있으며 컴퓨터 일반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표준화 노력으로는 lEC 65A/122, "Software for Computer in the Application of

Indusσial Safety-Related. Systems"와 IEEE Std 1228-1994, “IEEE S없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올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40여개 기구에서 250여가지

의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표준툴야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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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2> Software Life Cycle Example Based on Eight Phases

Activities ” CE RQ DE 1M TE IN OM RT

SOFIWAREI표'ECYα..E PROCESS

Identify Can벼date SLC Models x
Select Project Model x

PROJECTMANAGEMENTPROCESSES

ProjectInitia섭on Prooess
l

MapAc섭vi섭es to SLC Model x
Al locate Project Resources x x x x x x x x
Establish Project Environment x x X
Plan Project Management x x

ProjectM야it띠ng and Controlpro<좋GS

Analyze Risks x x x x x x
Perform Contingency Planning x x x x x
Manage the Project x x x x X x x x
Retain Records x X x x x X x x
Implement Problem Reporting System x x x x x x x

SoftwareQ뼈lityM뼈뿔ement Prα흥~S

Plan Software Quality Management x x x
Define Metrics X X
Manage Software Quality x x x X x x X x
Identify Quality Improvement Needs x x x x x x x x

PR&DEV표£)PMEN'I‘ PROCESSES

Con∞ptExplar뼈on Proc:좋ss -
Identify Ideas or Needs X
Fonnulate Potential Approaches x x
Conduct Feasibility Studies x X x x x x X x
Plan System Transition (lf Applicable) X X X
Refine and Finalize the Idea or Need X

System Allocation proα~

Analyze Functions X x
Develop System Architecture X x
Decompose System Requirements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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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E RQ DE 1M TE IN OM RT

DEVELOPMENI‘PROCESSES

R쩍벼ren쏘nts prooc:윷S

Define and Develop Software Requirements x x
Define Interlace Requirements x X
Prioritize 8J1d Integrate Software x x
Requirements

Design Pl-ooess

Perfonn Architectural Desi힘1 x
Design Data Base (If Applicable) x
Design Interfaces x
Select OT Develop Algorithms x x
Perfor며 Detailed Design x

&ψ，lez엎ntation process

Create Test Data x X
Create SouTce x x
Generate Object Code x x
Create OpeTating Documentation x x
Plan Integ:a섭on x
Perform Integration X X

POST-DEV표ρPMl힘T‘ PROCESSES

Ins뼈끄atioD proor:흥S

Plan Installation x
Distribute Software x
Install Software x
Accept Software in Operational Environment x

Oα프a다。n뼈dSupport process

Operate the System . X
Provide Tech. Asst. & Consult. x
Maintain Support Request Log x

Mai따enance Process

Reapply Software Life Cycle x
Retirement process

Notify User x X
Conduct Parallel Operations (If Applicable) x
Retire System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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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E RQ DE 1M TE IN OM RT

m’IEGRAL PROCFSSE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o올S

Pla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x x x
Execute V&V Tasks x x x x x x x x
C이lect and Analyze Metric Data x x x x x x x
Plan Testing x x x
Develop Test Requirements x x
Execute the Tests x x x

&효ware Con.fi믿II"8.tion Managementproo«훌

Plan Configuration Management x x
Perform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x x x x
Perform Configuration Control x x x x X x
Perform Status Accounting x x X X x x

Docuπsentation Dev빙。PIIlεnt Process

Plan Documentation x x
Implement Documentation x x
Produce and Distribute Documentation x x

Training Process

PI없1 삽le Training Program x x
Develop Training Materials x x x
Validate the Training Program x x
Implement the Training Progra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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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3> Software Life Cycle Example Based on Five Phases

Activities PI CD DD SD 10

SOFIWARELIFE CYα..E PROCESS

Identi당 Candidate SLC Models x
Select Project Model x
PROJECf MANAGEMENTPRO~SES

ProjectInitiation PIα좋ss

Map Activities to SLC Model x
Allocate Project Resources x X x X x
Establish Project Environment x x x
Plan Project Management x x

Project MoI피t여ngand Control pro<웅ss

Analyze Risks x X X X x
Perform Contingency Planning x X X x
Manage the Project x X x x x
Retain Records x x x X X
Implement Problem Rξporting System x x x x

&꿇wareQ뼈lityManagement process

Plan Software Quality Management x x x
Define Metrics x x
Manage Software Quality x x x X X
Ident펴 Quality lmpro\ ement Needs x x x x x

PRE-DEV표βPMl힌TPRQCESSES

Cono켜pt EE:피oration proc엉S

Identify Ideas or Needs x -
Fonnulale Potential Approaches x x
Conduct Feasibility Studies X x
Plan System Transition (I f Applicable) x x
Refine and Finalize the Idea or Need x

혀r야em AIlα~tion prα)eSS

Analyze Functions X x
Develop System Architecture x X
Decompose System Requirements x

(계속)

- 138 -



Activities PI CD DD SD 10

DEVELOPMI감1ft‘ PROCESSES

Requirements prα좋55

DefUle and Develop Software Requirements x x
Define Interface Rεquirements x x
Prioritize 와ld Integrate Software x x
Requirements

Des놓n Process

Perform Architectural Desi믿1 x
Design Data Base (If Applicable) x
Design Interfaces x
Select or Develop Algorithms x x
Perform Detailed Desi흰1 x

U끄plemen머쉰:on ProcE올S

Create Test Data x x
Create Source x X
Generate Object Code x x
Create Operating Documentation X x
Plan Integration X
Perform Integration x
POST-DEV표..oPM1꾀TPROCESSES

h야혀la.tion process

Plan Installation X
Distribute Software x
Install Software x
Accept Software in OperatIonal Environment x

O야!rn1ion없dSl멍g표t Process

Operate the System -x
Provide Tech. Asst. & Consult. X
Maintain Support Request Log x

Maintenan∞ process

Reapply Software Life Cycle X

Rεtirement process

Notify User X
Conduct Parallel Operations (If Applicable) x
Retire System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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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PI CD DD SD 10

씬'rEGRALPROCESSE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cess

Pla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x x x
Execute V&V Tasks x x x X
C이lect 없ld Analyze Metric Data x x x x
Plan Testing x x
Develop Test Requirements x X
Execute the Tests x x x

so:κw웰-eConfi휠ll"8.섭on Managen풍nt Process

Plan Configuration Management x x
Perform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x x x
Perfonn Configuration Control x x x
Perfonn Status Accounting x x x

DoC! 2men‘며갑onDe에opmentPrα~

Plan Documentation x x
Implement Documentation x x
Produce and Distribute Documentation x x

Tr하ning 한'OCeSS

Plan the Training Program x x
Develop Training Materials x X
Validate the Training Program x x
Implement the Training Progra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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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4> Software Life Cycle Example Based on Prototyping

Cone몇pt Exploration (eE)
Implementa섭on (1M)
Installa섭on and Checkout (IN)
Retirement (RT)

Prototyping (PT)
Test ('I‘E) _
Operation and Maintenance (OM)

Activities CE PT 1M TE IN OM RT

SOFIWAREI표'ECYCLE PROCESS

Identify Candidate SLC Models x
Select Project Model x

PROJEGr MANAGEMENT PROCESSES

ProjectIni섭ationRα:ess

Map Activities to SLC Model x
Allocate Project Resources x x x x x x x
Establish Project Environment x X
Plan Project Management x x

Project Monitoring and CO따rolPrα흥ss

Analyze Risks x x x x x
Perform Contingen양 Planning x X x x
M밍lage the Project x x x x x x x
Retain Records x x x x x x x
Implement Problem Reporting System X x x x x X

S빠wareQ뻐표양Ms.m핑ementPrα용S

Plan Software Quality Management X
Define Metrics X
Manage Software Quality x X x x X x x
Identi당 Quality Improvement Needs x X x x x x x

PRE-DEV표..oPMEN’I‘ PROCESSES

ConceptR깐:llarafion process -
Identi당 Ideas or Needs x
Formulate Potential Approaches x X
Conduct Feasibility Studies x X
Plan System Transition (If Applicable) x x x
Refine and Finalize the Idea or Need x

알I얀em Allocation Process

Analyze Functions X
Develop System Architecture X
Decompose System Requirements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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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ies CE PT 1M TE IN OM RT

DEVELOPMENT PROCESSES

Requiren잊nts Proccss

Define and Develop Software Requirements x
Define Interface Requirements X
Prioritize and Integrate SoftwaTe Rq mts. x

Dξci.gn Prooess

Penonn Architectural Design x
Design Data Base (If Applicable) x
Design Interfaces x
Select or Develop Algorithms x
Penonn Detailed Design x

In피plemen않.non process

Create Test Data x x
Create Source x X
Generate Object Code x x x
Create Operating Documenta섭on X x
Plan Integra섭on X
Perform Integration x x
POSI‘'·DEV표..oPMENT PROCESSES

Installation Process

PI없1 Installation x
Distribute Software x
Install Software x
Check out ~‘oftware in Opera다onal Envnmt. x

opera섭on and:;때part process

Operatp tTheech:Iy.stem X
Provide Tech. Asst. & Consul t. X
Maintain Support &quest Log x

MaintenanceProcess
Reapply Software Life Cycle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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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E PT 1M TE IN OM RT

Retiren웅nt Proa흘S

N。뼈， User x x
Conduct Parallel Operations (If Applicable) x
Retire System x

INI'EGRAL PROCESSES

Verification and vi따idationProcess

Pla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x
Execute V&V Tasks x X x X x x
C이leet and Analyze Metric Data X X X x x x
Plan Testing x x
Develop Test Specifications x x
Ex얹lte the Tests x x x

sol앉ware Configuration Managen:훌nt Prool'올S

Plan Configuration Management x
Perform. Confi밍!ration Identification x x x
Perform Configuration Control x x x x x X
Perform Status Accounting x x x x x x

Doormen ta1i.onDev，녕。pmentpro<좋ss

Plan Documentation x
Implement Documentation x x
Produce 없ld Distribute Documentation x x

’I뼈ining Process

Plan the Training Program X
Develop Training Materials x X X
Validate the Training Program x X
Implement th.e Training Prog! a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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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5> Software Life Cycle Example Based on an Operational Specification

System Requirements (SR)
Transformed Specification cr.‘'8)

Operational Specification (OS)
Delivered System (DS)

Activities SR OS TS DS

SOF1WARE LIFE CY다..EPROCESS

Iden섭fy Candidate SLC Models x
Select Project. Model x

PROJECf MANAGEMENT PROCESSES

Project Initia.ti.on process

Map A/;섭vities to SLC Model x
Allocate Project Resources x x x x
Establish Project Environment x x
Plan Project Management x
ProjectMonitoring and Control proc흥S

Analyze Risks x x x x
Perform Contingency Planning x x x x
Manage the Project x x x x
Retain Records x X x x
Implement Problem Reporting System x x x

softw합-e Q뼈퍼ty Management process

Plan &oftware Quality Management x x
Defme Metrics x x
Manage Software Quality x x x X
Identify Quality Improvement Needs X X x x

PR&DEVELOPMJ표ITPROCESSES

ConceptExp뇨굶.onPrα::leSS

Ident파 Ideas or Needs x
Fonnulate Potential Approaches x
Conduct Feasibility Studies x x
Plan System Transition (If Applicable) x x
Refine and Finalize the Idea or Need x

System Allocation process

Analyze Functions x x
Develop System Architecture x x
Decompose System Requirements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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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SR OS TS DS

DEVELOPMENI‘ PROCESSES

Heφ따-ementsproc웅55

Define and Develop Software Requirements x x
Define Interface Requirements X x
Prioritize and Integrate Software Requirements X x

Design process

Perform Architectural Desi믿1 x
Design Data Base (If Applicable) x
Desi믿1 Interfaces x
Select or Develop Algorithms X x
Petform Detailed Design x

Implementation pro<웅ss

Create Test Data x x
Create Source x x
Generate Object Code x x
Create Operating Documentation x x
PI없1 Integration x
Perform Integration x

POST-DEY표OPMl펀TPROCESSES

뇨효회la.tion process

Plan Installation x
Distribute Software x
Install Software ‘’/、
Check out Software in Operational Environment x

Operation and Support pr。α$

Operate the System x
Provide Tech. Asst. & Consult. _X
Maintain Support Request Log x

M하ntenance~올S

Reapply Software Life Cycle x
Retirement process

Notify User x
Conduct Parallel Operations (If Applicable) x
Retire System X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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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SR OS TS DS

INTEGRAL PROCESSES
Verification뻐dV값idationProcess

Pla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x x
Execute V&V Tasks x X x X
C이lect and Analyze Metric Data x X x X
Plan Testing x x
Develop Test Specifications x x
Execute the Tests X x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rocess

Plan Configuration Management x X
Perform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X x X
Perfonn Config-~tion Control x x x
Perfonn Status AccoW1ting x x x

])ootmen머.tion De에opn:‘ent Pro<웅ss

Plan Documentation x x
Implement Documentatio r. X X
Produce and Distribute Documentation x x

’I눴ining Process
i

Plan the Training Program x x
Develop Training Materials x x
Validate the Training Program X x
Implement the Training Progra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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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해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안전성올 논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이 학자와 기술자틀간에 집중적으로 논의 되고 있으

며 대체적요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시스댐 안전성 맥락에서 같이 논의 되어

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중되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두가 동의하고 소프

트웨어 전체 생명주기에서 안전성올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소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있논 우리로서는

현존하는 수많은 표준화 노력들 중에서 IEC 잃0-1986의 개정 방향과 IEEE

Software Engineering 표준들을 중심으로 IEEE 1228-1994의 발전 방향에 춧첩

을 맞추고 우리 고유의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IEC 880의 개정 방향

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량스， 독일， 일본풍을 중심으로 국제원자력기구(파 EA)

의 지원올 받으면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국제표준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

으며， IEEE 1228-1994는 미국에서 현재 가장 앞서가는 표준으로써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인 NRC의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CE 사의 NPX-80+가

NRC로부터 Design Certification올 받올 때 NPX-80+ 계측제어 시스템의 소프트

웨어 안전성 지침서로 개발하여 NRC에 제시한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은 IEEE 1228-1994에서 체시한 요건들올 일부 만족시키고 있다.

IEEE 1228-1994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올 보장방법올 위한 전체 소프트꿰어

생명주기에서 필요한 방법들 중에서 안전성 계획에 대한 요건올 체시하고 있다.

이 표준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별， 구매， 유지보수， 폐기처분할 때 필요한

안전성 혹보 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 Committee의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에서논

IEEE 1228-1994의 미래， 쪽 후속 표준 개발 방향을 연구하고 기획하고차 전세계

18개국가의 130여명에 달하는 소프트훼어 안전성 전문가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열띤 토론올 벌어고 있다. 이러한 IEEE 1228-1994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성계획 요건은 <그림 2.3-2>와 같은 목차를 가지고 작성되어야 한다. 세부 요건

- 147 -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책션 “방법론 요건 정립“에 71술되어 있다.

1. Purpose

2. Definitions, acronyms and abbreviations, and references

3. Software safety management

3.1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3.2 Resources

3.3 Staff qualification and training

3.4 Software life cycle

3.5 Documentation Requirements

3.6 Software safety program records

3.7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ies

3.8 Software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3.9 Software verification 뻐d validation activities

3.10 Tool support and approval

3.11. Previously developed or purchased software

3.12 Subcontract management

3.13 Process certification

4. Software safety analyses

4.1 Software safety an머yses preparation

4.2 Software safety requirement analysis

4.3 Software safety design analysis

4.4 Software safety code analysis

<그립 2.3-2> 소표트웨어 안전성 계획 개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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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oftware safety test analysis

4.6 Software safety change analysis

5. Post development

5.1 Training

5.2 Deployment

5.2.1 Installation

5.2.2 Startip and transition

5.2.3 0야rations support

5.3 Monitoring

5.4 Maintenance

5.5 Retirement and notification

6. Plan approval

<그립 2.3-2>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개요

3. 원전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방법론 요건 정립

본 절에서는 우리 고유의 원전 디지럴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류， 생

명주기 모델설정야 여루어차고 이에따라 우리 고유의 방법론올 연구하여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올 보장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근본적인 요건들을 서술하였다. 첫째， 일반요건에서는 안전계통과 비 안

전계통의 소프트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틀올 제시하고자 하였고 둘

째， 안전계통 소프트웨어 방법론 요건에서는 고신뢰도 소프트꿰어 방법론이 갖추

어야 할 특수 요건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가.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방법론 일반요건

현재 미국올 중심으로하여 각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애 패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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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권위있는 표준인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들을 지침서 개발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에서도 규제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NRC에서는 Lawrence Livennore Nation허 Laboratory와 함께 이들 IEEE

Softeware Engineering Standard틀을 검토하여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

서의 소프트웨어 Regulatory Guideline올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검토되고 있는

IEEE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표준들은 다음과 같다.

ANSI IEEE Std828-1083 Standard for Software Configuration Plans

ANSI IEEE Std829-1983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

ANSI IEEE Std830-1984 Guide for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s

ANSI IEEE Stdl008-1987 Standrad for Software Unit Testing

ANSI IEEE Std1012-1992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ANSI IEEE Std1028-1988 Standard for Software Reviews and Audits

ANSI IEEE Std1042-1987 Guide to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NSI IEEE Std1074-1991 Standard for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이상의 8가지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들에서 제시하는 방법론

요건풀올 비교 분석하여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범위들올 제거한뒤 우리 고유의

지침서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ANSI IEEE S떠 828-10잃， ANSI IEEE S띠 829-1983, ANSI IEEE S띠

830-1984, ANSI IEEE Std 1008-1987, ANSI IEEE Std 1012-1992에 대한 상서1

한 내용은 제 1절 법규표준 빛 분석 부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ANSI

IEEE Std 1028-1988, ANSI IEEE Std 1042-1987, ANSI IEEE S띠 1074-1991

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내용은 <그림 2.3-3>에서 <그림 2.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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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ope and Reference

1.1 Scope

1.2 References

2. Definitions

3. Introduction

3.1 Review Process Prerequisites

3.2 Audit Process Prerequisites

3.3 Procedural Description Template

4. The Management Review Process

4.1 Objective

4.2 Abstract

4.3 Special Responsibilities

4.4 Input

4.5 Entry Criteria

4.6 Procedures

4.7 Exit Criteria

4.8 Output

4.9 Audiitability

5. The Technical Review Process

5.1 Objective

5.2 Abstract

5.3 Speci려 Responsibilities

5.4 Input

5.5 Enσy Criteria

<그립 2.3-3> 소프트웨어 검토 및 감사에 대한 표준 개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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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Procedures

5.7 Exit Criteria

5.8 Output

5.9 Auditability

6. The Software Inspection Process

6.1 Objective

6.2 Abstract

6.3 S야cial Responsibilities

6.4 Input

6.5 Entry Criteria

6.6 Procedures

6.7 Exit Criteria

6.8 Output

6.9 Auditabiliψ

6.10 Data Collection Requirements

7. The Walkthrough Process

7.1 Objective

7.2 Abstract

7.3 Special Responsibilities

7.4 Input

7.5 Entry Criteria

7.6 Procedures

7.7 Exit Criteria

7.8 Output

<그림 2.3-3> 소프트웨어 검토 및 감사에 대한 표준 개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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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Auditability

8. The Audit Process

8.1 Objective

8.2 Abstract

8.3 Special Responsibilities

8.4 Input

8.5 Entry Criteria

8.6 Procedures

8.7 Exit Criteria

8.8 Output

8.9 Auditability

〈그림 2.3-3> 소프트웨어 검토 및 감사에 대한 표준 개요

L Introduction

1.1 SCOl야

1.2 References

1.3 Mnemonics

1.4 Terms

2. SCM Disciplines in Software Management

2.1 The Context of SCM

2.2 The Process of SCM

2.3 The Implementation of SCM'

2.4 The Tools of SCM

<그림 2.3-4> 소프트훼어 형상관리 표준 개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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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he Planning of SCM

3.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3.1 Introduction

3.2 Management

3.3 SCM Activities

3.4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3.5 Supplier Control

3.6 Records Collection and Retention

<그림 2.3-4>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표준 개요

1. Introduction

1.1 Scope

1‘ 2 Reference

1.3 Definitions and Acronyms

1.4 Organization of This Document

1.5 Use of This Standard

2. Software Life Cycle Model Process

2.1 Overview

2.2 Activities List

2.3 Identify Candidate Software Life Cycle Models

2.4 Select Project Model

3. Project Management Processes

<그림 2.3-5> 소프트웨어 생명주겨 단계 표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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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roject Initiation Process

3.2 Project Monitoring and Control Process

3.3 Software Quality Management Process

4. Pre-Development 안ocesses

4.1 Concept Exploration Process

4.2 System Allocation Process

5. Development Processes

5.1 Requirements Pro잉ss

5.2 Design Process

5.3 Implementation Process

6. Post-Development Processes

6.1 Installation Process

6.2 Operation and Support Process

6.3 Maintenance Process

6.4 Retirement Process

7. Integral Processes

7.1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cess

7.2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rocess

7.3 Documentation Development Process

7.4 Training Process

<그립 2.3-5>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껴l 표준

나. 안전계통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방법론 요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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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소프트꿰어의 안전성올 보장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론은 없다.

그러나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최근에 새로 개발된

IEEE/ANS 7-4.3.2-1993,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은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표준은 원전 계측제어 시스햄 레벨에서의 안전성 보장

표준인 IEEE/ANS 603-1991, "Stna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과 함께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IEEE/ANS 7-4.3.2-1993은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원론척

인 요건들올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IEEE Software

Er.gineering Standard들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자와 피규제차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별도의 구체적인 규제기준과 개발자의 개발지

침서가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원자력산업을 포합하여， 항

공， 의료， 군사 퉁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IEEE S띠

1228-1994,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s"가 최근애 개발되어 기준 혹은

요건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포한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전체

생명주기에서의 안전성올 보장하기 위한 표준으로는 미홉하여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 Committee 산하의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에서

계속 연구 토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안전계통 고신뢰도 소프트왜어 관련한 국제표준화 작업으로 IEC

880-1986을 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회의가 진행중이며 현재 Draft 표준으로

IEC 45A1142, "Software for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First Supplement to IEC 잃0"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과제에서는 최근에 개발되거나 진행중인 이플 세가지， First Supplement to

IEC 880, IEEE/ANS 7-4.3.2-1993, IEEE 1228-1994의 중요한 표준들의 발전방

향올 우리의 방법론 및 지침서 개발 방향￡록 정하고， 이틀 표준틀에서 제시되는

요건들올 우리의 안전계통 고신뢰도 방법론 요건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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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요건

이 절에서는 IEEE 1228-1994,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에서

제시되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을 위한 방법론 혹은 지침서의 요건

들올 요약，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소프트웨어 안전성 관리측면， 소프

트웨어 안전성 분석 개발이후 안전조치 계획승인의 측면에서 요건들을 서술하

고자한다.

가) 소프트웨어 안전성관리 계획 요건

(1) 조직과 책임

여기서는 전체 조직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행동지침이 기술되어

야 하며 소프트훼어 안전성문제에 대한 조직관계와 기능적관계가 기술되어야 한

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프로그램과 시스템 안전성 프로그댐간의 관계가 기술되어

야하며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영향을 미철 수 있는 조직과 소프트웨어 안전성올

관리하는 조직간의 관계가 기술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토， 관리， 승인

권한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 여기서는 전체 소프트웨어 안전성 프로그랩의 책임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안전성 Activity에 책임이 있는 개개인은 조

직 측면에서 충분히 자율성과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

트 담당자와 안전성 담당자 간의 의사전달 방법이 청의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 관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었다.

。 계획서 준비

。 안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차원확보 몇 할당.

。 소프트웨어 개발팀， 시스템 안전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팀，

소프트쐐어 신뢰도팀，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팀， 소프트훼어 확인 및 검증팀， 소프트웨어

테스팅팀 둥과의 공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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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시스템 안전프로그랩과의 협조

。 다른 개발， 지원조직 혹은 과제 스폰서， 사용자와 소프트꿰어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협조.

。 소프트웨어 안전성 기록 유지

。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실시 감사에 참가.

。 소프트웨어 안전 보장 업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에 대한 훈련

실시

(2) 자원

여기서는 소프트훼어 안전성 업무에 필요한 자원요건과 할당방법올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프로그램 실시동안 자원의 사용방법올 기술해

야한다. 차원에는 자금， 스케률， 안전성요원， 컴퓨터， 장비지원， 도구둥이 포함될

수 있다.

(3) 요원의 자격요건과 훈련

여기서는 지속적인 훈련계획과 계획달성 방법올 기술해야하며， 최소

한 다음 내용을 수행할 요원의 차격요건올 기술해야한다.

O 소프트웨어 안전요건 청의

。 시스댐의 필수안전부분의 설계와 구현

。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업무 수행

。 필수 안전 특성 검사

。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실시 감사

。 공청 언중 수행

(4)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조직에서 채택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 소프프웨어 안전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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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계를 IEEE Std 1074‘1991올 참고하여 기술해야 한다.

(5) 문서화 요천

여기서는 작성되어야 할 문서의 종류와 내용올 기술해야 하며 안전

성 계획서를 포함하여 전체과제 문서중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문서의 변경과 숭

인 절차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문서를 전체 프로

젝트 문서에 포합시킬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하며 여러 IEEE Std들， IEEE

S떠 730-1989, IEEE S띠 829-1983, IEEE S떠 1012-1986둥에서는 별도화를 지적

하고 있으며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최소한 다음 문서틀을 작성해야한다.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o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소프트꿰어 품질보증

。 소프트웨어 안전요건

。 소프트웨어 안전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표준， 척도， 관습

。 검사 문서화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 안전성 확인 및 검증 보고서

。 소프트웨어 사용자 문서

。 소프트웨어 안전 요건 분석 결과

。 소프트웨어 안전 설계 분석 결과

。 소프트웨어 안전 코딩 분석 결과

。 소프트웨어 안전 검사 분석 결과

。 소프트웨어 안전 변경 분석 결과

(6)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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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프로젝트에서 생산， 보수， 유지되어야할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의 기록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의 책임자를 명시해야한다. 소프트

웨어 안전 프로그램 기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합되어야한다.

。 확인 및 검증올 포함하여 요구분석， 설계， 코팅， 테스트 동안 수행된

안전성 분석 결과

。 이미 배포되었거나 셜치된 시스댐에서 의심되거나 확인된 정보

。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랩 업무 감사 결과

。 전체 시스템의 특정부분이나 전부에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0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 요원 훈련 기록

。 어떤 형식으로든 수행된 인종기록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이 전체 개발 주기동안 기

록되어야하며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랩의 사작과 종료에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야 한다. 또한 여기서는 다음사항이 명서되어야 한다.

。 추적시스템에 의해 만족된 요구명세 추적내용

。 사용된 추적시스템

0 추적시스템의 적용성 결정 기준

(7) 소프트웨 어 형상관리 Activity

여기서는 고신뢰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숭인된 형상관리 계획올

만족하고 있논지를 기록해야한다. 형상관리는 소프트쐐어 시스댐 개발초기부터

폐기처분할 때까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전체적으로

IEEE Std 828-1990과 IEEE S띠 1042-1987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안전 요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 형상관리가 소프트쐐어 안전과 관

련되는 아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요건올 만족시켜야한다.

앙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이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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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 하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8) 소프트훼어 품질보중 Activity

여기서는 핵심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 지침의 적절한 수행을 보

장할 품질보증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올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명시해야한다‘

。 이 계획의 준비， 승인， 실시， 변경 및 이전 문서와의 일치

。 소프트웨어 안전 업무로부터의 기술적 권고가 검토， 고려되고 실시될 방법

。 소프트웨어 안전 고려사항， 요건， 지침， 및 공정 인중에 대한 검토 및 감사

。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의 적절한 수행여부 감시

(9) 소프트웨 어 확인 및 검증 Activity

여기서는 다음의 내용틀올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생변주기의 각

Activity들의 시스템 안전 요칸과 시스템 위험요소 분석에 대한 만족 수단올 명

시해야한다.

。 모든 시스템 안전 요건들이 개발 공정 전체 단계에서 만족함.

。 생명주기 Activity동안 추가의 위험요소가 제공되지 않았음.

(10) 도구 지원과 승인

이 절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위한 시험환경， CASE tool,

컴파일러， 에디터， 고장수목 생성기(generator)풍과 같은 도구툴올 선청， 승인， 제

어하는데 적용할 기준과 사용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구에 의한 급작스

런 소프트웨어 위험요소 제어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와 내용에 대한 대책

여 수립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도구의 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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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승인훤 도구에 Upgrade 설치

。 이전에 승인된 도구의 취소

。 도구 사용에 따른 한계 명사

(11) 이전에 개발되거나 구매된 소포트웨어

이미 개발되거나 구매된 소프트웨어는 적절히 테스료되어질 수 있

고， 수용할 수 있올 만큼의 위험요소만 존재하며， 사용계확 중인 통합 소프트웨

어 시스탬에서 안전할 때만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생산품에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위험정도를 결정할 수 없올 때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거부할 충분한 사유

가 된다. 이 절에서는 최소한 다음사항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 기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결정

。관련문서

。 제품과 출판된 명세서와의 일치 여부

。 이들 제품의 효로젝트 요건에 대한 한계와 능력 명시

。 이틀 제품에 대한 별도의 테스트

。 위험요소 분석

(12) -하청업자 관리

여기서는 하청업자 소프트웨어가 기 수립된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

그램 요건올 만족하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다음 내용올 포함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랩에 영향올 미치는 하청업자 관리 방법

。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 요건올 만족할 하청 능력 결정 방법

。 하청업자의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 평가 및 송인 수단

0 감독 수단

。 하청업자에 의한 뉘협요소에 대한 상태 추적 빛’ 책임 추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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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정 인증

이 절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안전계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생산

되었음을 인중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 되어야 하며 이를 수행할 사람올 명시하

여야한다.

나)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1)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준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다읍 내용올 완수하기 위한 Activity

룰 정의하여야 한다.

。 다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위험요소 분석 (preliominary

Hazard Analysis:PHA)

- 위험한 시스템 상태

- 시스템올 위험한 상태로 이끄는 행위 순서 (sequence

of actions)

- 시스템올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행위순서

- 사고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행위틀

-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의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상태로 변환하거나， 사고결과를 완화 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농들과 소프트웨어 딴전관련 행위를 명시하는

상위수준에서의 시스템 설계

- 소프트웨어와 나머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2) 소프트웨어 안전성 요건 분석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요구분석 단계의 월부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

음 내용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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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안전요건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될 분석의 종류와 시기

。 다음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분석방법

- 위험요소 식별과 관련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 소프트웨어 안전 셜계 요건과 지침

-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검사 요건과 검사계획공정 입력사항

- 꼭 사용해야 하거나， 장려되거나， 가급적 적게 사용되도록

요구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설계， 코딩， 태스트 기술틀의 일람표

소프트웨어 안전 요건분석올 위한， 정형화된 검사 요건

(3)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설계단계 분석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내

용올 명시하여야 한다.

。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설계 요소를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한 방법

。 소프트웨어 안전설계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될 분석의 종류와 사가

。 설계의 각 단계 별 분석 결과 문서화 방법과 최소한 다음내용올

포함하는 문서

- 소프트웨어를 설계요소로 구체화하는 설계 기술과 기법 및 이들의

안전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

- 시스템 위험요소와 소프트웨어 설계요소들과의 관계

- 소프트웨어 설계 요소들의 분류

- Safety-critical한 소프트웨어의 격려 및 다중화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조 평가

。 셜계의 시스템 안전요건 만족여부 평가

- 소프트웨어가 시스햄 안전 목표를 지원함올 중명할 시스탬 통합

테스트

- 꼭 사용해야 하거나， 장려되거나， 가급적 적게 사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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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설계， 코팅， 테스트 기술들의 일람표

변경내용

- 소프트웨어 안전 설계분석을 위한， 청형화된 검사 요건

(4) 안전관련 소트워어 코딩단계 분석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코딩 단계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내

용올 명사하여야 한다.

。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코딩단계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될 분석의 종류와

시기

。 분석 결과 문서화 방법과 최소한 다음내용을 포함하는 문서

- 코딩 단계 분석방법

- 코딩 단계 분석도구 빛 도구선청 원칙

- 분석결과에 따라 설계 및 코딩 변경 권고문

- 이 분석 결과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성관련 상세 테스트 요건

- 코딩의 시스템 안전요건 만족여부 평가

-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안전 목표를 지원합올 중명할 시스템 통합

테스트

- 꼭 사용해야 하거나 장려되거나 가급적 적게 사용되도록 요구되거

나， 사용이 금지된 코명， 테스트 기술들의 일람표 변경내용

- 소프트웨어 안전 코드 분석을 위한 정형화된 검사 요건

(5) 안천관련 소프트웨어 테스팅단계 분석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테스텅 단계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하며， 테스

팅의 결과가 어떻게 전체 소프트웨어 안전요건에 대한 test coverage를 보이는지

기술해야하며， 다읍내용올 명시하여야 한다.

。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테스팅 단계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될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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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시기

。 분석 결과 문서화 방법과 최소한 다음내용올 포함하는 문서

-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터l스트와 요구사양의 관계

- 각 소프트웨어 안전 요건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석에 의한 확인

여부

- 소프트웨어 구현관련 위험요소 분석

- 척절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수행 여부에 대한 권고

。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 분석올 위한 정형화된 검사 요건

(6)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 분석

이 항에서는 가정， 명서11， 요구사양， 설계， 코딩， 장비， 테스트 계획，

환경， 사용차 문서， 훈련 문서둥에서의 변경에 대한 안전성 분석 방법올 정의해

야 하며 다음의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0 안전에 대한 각 변경의 영향올 결정할 수단

。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셜계 요소의 변경에 의해 영향올 결정할

기술들

。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변경 사항의 정확한 수정 기록

。 시스템과 그 환경이 변경 될 때마다 반복되어야 할 분석내용

。 시스댐의 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할 회귀분석 테스팅의 정도

다) 개발이후 안전성계획

(1) 훈련

전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사용과 운전올 보장할 수 있

는 훈련 요건올 명사하여야 한다. 이 훈련 요건은 사용자， 운전원， 유지보수텀，.

관리자를 위한 안전 훈련이 포합되어야 한다. 기존의 시스탬이 있다면 시스탬 기

동에 대한 훈련요건이 있어야하며 구 시스햄에서 신 시스댐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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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훈련요건이 있어야 한다. 안전훈련 요건과 문서화 일치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전개

여기서는 설치， 운전 보조， 가동，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로의 변경

둥을 정의하여야 한다.

。 설치 : 그 소프트웨어를 특정 웅용분야에 적용할 때 취해야 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안전 계획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요건올 명시

하여야 한다. 설치 절차의 정확한 기룩을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모든

문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기동과 변경 : 새로운 시스템의 안전한 기동과 안전한 변경 방법올

명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fallback modes for the new system

- startup of backup components and subsystems

- startup of new system

- par려leI operation with backup

- parallel operation of the old system and the new system

- subsystem vs. full system operation

- swichover to full system operation

- validation of results from the new system

- cross validation of results between the old system and the new

system

- fallback in the case of failure of the new system, including

fallback to an old system if one exists.

0 운전 지원 : 안전계획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한하는 시스댐의

안전 운전올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첨과 운전지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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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서와 메뉴얼 퉁

(3) 안전 갑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운전올 감시할 절차와 운전중 안전 우려사

항 기록 천차가 명시 되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설치이후의 건전성을 확인할

절차와 철회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4) 안전 유지 보수

개발이후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변경이 이루어 지는 방법과 개발 도

중에 변경제어 Activity와의 차이점야 명시되어야 한다.

(5) 폐가처분과 공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폐기처분

시 행동단계를 명시해야 하며 이 행동지침은 모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상태 변

경 사실올 인지했음올 보장해야 한다.

라〉 계획숭인

소프트웨어 안전성계획서의 이 절에서는 계획서 그 자체의 검토 빛

감사 요건이 명시 되어야 하며 이 계획서를 숭인해야하는 개개인의 명단올 명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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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연구

1. 형식 이론(fannal method)

가.개요

미래의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디지털화 추세는 거역할 수 없눈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디지털화에 따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증

명된 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서도

이러한 디지털시스템에 대해 종래의 아날로그방식의 backup 시스템올 요구하는

diversity four part position올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계각국의 소프트웨어 전문가틀온 소프트웨어의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연구되는

기반기술들은 고유의 지적소유권을 가지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방법론， 개발환

경， 표준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기술의 미성숙으로 인해 표준， 개발환

경， 방법론 둥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기술 수준 그 자체가 규제기

준으로 작용하곤 한다. 한 예로， 디지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캐나다

Ontario Hydro Darlington 발전소의 shutdown시스탬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올 심

사할 때， 캐나다 규제기관인 AECB와 시스템 개발자인 AECL간에 사용된 기술

은 아직도 그 실용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기술인 형식이론(fonnal method)

올 사용하였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안전성 기술의

전분가들이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 이 시스템올 종합적

으로 검토， 개선함으로써 운전 허용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의 기술수준올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과 확인 및 검증 방법론， 지칩서， 개

발환경 풍에 적시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야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댐의 안

전성올 보장할 수 있게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절에서는 소프트훼어의

안전성 확보관련 핵심 기반기술들의 세계적인 수준과 그 기술의 장단점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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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다 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형식이론(formal method)

1) 개요

형식이론(fonnal method)이란 그 시스템의 설계룰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완격성이나 안전성올 수학적으로 중명해 보고자하는 모든 노력들올 말한다. 소프

트웨어의 정확성과 안전성올 보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어려움

에서 찾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타 공학과는 달리 수학적 모텔에 대한 예

측이나 계산보다는 시행착오에 의한 조각작업과 같다. 모든 시스템에서 복잡성이

Fault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다. 소프트웨어는 주로 외부 다른 하드웨어 시스템

포논 사람， 즉 주변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

이 진화해가는 과청에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복잡성올 가충샤키고 이는 결함(fault)올 야기시킨다.

이러한 결함 방지책으로 위험도 분석(h양ard 뻐alysis)， 다중 버천 프로그래멍

(multi-version progr없nming)， 소프트웨어 신뢰도(reliability)의 정량적 측정풍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 모두가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나 정확성

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안올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

안으로 최근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형식이론(formal

method) 이다.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가지 기술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올 보

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형식이론(formal method)도 마찬가지이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너무 비싸게 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랴한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나

와있는 수학적인 방법이나 기술들은 그 수학척인 엄격함이나 사용의 용이함 사

이에서 많은 종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절들에서 자세히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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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종류의 형식이론(formal method) 들이 폰채함에 따라 그 표준화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이 분야 기술의 미 성숙으로 인해 표준화가

불가농한 상황이며 최소한 이러한 방법의 사용 기준만이라도 표준화해 보려는

노력어 각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산업， 철도， 원자력둥

Safety-critical 응용 분야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산업분야들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원자력 분야 국제 표준기구언 lEC TC45 SC45A에서는 First Supplement to

IEe 880, "Software for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계측제어 시스탬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

장하기 위해 형식이론(formal method)의 사용올 규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여기

서는 형식이론(formal method) 들의 선택， 사용하고자 할 때의 요건과 기준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형식이론(formal method)을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방법을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체 표준기구와 경쟁과 협조를

추구하고 있는 IEEE 소프트웨어 공학 표준화 기구에서도 Use of Formal

Method Planning Group올 구성하여 이 분야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형식이론(formal method) 의 종류와 선택

가) 형 식 이 론(formal method) 의 종류

아직까지 기존의 형식이론 (formal method) 들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정

확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다. 제각기 자기의 방법이 좋다고 주장할 뿐이

다. 기존의 형식 이론(formal method) 들은 크게 Analytical Formal Method와

Descriptive Formal Method로 나눌 수 있다. Analytical Formal Method는 타 공

학에서 사용되는 수학과 갈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올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예측

하기 위한 시도들이며， Descriptive Formal Method둡은 소프트웨어 설계를 묘사

하고‘ 그들에 대한 생각올 보다 명확히 하며， 서로의 명확한 대화수단으로 사용

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도 그 정형성(formality)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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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면에서 여러 계충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

들여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formal 명세 방법과 formal 분석 방법들로 나눌 수

있으며 formal 명세 방법에는 모텔 중심 명세법， 특성 중심 명세법과 병렬 시스

템 명세법으로 나눌 수 있다. formal 분석 방법들은 일치성 분석과

typechecking, formal 명세 검증과 행동양식 예측 퉁으로 나눌 수 있다. 실시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형식이론(formal method) 들의 장단점올 분석

한 기술보고서로 “Expressibility and Analyzability of Requirement Engineering

Models for Reactive System"올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 형식 이론(form외 method) 선택

현존하논 모든 형식이론 들은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가지 방

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프로젝트 수행시 제한된 자원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형식이롭 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형

식이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분석기법이나 고전적 테스팅을 수행해야한다. 즉 형식

이론올 사용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한다. 이러한 선택악 기

준으로 다음악 다섯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1) 정형성(form려ity)의 정도에 따른 선택

정형성(formality)의 정도는 종이와 연필만으로 이산수학에 나오는

기호와 생각올 가끔사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자동화된 theorem prover릎 사용하여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John

Rushby는 다음과 같이 정형성의 정도를 나누고 있다.

Levell: 이산수학이나 로직에서 사용되는 지호， 이론， 그립， 자연어동을

함께 사용하며 느슨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Level 2 : 요구사양이나 설계를 묘사할 수 있는 specification 언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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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방법틀이 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type checking이나 cross-referencing기농

올 지원한다. 분석이나 증명은 수동요로 이루어지며 axIOm들이나 증명규칙똘올

사용한다.

Leve13 : 자동화된 분석과 증명이 가농한 방법으로 명세언어가 표준논리

학에 보다 가캅다고 할 수 있다. proof checker, threom prover, model checker풍

을 제공한다.

(2) 시스템 부위별 선택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특정부위마다 가장 적합한 형식이론이 따

로 있을 수 었다. 일반적으로 형식이론이 시스탬중 안전에 가장 중요한 곳에 사

용될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전적인 테스트 기법보다 형삭

이론이 더 적합한 곳은 설계가 매우 어려우면서 규모는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었

다

(3) 시스템 특성별 선택

시스템의 전체 기농보다는 교착상태 (deal버ock) 검중과 같이 어떤 특

성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론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개발 공정별 선택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어떤단계에 형식이론올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

해야 한다. 프로그램 검증과 같이 공정의 후반부에 사용되는 형식이론 플은 비

교적 쉽고 그 기술이 잘알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공정의 초기단계에 개입된 결합

들은 나중에 찾아내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든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형식이론

틀이 도움올 줄 수 있으냐 아직까지 그 기술이 미숙한 상황이다.

(5) 추상화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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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복캅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올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식이론 문제해결에 최

적인 추상화 정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2. 상용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가. 상용 소프트웨어의 검충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쳐l통올 비롯한 모든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사용

되는 소프트훼어는 소프토웨어의 필요시마다 엄격한 분류와 이에 따른 확인 및

검증 풍의 품질보증 절차를 거쳐서 신뢰성이 확인된 소프트훼어를 개발하여 사

용하는 것이 안전성확보 측면에서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 및 설

계 비용을 고려하고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정확성 동이 만족 할

란한 수준으로 제공되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PLC 프로그램으로 부터 모든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는 실행가농 프로그랩 (executable code)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의 절차에서 이 프

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이 개발되

고 동작되는 컴퓨터 환경올 이루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

차가 요구된다. 이들 소프트웨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소프트왜l 어 통착 환경 시스템 프로그랩

- 시스템 운영체제

- 시스댐 적재기(loader)

。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 컴파일러 (compiler)

- 링 커 Clinker)

- 디벼 거 (debugger)

- 자동형상관리자(automatic configuration manager)

- PLC 프로그래빙 도구(programm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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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셜계 도구

- CASE tool

위의 예제 프로그램이외에도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의 설계에서

개발 및 구현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중 작업은 많은 부

분이 소프트웨어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된다.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자료로부터 확

인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은 매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

에 품질평가를 수행하는 자체내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품질평가 기준올 정하여

시행하는 것여 바람직하다.

나. 규제 조건 및 지침서 분석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식

과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각 분류별 적용하는 검증 방식이 제

공되어야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기준과 검증 방식 및 분류 풍은 다음 표준

지침서 동에 기술되어 있다.

。 IEEE 730

。 IEEE 983

。 IEEE 828

。 IEEE 1042

。 IEEE 7-4.3.2

。 ISO 9000-3

。 ANSI!와~S-10.4

o ANSI!IEEE 1012

。모C 880

。 IEC 880 First Supplement

。 모C 987

一 175 -



。 IEC 1226

IEEE 7-4.3.2 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확인 방식으로 다음의 2가지 방

식을 제시한다.

。 ASME NQA 1c-1993 Appendix 7A-2에 의한 제 3 자에 의한 방식

。 컴퓨터 공급자와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의한 방식

이 지침서에서는 또한 상용 컴퓨터와 이에 따른 시소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에 대한 요건올 정의하

고 있올 뿔만 아나라 품질보증활동올 위한 방식도 간략하게 제시한다.

Annex D, Qualification of existing commercial computer에서는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요구조건올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의 목표를 다읍과

같이 정의하였다..

® identifying the safety functions the computer must perform

®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the computer must process in order to

accomplish the safety functions

© demonstrating that the characteristics are acceptably implemented.

위의 3가지 목적 중 2번째와 3번째는 각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개발꽁정

흐로 구분하여 안전기능과 이에 따는 요구조건 둥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3번째의 목적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개발공정 이외에 상용 소프트웨어

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요구조건이 기술

되어 있다.

lEe 없o First Supplement에서는 IEEE 7-4.3.2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 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셜계 및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을 요

궁한다. IEEE 7-4.3.2 에서는 Annex D에서 상용 소프트훼어에 대한 대략적인

확인 및 검증 방식올 매우 포괄적으로 체사하고 있으나 IEC 880에서는 소프트웨

어 개발에 사용되는 컴파일러 (compiler) . 링커(linker) ， 실시간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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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time library), 자동화 도구(automatic tool)퉁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 제안되

는 사용 방식과 검증방식이 4.3장과 4.4장에 기술되어 있다.

IEC 880 First Supplement에서는 컴파일러， 령커 및 실시간 라이브러리 둥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를 자동화 도구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요구조

건을 제시하고 적용 사례 및 영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이 자

동화 도구에는 요구사항 분석 둥의 소프트웨어 셜계 도구도 포함하여 정의했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표준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방식

대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인간 오류를 감소시킴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소프트

웨어를 생산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 도구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제안

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올 뿐만 아나라 확인 빛 검증 방식도 기술되

어 있다.

lEC 880 First Supplement에는 D에서 K까자 7개의 Appendix에서 자동화 도

구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요구초건둥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제목

으로는 다음과 같다.

Appendix D : IEC 880 Requirements for Automatic Tools

Appendix E : Uses of Tools

Appendix F
G

H

I

K

빼
빼
빼
빼

뼈

뼈
ww

m뻗

A

A

A

A

Tool Selection and Evaluation Acceptance Criteria

Positive Features of Languages and Compilers

Tools for Formal Specification and Design

Evaluation of Pre-Existing Software Products

IEC 880 Requirements Related to the Use of Pre-existent

Software

IEC 880과 IEEE 7-4.3.27t 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조건과 검

중방식이 기술되어 있는데 대하여 ANSνANS-IO.4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시에 사용되는 과학 빛 공학 계산 프로그램과 모의실험 프로그램에 대한 검중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문서논 검증할 수 있는 문서가 매우 빈약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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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용 소프트웨어 둥에 대하여 확인 및 검증에 대하여 검토와 질문 등을 71

술하고 있는 유일한 지침서로 사용된다.

IEEE 730에서는 원차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단지 2가지， 즉 안전

둥급과 비 안전 퉁굽으로 분리한다. 대분분의 적용 사례는 비 안전둥급에서 사용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다. 이 지침서의 상세한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 IEEE 983 : IEEE 730.1올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

。 IEEE 828 : IEEE 730.1과 같은 분류법을 갖고 특허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에 대하여 기술

。 모EE 1042 : IEEE 828의 예제 적용 사례와 지침

다.안전둥굽의
1='1 i:프

τ:C--rT

소프트웨어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안전풍급이 분류된다. 이 분류는 기존의

사스템에 대한 안전동급의 분류에 따른다. IEC 1226에서는 시스템의 안전둥급에

따라서 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둥급을 A,B,C 둥의 3가지로 <표

2.4-1>과 같이 분류한다.

<표 2.4-1> 상용 소프트웨어의 퉁급

시 까~ 템 분류둥급

emergency communications system C
access control system C
a1따m， annunciators C
fire suppression system B
control room data processing system B
reactor automatic control system B
reactor protectIOn syste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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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안전퉁급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로그램에 직접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스댐 소프트웨어， 각종 tool들의 소프트웨어 및 이들 3가

지에 속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둥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안전 시스템의 동급에 따라서 그 적용 방식 및 적용 범

위가 달라지는데 이는 IEe 122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IEe 1226 이외에도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지침서와 규제에서는 서로 다른

분류법올 사용하고 이 분류에 따른 상용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접중 적용 방식

을 달리하고 있다.

각각의 분류법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일관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분류가 이루

어 져야 하나 현재로서는 확중된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또한 소프트웨어 공

급자의 자료 미비 풍으로 인하여 통일되고 확립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방식과 이를 위한 통일환 분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사용 대상 시스템에 따라서 특성올 분리하는 일

이외에도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댐의 성농 및 크기애 대한 분류， 사용되는 운영체

제에 대한 분류 및 사용 언어， 라이브러리(li br따y)둥에 대한 총괄적인 분류가 이

루어 져야 한다.

기존확 상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오랜 시간 사용이 되어 오던 소프트웨어로

그 확실성 풍은 사용 경험으로 보아 믿을만 하지만 상용 소프트훼어의 기능 추

가가 아닌 오류 보완 형식의 개정 (revision) 증가가 간혹 발생하는 현실로 미루

어 보아 비록 기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차가 소흘히 취급되어

왔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개정 (revision) 에서는 확실한 확인 및 검중 절차에

따라서 품질보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3.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생산끼법 개발에 관한 연구

본 세션은 과학원 위탁과제로 수행된 연구 내용을 요약한 컷이다. 상세한 내

- 179 -



용은 위탁 연구과제 보고서에 기술되어 었다.

가.개요

safety-entical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초기 단계(즉 요구 명세 단계)에 형식이론(formal

method)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명세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바름 검사 및 안전성

분석을 제공 한다.

먼저 safety-critical 시스템 기술에 적합한 정형성올 선택하기 위해 기존의 여

러 정형성들올 명세의 완전성 표현력 분석력 둥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올 바탕으로 safety-critical 시스템 기술로 적합한 정형적 접근 방법

을 선택하고 여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여 제대로 만족되는지 및 안전성을 만족하

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신뢰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 분석한다. 이러한

여러 기법들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는 개발 방법론에 대해 조사하고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개발 방법을 제안하고 개발 과정을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올 제시한다.

연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갈다.

o safety-critical 시스템의 특성과 관련 표준안에 대해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형성 사용의 장단점 벼교

。 기폰의 여러 형식이론(formal method)에 대해 조사하고 명세의 완전성， 표

현력， 분석력

둥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

。 형식이론(formal method)중 이중언어 구조률 이용한 시스템 명세 및 검증.

이중 언어 구조는 Sta힘chart와 RTTL, Peσi nets과 TRIO의 두 경우 고려.

。 기존의 여러 안전성 분석 기법에 대해 조사

。 신뢰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장 허용 기법과 Fagan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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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개발 방법올 제안하고 개발 과정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제시

나. Safety Critical 사스렘과 관련 표준안

비교적 최근까지 소프트웨어 safety-critical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안들이

얼마되지 않았다. 때로 ISO 9000과 같은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들이 대신 사용되

어 오던 중， UK MoD Defense Standard 00-55가 소개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

표준안에서의 형식이론(formal method)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서작했다

1) RTCA DO-178

1985년 미국의 RTCA(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에

서 항공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고려 사항과 장버 인증에 대한 DO-178A라는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승인된 실용안으로서 형식이론(formal method)올 인식하고

있요며 뒤이어 나온 DO-178B에는 형식이론(formal method)의 사용에 대환 내

용을 한 절로 포함하고 있다.

2) UK HSE

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safety 관련 용용분야에서

PES(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에 관한 기술적인 guideline올 만들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변경 절차에 관한 것올 포함한 이 guideline에는 정형적 방법

에 대한 언급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 우수한 품질， 문서화， 명세와의 일

치，유지보수성올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rnision은 1989년 이 래로 산업계의

safety critical 시스댐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과 일반적인 PES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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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플은 총칭적인 국제 표준이며， 특히 lEC

65-WG9에는 CCS, CSP, OEj,HOL, LOTOS, VDM, Z, Temporal Logic과 같은

정형적 방법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safety-critical 시스템의 개발 과청에서 웅용

되는 기술로서 소개하고 있었으며 정형적 증명에 대한 것도 포합하고 있다.

4) ESA

Euro않an Space Agency는 소프트웨어 앤지니어링 표준에 관한

guideline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Z나 ZDM과 같은 정형적 표기법이

safety-critical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올 명시할 때 사용되어야 하며， 자연언어도

정형적 텍스트와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소프트웨

어의 젓확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정형성 증명과 같은 방법이 테스팅 전에 사용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 UK RIA

Railway Industry Association온 철도 신호 체제에 관한 safety 관련 소

프트웨어에 대한 자문적인 문셔를 만들었다. 이것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산업계

표준으로서 lEC 65-WG9을 참조하고 있다. 여가에서는 프로그램의 정확성에 대

하여 정형적 증명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과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의 개발에서는 청형적 기법들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6) MoD 00-55 and 00 ‘ 56

영국 국방부에서 safety에 관련하여 00-55와 00-56의 두가지 표준올 발

표했다. 00-55는 방어 장바내의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한 것으로

요구사항 명셰와 지칩서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 00-56은 방어 장비의 PES

요소와 컴퓨터의 안전성 분류， 위협 분석 퉁과 관련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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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ECB

캐나다의 Atomic Energy Control Board는 원자력 발전소의 safety

critical 시스댐 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환 표준을 제시하였다. lEe
Standard 880에 기반올 둔 아 표준은 환경과 시스템의 행동 영세 그리고 환경에

대한 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개념올 정형화하였다.

8) IEEE P1228

아직 승인되지 않은 미정의 표준안으로 초기의 문서에는 정형성 증명， 수

학적 명세 검중에 대한 포함 여부가 논의된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표준안

에는 형식이론(formal method) 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불확

실하다.

다. 여러 정형성의 비교 분석

대부분의 정형성 거법들이 특정 용용 분야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왔으므로

수많은 정형성들이 폰재환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성들은 기반을 이루는 수학적

이론에 따라 몇가지，로 나될 수 있다.

그 중 때표적인 것으로 Peσi nets과 유한상태기계 (FSM)으로 나뉘어지는 그래획

명세 언어， 논리(logic) 명세 언어， 그리고 프로세스 대수(Process 려gebra) ， 퉁이

있다. 이들을 비교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사용된 비교 기준은 완전성， 표현력， 그리고 분석성이다.

1) LevesoψJaffe 의 접근 방법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서의 오류를 위한 몇가지 버교 기준올 제안했다. 특

히 명세의 애매성과 완전성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비교 기준올 적용하기

위해 추상적인 상태 기계를 사용하였다. 상태 기계로 표현된 명세를 기반으로

애매성 및 완전성올 분석하는 과정올 보여주는데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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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reactive 시스템의 명세를 기술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

。 실시간 시스템 명세 언어로 갖추어야 할 몇가지 기준들올 제시

。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명세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 제시된 방법으로 시스템을 명세를 기술할 때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스템

명세의 내용 및 구조를 나타내고 었다.

2) J하lamar따10k의 접근 방법

Jahani없애10k의 접근 방법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의 시간적 특성의 안전

성 분석을 정형화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시스템의 시간적 행동에 관한 추론에

적합한 정형성인 실시간 논리 (RTL; Real Time 1ρgic:에 가반을 두고 있다. 시

스템의 정형적 명세와 분석하고차 하는 safety assertion이 주어지면， 분석할

safety assertion융 시스템의 명세에 대해 분석하계 된다.

RTL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에 관한 여러 유형의 제약 조건들을 사건 발생

에 대한 대수적 관계로 동일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RTL 명세의

증명은 벼결정적(undecidable) 이므로 휴리스틱을 가미하여 시스템의 특성을 분

석한다.

3) ProCos의 접 근 방법

실시간 시스템의 요구 명세와 시스렘 설계의 검중에 대해 다루고 있다.

ProCos 접근 방법에서는 프로그램 언어를 위한 명세 거반 의미를 개발하려고 하

고 었다. 이러한 연구는 시스햄 설계 정보가 시스템의 요구 병세가 가미될 우려

가 있다. 그리고 이툴은 durarion calculus 접근 방법과 fault-tree analysis,

event tree analysis,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풍과 같은 안전성 분석 방법과

병합하려는 연구 또한 수행중이다.

4) Statechart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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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chart는 복잡한 실시간 시스템의 행동을 기술하기 위한 시각적인 정

형성으로 소개되었다. Statechart는 전형적인 상태전이도의 특성올 그대로 유지

하변서 여러 측면에서 확장하여 시각적 특성을 향상시켰다.

Statechart는 일반적 인 유한상태기겨1 (finite state machine) 보다 상태 폭발의 해

소， 표현력의 증가 둥 모델링 특성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전역적인 면에서 전이

(transition)의 비일관성 지냐친 정보의 은폐 안전성 분석의 부재 둥 여러 의미

적 차원(분석력)에서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5) Petri nets 접근 방법

Petri nets은 상태와 전어로서 시스댐의 전반적인 구조를 기술한다.

Coloured Petri nets(CPN)의 경우는 상태와 전이가 다시 세부적으로 상세화가

가능하므로 복잡한 시스템의 기술도 가능하다. Petri nets은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그리고 인간의 행동까지도 동일한 상태와 전이로 모텔링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이들 구성원들 간의 경겨l 션이 모호하며 이들올 구분할 수 있는 메

카니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모두논 하나의 전체 시스템에 녹아 들어서 구성

요소 각각의 특성， 구성요소 간의 인터페이스 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6) Process Algebra 접근 방법

Process algebra 접근 방법은 process틀의 조합으로써 시스템의 행동을

기술한다. 여러 프로세스들은 sequential, parallel composition, 비결정적 선택， 무

마(concealment)와 채귀 풍과 갈은 대수척 연산에 의혜 하나의 프로세스로 합병

된다‘ Process algebra는 하향식 기술 구조를 가지므로 기술하기에는 용이한 반

면 기술된 명세의 전반적인 특성올 이해하고 분석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위에서 기술한 각각의 청형성은 명세 기술 및 검증 측면에서 나릅의 특성올

가지므로 하나의 정형성만으로 시스템의 모든 특성들올 기술하기 어려우며 또한

하나의 정형성이 제공하는 분석 방법으로는 시스댐의 특성들을 검증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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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두 정형성을 이용한 명세의 기술 및 검증 방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시스템의 명세를 기술하는 정형성은 크게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분류

된다.

가) a않rationale또는 model-based) 정형 성

시스댐의 행통을 시률례이션할 수 있는 추상적인 모텔로 기술하는 정

형성이다. 이러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한상태기겨11 (finite state machine :

FSM)과 페트리 네트를 들 수 있다. 이 두 모텔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전이에 시

간의 지속(duration)을 나타내어 시간 개념을 자연스렵게 첨가할 수 있으므로 실

시간 시스탬 모델링에도 이용된다.

나) Descriptive(또는 declarative, assertionaD 정 형 성

이 방법은 수학적인 표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특성을 기술한다. 이

방법은 주로 요구 사항 기술 언어 (requirement specification language)로 이용되

며 대수(algebra)나 논리(logic)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temporal

logic올 틀 수 있으며 이의 변형으로 meπic temporal logic, real-time temporal

logic 둥이 있다.

라. Safety Critical 시스템의 명세 및 검증

시스댐의 명세 및 검중 방법은 시스템의 명세의 표현력과 검중 측면에서

뛰어난 이중 언어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표현력이 뛰어난 Statechart를 기반으

로 한 Statechart와 RTTL의 여중 언어 방법과 분석력이 뛰어난 Petri nets을 기

반으로 한 Time Petri net과 TRIO의 이중 언어 방벙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tatechart와 RTTL 이중 언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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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chart는 유한 상태 기계를 시스템 모델령에 적합하게 여러 측변에서

확장한 모렐 언어이다. 표현력이 뛰어난 Stateehart로 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특성은 RITL로 표현한 후 Statechart 모델과 대비하

여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Statechart는 표현력이 뛰어나지만 명세에 구조

적 의미의 애매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러한 애매성을 제거하는 방법과

RTTL로 기술된 시스템의 특성올 검중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

2) Petri nets과 TRIO 이중 언어 방법

Petri nets은 분석력이 뛰어난 시스탬 모델링 언어이다. 또한 시스템의 동

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특성도 있어 분석을 위한 시스템 모델령에 널리 사용되

었다. Petri nets과 TRIO의 이중 언어 방법에 대해 살펴 본다. 실시간 시스템

모텔링에 적합한 Time Petri nets에 대해 살펴보고 시스템 특성 분석올 위해

Time Peσi nets의 의미를 TRIO의 axIoms으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접

근 방법을 표현력이 뛰어난 Coloured Petri nets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기술했다.

마. Safety-Critical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

Safety-Cr:.tical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올 보창하기 위해 safety

assertion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여러 안전성 분석 거법

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려고 이중에서 SFTA에 대해 Peσi nets올 기반으로

척용한 예를 다루었다..

1) Hazard Analysis

Hazard analysis는 효과적인 안전성 프로그램의 핵심올 야루는 부분으로

서 시스댐의 설계， 테스팅， 운용， 유지보수 둥에 대한 대책에 영향을 미친다.

Hazard analysis가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설계와 운용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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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단계에서 hazard를 제거하거나 조절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hazard에 대한 분석 이다.

Hazard analysis의 방법으로 이제까지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되었다. 그들 각각

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올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들중 대표적인 방

1’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겠다.

가) Checklists

che다dists는 새로운 시스템올 개발할 때， 종전의 개발에서 경험한 실

수들과 교훈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여 특징으로서， 많은 개발 경험오로 부터

얻은 표준적인 설계 특정이 있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렘을 설계할 때

유용하다. 또한 이 checklists는 다른 hazard analysis 방법들의 바탕이 된다.

다만 이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간과하기 쉽다는 점과， 이 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조사하였올 때 셔스렘이 안전하다고 과신할 수가 있다는 접이 단점이다.

나) Fault Tree Analysis

Fault tree analysis는 항공기， 전자공학， 원자력 발전소에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서 hazard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hazard의 원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fault tree의 최상위 even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

아낸 것이다. FTA는 부울 로직을 이용해서 hazardous event를 구성하는 각

fault들의 조합을 나타낸다. fault tree에서 각 level에는 상위 level의 문제를 일으

키는데 기여하는 좀더 기본적인 event를 나열한다.

다) 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 Analysis

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 Analysis(MORT)는 사고 모

텔(accident model)로서 1970'건대 Nuclear Regulatory Agency를 위해 개발되었

다. MORT는 사고 조사(accident investigation) 또는 hazard 분석 방법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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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가 었으며， 그 기본올 이루는 사고 모텔은 시스렘에서 발생된 잘못 처리된

변화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한다.

라) Event Tree Analysis

FTA는 사스템의 failure의 정량적인 분석올 위해 많이 이용되는 방법

이지만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따른다. Event Tree

Analysis에서는 초기(initialing) event로 부터 그것이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결과들을 찾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hazard를 분석한다. 이 때 초기 event는 시스

템 구성요소의 f려lure 또는 시스탬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event가 된다.

마) Cause-Consequence Analysis

Cause-Consequence Analysis(CCA)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으로서 , 몇

가지의 탐색 모드를 결합한 형태이다. 즉 CCA에서는 critical event로부터 시착

하여 그 event의 원인 (backward 탐색에서 처럼)과 결과(forward 탐색에서 처

럼)를 결정한다. cause-consequence diagram에는 각 event플 사이의 시간 종속

성과 인과 관계가 나타나 있다. eCA는 critical event의 선택과 critical event를

구성하는 요소틀올 파악하고 또한 critical event의 가농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구성된다. 그리고 각 요소들간의 관계를 graphical model로 나타낸다.

바) Hazard and 0않:rability Analysis

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HAZOP)은 1960년대 영국에서 개발

된 것으로서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안전성 뿐만아니라 효울적인 운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HAZOP에서는 사고가 설계 포는 운용상에서 의도한 것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것올 가청한다. 그리고 셜혜에서 예상한 운용올 하였올 경

우 일어날 수가 있는 가농한 모든 일탈(deviation)상황과 그와 관련된 모든

h양ard를 찾으려고 한다. HAZOP는 pI없t를 구성하는 각 process unit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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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s，reactors둥과 같은)에 대하여 그리고 가능한 모든 hazard에 대하여 전문가

팀이 설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사) Interface Analysis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비호환성과 common-cause 또는 common-mode

failure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 요소간의 연결상태 및 관계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구성요소간의 관계는 physical, functional 또는

flow로 분류된다. 또한 이 분석 방법들에서는 구성요소에서 아무런 출력여 없다

든가， 과도한 출력을 낸다든가， 원하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 이 방법은 HAZOP를 좀더 일반화한 형태로 볼수가 있으며，

따라서 HAZOP와 동일한 창단첩을 가지고 었다. 그리고 이 방법의 효율성은 사

용된 방법과 얼마나 분석을 철저하게 했느냐에 의존한다.

아)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 는 귀납적 분석 방법

의 하나로서 발생할 수 있는 failure 를 예상하고 그 원언을 머리 제거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FMEA 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마다

일어날 수 있는 failure mode 콜 기반으로 하여 표를 만옮으로써 이루어진다.

FMEA 는 engmeer가 특별히 익혀야 하는 기술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속성과

그 속성이 전체 시스댐에 주는 영향을 기술하는 훈련된(disciplined) 방법이다.

FMEA 와 유사한 것으로， 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가 있

다. F:MECA에서는 Fl\1EA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결과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 en디cality analysis 를 추가하였다. FMEA 도 순위를 정하논 방법올 제

공하지만， FMECA 가 좀더 formal 한 방법을 제시한다.

자) Fault Haza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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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Hazard Analysis(FHA)는 FTA와 같은 시기에 개발이 되었고

Minuteman missle system에 사용되었다. FHA는 근본적으로 FMEA또는

FMECA와 유사하지만 사람의 오류와 절차상의 미홉성， 환경의 여건둥올 추가적

으로 고려하였고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 failure에 대해서만 분석융 한다는 것

이 FMEA 포논 FMECA와 다르다.

FMEA 또는 FMECA에서 마찬가지로， FHA는 실제 failure에 대한 정보를 이

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유도하는 역할올 한다. 그

리고 FMEA 또는 FMECA에서 처럼 하나의 failure에 대한 분석을 한다.

차) State Machine Hazard Analysis

State Machine Hazard Analysis(SMHA)는 처음에 소프트웨어와 관

련된 hazard를 찾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소프트웨어와 다른 구성요소들의 행위를

모델링을 하고， fault와 failure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사이의 연결 부분

(interface)에서 모텔령올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서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또한 이 방법온 설계의 안전성과 결함 허용성

을 분석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요구사항올 결정하거나， safety-crirical

software function을 찾올 때도 사용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가지 많은 hazard an머YSIS 방법들이 제시되고 사용되

었다. 하지만 각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단점올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적용

하기에 유용한 것은 별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주먹구구식이든

좀더 정형화된 방법이든지 시스템의 행동올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이 가칠수 있는

hazard를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보는 소프트웨어와 분석， 설계 그리

고 검증에 이용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hazard analysis 방법올

사용하여 hazard에 대한 청보를 수집한 후에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올 셜계

해하 한다. 안전성을 고려하는 설계에는 두가져 방볍어 있다. 그 하나는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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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올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준과 관행을 따르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hazard analysis를 길잡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이고 따라서 반드시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바. 신뢰도 향상 기법

신뢰도 향상 기법으로는 결험 허용 기법플을 이용한 신뢰도 향상 방법과

코드 또는 명세의 검토와 연관된 fagan inspection에 대한 조사 및 실험 결과를

기술 하였다.

1) 결함 허용 기법들

소프트웨어의 결합은 하드웨어의 결함에 비하여 발견하기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설계 과청의 부정확성 또는 구현 과정의 실수에 의하여 발

생한다. 소프트웨어의 결합 허용을 위한 방법들은 대부분 설계 다양성 (design

diversity) 개념을 기초로 한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동일한 서비스흘 제공

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 때 이 소프트웨어 하나 하나를 v때ant

라고 한다. 또한 각 v때ant로부터 얻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decider가 필요하

다. 다옴에서 설명 할 recovery block에서는 alternative가 V따iant의 역할을，

acceptance test가 decider의 역할을 하고， N-version programming에서는

verSIOn이 variant의 역할을 voter가 decider의 역할을 한다.

가) Recovery block

checkpointing과 alternative backup의 복합된 형 태로 소프트웨어의 설

계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primary module의 수행올 시작하기 전에

checkpointing올 하고， p파n따y module올 수행한 다음， acceptance test를 한다.

acceptance test를 통과하게 되면 recovery block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

이고， 통과할 수 없으면， 전에 checkpointing 정보를 이용하여 recovery blo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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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부분으로 rollback을 시키고 다음 모률올 수행한다.

acceptance test를 통과하거나 모든 모률올 시도해 볼 때까지 위과정을 반복한

다. 만약 모든 모률을 시도했는데도 성공올 하지 못하면 상위의 recovery block

에서 처리를 하게 한다. 이 방법은 acceptance test에서 얼마나 성공척으로 에러

들올 발견하는 가에 크게 의존한다.

나) N-version programming

동일한 일을 하는 모률을 서로 상이하게 설계하고 구현함으써 한 모률

에서 발생한 결함을 제대로 동작하는 다른 모률올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이 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논 N개의 모률을 서로 독립적안

환경에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

다) Self-Checking program(SCP)

프로세스의 수행 결과를 통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self-checking

소프트웨어 component는 하나의 variant와 하나의 acceptance test로 구성되거나

두개의 V따iant와 하냐의 comparison algorithm으로 구성된다.

라) Conversation scheme

병렬(concurrent) 소프트웨어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recovery block 개념올 확장시칸 형 태 이다. 하나의 conversation은 하나의

recovery line과 test line, 그리고 두개의 side wall이 그 boundary를 형 성한다.

recovery line은 프로세스틀 사이에 interaction올 하기 전에 설정된 각 프로세스

recovery point들의 집합으로서 나중에 결합이 발견되었올 경우， 프로세스틀의

rollback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test line은 conversation에 참가한

프로세스들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인 지， 아니면 거부하고 다른 alternative 모률

틀올 수행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두개의 side wall은 conversation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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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들의 정보가 그외의 프로세스로 유출되는 것올 방지함으로써. rollback

의 범위를 줄이는 역할올 한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프로그래머에게 각 프로

셰스의 적절한 위치에 recovery point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준다.

마) Programmer-Transparent Coordination(PTC)

이 기법에서는 도미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프로세스의

recovery block내에 적절한 recovery point를 자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래

머에게 주는 부담을 졸여 준다. 그리고 conversatin scheme애서는 acceptance

test가 동기화되어 있지만. PTe에서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그들의 RB의 수행올

성공할 때까지 checkpoint를 유지하는 한 각 프로세스틀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기술로는 다중 프로그래밍 언어

를 이용한 결합 허용 기술， 통합된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구조， 그리고

recoverable metaprogram이 있다.

통합된 소프트웨어 결함 포용 기술은 recovery block 또는 N-version

progranunmg에 exception handler를 포함하는 구조에 관한 연구로서 ,

Fault-Tolerant Module이 제안되어 있다.

Recoverable Metaprogram은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있는 결함 허용 방법

(RB. NVP, conversation, PTe)들에 대한 수행 블(execution framework)을 제공

함으로써， 프로그래머에게 그플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결함 허용 정책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Fagan Inspection

소프트웨어 검토(review)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 filter' ，어l 해당

한다. review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여러 곳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결함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기농올 제공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검토에는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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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폰재하는데 그 중 M. Fagan에 의해 제안된 페이건 검사 방법이 널리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건 검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검사의

결점 찾기 효율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행하였다. 그 결과를 투표와 자체 점검

코드의 결점 찾기 효율과 비교하였다.

가) 페이건 검사 방법론

검사 방법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과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폭포 수

형 모델을 따를 경우 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산물이 생성된다. 검사 방법은 각

단계가 끝난 후 그 산물을 검사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주입된 결합올 없앤다. 요

구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 사향을 검사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의 산물올 그리

고 구현 단계에서는 원시 코드를 검사한다. 그리고 테스팅 단계에서는 ‘테스트할

입력 자료와 계획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976년에 제안된 페이건 검사 방법은 모든 단계에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검사 ‘

방법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몇가져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o 계획，개관， 준비，검사，재시도 그리고 확인의 여섯 단계.

o 의장，낭독자，검사자 그리고 대상 프로그램와 작성자 네 역할.

o 과정과 대상 자료의 정형적 수집.

나) 페이전 검사 관련 실험틀

페이전 검사가 제안된 이후로 많은 프로젝트에서 페이건 검사의 효율

올 주장하는 경험 결과들이 있었다. 페이건 검사의 목적온 크게 두가차로서 하나

는 대상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 공정중 생산성올 높

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물의 신뢰도를 효율적으로 높였다는 것은 많은 문헌들에

서 나타나있다.

페이건 검사와 다른 방법과의 비교는 주로 유사한 방법틀이 walkthrough에 대

해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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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들은 모두 페이건 검사가 테스팅에 비해 세배이상 많게는 열배 .이상

효율적이었으며， 소프트훼어 전과정에 있어서 비용올 크게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이 결과틀은 통체된 설험 결과가 아니다. 즉 테스팅과 페이건 검사

툴 다를 실험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이전 경험에 비추어 그 결과를 추정한 것

이므로 완전히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 Safety-cri띠cal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개발의 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safety와 신뢰도를 보장하는 기법플이

어떻게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올 살펴보고 이들이 원전 계측 제어 소프트훼어 개발에

적용될 때의 한계점올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거 위한 방안올 고려함요로써 원전

소프트웨어 개발올 위한 새로운 개밥 방법론올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

웨어 개발 과정올 체계적￡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

델령 기법에 대해 다룬다.

1) 가폰의 소프트쐐어 개발 방법론

가) Phased life cycle model (waterfall model)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구조화된 과정을

구조화된 과정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시된 모델이다. 여기서는 각 단계(phase)간

상호작용이나 중첩이 없이 단계둘올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각 단계에

서 생성된 산출물은 다음 단계를 위한 기준선(baseline)이 되어 다음 단계에서의

개발이 진행될 수있다.

나) Prototyping model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요구 명세의 변화， 시스템의 성농 향상， 소프트웨

어 오류의 수정둥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시스댐올 변화시키는 알련의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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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통하여 진화되어 간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이 번번히 발

생하고 이들은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적

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원형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렐은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에서 개발된 소프

트웨어 원형올 통하여 시스템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올 모;

텔링한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이익과 위험요소 분석， 개발비용과 문제 해결 방법의 선택 둥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틀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할

때 타당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다. 원형화 방식의 주된 이점은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 사항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은 문제에 대한 기폰의 지식과 만족스러운 해결방안

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위험요소이다. 원형화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전체 사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의 투자없이 개발과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요소틀올 줄일 수 있다.

다) The spiral model

Spiral 모텔은 waterf머l 모델과 prototyping 모델의 장점올 취하면서

이 두 모텔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위험 분석(risk analysis)올 포합하는 모델이다.

이 모텔은 네개의 주요한 활동으로 구성됨다.

o planning: 목적과 대체 사항(머ternatives) 및 제약점 둥올 결정한다.

o risk an외ysis : 대체 사항올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한다.

o engineering : next-level의 제품올 개발한다.

o customer evaluation : engineering의 결과를 평가한다.

Spiral 모델은 현재 대형 시스탬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

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었다. 이 모델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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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각 진화 단계에서 위험올 파악하고 대웅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이 모

텔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prototyping을 사용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자에게 진화의 어느 단장l에서든 prototyping올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이 모텔은 waterf때 모텔에서 제샤하는 체계적인 단계를 적용하지만 보다 실

제적으로 실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반복작인 구조를 사용한다. Spiral 모텔은 프

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기술적인 위험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데 이것이 적절히

적용된다면 위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텔과 마찬가지로 spiral 모델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 모텔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 평가 전문 지식올 필요로 하며 성공은 이런 전문

지식에 의폰적이다. 또한 모델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모델로서 기폰의 모텔들처

럼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텔의 유효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

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Cleanroom 개발 방법론

Cleanroom 개발 방법론은 생명 주기의 초기 단계인 명세， 설계 단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형적 기법의 도입， 팀 재검토 둥 여러 개발 방법틀을

사용하고 있다. Cleanroom 개발 방법은 통계적인 품질 제어 아래 고품질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 기반， 팀 가반 공학 프로세스이다.

Cleanroom 프로세스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형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객체에 기반올 두는 box. 구조를 이용하여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상세화하여 시스햄을 설계한다.

시스템의 올바름 검중에서는 단위 테스팅에 의폰하지 않고 여러 명으로 구성

된 재검토에 의해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검증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방법으로는 테스팅의 Coverage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작성된 통계적 사

용을 기반으로 테스팅을 수행한다.

- 198 -



가) Cleanroom 기술틀

Cleanroom 프로세스에서 개발 팀의 목적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은 소

프트웨어를 테스팅 팀에게 건네 주는 것이다. 그리고 테스팅 팀의 목적은 소프트

웨어의 품질을 테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올 과학적으로 인중해 주는 것이다.

즉， 오류를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올 올

바르게 평가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계층적 개발， box 구조 명

세 및 설계， 올바름 검증， 그리고 통계적 품질 인중에 기반을 둔 기술적 숙련과

관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나) Cleanroom 프로세스의 적용

엄격하고 완전한 Cle하}foom 구현(implementation)은 신뢰도의 과학적

인증을 통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올 가능하게 한다. 기술 전이로 인한 모혐

(risk)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으로 단계적 접근방법올 소개한다. 처1계

적으로 기술 이전 프로세스를 연속적인 세 구현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 구현(introductory implementation)은 Clearπoom의 기본 원리와 몇가지

중요한 기술툴올 소개하고 있다. 팀의 경험과 신뢰가 점접 중가해 감에 따라 정

확성과 엄격성을 추가한 완전 구현(full implementation)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Cleanroom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단계인 향상 구현

(advanced implementation)으로 옮겨갈 수 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본적 구현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예술적 기질(craft)에 기반올 둔 프로세스

에서 공학적인 기술로의 이동이라 볼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단위 태스

팅에서 오류를 검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명세， 설계， 검증 단계에서 오

류를 방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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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 구현

완전 구현은 기본적 구현에 의해 생성된 토대를 성숙시킨 과정이다.

기본적 구현 단계에서 사용된 box 구조 명세 및 설계의 정형적 방법， 올바름 검

증， 통계적 테스팅， 그리고 신뢰성 언증 둥에 엄격성(rigor)올 더 추가한 것이다.

대규모의 크기의 Cleanroom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팀-대-팀의 접근 방법이 사용

될 수 있다. 즉， 개발중인 시스템의 계충적인 구조는 작업에 대한 구상 및 분할

올 할 수 있는 근간올 마련해 주면 여러 소규모 팀의 계충에 대웅시켜 작업 할

당을 할 수 있게 한다.

(3) 향상 구현

이 단계에서는 국부적인 환경에 대해 Cleanroom 프르세스를 최적화

(optimize)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향상올 통해 표로셰스를 향상시킨

다. 전문 실무자들로 구성된 Cleanroom 센터를 만들어 Cleanroom 거술 향상에

노력올 기울이게 하고 프로젝트 팀의 교육 및 자문올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Cleanroom 프로세스는 보다 더 큰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조직 이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긴급하고 갑작스런 시스템 개발애도 사용되

어 품질， 생산성， 경비 절하 둥의 효과를 올릴 수도 있올 것이다.

3)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Safety-cri피cal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가장 큰 특정은 fail-safe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더라

도 절대적으로 f려I-safe 하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신뢰도를 갖더라도 한번의 실패가 시스댐의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올 줄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는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로서

적절치 않다. 따라서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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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영향올 미치고 결국 전체 시스템올 심각한 상태로 이끄는 잠재적인

hazards를 파악하고 평가 및 제어하여야 한다.

Safety-critical 시스템의 개발에서 safe한 사스댐의 운용올 위해 safety

analysis가 필수적이지만，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구현하여 신뢰도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safety analysis만올 고려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전혀 고

려하지 않올 경우는 고려해 보면， safety analysis에 의해 시스댐의 설계의 오류

라던지， 고려하지 않았던 시스템의 안전성올 발견하게 되어 새롭게 시스템의 요

구사항을 변경하고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한 후， 다시 안전성 분석올 수행하여 시

스댐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재설계， 재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추가될 수

도 있요며 결국 포다른 재설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safe한 시스탬올 개발

하기 위해 수차례의 반복적인 재개발올 거쳐야 한다.

4)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정형적 표기

이제까지 시스템에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스템올 개발하기 위해 개

발되는 시스댐에 관심올 두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비효옳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올 경우 아무리 좋은 개발 방법올 쓰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협들 것이다. 개발 과청올 효옳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유지시키기 위

해서는 시스탬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정의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정형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령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연구의 하나로 Petri nets올 이용하여 소

프트웨어 개발 과정올 기술하고 분석하는 연구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령

소프트웨어 시스탬 개발은 여러 프로세스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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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세스틀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프로젝트를 원

활히 수행올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

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텔은 이려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들의 기술로서 아를

기반으로 추론(reasoning) ， 분석이 가농하다.

나) At뻐et 모델

AttNet 모텔은 분산 환경을 고려한 프로세스 모델로서 분산 수행의

기본 단위인 행동객체(activity object)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 객체는 외부와의

통신올 위한 입출력 큐와 내부 프로세스를 가술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행

동 객체 간의 통신은 입출력 큐를 통한 메시지 전송(message pass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 결 론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계측 제어 소프트웨어는 안전성， 신뢰성， 확실

성， 무결성 둥을 필요로 하는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안전성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및 안정 운영과 직

결되므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과 달리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보다 정형척인 방법으로 시스탬올 표현하고 이를 기

반요로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확인 검증 기법들이 제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기존 소프트웨

어 개발 방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초기 개발 단계(즉 요구 명세 단계)에 형

식이론(formal method)올 도입하여 시스템올 기술하고 이를 기반i로 시스댐의

올바름 검사 및 안전성 분석 기볍올 제꽁하고 전반작인 safety-critical 소프트웨

어 개발 방법론올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safety-cri디cal 시스댐의 명세 및 검증 기법올 보다 엄

밀하게 정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 하며 또한 시스댐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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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성 분석 도구를 설계 빛 개발하는 것이다. 시스템 명

세 및 검증 도구와 안전성 분석 도구는 원전 소프트훼어 개발시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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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국내와 협동 연구체제 구축 및 활동

본 절에서는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 받은 내용과 국제 표준활동의 참가

및 국채공동연구 내용올 기술한다.

국내 전문가로는 포항공과대학의 강교철 교수를 초빙하여 requirements

engineering 분야의 자문올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차성되 교수를 초빙하여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하여 자문올 받았다.

국제적인 활동으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e)에 참가하여 원전 계측제어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에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올 제시한바 있으며， 선진 각국의 전문가틀과 많은 의견율 교환

하고 상호협력올 위한 비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해 놓았다.

이외， 국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LLNL과 안전 커널(safety kernel), 형식

이론(formal method) 및 인공지놓 기법올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검중 기

법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가. 요구사항분석 엔지니어링 분야

。 초청 전문가 : 포항꽁대 강교철 교수

。 자 문 내 용 : requirements engineering

。주요자문 내용 :

- requirements engineering에 있어셔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 내용

- types of error in requirements

- Requirement Problems

- SEI REAW workshop recommendations

- 포항공대에서 수행중인 requirements engineering ac피vities

- current implementation of ASA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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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DAL : A POSTECH requirements engineering environments

- ASADAL methodology & tools

나.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야

。 초청전문가 : 한국과학기술원 차성덕 교수

。 자 문 내 용 : software safety issues

。 주요자문 내용 :

- software safety의 특정

- safety cri다cal system software control

- safety concerns

- software safety technology의 필요성

- software safety approaches

- software safety techniques

- software safety requirements

· identification and analysis interactive failure-mode analysis

- Aerospace safety -oriented petri Nets (Ae SOP)

· Features

· Extension at KAIST,

2. 국제 표준화 활동 참가

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e) 표준회의 참가

1) 서론

IEe(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목적은 전기， 전자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표

준화의 모든 문제와 관련사항에 관해 국제협력올 촉진하고 이에따라 국제적인

의사전달올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각국의 총의를 가놓한 표현하는

IEe 규격， 특히 국제규격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 칸행불올 발간하고 이것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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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규격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달성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성(DOE) 산하 전력연구소(EPR!)를 중심으로 현재 가동중

인 발전소와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의 Upgrade에 관한 사항올 정리한 integrated

I&C upgrade plan에서 현폰 원전의 문제첩과 이를 해결할 기술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는 퉁 신형 원자로 개발 및 원자력 이용 관련 기술 개발올 지속적

오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1 위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히

타치의 NUCAMM-90, 도시바의 PODIA둥 개량형 계측제어 기술 개발과 같은

21세기 원자력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Edf의 N4. 캐나다의

CANDU3퉁 유럽 각국과 캐나다풍에서도 원전에서의 신기술 확보를 위해 전력

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선진 각국에서는 원자력에서의 기술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일면 경

쟁， 일면 협력의 전략으로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이

러한 기술패권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계 기술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화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세계적인 기술협력체계

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

기계획하에 첨단 계측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

전 계측제어 계통의 첨단 계측제어 설계개념， 계측 및 감시계통， 디지탈 제어 및

보호， 분산재어， 프로세스 컴퓨터， 운전지원계통， 보수 빛 유지체계， 표준화， 소프

트웨어 확안 및 검증 방법론 개발 둥의 세부 분야에서 세계 기술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기술개발 전략에 반영하고， 이 분야 국제 표준화 작업에 동참하

여 봉사함으로써 세계속에 한국 원자력산업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익올 보호하고

자 한국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기폰 원자력발전소는 계측제어 기가의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도 및 신뢰성어

떨어져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격고 았다.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고 앞으로 건설할

원전의 게측채어 계통올 위해서는 디지탈 계측제어 기술의 도입하여 설계의 유

연성， 확장성， 신뢰성， 경제성동을 향상시키고 표준화， 모률화를 통하여 고장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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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둥 보수유지블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과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뎌지툴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심 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

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

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들을 논의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자 IEC/SC45A(국제전기기술 위원회 원자로

용 측청장치 ) 중 Working Group 3(Application of Digital Processors to Safety

in NPP)에서 적극적으로 활통하였다.

lEC에서 개발된 표준 중에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으로 IEC 880-1986 이 있다. 이 국제표준은 최근 디지털화 추세에 있는

원전， 계측제어 계통의 개발과 안전 심의 기준으로， 캐나다 Darlington 발전소와

프랑스 l'T4 발전소 계측제어 계통개발에 사용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이 표준은 개발된지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

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뻔만 아녀라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개발자와 규제자가 공감하는 심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연구와 개정올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EC/SC45AC국제 전기기술위원회 원자로용 측청장치) 분과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이의 개정을 위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1995년 프랑크푸르트회의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다음과 같은 국제표준에 대한 각국의 comment를 검토하여 반영하였으

며， 이 회의에 처음으로 한국대표가 파견되어 국제표준 개발에 동참하였다 ..

。 SC45AJWGA3CDraft Chapeau)3: Jan. 1995

’'Nuclear Power Plants InsσlUllentation 없d

Control Systems Important to Safety: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uter based Systεms"

。 SC45A(U.K.)l 11: July. 1993

1’General requirements for computer based systems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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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 SC45A!WGA3(j. Boule ’h)l: Jan 1995

"Software for Computers hn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Supplement 2 to Publication IEC

880(986) ’l

。 SC45A(Sec.)189: July 1994

"Software for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First supplement to IEe 880"

상기 draft들중 특히 CS45A(Sec.)l897} IEC 880의 핵심부분에 대해 새로 개발

되고 있는 draft로서 CD defences against common mode failure, (Z) formal

specification and design methods, ® automated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mportant to safety, ® use of pre-existing software products, ®

safety-related applications둥올 다루고 있다. 아들 5개 분야별로 자발적인 작업

반올 만들어 각 국가 별로 보내온 검토의견들올 재검토하여 국제표준 개발과정

에 수용하거나 제외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과정에서 국가별 의견올 수용하

기는 쉬우나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콜 제시해야 하기 때분에 쉽지가

않았다. 즉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국가의 의견이 국제표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포한 이들 분야는 미국 IEEE에서도 많은 관심올 가지고 있으며 IEEE

Software Engineering Committee의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이 IEEE

1228 "Software Safety Plan"올 계속 발전서키기 위한 공통의 연구분야 이기도

하다.

원전 계측제야시스템 디지털화 추세에 의해， 컴퓨터 기반 안전시스탬을 위한

국제표준화 노력이 활발하였으며 앞으로 전개될 WTO 체제 하에서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컴퓨터 기반 안전 시스댐에 대한 국제 표준인 lEC

880올， 영국 Sizewell B Plant, 프랑스 Chooz B Plant, 캐나다 Darlington 발전소

와 같은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제어 기술올 적용한 발전소 설계에 대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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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각국에서 채택하여 사용합에 따라 그 중요성이 한충 부각되었으며 미

국의 IEEE 표준과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국제 표준회의에서， 실제 원전 디지털 I&C 시스댐올 개발해 본 나라의， 경험

에서 나온 의견이 국제 표준에 가장 많이 반영되었고 특히 프량스 대표를이 가

장 활발하였다. 다음으로 영국과 캐나다 대표가 자국 경헝올 국제 표준에 반영하

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Westinghouse와 NRC의 경험과 권위를 앞세워

많은 활동을 하였다. 원전 계측제어시스댐에 뎌지렬기술 적용시 현안문제로 풍장

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분야와 주제어실의 설계개선올 위한 국제 표준올 제

정하기 위한 검토 회의에 참여하여 각국에서 파견된 대표들과 많은 의견올 주고

받았으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비공식 채널올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원

자력산업 규모에 맞게 적극적으로 국체표준 제정 노력에 동참하고 국익도 반영

하여야 할것이다.

2) 업무수행 내용

가)출장개요

CD 출장지 : 독일 프량크푸르트， Simens-KWU, VDE!DKE-Premises

@ 여행목적

0 주목적 : IEC/SC45A(국제전기 기술위원회 원자로용 측정장치)

회의 참석

。부차적목척 :

- 원전 계측체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검증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노력 동참 및 한국입장 반영

- 선진각국 전문가들과의 기술교류 및 자료업수

나) 국제표준회의(IEC/SC45A) 참석 :

(1) 업무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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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푸랑크푸르트에서 열련 IEC/SC45A(국제 전기기술위원회 원자로

용 측정장치)의 Working Group 3<Control room)과 SC45A 총회에 참석하여 현

채 제정중인 다음과 같은 국제표준에 대한·각국의 'comment를 검토하여 반영함.

。 正C 880 : softwc;r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Ia따s.

o IEC SC45A(U.KJlll, IEC SC45A(Sec.)l89, IEC SC45A(Draft

Chapeau)3

。 모e 1771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control room design

。 正C 1772 : visu리 display unit application to main control

room in NPP

。 function analysis and assignment in conσ01 room design

(2) 수집내용

0 모C SC45A(U.K.)l11 :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uter-based

systems important to safety in nuclear power pI따Its.

。 표e SC45A(Sec.H89 : software for computers important to

safety for nuclaer power plants. f납st supplement to IEC 880.

O 正e SC45A(Draft Chapeau)3 : nuclear power plants I&C for

systems important to safety(general requirements for

computer based systems).

。 영국 Sizewell B 발전소에서의 IEC 880 적용 경혐

。lEe 1771 Draft : V&V of design main control room

。 正C 1772 Draft : application of visu리 display unit

。 Supplementary to IEC964 : function aalysis and assignment in

CR design

。 그 외 LEC 880 Supplement 1&2에 대한 각국 의견 및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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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접촉인물(성명，소속， 직위)

。 Mr. Gallagher. J. Chairman of IEC/SC 45A, US NRC ‘

。 Mr. Harauz, ], Ontario Hydro H12 D27.

。Mr. Kersken, M, Chairman of JEC/SC 45P.JWG3, ISTec,

Gennany.

。c. JaCQuernart. IEC 않chnie리 officer

。 N.w짧ay따na， SC45A, Working Group 8 Ch없rrnan

。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벨기에 동의 각국 대표와

IAEA, IEG 동의 국체기구 대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디지털화 추세에 의해， 컴퓨터 기반 안전시스템올 위한

국제표준화 노력이 활발하였으며 앞으로 전개될 WTO 체제 하에서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컴퓨터 기반 안전 시스댐에 대한 국제 표준인 IEC 880을， 영국 Sizewell B 발

전소， 프랑스 Chooz B 발전소， 캐나다 D따바19ton 발전소와 같은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제어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설계에 대한 인허가 요건으로， 각국에서 채태

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으며 미국의 IEEE 표준과는 경

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국제 표준회의에서， 실제 원전 디지렬 r&C 시스템을 개발해 본 나라의， 경험

에서 나온 의견이 국제 표준에 가장 많이 반영되었고 특히 표랑스 대표들이 가

장 활발하였다. 다음으로 영국과 캐나다 대표가 자국 경험올 국제 표준에 반영하

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Westinghouse 와 NRC의 경험과 권위를 앞세워

많은 활동올 하였다.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에 뎌지혈기술 적용시 현안문제로 풍장한 소프트웨어 확

인 빛 검증분야와 주제어실의 설계개선을 위한 국체 표준올 제정하기 위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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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여하여 각국에서 파견된 대표들과 많은 의켠올 주고 받았으며 상호 협

력할 수 있는 비공식 채널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원자력산업 규모에

맞게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제정 노력에 동참하고 국익도 반영하여야 할것이다.

내년에는 스웨덴 스톡흘롭에서 회의가 개최되며 우리도 수년내에 이와같은 핵

심적인 국제표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IEC TC45의

Chainnan 인 Mr. Goodings와 IEC Central Office의 Mr. ]acquemart로부터 조만

간 IEe TC45 국제표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해 줄 것올 요청 받았다.

나. IEEE 소프트웨어 공학 표준화 활동

1) IEEE SESC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

IEEE의 Softweare Engineering Standard Committee(SCSE)에는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관련 표준틀을 기획하고， 현재기술 수준올 면밀히 검토하여 표준

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올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15개의 Planning Group이 구

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o software testing planning group

。 software reliability planning group

。 software process measurement planning group

。 software product measurement planning group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programming language

and software engineeling standard planning group

。 life-cycle for non-traditional development approaches planning

group

。 confonnance testing and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pI없mmg

group

。 criticality and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planning group

。 process maturity and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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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 software reuse planning group

。 use of fonnal methods planning group

。 object-oriented methods planning group

。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

。 software system engineering planning group

。 user documentation planning group

이중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자립하고자 하는

원천 첨단 뎌지털 계측제어 사스템과 같은 Safety-cri디cal 샤스댐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여 앞으로의 표준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 그룸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19개 국가의

130여명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토론은 전자우

면올 이용하고 있다.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Dr.

Dennis Lawrence가 현재 이 그룹의 Chainnan이며 다음과 같은 Action Plan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Forward

List of Planning Group Members

1. Introduction

1.1 Purpose

1.2 SeQ않

1.3 Audience

1.4 Overview of Document

2. Need Statement

Tenns of Reference

Application of User Expectations

3. Existing Related and In-Work Standards

- 213 -



List of Standards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of Existing Standards

Source of In-Work S떠ndards

Assessment of In-Work Standards

4. Factors Influencing Future Directions

(for example, technology, regulations)

Methods to detennine user needs

5. Recommendations

Opportunities for improving or consolidating existing standards

Existing standards for IEEE adoption

Coordination with in-work standards

Potential New Standards

Improvements to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Master Plan

3. 국제공동연구

가. 국제공동연구 계약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기술 자립올 목표로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

성 보장기술올 연구하고 있는 불 과제에서는 기술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외

협동 연구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올 가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 분야

에서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는 미국의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의 Computer Safety and Reliabiliψ Group (CS&R)과의 국제

공동연구 계약올 맺었다.

이 CS&R 그룹에는 리더인 Gary Lynn Johnson올 중심으로 컴퓨터의 Safety,

Reliability, Security관련된 각 분야 별 세계적인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와 미 국 에너지성(DOE)를 지원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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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국제공동연구 수행내용(l차년도)

이러한 계약에 의해 1차년도 공동연구 수행올 위해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

l 명이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4개월간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1차년도 계약에서는 기초적인 연구 테마로， 소프트웨어 Safety

Kernel과 AI-based Audit Tool개발에 대한 두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현재 같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외에도 l차년도 공동연구 수행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CS&R 그룹의 연구실적 및 연구진행내용 파악

가) 연구 진행 내용 요약

CD software reliability: 고신뢰도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기 뷔한 현재기

술올 평가하는 과제로서， NUREG!CR쥔101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권의 새로운

NUREG, “Survey of Industry Methods"와 "Design Factors for Safety Critical

Software"를 발간하였다.

(Z) testing of existing software: 원전 안전 관련 웅용분야에서의 기폰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올 평가하는 과제로서 Commercial

Off-The-Shelf(COTS) 검증 방법올 연구하여 UCRL-ID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

술틀을 평가하는 과제로서 draft handbook올 개발해놓은 상태여다.

@ hazard analysis of computer systems: vendor hazard analysis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위한 기준과 지침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상

황으로서는 ha강rd analysis 방법과 특성올 종합하고 hazard analysis 도구틀의

demonstration올 실시하였으며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s safety

journal에 관련 논문올 제출해 놓고 있다. 이 과제는 1995년 10월까지 완료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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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 Commercial Off The Shelf(COTS) Software: Vendor와 COTS 소

프트웨어 평가 지침서 개발올 목표로 Draft 지침서가 개발되어 현재 NRC의 검

토를 받고 있는 중이며 관련 NUREG이 올해 년말쯤 나올 예정이다.

® Defense in Depth and Diversity(DiD&D): NUREG-0493에 있는

DiD&D 분석 절차를 개정하기 위한 과제로서 새로운 NUREG/CR-6303올 발간

하였다.

CD update Standard Review Plan: 1997년초를 목표로

Computer-based I&C 관련 내용올 새로 추가하여 가존의 SRP를 개정하기 위한

과제로서 현재 Draft Sec피on들이 NRC와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다.

@ Computer Security: 원전 sabotage를 예방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틀

을 평가하는 과제로서 올해 10월까지 관련 NUREG올 발깐하고자 하고 있다.

® Software Complexity: 잠재적인 문체를 예견하기 워한 complexity

·MeπlCS의 사용올 평가하는 과제로써 기존 metrics들의 문제점올 파악한 보고서

를 작성하였다.

® NRC Staff에 대한 LLNL 기술전수: LLNL CS&R Group에서 연구

한 결과를 NRC Staff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세미나를 13차례 수행하였다.

@ Labtop-based Audit Tools: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감사(audit)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시스템올 1996년 가을까지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써 현재

개념 설중(demonstration)이 끝난 상태이다.

@ Safety Kernel : Safety Kernel 구성올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

서 개발올 목표로 현재 초기 정의 개발이 끝난 상태이며 확률론적 위협도 분석

(PRA) 도구를 용용하고자 하고 있다.

@ Four Party Design Demonstration: NRC four party guidance를

평가하기위한 방법으로 Generic Water Level Control Problem올 설계하고 구현

하고 있으며 현재 소효트웨어 프로그랩 매뉴얼과 요구명셰 및 시험계획 둥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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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1996년에 설계완료하고 1997년에 demonstration할 예정이다.

®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Audit Guidelines: 소프트웨 어 개발

공정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감사 지침서 개발올 목표로 내년 중순에 fmal

Draft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는 또한 laptop-based audit tool 개발과

제의 입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Regulatory Guildes 개 발: Configuration Management,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Lifecycle, Reviews and Audits, Testing 둥에 관련

된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들올 원자력 분야에서 Endorse하기 위

한 Regulatory Guide 툴올 개발하고 있다. IEEE 1012, "Software V&V Plan'’을

시작으로 Standard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Database화 하고 있다.

이외， NRC를 위해 방사선 치료에서 컴퓨터사용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

하고 있으며， 일본 ABWR I&C 경험에 대한 세미나가 추진 중이며， 체코 공화국

원전 Regulatory Authority S않if 교육과 기술전수 과제를 수행 중이다.

나) 초기 연구(Initial Efforts) 수행

(1) Safety Kernel 기법 연구

컴퓨터 서스템에서의 kernel 개념은 1968년 D파{stra때부터 시작되었

다. 즉 컴퓨터 운영체제 개발에서 주로 kernel 개념이 이용되었으며， 이후 컴퓨터

security시스댐 개발에 이 kernel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afety kernel이라

는 용어는 1983년 Nancy Leveson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89년 John

Rushby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kernel 개념에 의한 Safety-critical 시스템의 개발은 필수 V&V scope

올 줄여 줌에 따라 안전성 확보는 물론 V&V 및 규제비용 갑소 효과가 있어 많

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safety kernel 개념올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공동 연구

에서는 John Rushby의 Safety Kernel 개념을 기초로하여 원자력 발천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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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는 safety-kernel 개념올 재 정립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상의 Boiler 수위제어 시스템올 대상으로 그 가능성올 실험하고 있다. 현재

safety-kernel 개념의 실용적인 구현올 위해 원전 design basis event 분석에 주

로 사용되는 확률론적 분석기법에서의 고장수목분석(Fault Tree Analysis)과

Event Tree Analysis를 결합한 방식올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safety kernel

기법과 소프트웨어 요구분석 단계와의 관계， 형식이론과의 연계 가능성을 연구하

고 있다.

(2) AI 기법올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공청 검증 기볍연구

NlJREG/CR-6101 , "Software Reliability and Safety in Nuclear

Reactor Protections Systems"와 UCRεID-I08725， "TechniQues, Processes, &

Measures for Software Safety and Reliability“에서 정립된 소프트웨어 개발공

정 검증 방법론에 따라， 검사자가 수행하는 원전 다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

웨어의 각 공정의 검중올 지원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은 인

공치능 추론 기법중의 하나인 case-based reasoning 기법올 이용하여 일부

demo용 prototype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용용 프로그랩의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을어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올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 중 대표적인 것은 첫째， 새로운

추론기법 선정과 전체 추론 구조의 재구성， 둘째， 철저한 knowledge engineering

과 checklist에 의폰한 검사기 겁의 타당성 충명， 세째， 검사 이력 데이타베이스의

구성과 지식베이스와의 결합， 네째 보다 개선된 man-machine interface system

둥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과제는 최종 실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틀올 안고 있으며 그만큼 위험부담도 놓은 상황이다.

다) 기타 수행내용

Janusz Zalewski, Greg Suski둥 세계적인 전문가틀과의 의견교환으로

- 218 -



보다 생생한 현재의 기술수준 파악이 가놓하였고 관련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이를 계기로 software safety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s comillittee의 software safety planning group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는 관련 자료 수집과 의견교환에 또 다른 창구역할올 하고 었다.

이외 본 방문 기간동안 서로의 상황올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터는 보다 체계

적인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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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측제어 시험설비 개발

제 1절 개요

원자력발전소 계측채어계통의 개발은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prototype

및 mockup 둥을 개발하여 개발훨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된 prototype 및 mockup은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

상태의 선호를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요구 출력신호를 발생하여 원전의 상태가

정상상태 또는 운전원이 요구하는 상태로 전환되는지룰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계측제어계통에 적용되는 기술이 접차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띤서 계측제

어계통의 기능이 종합적이고(integrated), 지능적이며(intelligent) , 다양해(diverse)

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신호틀은

신호의 종류에 따라(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종류， 신호레벨 둥) 연속적이고， 실

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 강인채어 (robust control) 기법이나 적웅제어

(adaptive control) 기법 둥 새로운 디지털 고둥제어기법을 적용하거나， 전문가시

스템(expert system) , 신경망(neural network)둥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운전원

및 보수요원을 지원하는 운전지원시스템을 재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디지

렬 기법이니 개발될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의 시험 및 겸중이 필수적이다. 계측제

어 시험검증설벼의 목적은 새홉게 개발되는 제어 및 보호 알고리즘， 경보 얄고리

즘 및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여 깨발될 운전지원계통의 기능을 확인하고 검증하

는데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를 모의화하고 선

호를 발생하는 개발된 dynamic 시률레이터나 mockup을 통하여 개발될 계통의

거능 및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RNL이나 HRP와 같은 순수연구

기관에서는 주로 해당기관에서 개발할 개량형 계측제어계통을 시험하고 검증하

는데 시험검증셜비를 주로 사용하고 었다. N4나 웨스탱하우스와 같은 원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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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개발된 계측제어계통의 시험 및 검증과 주제어질의 설계 둥에 활용하고 있

다· EPRI URD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주제어실의 설계까지 활용할 수준

의 시험검증설비는 N4의 S3C 시율레이터가 가장 잘 되어있어 여를 본 시험검증

설비 개발에서 참조하기로 한다.

전체적인 시험검증설비의 구성은 <그림 3.1-1>와 같으며， 시험검증설비는 크

게 나누어 하드웨어， 소프프웨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된다. 하드웨

어는 VXI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시험판넬(test panel)과 하드웨어 구동용 소프트

웨어동으로 나누어서 2절에서 상세허 젤명된다. 소프트웨어는 원전의 동특성을

수학적으로 모텔링한 프로세스 모델링 프로그램과 각종 명령을 처리해주는 슈퍼

바이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3절에서 상세히 설명한

다. 그래픽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

며， 당해년도에는 그래픽 개발을 위해 정보표시 젤계와 그래픽 도구인 SL-GMS

를 이용하여 그래픽 도구의 성능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4절에 기술하였다.

제 2절 시험검증설비 하드웨어

1. 개요

시험검증설비의 하드웨어는 개발되는 계통의 기농시험 및 일부의 소프트웨어

오류도 검증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시험셜바의 요건에 대해서는

시험검증기술개발환경구축과제 보고서 (KAERIlRR-134193) 에 수복되어 있어 이

의 상세한 언급은 하지않는다. 여기서 도출된 요건을 가지고 시험검증설비릎 구

성하고 일부의 사험검증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재념 및 설행가능한

소프트왜어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시험설비의 최대 처리 가능한 신호의 수를

30% 정도 증가시켰으며， 여에 따른 하드웨어의 추가 구업이 이루어졌다. 하드웨

의 용량은 롤수록 좋지만， 구성의 복잡성이나 개발될 시스템의 신호수 및 실제의

발전소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신호처리는 디지탈신호 200개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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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선호 2007~정도 스위치관련 50여개의 신호로 구성하려고 한다. 지급까지

구성된 신호처리 능력은 디지탈 1607~ , 아나로그 1367H , 스위치관련 16개정도로

구성되었다. 나머지는 차기년도에 증설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작성과

네트워크상에서의 데이터 송수신은 2차년도에 완성할 계획이다.

시험설비의 하드웨어고장을 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 고장의 식

이용한 배선을 하였다. 시험설바의

하도록 하였으며， 인접된 신호간의 간섭을별이 가능 최소화하는 쉴드와이어를

구성은 모율단위의 겨1 측 및 신호취득기를 이

용함으로 고장의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대두

된 전자기장해(EMI!RFI) 를 극복할 수 있논 샤시와 메안프레임을 채택 하여 시

험설비의 작동에

하였다.

의한 펴시험체의 고유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있다. VXI 하드웨어의

시험설비흘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제어하여

은 제어용 소프트웨어의 작성에

목적 에 맞는 동작을 유도하는 기능

기능시험을 위한 간단한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고 메얀

프로세서(수학적 모탤링이 있는 프로세서)와의 데이타 송수신 프로그램은 2차년

도에 수행할 계획이다.

2. 시험설비 하드혜어구성

가. 하드훼어 요건정리

시험검증설비 하드웨어는 시중에서 구하기 쉽고 널리 표준으로 이용 될만

한 제품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은 사용자

가 쉽게 제작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통신과 관계되어서는 널리 표준으로 제공되

는 인터페이스를 (예: RS232C , IEEE488, IEEE488.2, ETHERNET둥)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이 선정되어야 개발되는 설비가 손쉽꺼l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많아서 구입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이식성이 드료Q
is'" '-

고급언어의 활용이 가능한 콘트롤러를 탑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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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제품사양이 상이하더라도 응용이 가능한 표준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하드

웨어를 선정하면 응용의 목적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쉽다. 그리고 소프

트왜어의 공동적언 사용이 지원 가능하면 하드왜어 환경의 재설정이 없어도 제

어가 가능한 계측장치가 구성 될 수 있다. 아나로그신호를 취득하는 장치의 정멸

도눈 12 bit 이상여 되어야 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16 bit의 정밀도가 필요할 경

우도 예상되어야 한다. 디지털신호를 처리하는 계통은 외부의 잡음이나 전자기적

인 영향에 의하여 lbit 를 상실하는 경우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원공급기는 향후의 인터페이스에 따른 추가적인 모률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하며 리플의 영향이 신호나 신호처리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기종을 검토한 결과 VXI bus(V1VlE bus

.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를 선정 하였다.

하드웨어 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발되는 설비의 기능시험야 될수 있을것.

- 다양한 인터페야스의 제공(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의 제공)

- 산업체에서 널리이용되는 표준화된 하드웨어로 구성 훨것

- 표준화된 명령어에 의한 하드웨어 구동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용이할것.

나. 하드웨어 구성

시험검증용 하드웨어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렴 3.1-1> 과 같으며， 개발

되는 계통을 시험하기 위한 두가지의 인터페이스를 홍하여 시험설비와 연결 되

도록 하였다. 하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터패이스 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신호를 하드와이어로 연결하여 시험설바와 언타페이스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개발되는 설비가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신호 입출력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성훤 것이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구성도에서는 생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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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인 RS232C, IEEE488는 개발되는 계통에서 보통 기

본적으로 제공되므로 시험셜비에서 이들 인터페이스룰 통하여 홍신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시험셜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주컴퓨터 및 주변기기 그리고 주컴퓨터와 VXI

계통과의 인터페이스장치， 주요 테스터 parameter률 감시하거나 젤정할 수 있는

테스터판넬로 구성 되어있다.

시험설비는 개발되는 계통을 한개의 단일기능 및 두개이상의 복합적인 기능

을 수행하는 실제의 플랜트와 같다고 가정하여 신호의 입출력 사양을 결정하였

다. 이와 같이 구성하므로 시험설비의 고유기능 이외에도 실제의 플랜트를 제어

하거나， 모나터링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처리신호수

의 증가로 하나의 VXI 메인프레임으로는 수용이 안되어 이를 1대 추가하였다.

1) 주 캡퓨터 및 VXI 얀터페이스

주 컴퓨터는 CAT(Computer Aided Test)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후 MXI

인터폐이스를 통하여 VXI 계통의 계측모률을 구동한다. 구동용 소프트웨어의 구

성에 따라 하부의 VXI 모률을 제어하여 시험셜비를 통작시키고， 데이터를 취득

한다. 취득된 데이터는 주 컴퓨터 내부의 시험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시험용 입력

으로 사용되어 처리된 후 펼요한 제어신호가 다시 CAT 소프트혜어를 동작시켜

하부의 VXI 모률을 동작 시칸다. 컴퓨터내부의 VXI 인터페이는 EISA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의 인터페이스는 lαI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VXI와 통신어

이루어 지도록 구성하였다. 이 MXI 언터페이스의 최대 전송속도는 20Mbps 이

다. 이와 같이 외부의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하부의 계측모률과의 풍신은 속도변

에서는 크게 좋지는 않으나， 기존의 컴퓨터를 이용하므로 비용절감 효과는 었다.

향후에 신호의 수가 증가하고 실시간의 시험셜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콘트롤러를 부착하여 계측모률의 제어에 이용하려고 한다. 전용의 콘트롤러를 이

용하띤， 수학적 모텔링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주 컴퓨터의 부하일부를 전용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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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러가 담당하므로 주 컴퓨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 VXI-System 및 시험판넬의 구성

VXI-System의 데이터 취득기의 각 모율배열은 〈그림 3.1-2> 과 같이

구성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계통의 전체적인 선호처리용량은 다음과 같다.

- 아나로그 입력 : 128 Ch

- 아나로그 출력 : 8 CH(±10V,±20mA)

- 디지털 입력 : 160 Ch

- 디지 털 출력 : 16 Ch

현재 구성된 신호처리 용량은 발전소 계똥별 prototype시험을 목적으로개발 되었

으며， ?개이상의 복수계통의 prototype이 개발 될 경우 이 시험을 위해서는 선호

처리 용량이 증가 되어야한다. VXI bus 의 계측모율울 이용하므로 생기는 특징

중 하나는 <그림 3.2-2>에서 구성된 디자털 전압계 모률과 멀티플렉서모률이

결합된 가상의 스케닝 디지털전압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계측모률이 생성

·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하는 모윷사이는 local bus가 형성되어 최대송수

신 속도는 40Mbps를 유지할 수 있다.

시험판넬의 기능은 개발되는 prototype의 변수를 일부 지정하거나， 시험설비

자체의 기능을 검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시험판넬의 기능키를

이용하여 시험젤벼의 매크로 기능을 수행하여 시험시간의 단축이나， 외부입력의

설정치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내장되어 었다.

시험판넬과 VXI 데이터 취득기를 하드와이어로 결선하여 신호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결선에 사용되는 하드와아어는 신호의 감쇄 및 잡음의 영

향을 고려하여 shield 와이어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단일점접지를 하여 폐루프

접자전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VXI bus의 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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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I bus 는 1980년대에 널리사용 되어오던 VME bus를 기초로 하여 측

정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추가하여 컴퓨터와 계기용 모률을 하나의 메인 프레임

애 결합하여 통합된 소형 계측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치로 개발 되었다.

VXI bus 의 특징은 VME bus 모률의 크기를 확대하고 백 플레인의 출력을 더

높이고，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의 크기기준을 결정하고， 각 계측

모율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 함으로 VME 표준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모률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각 모률의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

및 제어를 위하여 개발될 계통을 기존의 VME 장비와 VXI계기용 모율을 같이

사용하면 모률형 개방구조의 소형 계측시스템을 구성 하기가 용이하다.

VXI 모률형 계측기가 둘이상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의 가상적인 계측기놓의

생성이 가능하고， 이는 단일 기능의 계측장치가 여러개 결합되어포 새로운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절감 효과를 가능하계한다.

VI\1E bus 와 VXI bus의 백 플레인의 전기적인 차이점은 P2 케넥터의 정의에

의하여 차이가 난다. VME bus 표준에는 P2 케넥터의 중앙 열(row) 만이 명시

되어 었고， 바깥 열은 모률 제조업자가 정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VXI표준 bus는

이 두열이 모두 정의 되어 있다.<그림 3.2-3> 는 VXI bus의 핀 정의를 나타낸

다.

시험설비의 요건중 타기기의 방사전자파에 의한 오동작음 방지하고 시험설비

의 동작에 의한 전자파영향으로 개발된 설비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전기적 차기

적 보호기능야 추가되어야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VXl 계측계통은 인접 계측

모률에서 방사되는 방사전자파에 대한 민감도 및 모든 모율에 대한 근거리 방사

전자파도 정의 되어 있다. VXI 백플레인의 EMC 요건은 MIL-STD-461 의

CE01 ，CE03을 만족하며， 각 모률은 IEC 801-2, IEC 801-3, IEe 801-4의 요건을

만족한다.

다. 시험설비 구동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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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셜비를 제 어하는 소프트웨어는 C-SCPI(Compiled Standard

Commands for Programable Instrumen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산업표

준으로 이용되는 SCPI 명령어와 C 언어가 결합되어 구성된 계측기제어용 소프

트웨어이다. VXI제조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능의 VXI 계측모율이나， 장비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가타의 GP-IB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계측기제어

에 사용이 용이하여 이를 선택하여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였다. I차년도에

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웅용 방법을 습속하였고， 이를 간단한 예체프로그램을 작

성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였다. 2차년도에는 가본적인 소프트웨

어의 통합 및 수학적 모델링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을 통하여 복잡한 기능을 수행

. 할 예정이다.

VXI -계측기 및 계측모률을 위하여 제공되는 UNIX 환경의 VEE(Visual

Engineering Environment)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환경에서 test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실행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VEE를 실행시키면， 실제의 계측모

률이나， 기타의 Rack-and-Stack의 단일 계측기를 체어하여 계측기능을 실행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장접으로는 실제의 계측기를 제어하여 취득된 데이터

를 처리하는 수학적 도구가 많이 제공되고 가상의 계측기들이 소프트웨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계측모율의 중복사용이 가능하다.<그림 3.2-4> 은 실제의 VXI계기모율중

DVMCDigital volt meter) 과 MUX(Mutiplexer)모률 2개가 결합되고，

D/A(Digital to Analog)변환기 모율과 뎌지털전압계가 결합되어 었다. 여기서 디

지털전압계의 가상의 전면판넬이 그래픽화면으로 제공되고 부가적으로 멀티플렉

서를 스캐닝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이의 실행은 멀티플렉서의 스위치를 제어하여

전압계가 읽어를안 자료를 공학적 수치로 변환한 후 표시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4채널의 디지탈 아나로그변환장치의 각채널은 -lOY, -5V, -9V,

+lO.1234V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종의 한채널인 +10.l234V는 내부의 전압계전면

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발단계에서 사용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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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시험검증설비개발의 1차년도에는 이률 이용하여 일부의 기능을 수행하도

록하였다.

구성된 장처의 단점은 실시간의 처리가 요구되는 시험검증셜비의 개발에는 이

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윈도우의 그래픽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가 때문이다.

실제의 처리시간은 멀티플렉서를 동작시켜 전압계가 읽어들여 표시장치에 표시

하는데는 최대 5.392초가 소요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처리컴퓨터의 상황에 따

라 실행시 마다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실시간의 개념이나， 시

험검증설비의 기본요건인 200ms의 처리 시간을 만족활 수 없다. 이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측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여 컴파일한후 설행만

을 주 컴퓨터가 당당하면 시험검증설비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1차년도에는

기본적언 프로그램 몇가지를 수행했으며， 이의 본격적인 작업은 2차년도에 수행

될 예정이다‘

1) 시험셜비 구동용 소프트웨어 재발

소프트웨어의 작성을 지원하는 도구인 C-SCPI 언어의 특징은 트려구조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때문에 키워드졸 동일 프로그램내에서 중복적으로 사용이 가

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의 문장내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계층적 구조의 명령세

트로 계기를 제어할 수 있어 계기구성도 가능별로 또는 신호별로 처리할 수 있

다.

명령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TRIGger: 계측기의 동기화와 관련된 명령어로 계측/선호 생성이전에

조건을 지정하거나 계측기능내에서의 동작순서흘 지정함

- ROUTe: 업/출력 블럭 및 센서/소스와 관련되는 물리적 포트를 제어하

는 명령어

- INPut: 센서의 사전조건 지정올 제어하는 명령어

- OUTPut: 신호가 출력 포트로 향하기 이전에 신호의 조건을 제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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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e: 신호로부터 데이터입수

- SOURce: 선호로부터 데이타를 입수하는 방법을 제어

- CALCulate : 입수된 데이터의 사후처리， 계산， 변형 및 수정작업을 제

어하는 명령어

- FORMat: 인터페이스장치를통해 입수되는 데이터의 양식을 변형함

- DISPlay: 계측기의 디스플레이 창치에 계측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기능

제어

- MEMory : 할당/재할당/보조관리 풍을 제어하여 기억장치를 제어함

- CALibration : 계측기의 교정과 관련된 명령어

- SYSTem: 신호경로와 무관한 보조관리 명 령 어

- DIAGnostic : 계측장치의 태스터 및 수리와 관련된 명령어

<그림 3.2-4> 에서 작성된 기능중 일부의 기능인 다지렬전압계와 16개익 외

부업력을 스케닝하여 그 결과를 프린트하는 기능을 C-SCPI명령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한 것을 <그림 3.2-5>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소프토혜어는 C언어와 동일하며 단지 계측기의 선언이나， 선호의 업출력제어를

위한 SCPI명령어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제 3절 시험검증설비 소프트웨어

1. 개요

시험검증셜비의 소프트웨어는 수학적 모델령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tf끄lam

와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tLsuper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구성된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그립 3.3-1> 와 같다. 현채로서는 2개의 프로세스 (process) 이나， 추후

tLmain 의 수학적 모델령의 수행결과를 CRT에 표시해주는 부분을 d끄lam에서

분려하여 tLdis 프로세스를 하나 더 추가할 예정이다. 프로세스들이 처리해야

하는 작업틀로 실시간으로 원전 수학적 모델령을 처려하는 작업， 원전 신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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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장 및 재생기능， 원전 자료 표시기능 하드웨어를 통하여 개발되는

prototype과 신호플 주고 받을 수 있는 입출력 기능， Ethernet으로 개발되는

prototype과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 하드웨어 시험가능둥이 펼요하다. 이

와 같이 프로세스가 동시에 처리되는 다중처리 (multi-tasking)를 구현하끼 위해

서는 프로세스간의 자료교환이 펼수적이다.

2. 프로세스의 상호통신

현재 시험검증설비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HP715J33 워크스테이션의 UNIX 운

영체제하에서 프로세스간의 자료교환을 위한 상호통신 방법에는 화일을 통한 통

신， 신호(signal)에 의한 통신， TUBE 또는 PIPE를 이용한 통신， 화일메세지 이

용， 세마포어(semaphore)， 공유메모리(shared memory)를 이용하는 방법둥이 있

다.

화일을 이용환 통신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에 많은 자리를

남겨주어 좋은 반면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TUBE에 의한 통신은 UNIX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칸 통신방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TUBE는 문자화

된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게 해주며 FIFO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한다. 또한

TUBE는 시스템에 화일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되었으나， TUBE에 해당하는 이름

이 없으며 따라서 TUBE 작업시 특별한 Primitive를 사용해야 한다. TUBE의 크

기는 일반적으로 4096문자로 한정되어 있다.

프로세스간의 상호통신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중의 하나가 신호(signal)에

의한 통신 메카니즘이다. 이 메차니즘이 있음으로써 작업오류， 메모리 금지구역

침범 또는 사용자에 의한 프로세스의 인터렵션동의 경우에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프로세스간의 상호통신이 중앙메모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많은 양의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모든 프로세스는 SHARED

Iv1EMORY의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모든 프로세스는 주소지정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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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연결시켜 작업할 수 있다. 본 시험검증설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이

SHARED COMMON방식을 사용한다.

SHARED COMMON방식을 셔용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에서 ‘SHARED_

COMMON’을 선얀하므로써 가능하다. SHARED_COMMON은 다른 프로셰스가

접근(access) 할 수 있도록 공유메모리 영역내에 COMMON 블럭을 할당하는 명

령어이다.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공유메모리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KEY’를 지

정한다. 다른 FORTRAN 프로그램에서는 통일한 ’KEY’를 사용하므로써

COMMON 블럭을 공유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가. 주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은 t섭nam으로 프로그램명을 부여하였으며， tLmain 프로그램

에서는 먼저 다른 프로세스인 tf_super 프로그램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SHARED_COl'α，fON이 션언된다. 그 다음으로 각종 변수가 선언되며，

SHARED_COMMON인 PROCESS가 선언된다. 그 다음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사

용되는 각종 COMMON이 시스템별로 나누어서 선언되어 있는 화일인

tLmain.comm이 include된다. tf고laill.comm에는 각 시스템별 COMMON 이름과

선언된 정수 및 실수의 dimension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eqU1 화일이

include되는데， 각 화일에는 EQUIVALENCE(변수명， COMMON명 (dimension))

가 선언되어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변수 초기화를 수행한 다음， CRT에 표

시될 변수들의 데이터베이스 화일을 읽어오게 된다. 정해진 데이터베이스 화일의

이름은 “ inctf.dbf" 이다. 다음으로 static 모률들을 호출(call)하게 된다. 이 static

모율들은 프로그램 시작시 한번만 수행하게 되고 정상동작중에는 수행되지

다. static 모률명과 각각의 기능에 관한 셜명은 다음과 같다.

• AUXSYl : Safety 관련， Containment, Component cool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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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nunent 하r 초기화

• PRESMA : SMABRE code 관련변수 초기화

• PRESTU : SMABRE로부터 받는 변수 초기화

• SMABRI ~ SMABRE code 변수 초기화

• SMACOM : SMABRE code 수행결과를 데이타베이스로 전송

• CDTFWI : Condensate and Feedwater 관련변수 초기화

• CONDVI : Condenser System 관련변수 초기화

• CVCSYI :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관련변수 초기화

• ELSYSI : Electrical System 관련변수 초기화

• PRTECI : Protection System 관련변수 초기화

• PRZSYI : Pressurizer and PRT 관련변수 초기화

• REACTI : Reactor core, NIS, 제어봉 관련변수 초기화

• STEAMI : Main steam 관련변수 초기화

• STGRCI : Steam Geneartor and Coolant System 관련변수 초기화

• TURBSI : Turbine System 관련변수 초기화

위의 모풀중에서 PROCOM, COMSMA, COMPRO, SMACOM은 SMABRE

code와 타 모률사이의 변수값 전환을 담당하며 변수 초기화와는 상관이 없는 모

율들이다.

다이나믹 프로세스 모률은 ‘RUN’ 명령이 수행되면 게속적으로(l초애 5번씩)

수행되면서 플랜트의 모의화를 달성하게 된다. 다이나믹 모률명과 각 모률들의

기능에 관한 셜명은 다음과 같다.

• AUXSYD : Safety 관련 , Containment, Component cooling water,

Instrument 하r 관련

- AffiSYD : Insσument Air 압력 계산

- CCWSYD : 기가 냉각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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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MTSD : 격납용기내부 다이나믹

• CDTFWD : Condensate and Feedwater 관련

- AFFLOW

· SWPPCH : Service Water Pump 특성

· AFPACH : 보조급수 펌프 특성 및 유량 계산

· AFPTCH : 터빈구동 보조급수 펌프 특성 및 유량 계산

• CONDVD : Condenser System 관련

- CONDEN : Condenser 압력， 온도， 레벨 계산

- CONPMP : Condenser 펌프 다이내믹

- CONVLV : 관련 밸브 위치 및 작동 논리

- STORTK : Condenser and AFW 탱크온도， 유량， 레벨

• CVCSYD : Condenser System 관련

- NORLSD : Normal Letdown System

- EXLDSD : Excess Letdown System

- MUSYSD : Make-up System

- RHRSYD :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 SEALSD : RCL Seal System

- ECCSYD : 비상냉각계통

• ELSYSD : Electrical 관련 논리 및 다이나믹 계산

- ECBSYS : Bus, Breaker, Diesel Generator 상태

- GENELD : Voltage and Current 계산

• PRTECD : 보호논리 및 경보처 리

- ALARMS: 경보발생 및 처리

- TRIPSD : 원자로정지 논리 및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논리

· CONTSD : Control Interlock Signal 계산

· PERMSD : Permissive Interlock Signal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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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ZSYD : 가압기 관련

- PRZCON : PRZ 압력제어

- PRTSYD : PRZ Relief Tank 관련 다이나믹

• REACTD : Reactor core, NIS, 제 어봉 관련

- COREDY : 원자로삼 다이내믹

- NINSTR : Nuclear Instrumentation

- RODMVD: 체어봉 체어

• STEAMD : 주증기 계통 관련

- STFLOW : 터빈 압력 및 유량

- STTEMP : Reheater 증기 온도

- STMVLV : 관련 밸브 위치 및 작동논리 계산

• STGRCD : 원자로냉각재계통 관련， SMABRE code 업력 제공

- SMABCD

. ACCICD : Accumulator Injection 계산

. RCPPBD : RCP 작동논리

- SGPRCD : S/G Pressure Control

- SGLECD : S/G Level Control

• TURBSD : 터 빈관련 다이나믹

- CNTVLV : 터빈 관련 밸브 위치 및 작동 논리

- LTURBS : 티빈 관련 논리

- TURBIN : 터빈 관련 다이나믹

• PROCOM : Transfer PROCESS 변수 to Process common

(정수 및 설수 변수)

• SMABRD : SMABRE code

• SMACOM : Transfer SMABRE 변수 to SMABRE common

(정수 및 실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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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O : Transfer Process common to PROCESS(정수 및 실수 변수)

• COMSMA : Transfer SMABRE common to SMABREC정수 및 실수 변수)

마찬가지로 위의 모률중에서 PROCOM, COMSMA, COMPRO, SMACOM은

SMABRE code와 타 모률사이의 변수값 전환을 담당하며， 수학적 모델링과는 상

관이 없는 모율들이다.

프로그램이 맨처음으로 수행되거나 ‘Z’ 명령 (CRT에 표시되는 변수명 수정 명

령)이 주어진 경우에는 ‘display.data’을 open'하여 변수명， dimension 및 단위를

읽어들인다. display.data 화일에는 CRT에 표시되는 607~의 변수에 대해 colurrm

수에 맞추어 1-10칼럽에 변수명， 11-13 칼럼에 dimension 숫자， 14-23칼럼에

unite란위)가 저장되어 있다. 사용자가 CRT에 표시되는 변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는 이 화일의 원하는 줄의 변수애 관한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읽어들인 변수

명은 그 값을 찾기 위해 실수인지 정수인지의 여부와 COMMON 일련번호，

dimension의 숫자를 읽어들여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값으로 치환을 한다.

나. 슈퍼바이져 프로그램

슈퍼바이져 프로그램은 tLsuper 로 표시되며， tLsuper 프로그램은

tLmain 프로그램과 별도의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시험설비의 운용에 관한 각종

명령어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각종 명령어는 다음에 설명된

다. 먼저 tLmain 프로그램에서와 같은 이름의 SHARED_COMMON이 선언된다.

이렇게 하므로써 tf.피laIn 프로그램과 서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SHARED_COMMON언 PROCESS의 선언이 었은 다음， 사용자의 업력을 받아들

여 그에 따른 처리를 하게된다.

4. 명령어에 따룬 프로그램의 수행

가. SC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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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전역 (global) 데이터베이스내에 있는 모든 변수의

값을 지정된 화일로 저장하게 완다. 이 때 화일명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정수변수 LMOIIN부터LM25IN까지， LM02RE부터 LM24RE까지 질수변수，

LM04LO와 LMIOLO 논리변수까지 그 값이 지정된 화일에 저장되어서 추후 펼

요시 이 화일에 저장된 값이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나. G(Get)

‘G’ 를 선택하게 되면 ‘S’에 의해서 저장된 화일로부터 각 변수들의 값을

읽어서 전역 데이테베이스로 저장하게 되어 원하는 상황이 재현되게 된다. 이 때

저장된 순서와 같은 순서로 변수들을 불러를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다. Z(Clear)

‘Z’를 선택하게 되면 ‘display.data’화얼을 0않n하여 변수명， dimension 및

단위를 읽어들인다. 읽어들인 변수명은 그 값올 찾기 위해 실수 인지 정수인지의

여부와 COMMON 일련번호， dimension의 숫자를 읽어틀여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값으로 쳐환을 한다. 이 명령어는 시험설비 운영중 CRT에 표시되는 변수중 많

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수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하나의 변수명만 수정하고져

할때는 ‘D’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

라. ‘D ’(Display)

CRT에 표시되는 변수 하나만을 변경하고져 할 때 사용한다. Supervisor

모드에서 ‘D’를 선택하면 변수명， dimension 및 단위를 입력하게 되는데， 엽력된

변수명은 ‘Z’명령어때와 마찬가지로 ‘RVALUE’를 호출하게 되고， ‘RVALUE’에

서는 어느 COl'α，fON인지를 찾고 dimension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하여 전

역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원하는 값을 찾아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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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Change)

CRT어l 표시되고 있는 변수의 데이터베이스 값을 다른 값으로 치환하고져

할 때 사용한다. line number와 원하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 line number에

해당하는 변수의 변수명과 dimension을 찾아서 CVALUE를 호출하므로써 그 변

수값을 수정할 수 있다. ‘CVALUE’에서는 COMMON 명과 dimension-플 이용하

여 원하는 변수의 위처를 찾아내고 이 변수에 주어진 값을 지정하게 된다 이

때 수학적 모델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값이 수정되는 경우는 그 껄과를

CRT를 통하여 수-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수학적모델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시 수정되지 않는 변수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 ‘P’(Print)

이 명령에 의해서 ‘WRITEDATA’를 호출하게 되며， ‘WRITEDATA’에서

는 ‘tf_write.p:πf 화일을 생성한 다음 LM01IN부터 LM24IN까지 정수변수，

LM01RE부터 LM24RE까지 설수변수， LM04LO와 LM10LO 논리변수의 현재 값

을 tf_write.prt 화일로 출력하게 된다. Off-line으로 tLwrite.prt을 인쇄하게 되면

각 COMMON별로 한줄애 10개씩의 변수값을 읽을 수 있다. 이 명령어논 가능하

면 freeze 모드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사“F’(Freeze) ， ‘R’(Run) , ‘0 ’(One Step)

‘F’는 다이나믹 모텔링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어이다. 이 명령

이 수행되면 tLmain에서 다이나믹 모텔링 부분은 bypass되어 수행되지 않고 명

령어를 해석하고 수행하는 부분만 수행된다. ‘R’ 명령은 ‘F’에 의해 수행이 일시

정지된 다이나믹 모델링 부분의 수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0’명령은

다이나믹 모텔링 부분을 딱 한번만 수행하도록 한다. 이 명령어는 정상적으로 시

험설비를’ 운용할 때에 응답이 매우 빠른 시스템을 시험활 경우 한 싹이클 수행

후의 결과를 점검하면서 그 응답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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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확언할 수 었니라， 시험설비의 개발사에도 한 싸이콜씩 수행사키면서

으므로 펀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 ‘X’, ‘Y’

‘Y’는명령어이고，정지 (stop)시 키는

수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어이다.

수행을프로그램의tf끄lam

프로그램의

‘X’는

tLsuper

5. 실시간 운용 모율

시험검증설비와 같은 실시간시스템의 시율레이션은 크게 거시적 시율레이션과

마시적 시율레이션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거시척 시율레이션은 1960년대

지원시율레이터시작하였으나 대규모 웅용시스템의동장하기부터 선진국에서

국방분야에서미*1980년대부터 서서히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통신기능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연구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모델구조의 개량및활발히

대규모 플랜트분야에 까자도 확장， 응용급격한 발전으로 공장자동화 빛

요즈음은 대규모 실시간시스탬의 시율레이터

이스의

기능 향상을 위되고 있다. 따라서

시율레이션은 미국의 경우 국방었다.미시적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ξ.

~있으나 아직도 기술이예는교통관리시스템둥에 국한되어 사용된다I
?'시스템

보단계에 있으며， 이흘 보편화 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이 매우 펼요한 상태이다.

결과가계산의아니라 그계산결과의 정확성뿐만이실시간시스템이란 컴퓨터

플랜트제어시스템， 항공기시스템，말하며중요한 시스템을시점이 매우나오는

그 예에고속전철시스템둥산업이나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스렘룰이

속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시간제약성(time바less)， 신뢰성(reliability) 그려고

측면이 매우 강조된다. 이와 같은 실사간시스템뜰은 그가용성 (availability) 동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

렵고， 개발단계에서 당연한 여러가지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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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 특히 시간적 행위애 대한 예측과 증명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 시율레이션기법이 채택되어 왔다. 실시간 시율레이션을 수행함에 있

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필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실제 응용환경에서 발생

하는 여러 사건들의 상대적인 시간성이 정확하게 서율레이터에 의하여 모방되어

야 한다. 따라셔 사건틀의 순서가 실제 환경이나 시율레이터상에서 같아야 함은

물론이고， 실제 환경에서 얼어난 두 사건간의 시간 간격과 상응하는 시율레이터

상에서의 시간 간격과의 비율이 어느 두사건을 고려하더라도 향상 일정하거나

미세한 변동폭을 보여야 한다. (2) 시율레이션 속도는 실제 응용 시스탬이나 환

경이 진행하는 속도보다 빠르거나 늦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러한

실시간시스템의 시률레이션은 용용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의 시칸적인 면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잇는 것이다.

거시적 시율레이션은 모델을 설정하고 시율레이터를 구현하는 것이 비교적 용

이하고 비용이 적게틀어 시스템 요구사항을 셜정하기 위하여 급히 사용할 수 있

논 시제품도구(rapid prototyping tool)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시율레이션은 시스템 개발주기에 있어 초기 단계에 활용되며 교통제어시스템， 대

규모 플랜트 제어시스템의 젤계 단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시적 시률레이션은 목표로 하는 응용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성 및 동작틀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즉 방대한 양의 각종 객체

로 구성되며 각 객체의 동작 특히 시간적 요소를 상세히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로 하는 응용시스템의 계속적인 확장 및 개보에 따른 모델의 확장 및 개조

가 용야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시적 시율레이터를 구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난

점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확장 및 개조가 용이한

미시적 모델을 구축하고 대규모의 고정밀 모델을 병렬처리동의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시스템에서 빠른 시간내에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쉽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축된 고정멀 미시적 시율레이터는 새로 개발하는 대규모시스

템의 최적설계 선정 또는 기존 실시간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식 선정에 공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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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인 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시간별 성능의 정확한 표시에 사용

될 수 있다. 최근들어 병렬처리시스템 기술 및 객체지향형 소프트웨어 기숲둥이

실용화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성능 고정밀 시율레이터 구축이 가능해 졌다.

복잡한 실시간시스템의 시툴레이션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모델렁이 가능한 부

분은 컴퓨터로 시율쩨이션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실제 하드웨어 부품을 삽

입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hardware-in-the-loop이라 하며， 여기서

실시간 시율레이션부분은 설채 하드웨어의 모든 시간척 제약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 4절 시험검증설비 정보표시

1. 개요

원전에는 주요기기 및 셜비 각 곳에 많은 측정센서 및 껴I측설비들이 설치되

어 온도， 압력풍의 주요 공정변수를 항상 감시하여 필요한 운전정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센서로 부터

감지된 신호는 변환셜비를 거쳐 전송로를 통해 주제어실에 적절한 형태로 표시

되거나 체어 또는 보호계통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내진다. 이때 운전원은 주제

어실에 나타나는 정보로 운전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러

한 운전원 판단과정을 돕기 위해 각종 운전정보가 지원된다. 따라서 센서로 부터

의 신호는 열마나 신뢰성있는가， 주제어실의 정보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시되

는가， 운전지원 기능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능률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동은

안전운전및 끼1동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 상태의 신호를 엽력받아 발전소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지를 관측할 수 있도록 판넬이나 CRT에 나타내 주어야

한다. 발전소에 신기술을 척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 때분에 원전적용 이

전에 시험되고 검증될 수 있는 시험 및 검증 설비의 개발이 펼요하다. 시험검

증 설비의 개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본 철에서 다루게 될 정보

처리 및 표시는 시험검증설벼 중 소프트웨어의 정보 표시기능을 1\1lV1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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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machine interface system)인 graphic user interface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정보처리나 표시를 위해서는 발전소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rrurruc을 사용하

여 발전소의 상태를 개괄적이고 공통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상운전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상황에서는 과도를 나타내눈 component률

위해 nnnnc의 sub시스템틀을 설계하여 온도， 압력， 수위둥을 표현해주어야 하며

각 component를 시간축에 대한 trend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시험검증설비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험판넬은 정보표시부분과 발전소 계통상

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시험겹증설비의 상태는 전원상태，

발전소계통상태풍을처리하는 램프， 스위쳐 프라즈마 또는 EL형 touch screen이

었고 발전소 계통상태는 가능한 한 화면표시용 color CRT에 표시되는 것이 확

장성 및 유연성이 뛰어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체 판넬은 수정과 변

경이 가능한 발전소 계통별， 신호종류에 따라 단자함을 구성하는 것이 보수유지

및 검사 확인동을 위해 바람직하다. 신호 단자에 나타나는 신호는 발전소계통신

호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모니터로 보내어 표현될 수 있다.

2. 정보표시설계

가. 발전소 신호표시

발전소 선호표시는 계측제어계통의 중요기능일뿐만 아니라 시험검중 설벼

에서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

이다. 발전소 신호 표시는 컴퓨터 화면에 텍스트 또는 그래픽을 써서 발전소 상

태 또는 시협검증셜비 동작상태 및 시험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현재까지 국내

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면 발생기의 경우는 화면 설계자가 직접 화면상에서 대화

형식으로 그립을 그리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NUPLEX80+ 또는 N4의 고유 화딴발생기에 비하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위의 예에서 선진외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

분의 화면 발생기는 발전소 설계회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을 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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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면발생올 위한 범용 스프트워l 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를 시간적， 인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표시 화면 종류는

문자화면， P&ID , trend curve, bar chart둥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이 필요에

따라 복합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화면 설계시 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표시 자료관리와 실시간 처리둥이 있으며， 표시자료는 변수 ill, 표시위

치， color 상태의 정보가 펼요하다. 실시간처리는 특히 trend curve의 화면표시

에 있어서， 이를 위하여 해당변수의 일정기간의 과거값을 저장하고 이를 정해진

매 시간간격으로 표시 및 갱신해야 하므로 컴퓨터 하도례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

택 및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시험검증설비에 있어서 화면 표시 기능을 모텔시

험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

그램이 운용중일 때라도 펼요한 변수를 화연에 표시하거나 변수값을 임의로 조

절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나. 정보표시 화면설계요건

발전소계통의 신호표시는 다음과 같은 화면설계가준에 따라 설계요건을 설

정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1차 및 2차계통을 단순화시칸 개요도를 통하여 발전소의 전

반적인 상태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눈 rrurruc을 작성한다.

발전소 계통을 주요 시스템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변수들을 최대한 취해야 한다.

계통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가기틀의 상태를 서브시스템으로 구성하여 기기

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현할수 있어야 한다.

주요상태변수 및 주요기기의 상태표시는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각 계통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mumc이나 계통의 주요 기기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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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정보 이외에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는 별도의 표시를 제공

하도록 구성한다.

l차， 2차계통 이외에 시험검증에 수시로 펼요한 변수눈 따로 화면을 할당하여

계속적으로 표시해주는 보조표시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변수선정

시험검증설비로 모의하는 발전소의 상태를 표현하는 변수를 적정하게 선정

해야한다. 실제 발전소를 모의하는 시율레이터는 발전소 운전과 마찬가지로

monitoring해야할 변수가 수 없이 많으므로 이것을 모두 화면상에 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전소의 안전성 유지와 운전에 자주 사용되는 주요 변수틀만을

각 시스템에 맞게 선정하여야 한다.

라.변수표셔방식설계

시험검증설비의 정보표시에는 램프， 스위치， EL, LED둥을 표시장치로 사용

하기도 하나 color CRT에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같은 표시기틀을 color CRT

에 표현하가 위해서는 각 끼기들과 표시기들을 섬볼화하여 화면에 나타내준다.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text, dynamic display , 그래픽동을 사용하여 관측자

가 가장 정확하고 편안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도록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설계 지침권고안을 참고로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둥파 같이 원자로 안전과 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기들은 그래픽과 text를 사용하여 동시에 표시함으로 그래픽

으로 산속한 상황을 인지하케하고 text로 정확한 정보룰 얻게 한다.

각종 탱크의 수위와 압력， 배관의 유량둥은 디지탈계수값으로 표기한다.

펌프의 운전상태， 밸브의 on/off상태， 전기스위치의 open/close들은 심벌을 사

용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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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진행상태를 볼수 있는 trend는 수직형 막대 차트나 trend curve , 디

지탈계수값이 결합된 형태로 표시한다.

변수표시 양식은 디지탈계스값의 경우 좌측에 변수야름을 적고 우측에는 변

수값과 단위가 표시되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변수값이 펼요할때는 sub 변수값을 표시할 수 있는 Icon을 두어

상세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막대차트의 경우에는 수직협을 가본으로 하여 상부에 디지탈 변수값을 표시

하며， 막대차트의 좌측에는 눈금을 표시한다.

이와에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정적， 동적화면을 셜계할 수 있고 공정 변수를

특성을 trend, linear, circular, pie chart둥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변수표시설계는 일반적인 설계지침 권고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

고 이외에 다양한 변수표시설계도 설계지침권고안을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마. 심볼 및 색상사용철계

심볼은 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기기나 장치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말하

며 그 끼농적， 형상적 연상을 이용하여 젤계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섬볼사

용예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며기존에는 P&ID의 모양을 그대로 섬볼화하여 사용하는 경향이었으나 최

근에는 그래픽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 증대로 인간공학자와 시각 designer들이

사용자뜰과 함께 참여하여 단순하면서도 입체적언 성볼들을 셜계하는 추셰이다.

심볼은 단순히 물리척 형상을 표현하기 보다눈 기능적 역할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을 표현해야 한다‘

실제 대상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설계시하고 섬볼과 관계되는 정보를 해

독하는데 편려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동척요소를 가지는 밸브 펌프동은 심볼을 중복사용하고 동적상태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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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색상을 사용한다.

정보표시에 있어서 색상은 모호성을 배제하고 식별성을 향상시키는 매체로

서 사용되는 주요정보표시 강화수단이다. 색상선택에 대한 여러가지 지침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야별， 시스램별， 국가별로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경우

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

고 실제 나타내가 어려운 색상은 일반적 의미에 따라 색상을 선정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상태를 나타내는 색상은 보통 8가지 이하의 색상 사용을 권한다. 색

상의 과다한 사용은 정보표시의 인지도를 저하시키므로 가급적 최소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정보인식에 효과적이다.

펌프， 밸브， 스위치둥과 같은 동적 구성소자의 색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하고 있는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관례다.

정보표시화면의 ·바탕색은 검정씩을 사용하고 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들은

쉽게 구분이 가도록 색상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cold leg은 파란색으로 hot leg은 빨강색으로 표현

한다.

setpoint를 념어서는 정보가 있을때는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3. 그래픽 도구 이용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object를 직접개발하는 방법과 그래

픽 도구률 이용하는 방법이 었다. UNIX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접 개발는데에논

xlib를 사용하며 xlib로 그래픽 object를 생성하면 타시스템으로 이식이 용이하고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므로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아진다. 반면에 object

생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구현한 응용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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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용자뜰이 다양해짐에 따

라 보다 손쉽게 그래픽을 작성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펼요로 하게 되어 근래에는 전문적인 그래픽 도구가 많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그래픽 도구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적인 사용자 정의 그래픽 객체를 정의하기

가 용이하고， 다단계 스크린 객체를 생성하기가 펀리하며 다른 GUI 응용소프트

웨어와의 데이타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도 정보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GUI 도구의 펼요성이 대두확

어 GUI 소프트웨어인 SL-GMS를 선정하였다. SL-GMS로 정보표시를 위한 그

래픽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픽 편집기<그렴 4.3-1> 인 DRAW2

를 수행사켜 스크린 object룰 생성해야 한다. DRAW2논 그때픽 모델들을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생성， 편집， 수정， 확장틀을 할 수 있다. 또한 DRAW2는

high-level 그래픽 편집기로 CAD의 가능과 비숫한 역할을 하는 사용자 관점의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픽을 사용자 관점에서 프로그.래밍하도룩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DRAW2에서 object를 생성하기 위해 다옴과 같은 특성틀을 조합하여 작성한다.

. object 생성

DRAW2 그래픽편집기는 object create control panel을 가지고 있다. 이

panel에서 선택가능한 primitive object들은 선， 원， 곡션， 문자， 다이나믹 푼자，

다이나믹 사각형， 다각형틀이 있어 이를 CAD시스템으로 。bject를 만틀듯이 편리

하게 object의 형상을 그릴 수 있다.

. object 변경

primitive들의 변경은 object change control panel에서 할 수 있다. 이 panel

에서 object들의 filled, unfilled, 회전， 복사， 이동， 크기조절동을 할 수 있다. 적

용되는 primitive들은 다각형， 선둥이고 이들에 대하여 point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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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속성

attribute control panel에는 text, bitmap, marker, edge의 기능이 있으며

color panel에는 327r지 의 기본적 인 color가 제공되며 primitive들의 색상을 변경

시킬 수 있다.

object 사용

object를 모텔안에서 사용하면 submod button를 선택하고 get external를 선

택한 다음 model을 선택하여 현 model에 external model를 포함시킨다. 그다음

submodel control panel을 부르고 다시 external list에 서 submodel을 선택하고

현 모델에 submodel의 instance를 놓는다. 현 모델들은 여러개의 외부 model의

instance를 가지게 된다.

‘,.

object dynamics

다이나믹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 Dyn memu로 뜰어가서 하나는

Enter Dyn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Edit Dyn를 이용하는 것이다.

Dynamic 표현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건 conditional과 unconditional이 있

고 그 표현 방법은 아래와 같다.

unconditional dynamic

문법 : *
action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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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dynamic

문법 · variable-reference

= value

action <argument>

문법 · variable-reference

= *
action <argument>

문법 · variable-reference

= valuel : value2

action <argument>

GISMO

input dynamic파 display dynamic 사이에는 GISMO를 불러야 한다.

GISMO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 마우스나 기능커를 사용하여 input eventt.t 화면 상태를 사용자가 선택할때

- selection feedback를 위 한 hilite 제공

- 연관되는 variable의 상태를 나타냄

GISMO DynProp는 input dynamic파 output dynamic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input dynamic # 표시로 시작하며 GISMO에 의 해 input event 가 들어

올 때 SL-GMS와 응용 프로그램 변수값을 관리

- output dynamic . * 표시로 시작하며 GISMO로 선택할 때 hi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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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상태가 된다. 이 상태논 SL-GMS와 응용 프로그램 변수값을 변경

시킨다.

예 ) Button GISMO

#

call gmsJlashO

C따I gms_call(callback)

#

call gmsJlashO

call gms_IJOPup_state.-invoke(view-I1ame, modeμ1하ne， reseLflag)

변수 재명명

모델들은 sbmodel틀을 호출하여 다른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다 submodel

내에 여러개의 instance를 보유할 수도 있으며 변수 재명명은 다음과 같은 특정

이 있다.

- submodel을 같온 모델 또는 다른 모텔에서 재사용

- submodel의 특성 이 instance들얘 게 상속

- 같은 submodel의 instance들은 variable채명명에 의해 다른 상태를 획득

‘ 새로운 dynamic 속성이 submodel에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속성어

instance에 상속

- submodel의 dynamic은 instance로부터 수정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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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object생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object생성과 스크린 object룰

작성하고 이를 C언어로 프로그래밍한 <그림 4.3-2>에서는 밸브의 작동시 색상

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림 4.3-3>에서는 정적변수와 동적변수가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화면을 설계하고 작동되는 가를 mimic으로 보여준다.

PsV5 psvl0

PaT

CHARGING
CVCS AUX. SPRAY

PV445 HV6

HV40

SPRAY
VALVE

OUTLET
RCP

HOTLEG 2

<그림 4.3-2> 정보표시의 색상변화

(Fig. 4.3-2 change primitiv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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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X-Terminal

Graphic
User
Interface

Shared
COMMON

f
Process
Modelling

를~ ~:~~Copy
Unit

f
VXI Interface

Test
Panel

...., FOXBORO
IIA Series

Digital
ControJ
System

빠..
Developed
Prototype

<그렴 3.1-1> 시험검증설비 블럭 다이어그램

(Fig. 3.1-1 Test Facility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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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COMPUTER

HP9000 MXI Bus Cable

715/33

2 3 4 5 6 7 B 9 10 11 12 13

휩

MAINFRAME 1
‘L--J L-.J

14 15

뀐

MAINFRAME 1

1 MXI-VXI INTERFACE MODULE 9
2 DIGITAL MULTlNETER 예OOULE 10
3' 64-CH RELAY MULTIPLEXER 얘OOULE 11
4 13-CH FET MULTIPLEXER 빼ODULE 12
5 13-CH FET MULTIPLEXER MODULE 13
6 4-대 D/A CO에VERTER μOOULE J4
7 4-CH D/A CONVERTER MODULE 15
8 16-CH S애ITCH MODULE

lGASa/S OSCILLOSCOPE MODULE
QUAD BBit DIGITAL I/O 뻐때LE

없JAD BBlt DIGITAL I/O MQαJLE

64-CH DIGITAL INPUT MODULE
BREADBOARD MODULE
HXI-VXI INTERFACE MODULE
64-CH ANALOG INPUT 삐OOULE

<그램 3.2-2> VXI 모률 구성도

(Fig. 3.2-2 Configuration of VXI Mod띠e)

- 254 -



PIN ROWa ROWb ROWe PIN
NUMBER· SIGNAL SIGNAL SIGNAL NUMBER

MNEMONIC MNEMONIC MNEMONIC

ECLTRGO +5V CLK 10+
2 -2V GNO CLK 10- 2
3 EClTRG1 RSV1 GNO 3
4 GNO A24 -5 2V 4
5 LBUSAOO A25 LBUSCOO 5
6 lBUSA01 A26 lBUSC01 6
7 -5 2V A27 GNO 7
8 lBUSA02 A28 L8USC02 8
9 lBUSA03 A29 LBUSC03 9
10 GNO A30 GNO 10
11 lBUSA04 A31 L8USC04 11
12 LBUSA05 GND L8USC05 12
13 -5 2V +5V -2V 13
14 LBUSA06 016 LBUSC06 14
15 LBUSA07 017 LBUSC07 15
16 GNO 018 GNO 16
17 LBUSA08 019 lBUSC08 17
18 LBUSA09 020 LBUSC09 18
19 -5 2V 021 -5 2V 19
20 LBUSA 10 022 LBUSC10 20
21 LBUSA 11 023 LBUSC 11 21
22 GNO GND GNO 22
23 TTLTRGO· 024 TTLTRG1· 23
24 TTLTRG2 ‘ 025 TTLTRG3· 24
25 +5V 026 GNO 25
26 TTLTRG4·' 027 TTLTRG5· 26
27 TTLTRG6· 028 TTLTRGr 27
28 GNO 029 GNO 28
29 RSV2 030 RSV3 29
30 M001D 031 GNO 30
31 GNO GNO +24V 31
32 SUMBUS +5V -24V 32

〈그립 3.2-3> VXI bus 핀 구성도

(Fig. 3.2-3 VXI bus Pi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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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all'Q)le1 ‘ cs1t1
I*This programming example uses the C·SCPI commands to
1* make a measurement for‘ a scanning voltmeter. *1

#include <stdio.h>
#include <math.h>
#incll십e <cscpi.h> I*Needed for Preprocessor ‘ */

int test1(void); I*for“ard reference for function *1
/*prototpye */

lNST_DECL< vm,"E1411B" ,REGlSTER); I*declare instrument variable *1

mainO
{

int fail;

INST_STARTUP(); 1* initialize instr띠lent operating system */

얀뼈매
‘mn

원맨φ
*,

t’.,낀
、/쟁’,“’u’-mv

f
w

빼m
,‘,

‘,‘.

““”

r*’

’
j

·1

r‘‘

*1

printf(Uopen vm failed , error 뻐TIber: %d\n'’， cscpi_open_err。야;

exit (1 );
}

fai I = test1();

if ‘fai l){

1* run test using test1() function *1

/* checK to see it test passed
/* or‘ fai led

*/
*/

printf("TEST FAILED \nil);
}

else
{

printf‘’ITEST PASSED\n");
}

exi tCO);
}

(.

float a[POINTS1;

/* a simple test function

1* nαt1ber of points

1* define expected points

*1int test1(void)
{
#define POINTS 64 *1

*1

float expected[POINTSJ={1.0, 1.0, 1.0, 5.0, 5.0, 0.0,
1.0,2.5 ,9.0,0.0);

int fail = 0;
jnt j;

1* query for results and put
1* into array

*1
*1

IN5T_QυERY <VItI, "MEAS:VOLT? 64 , (@100:163)II,‘’%1'‘,&a);

for (i=O;i~POINTS;i++)
{

{
printf("%f\niI,

a[ 1] );
}

}
}

<그렴 3.2-5> VXI모률제어를 위한 C 프로그햄 리스트

(Fig. 3.2-5 C Program List for VXI Module Con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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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d COMMON i

~..

* ’‘
Modeling Program Supervisory Program

“、‘

Store DB data
、t、

“、““;‘
Static Program

〈양상 “3싫쐐싫싫&싫싫싫$싫뚫“않싫l ‘3

AUXSYI , PRESMA, Get DB Data from
PRESTU, SMABRI, Stored File
CDTFWI, CONDVI,

.- ‘""'"’~m»~.;;;.s.，;:.，;、샤~서."，;‘시;)>>;，‘’:i~A)j.. ~“’"'"ι"

ELSYSI, PRTECI ,

set Displayed배ri蠻PRZSYI, REACTI ,
STEAMI 1 STGRCI ,
TURBSI , CVCSYI

Get뱃끼쁨펼갔였

겨J;f’얘‘rilaabi&|ej‘미--S“P“la-y“ν‘ 1:11Dynamic Program

Print-out Selected 、‘‘AUXSYD, CDTFWD,
、i‘‘‘‘、、‘〉‘ ///

CONDVD 1 CVCSYD, Variables
、、

ELSYSD, PRTECD, 〉、、“‘....~~，、，、‘““，、샤 γ、、““““、‘’““‘，~«.;“’“““‘’“‘“‘’‘ ,«-“l“t!

PRZSYD, REACTD,
‘}

STEAMD, STGRCD, RUN/FREEZEJONE-STEP I\i
TURBSD 상쳐;…서ι.:.~::'ι~~~:.:.“야싫값;w상i강 :W::ζ@“...;;.«.~(..;x.t~，“‘ ι、‘”、 ~~~‘、 41

<그렴 3.3-1> 셔혐검증설버 소프트웨어 구성도

(Fig. 3.3-1 Software Configuration of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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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롬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사스템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가반 기술이자 핵심 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V&V 방법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 정립하기 위해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의 지속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허가와 관련된 국내/외 볍규， 표준， 방

법론， 지침서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본 과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음 셰까지 세부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o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인/검증 환경 구축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방법론 정립

o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가반기술연구

이들 세 분야는 밀접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전 디지털 계측체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기술자렵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이러환 기술자렵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

동연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트

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내용을 기술하였다.

원자력 산업에서의 계측제어계통 디지렬화와 이를 위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개발자， 규제자， 사용자동 각계 각층에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산업표준을 정립하는 IEEE, ASME, lEe,

IS。 동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요건 정립 노력을 진행 종이며 규제를 서행

하는 NRC, AECB 둥 각국의 규제기관들에서도 규제시행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Lawrence Livennore National

Laboratory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동 NRC 자문기 관

뜰에서는 원자력 분야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와 디지

렬 샤스템 안전성 평가 업무룰 수행 중이며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이 축척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CMU의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를 포함하여，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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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Darlington 발전소의 안전정지계통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수학적인 방법

으로 증명한 David Parnas , Nancy Leveson동과 같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연구에

대한 대가들을 중심으로 학계에서도 소프트혜어 안전성 보장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 수행하고 있다. EPRI에서는 Upgrade Plan에 따라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과 표준에 관련된 연구룰 수행 중에 있으며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CASE)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회사틀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외에/

도 CE, Westinghouse, AECL, EdF 둥 원전 공급업체들도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보장과 확인 및 검증 기술의 확보를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노력에 의해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

장될 수 있고 원전에서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점차 지적소유권화 되어가는 추셰이다. 따라서 이

러한 기술을 자립하지 못하였을 때 치루어야 하는 비용도 엄청나겠지만 우려 국

민의 안전을 우리가 지킨다든 측면에서 더욱 기술자립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기 원전에서 계측채어계통을 디지털화하고 기술자립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고신뢰도 소프트혜어 안전성 보장 기술과 확안 및 검증

기술과 같은 핵심 기반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디지털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

고 다지털 시스템 인허가 장벽을 원활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눈 원전 계측제어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유의 완벽한 개발

방법론과 개발절차를 갖추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펼요한 도구들을 개발하

며 개발 도구들의 유기적인 집합체인 CASE 환경과 같은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규제요건과 규제방법의 세부 기술적언 측면에

서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관련 기반기술 연구률 적극적

으로 수행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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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증설비 개발에서는 1단계 시험검증 기술개발 환경구축에서 수행한 시험

검증설비 개발동향 및 응용사례 조사， 시험검증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요건 설정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을 일부 수행하였다. 하드웨어

로는 VXI bus 를 이용한 확장된 인터페이스와 구동용 소프트혜어를 일부 완성

하였다. 소프트웨어로는 수학적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주 프로그램과 각

종 명령을 처리하는 슈퍼바이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래픽

을 이용한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래픽 개발 도구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하드돼어 구동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하

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완성한다. 그리고 수학적 모댈링 프로그램의 실시간

실행부분 완성 및 100% 운전 초기화조건 및 계측제어 시험에 펼요한 각종 운전

모드를 작성할 것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2차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

발하여 시험검증설비 활용시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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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00단어 내외 )

‘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성공적인 다지털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자 핵성 기술인 고신

뢰도 소:O:: E 웨어 확언 빛 검증 방법흔을 우리 설청에 맞게 개발 정렵하기 위해

먼저 이 분야 기술 현황의 지속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E

웨어 개발 및 인허가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 표준， 방법론， 지침서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분야 기술자립올 위해 본 과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인/검증 환경 구축，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방법론 정
립과 safety-critical 소표 E웨어 기반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셰 분야는 멀

접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았으며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기술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였으

며， 원전 계측제어 소프E웨어와 같은 고신뢰도 소프E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활

동내용을 기술하였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확인 및 검증， 시험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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