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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자로 자동 검사용 수중 이동 로

봇(Reactor Inspection Robot: RIROB)의 신뢰도 분석 방법과 그 결과를 기술하

다. RIROB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용접부 결함을 탐지하는 

원자로 자동검사 장비의 일부로 수중에서 원자로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로봇 시

스템이다.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많은 기법들과 모델들이 있으나 그 중 

몇 개만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로는 고장수목분석(Fault Tree Analysis), 신뢰도 블록 다이아그

램(Reliability Block Diagram), 마코프(Markov) 모델, 사건 수목 분석(Event 

Tree Analysis) 등이 있다. 이런 기법들은 항공 분야나 원자력 분야와 같은 타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실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한

편, 로봇 산업 분야의 경우에서는 신뢰도 분야가 주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

계나 제작과 같은 타 분야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로

봇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모델은 대부분 다른 산업 분야에

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런 기법들은 비록 실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이 되어 왔고 또 그 유용성이 입증되기는 했지만 로봇 시스템과 같이 컴퓨터, 

네트웍, 전기,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시

스템의 신뢰도 분석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이런 기법들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현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미숙한 기술 단계다. 따라서 현재는 디지털 부분이 포함된 복잡한 시스템의 신

뢰도 분석은 이들 기법의 결과와 여타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하여 추론된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신뢰도 분석 방법은 원자로 자동 검사용 수중 이동 로

봇과 같이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

양한 종류의 증거들을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그 결과를 정량화 하는 방법이다. 

현실에서 보면, 신뢰도 전문가들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기법의 결과를 

포함해서 신뢰도에 관련된 여타 다양한 증거들을 결합한 다음 그들 고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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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과를 추론하는데 이는 대부분 비 정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방법은 다양한 증거들을 결합하고 추론하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방식과 유사하

지만 이를 BBN(Bayesian Belief Nets) 기법의 특징을 활용하여 정형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또 그 결과를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뢰도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들로는 고전적 분석 기법에서 얻어진 결과, 테스

트 결과, 제조 과정에 대한 품질, 회사나 개발 팀의 품질 등이 있다. 이들 증거

들의 형태를 보면 어떤 증거들은 정량화 된 값으로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증거

들은 정성적인 평가만이 가능한 것들도 있는데, 보다 정확한 로봇 시스템의 신

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 두 가지 형태의 증거들 모두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

전적 분석 기법들은 대부분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

충분한 최종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두 가지 형태의 증거들

을 모두 처리하여 결과를 추론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하고 있지만 비 정형적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도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토의를 어렵게 하고 또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제안된 방법은 고전적 기법과 전문가의 판단에 내

포된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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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describes the method and the result of the reliability 

analysis of RIROB developed i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IROB is an underwater mobile reactor inspection robot and a sub system of 

automated reactor inspection system that detects the deficiencies in the 

welded parts of a reactor vessel. 

  There are many classic techniques and models for the reliability 

analysis. But only a few of them have been used in the industry for the 

practical purposes. Examples of them are fault tree analysis, reliability 

block diagram, Markov model, and event tree analysis. These techniques and 

models have been used widely and approved in other industries such as 

aviation and nuclear industry. In robot industry, the reliability has not 

been main stream so it had less concern than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field. Thus the techniques and the models for the reliability analysis of 

robot systems were mostly from other industry fields. Though these 

techniques and models have been approved in real fields they are still 

insufficient for the complicated systems such RIROB which are composed of 

computer, networks, electronic parts, mechanical parts, and software. 

Particularly the application of these analysis techniques to digital and 

software parts of complicated systems is immature at this time thus expert 

judgement plays important role in evaluating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s at these days.

  In this report we proposed a method which combines diverse evidence 

relevant to the reliability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complicated 

systems such as RIROB. In practice, reliability experts combine diverse 

evidences relevant to the reliability and infer the answers by using their 

own way that are mostly informal. The proposed method also combines 

diverse evidence and performs inferences but in formal and in quantitative 

way by using the benefits of Bayesian Belief Nets (BBN). Diverse evidences 

could be those from classical analysis techniques, test results,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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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about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and the quality of the 

company or development team, etc. Some of these evidences are qualitative 

and others are quantitative. Both are necessary to evaluate the correct 

reliability of robot systems. But classical techniques deal with only 

quantitative portions, which leads to the insufficient conclusion. The 

experts could process both of them but in informal ways, which is hard to 

discuss and eventually lead to the debate about the conclusion. The 

proposed method in this report could solve above problems in som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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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원자로의 결함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장비는 엄 한 기능적 정확성과 고 신뢰도

를 요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자로 자동 검사용 수

중 이동 로봇(Reactor Inspection Robot: RIROB)의 신뢰도 분석에 사용된 방법

과 내용을 기술하 다. 

  RIROB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용접부 결함을 탐지하는 자동 초음파 검사 장비

(Reactor Inspection System: RISYS)를 구성하는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수중

에서 원자로 벽면을 따라 이동하며 용접부 검사용 초음파 탐촉자 모듈을 구동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 자동 검사 장비(RISYS)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1].

 o 수중이동로봇(RIROB)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벽면을 타고 움직이면서 결함 분석을 위한 초음파 탐

촉자 모듈을 구동하는 수중 이동 로봇

 o 레이저 위치 지시기(Laser Pointer: LASPO, 또는 Pan-Tilt 장치)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중이동로봇을 계획된 검사 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지

시하는 장비

 o 초음파 신호 수집 및 분석 장비(Sonic Data Acquisition System: SODAS)

   원자로 결함 검사를 위한 초음파 구동 및 수집된 신호를 분석하는 장비로서 

산업용 컴퓨터에 초음파 신호 발진 및 수신 보드가 추가되어 구성되어 있다.

 o 주제어 컴퓨터(Main Control Station: MCS)

   전체 검사 계획을 관리하고 RIROB, LASPO, SODAS를 제어하는 컴퓨터 장비로

서 산업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많은 기법들이 나와 있으나 

그 중 몇 개만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산업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런 기법들은 

비록 실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이 되어 왔고 또 그 유용성이 입증되기는 했

지만, 그러나 원자로 검사용 로봇 시스템과 같이 전기,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

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에는 불충분하다. 특

히 이런 기법들을 시스템의 디지털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신뢰도 분석에 적

용하는 것은 현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미숙한 기술 단계이다[2]. 따라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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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포함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분석 전문가가 기존의 신뢰

도 분석 기법의 결과를 포함하여 여타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까지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신뢰도 분석 방법은 원자로 자동 검사용 수중 이동 로

봇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신뢰도 분석 기법들

을 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또 장비의 신뢰도에 관계된 여타의 다양한 종류의 증

거들을 Bayesian Belief Nets(BBN)를 사용하여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그 결과를 

정량화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현재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정성적인 방법을 

모의한 것이지만 정량적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또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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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로 자동검사용 수중 이동 로봇 

시스템과 신뢰도 분석 기법

제 1 절 원자로 자동검사용 수중 이동 로봇 시스템

  원자로 압력용기의 용접부를 검사하여 결함을 찾아내는 기존의 검사 시스템은 

고정식 매니퓨레이터 방식으로 장비의 규모가 크고 가격이 비싸며 많은 검사 시

간이 소요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소형 경량화 된 수중 

이동 로봇에 의한 검사 방식을 연구 개발하여 현재 실증실험 수행 중이며, 이 

장비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첨단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제어, 

레이저 유도식 로봇 제어, 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능형 결함 판독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개발된 원자로 검사 장비는 기존의 검사 장

비에 비해 획기적으로 소형화 경량화 된 지름 80Cm, 무게 50Kg의 로봇을 검사 

부위에 접근시킬 수 있어 장비의 운전이 매우 간편하며 이에 따라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원자로의 가동률 향상 가능하고, 검사를 위한 로봇의 이동을 위해 자

석 바퀴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로 내부 벽면을 자유로이 주행할 수 있으며 검사 

부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정 한 레이저 위치 지시기를 이용한 주행 

기법을 개발되어 구현되었다. 수중 이동 로봇(RIROB)은 개발된 원자로 검사 장

비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1].

1. 시스템 개요 및 주요 기능

  원자로 내부의 벽을 따라 수중에서 이동하며 초음파 탐촉자가 부착되어 있는 

5 자유도의 소형 매니퓰레이터를 가지고 있다. 무게는 약 50Kg이며 수중에서는 

RIROB 본체에 장착된 Float로 인해 무게가 소멸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레이저 

위치 지시기(LASPO)의 제어에 따라 원자로 내부 벽을 자석바퀴를 사용하여 이동

하며 경사계와 수압계 센서를 비롯한 각종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세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로봇 전단에 카메라와 램프를 부착하고 있어 원자로 

검사 중 검사자가 육안으로 검사진행 상황을 감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확한 검사 위치로 이동

    - 검사용 초음파 탐촉자 모듈 제어

    - 초음파 신호수집 장비에게 동기 신호 전송







- 13 -

다. 이들 어느 한 기법이 다른 기법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없고 따라

서 어떠한 종류의 기법도 모든 프로젝트나 모든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직까

지는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들 기법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기법들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신뢰도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가.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이 기법은 기기의 신뢰도를 예측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위해나 위험보다는 

기능의 성공적 수행에 강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상 기기나 시스템이 정해진 

시간동안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운전될 전체적인 확률을 구하는 것이 이 기법의 

목표이다. 분석의 첫 단계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을 나열하고 가

능한 운전상태에 따른 고장 모드를 열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고장모드 별로 

시스템의 다른 부품에 미치는 향과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각 고장모드별 결과의 심각성과 확률을 계산한다. 각 부품의 고장율

은 과거의 경험이나 제작자로부터 얻어지는 일반화된 고장율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분석 대상 부품이 사용될 환경이 얻어진 고장율 데이터가 생성된 환경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뢰도 데이터의 생성환경과 

운전 환경이 많이 다를 경우 각 부품의 고장율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

석 결과는 테이블 형태로 작성되는데 일반적 양식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FMEA 테이블 양식 예

Component
Failure 

probability
Failure mode

Percent failures 

by moce
Effect

  FMEA는 단독 부품이나 단독 고장에 대한 분석에 유효하며 분석의 완전성을 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만큼 시간과 비용을 많이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고장 모드가 미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FMEA가 주로 적용되는 단계는 상세 설계가 완료되고 모든 하드웨어 부품이 결

정된 후의 단계이다.

나. Fault Tree Analysis(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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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법은 항공, 전자, 원자력산업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1961년 Bell 연구소에서 H.A. Watso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Minuteman Launch 

Control System의 평가가 그 목적이었다. 그 후 Bell 연구소에서 통신장비에 사

용 중이던 Boolean Logic 방법이 FTA에 채용되었고 보잉사에서 그 전체적 분석 

절차를 개발하 다. FTA의 주목적은 위험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위험

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목(tree)의 최상위사건(top event)은 미

리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는 종종 다른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FT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o 시스템 정의

  o Fault Tree 구성

  o 정성적 분석

  o 정량적 분석

  FTA 절차는 기본적인 결함을 발견하여 이들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고 이들의 

발생 확률을 결정하는 반복적인 기록 과정으로 특징 지워진다. 즉, 시스템 고장

과  안전 위험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결함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고장 수목 논리

도를 작성하고 확률 값 계산을 위해 기본적인 결함 자료와 고장 확률 자료를 수

집한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결함을 분석하고 고장 유형에 대한 확률을 결정, 

치명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o 장점: 고장수목으로 표현하면 시스템의 고장 프로세스와 고장 전파를 명확

히 파악할 수 있다.

  o 단점: 고장수목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중 구성의 시스템을 다루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단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시간 표현

     다단계 임무(multiphase mission) 는 수행시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기기 

구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고장수목을 가지고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중 시스템에서 전환 시에 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 간격을 표현 할 수 

없다.

   - 고장의 심각도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다중고장과 같이 고장유형도 복잡할 수 있다. 기기가 

기능을 못하는 것과 기기는 향이 적으나 인명이 위태로운 경우 등을 구

분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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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 순서

     복잡한 다중 시스템에서는 고장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장 순서가 

중요하다. 시스템의 대응이 고장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다

중 시스템에서는 고장 발생 순서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고장 수목은 이

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

   - 고장 중복

     동일한 형태의 고장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여

야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

   - 고장 전파

     다중 시스템에서 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되면 이 고장을 복구 또는 우회

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이 동적으로 변경된다. 즉 동적 신뢰도 모델이 필

요하나 고장 수목으로는 이를 표현할 수 없다.

   - 복구 및 보수

     다중시스템에서는 복구와 보수가 중요한 운전 상태이다. 그러나 고장수목

으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없다.

다. Reliability Block Diagram(RBD)

  RBD는 시스템의 구성 부품별 성능 및 이들의 연결에 의거해 전체 시스템의 신

뢰도를 계산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기법에서 시스템의 신뢰도 측

정을 위한 첫 단계는 시스템의 고장모드를 찾아내고 모든 부품의 신뢰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블록 다이아그램 상에서 성공 확률이나 고장율이 부여된 블록

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품을 나타낸다. 이들 블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신

뢰도 망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 각 구성 부품의 신뢰도 의존도를 나

타내는 것이다. 

  RBD 모델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o Failure Independence Of Block Failures 

   o Bimodal Device Status 

   o System Operational If All Devices Operate 

   o System Failure If All Devices Fail 

   o A Device Failure Cannot Make a Failed System Operational 

   o System Remains Operational After Any Device Repair 



- 16 -

   o All Block Connecting Lines Have A Reliability Of 1 

   o A Block Fails If Any Part Of the Block Fails 

  RBD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와 적용이 쉽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부품이나 서

브시스템의 열화 고장모드를 모델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라. Markov Models

  Markov 확률 모형은 두 확률변수의 함수로써, 시스템의 상태(state)를 나타내

는 확률변수 X와 관측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t의 함수이다. 여기서 X와 t가 

각각 이산적(discrete)인가 연속적(continuous)인가에 따라 Markov 모형을 4가

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상태가 이산적이고 관측 시간이 연속적인 모

형은 신뢰도 공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Markov 모형은 어떤 상태 i 에서 다른 상태 j로의 천이(transition) 확률의 

집합 Pij로 정의된다. Markov 모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천이 확률 Pij가 

상태 i 와 j 에만 달려 있어서 과거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independent). Markov 과정은 연립 미분 방정식과 초기조건으로 나타나게 된

다. 단지 최종상태만이 확률을 결정한다는 Markov 과정의 기본 가정 때문에 항

상 연립 1계 미방(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얻게 된다. 연립 미방

에서 계수들을 추이 행렬(transition matrix)로 만들어 명시할 수 있다. Row는 

과정이 시간 t에 있을 상태를 나타내고 column은 과정이 시간 t+dt로 추이할 상

태를 나타내며 전자를 초기상태(initial state), 후자를 최종상태(final state)

라 한다. 여기서 Pij는 시간 간격 dt사이에 시스템이 초기상태 i 에서 최종상태 

j로 추이할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시스템이 각 

상태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게 된다. 

Markov 모델의 단점은 일반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의 상태 수가 많아 

분석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며 또 상태간의 천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 Simulation Technique(Monte-Carlo)

  Monte-Carlo 모의실험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고장율에 의거 분산된 시

간상에서 각 부품의 고장을 모의함으로서 신뢰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아이템 고장과 수리 분산(repair distribution)으로부터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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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는 매우 많은 양의 무작위 숫자를 필요로 한다. 고장이나 수리 또

는 동작과 같은 매 사건이 각 시간 단위마다 표본추출 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의 시스템이 되면 이의 모의 실험은 매우 많은 시간의 계산 시간을 요

하게 된다. 이 기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신뢰도를 계산 할 수 없거나 다른 기법

을 사용할 경우 가정을 단순화 해야하는데 이러한 가정의 단순화가 허용되지 않

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 기법의 단점으로는 계산에 필요한 비용이 높다는 

점과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전체 모의를 다시 해야한다는 점이다.

2.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기법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측정 방법이나 모델에 대하

여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지금까지 70여 가지에 이르는 신뢰도 관련 측정 기

법과 모델들이 발표되었고 또 이들에 대한 검증이 시도되어 왔다. 소프트웨어어

의 신뢰도를 포함한 품질 전반에 걸친 각종 측정방법과 모델은 본 과제에서 발

간한 기술현황분석보고서[3]와 IEEE 표준[4] 그리고 소프트웨어 메트릭스 관련

서적[5]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신뢰도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엔지니어링

에 초점을 둔 기법과 모델들은 소프트웨어 신뢰도 공학 핸드북[6]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 기법 고유 

현안에 대해서는 동 분야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간한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7]. 이들 문헌에 나타난 기법과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

o 시스템에 존재하는 결함의 수

o 다음 번의 고장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신뢰도 추정

o 설계와 시험 과정이 결함의 수와 고장 도(density)에 미치는 향의 이해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기법과 모델들은 

그 방법론이나 이론적 측면에서 오류가 있거나 또는 모델의 잘못된 명세나 신뢰

도에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지 않은 부적절한 데이터의 사용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문제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을 다루었다는 

점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실제 신뢰도와 품질

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 정설이다[8][9][10]. 특

히 원자력발전소의 보호계통이나 항공, 운수, 군사 분야의 안전 시스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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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고 신뢰도와 안전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기법이나 모델도 규제나 표준에서 요구하는 신뢰도의 정량적 증명이 불가능하다

고 알려져 있다[2]. 이것은 설계 결함과 같은 시스템적인 결함이 소프트웨어의 

주요 고장 원인이라는 데 기인한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설계 결함은 복잡성이 

높고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

으나 최근 디지털 시스템의 발달과 사용 증가로 소프트웨어에 이 문제가 집중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고 신뢰도 및 안전성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 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9].

o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설계 결함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이들 설계 결함은 

회피하거나 내구성(tolerance)을 갖추기 어렵다.

o 소프트웨어는 주로 새로운 시스템에 구현되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적인 설계

로부터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o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불연속적인 입출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수학적 모델링으로는 입출력 관계에 대한 사상을 만들 수 없

다. 따라서 연속성 가정은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측정에 사용될 수 없다. 고

장은 특정적이고 불명확한 사건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며 하드웨어의 경우

와는 달리 확인 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생기지 않는다.

위에서 기술된 문제점 관점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과 방법론을 검

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직접 측정 방법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상 시스템이 실

제 운전 환경에서 운전되는 것을 일정시간 동안 관찰 한 다음 나타난 고장 빈도 

또는 무 고장 시간을 가지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그 적용 역에 따

라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여 시험을 수행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직접적 측정 방법은 시험 기반(test-based) 신

뢰도 추정과 신뢰도 성장(reliability growth)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시험에 근거한 신뢰도 추정

  개발이 완료된 최종 시스템의 시험 결과들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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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통계학의 표본 시험(sample testing)과 동일한 원리를 사용한다. 즉 시

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시스템의 모든 가능한 행위 공간의 표본으로 간주

한 다음 통계적 추론 기법을 사용하여 고장율(failure rate) 또는 요구 고장

(failure per demand) 확률과 같은 신뢰도 추정을 위한 파라미터(parameter)를 

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숫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a)소프트웨어의 고장을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한 무작위성 고장(random 

failure)으로 보는 데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며

(b)적절한 시험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시험 횟수, 입력 자료 분포, 

시험 중 발견된 고장, 결함을 수정하는 전략, 프로그램의 크기와 복잡도, 

시험 결과를 판정하는 오라클)의 신뢰성이 필요하고

(c)요구되는 신뢰도가 높은 경우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시험 시간을 요

한다는 점이다.

(2) 신뢰도 성장 모델(reliability growth model)에 의한 신뢰도 예측

  소프트웨어의 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 단계에서는 디버깅을 통해 소프트웨어

에 존재하는 결함이 점차로 줄어드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들이 생성된다. 

신뢰도 성장 모델에 근거한 방법들은 이런 디버깅(결함 수정) 활동에서 누적되

어진 증거(결함이 발견될 때까지의 시험 운전 시간, 또는 일정 시험 시간동안 

발견된 결함의 수 등)를 사용하여 신뢰도가 향상되는 추세(trend)를 관측하고, 

그 다음 이 추세로부터 보외법(외삽법, extrapolation)을 근간으로 하는 모델

(reliability growth model)을 만들어 내어 이로부터 신뢰도를 예측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한 예측은 증거와 모델을 통해 만들어진 추세의 정확성

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신뢰도 추세에 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시험 팀의 변화, 새로운 기능의 추가 등)에 대한 고려, 디버깅 중 사용

한 데이터와 시험환경이 실제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상황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

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결함 수정이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가 최소한 

그 이전의 결함 수정 활동들의 평균적 신뢰도 상승 효과보다 나쁘지 않아야 한

다는 점이 있다.

  이 마지막 항목은 고 신뢰도 또는 안전성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평가에서

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나 현재까지의 모델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단순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성 있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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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신뢰도 성장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엔지니어링과 측정에서 현

재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AT&T, Bellcore, Ericsson Telecom, Hewlett 

Packard, Hitachi, IBM, NASA s Jet Propulsion Laboratory, Lockheed-Martin, 

Lucent Technologies, Microsoft, the U.S. Air Force, and the U.S. Marine 

Corps.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동 방법론의 사용 경험들에 대하여 많은 문헌이 

발표되어 있다[13]. 신뢰도 성장 모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특정 소프

트웨어(예. 통신용 소프트웨어)의 시험과 운전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평가 대상 소프트웨어가 모델의 바탕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특성이 유사하고 또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11][12].

나. 간접적 측정 방법

위에서 살펴 본 직접적 평가 방법들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레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다른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이들 중 현재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방

법들은 (i)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및 방법론에 근거한 신뢰도 증명 (ii) 설계 

다양성에 기반을 둔 고장 내구성(fault tolerance) 기법으로 신뢰도를 증명 

(iii) 정형적 방법에 의한 확인(Formal Verification)을 들 수 있다.

(1) 개발 과정과 방법론에 근거한 신뢰도 증명

이 방법은 적절한 설계와 개발 기술(good practice)을 사용하면 고 신뢰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의 사용 자체가 요구되는 고 신

뢰도를 달성하 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며 여러 산업 분야의 

일부 표준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13]. 고 신뢰도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의 개발에 good-practice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런 소프트웨

어가 만들어 질 수 있지만 문제는 목표한 신뢰도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증

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에만 의거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o 특정 개발과정이나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운전되

는 동안 얻어진 신뢰도 자료가 없다는 점과

  o 설사 그런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평균적 신뢰도 자료이므로, 

서로 다른 여건에서 개발된 각 소프트웨어어의 실제 신뢰도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 21 -

(2) 설계의 다양성을 사용한 고장 내구성에 의한 신뢰도 증명

하드웨어의 신뢰도 엔지니어링에서는 설계의 다양성에 의해 고 신뢰도 시스템

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것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기의 고장 프로세스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현실성이 있고 경험적 자료에서 증명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런 설계 다양성에 의해 개발된 각 버전

들의 고장 독립성 가정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

한 논의를 보면 A. Avizienis와 J.P.J. Kelly가 자체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

계 다양성에 의한 고장내구성 방안을 제안하 고 이에 대하여 J.C. Kinght과 

N.G. Leveson은 소프트웨어 버전들의 고장 프로세스가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역시 실험을 통해 보여주면서 설계 다양성에 의한 고장내구성 방안에 대하

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 다[14]. 이들 두 가지 의견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되고 있지만, 설계의 다양성에 의해 어느 정도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것이 현재

까지의 일반적 견해이다[15][16].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뢰도가 향상된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와 전체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각 버전의 신뢰도를 별도

로 구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3) 정형적 방법에 의한 확인(Formal Verification)을 통해 신뢰도 증명

이 방법은 정형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정형적 명세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면 프로그램이 

그 명세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되었다는 증거에 의해 그 소프트웨어는 설계에 의

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은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용한 기술이나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o 증명에는 실수나 결함이 도입되기 쉽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증명 작업을 

수행하는 인간의 오류나 지원 도구의 결함 그리고 자동화된 도구의 결함 등

이 존재한다.

o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대

상의 크기와 복잡성에 제한이 있다.

o 모든 경우에 정형적 명세가 완전하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잘못된 명세에 따른 구현의 정확성 증명은 무 고장을 보증 할 수 없다.

다. 여러 증거의 종합에 근거한 신뢰도 평가 및 증명

위에서 살펴본 기술과 방법론은 그 단독으로는 신뢰도의 평가와 증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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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안전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평가 할 때는 여러 가지 증거를 결합하여 관련 표준이나 가이드에 

따라 종합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

음과 같다.

  o 평가에 사용되는 각 증거에 대해 값을 부여하는 문제와

  o 각 증거들은 서로 다른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증거들 간의 종속성 관계가 

대부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들 문제점은 현재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대부분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결론이 도

출되기까지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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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IROB의 신뢰도 분석 방법론

제 1 절 배경

  제 2장 2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기존의 신뢰도 평가 방법들 단독으로는 원

자로 자동검사 시스템과 같이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신뢰도 모델링 시 하드

웨어만을 고려하면 되었으나 디지털 시스템은 하드웨어만으로는 그 기능을 모델 

할 수 없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만을 

제공하며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복합

된 것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 높은 복

잡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완성

된 시스템의 신뢰도 추정에는 이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기존의 분석 기법들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각각의 신뢰도를 계산

하는 방법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들 방법도 아직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며 이들을 통합하여 다루는 분야도 현재 연구 중에 있다[25].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에는 기본 소자의 신뢰성을 포함한 하드웨어 신뢰

성과 소프트웨어 신뢰성, 인적(human) 신뢰성이 포함된다. 기존의 기계 설비나 

아날로그 회로의 경우 하드웨어 신뢰성과 기본 소자 신뢰성이 전체 시스템의 신

뢰성에 큰 향을 미친다. 미국의 Reliability Analysis Center 에 의하여 조사

된 전자 시스템의 고장율 분포는 그림 3.1과 같다[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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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율 분포

각 고장율 분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o 부품 고장

  마이크로회로나 트랜지스터, 저항, 연결 단자 등의 부품 고장으로 인한 것

 o 단발성 오류

  고장으로 발견되었으나 재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실제 고장이 아닐 수도 있

다. 

 o 제조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이다. 

 o 외부 요인

  전기적 충격이나 잘못된 보수로 인한 고장을  의미한다. 

 o 설계

  허용 한계 누적, 로직 오류, 내 환경 미비 등의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것을 

의미한다.

 o 마모

  기기의 열화로 인한 고장을 의미한다. 

 o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장을 의미한다.

 o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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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요건 해석 오류나 설계,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등

이다.

  이와 같이 부품을 비롯한 하드웨어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 고장의 가장 큰 원

인이나 그 이외에 설계, 제조, 소프트웨어, 외부요인, 미확인 단발성 요인도 중

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경우는 9%로 비중은 

작지만, 최근의 추세는 전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개발 연구비의 60%이상을 소프트웨어 신뢰성 연구에 투자하여야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고장이 시스템 신뢰도에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

어 신뢰도 평가 방법에 의한 결과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신뢰도 

측정이 곤란하므로 설계, 제조, 외부요인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신뢰도 평

가 방안이 요구된다.

제 2 절 분석 방법론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원자로 자동검사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방법론은 시스

템의 신뢰도에 관련된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각 요인들이 전체 시

스템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 다음 기존 신뢰도 평가 방법들의 결과를 

포함한 각 요인들의 신뢰도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BBN을 이용하여 정형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시스템의 최종적인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o 신뢰도에 관련된 시스템의 요인들을 확인

 o 확인된 요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기법의 선정 및 신뢰도 계산

 o BBN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모델을 구축

 o 관찰된 증거들을 BBN 모델에 입력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 및 분석

  BBN은 최근에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 결정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이나 군수 장비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

전성 평가 분야에도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신뢰도 분석 방법론의 기반이 된다. BBN 및 분석 방법론의 단계별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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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N

가. BBN 개요

  BBN은 지식의 확률적 표현으로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 결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BN의 근간이 되는 베이시안 확률이론 (Bayesian 

Probability Theory)은 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본격적으로 적용

되기 시작한 것은 복잡한 확률 계산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도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이다[18][19]. 의료, 원유 가격 

예측, 기계 고장 진단 분야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실제 문제의 해결에 적용되어 

왔고 특히 의학적 진단과 기계적 고장 진단 분야에서는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는

데 마이크로 소프트의 오피스에 내장된 Answer wizard와 지능형 프린터 고장 진

단 시스템이 최근의 성공적인 응용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

후부터 안전 중요(Safety critical)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및 

평가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19].

  BBN의 특징은 인과관계에 의한 모델링과 불확실성의 명시적 모델링 그리고 다

양한 유형의 증거(정성적 평가 증거와 정량적 평가 증거)를 일관된 프레임 안에

서 정형적으로 처리하여 정량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에

는 반드시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나 안전성 평가에는 인지적 한계와 현

실적 제약이 수반되므로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포함되고 또 평가에 필요한 모

든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BBN은 이런 모든 상황을 포함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BBN의 정의

  BBN은 노드(Node), 노드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선(arcs 또는 directed 

edges) 그리고 각 노드에 속한 확률 테이블(Node Probability Tables: NPT, or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로 구성된다. 노드는 모델에 포함된 변수

들을 나타내며 노드 연결선은 노드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BBN상의 노드는 

무작위 변수를 나타내고 이들 무작위 변수는 몇 개의 상태(예: 낮음, 중간, 높

음 등)를 가지고 있으며 각 상태의 확률 값의 합은 1이 된다. 각 노드에 연결된 

노드 확률 테이블은 노드간의 연결 강도 즉 종속성 정도를 결정하며 모 노드

(parent node)의 각 상태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 표현된다. BBN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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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변수들의 집합과 이들 변수들을 연결하는 방향성을 가진 연결선들

 (b) 각 변수는 유한한 상호 배타적 상태 집합을 가지고 있다

 (c) 변수들과 연결선은 서로 합쳐져서 유도 비 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를 형성한다. 유도 비순환 그래프는 A1 -> A2 -> ... An -> A1

으로 되는 직접적 경로가 없는 그래프를 의미한다. 따라서 BBN에서는 그래

프 내에 순환 연결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 모 변수 B1, ... Bn을 가진 각 변수 A는 조건부 확률 테이블(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 또는 노드 확률 테이블(node probability table: 

NPT) P(A|B1, ..., Bn)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수 A가 모 변수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unconditional) 확률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의 변수 

A는 prior 확률 값을 가지게 되어 모델에 편견이 도입될 우려가 있다는 주

장이 있었으나 이런 선 확실성 평가 (prior certainty assessment)는 인간

이 확실성을 추론할 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e) BBN에 d-separation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든지 자신의 Markov 

blanket 내의 다른 변수들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 d-separation은 노

드들 간의 조건부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노드의 값이 다른 노드에 

향을 미치는 여부를 결정하며 노드들간의 연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된다.

다. 노드 확인 및 그래프 작성

  목표 노드의 값을 구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건이나 증거를 결합하는 과정이

다. 이를 위해서는 모델 하고자 하는 역의 모든 변수들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들을 연결하여 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답

은 아직 까지는 없으나 목표 노드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노드를 

작성하는 것과 상위 레벨의 정보를 가진 망을 구성한 후 이들을 세분화하여 작

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노드간의 연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따르

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하지만 정성적 노드들의 연결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보다 일반적 개념을 지닌 노드에서 구

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지닌 노드로 방향을 정하거나 또는 상위 단계의 추상적 

개념을 가진 노드에서 하위 단계의 추상적 개념을 가진 노드로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각 노드의 상태 공간을 설정하게 

된다. 한 노드에 연결된 모노드가 많은 경우 상태 공간이 많아져서 노드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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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noisy-or 나 divorcing[18]과 같은 기

법이 사용된다.

라. 노드 확률 테이블

  그래프가 작성되면 다음 단계는 각 노드별 확률 테이블(NPT)을 작성하게 된

다. 이 과정은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얻고 이를 확률 값으

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의 추출은 개별 면접, 그룹 회의, 그리고 Delphi 

situations와 같은 형태로 수행되고 일반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문제 역과 특정 질문의 작성

(b) 질문의 정련(refinement)

(c) 전문가(들)의 선정

(d) 추출 구성품의 선택

(e) 적용분야에 알맞게 선택된 구성품 정련

(f) 추출 연습 및 필요한 교육 수행

(g) 전문가의 판단을 추출하고 문서화

  노드 확률 테이블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점은 전문가의 지식을 추출하

는 과정에서 생기는 편향(bias)의 회피이다. 이것은 BBN 방법론 뿐 아니라 전문

가의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이 포함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지

식 공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0][21].

마. 계산(computation)

  그래프의 작성과 NPT 작성이 끝나면 관찰된 증거를 입력하고 계산을 수행한

다. 계산은 특정 노드에 자료를 입력했을 때 이것이 구성된 망의 구조와 NPT에 

따라 전체 노드의 값을 갱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노드 값의 갱신 

계산은 베이스 확률규칙(Bayes rule)과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정리 그리고 종속성 차단(d-separation) 정리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계산 작업은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데 80년대 후반에 발견된 효

과적인 계산 알고리즘과 이를 구현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BBN을 실용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다.

2. 신뢰도에 관련된 시스템의 요인들을 확인

  분석을 위한 첫 단계는 분석 대상 시스템의 신뢰도에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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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제 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스템의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다양하나 분석에서 이들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 중에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형태로 관찰 가능하여 분석에 이용 

가능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후 분석 단계에 활용한다. RIROB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o 설계

   - 시스템 설계 부분

   - 하드웨어 설계 부분

   - 소프트웨어 부분

   - 설계 단계에 필요한 자원(인력, 시간, 비용 등)

  o 하드웨어 서브 시스템의 신뢰도

   - 기계 부분

   - 전자 부분

   - 하드웨어 전체

  o 제작(자체 제작 및 외부 수주 제작)

  o 개발 각 단계의 시험 결과

3. 확인된 요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기법의 선정 및 신뢰도 계산

  앞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 특성이 모두 달라 이들 모두에게 일반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뢰도 분석 기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요인별로 적절한 신뢰도 분석 기법을 선정한 후 선정된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한다.

가. 설계 부분

  설계 부분에서 고려하여야 할 항목들은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

웨어, 설계 단계에 필요한 자원(인력, 시간, 비용 등)이다. 기존에 사용되는 신

뢰도 분석 기술들은 대부분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소자의 고장율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므로 설계상의 오류를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현실에서

는 설계에 관련된 표준이나 절차의 채용 및 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정

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제안된 방법론에서는 현

행 표준이나 절차에 근거한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BBN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

형적으로 결합하고 정량화 하는 방안을 구축하 다. 설계 부분에서 신뢰도 분석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o 요구사항의 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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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설계의 복잡도

 o 설계 팀의 품질

  - 설계 팀의 경험

  - 설계 팀의 전문성

 o 개발 방법론의 품질

  - 관련된 표준 또는 절차의 채용 및 준수 여부

 o 설계 과정의 품질

 o 설계에 대한 확인 및 검증

 o 설계 문서의 품질

 o 설계에 필요한 자원

 o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위에서 기술된 요인들을 결합하여 만든 BBN 그래프는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설계 부분 BBN 그래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의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신뢰도 분석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까지 여러 가

지 신뢰도 분석 기술이 나와있으나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본 방법론에서는 OECD Halden 

Reactor Project의 하나로 수행된 “BBN을 이용한 프로그램 가능한 시스템의 신

뢰성 추정” 연구[22]에서 제시한 방법을 채용하 다. 여기에서 나타난 소프트웨

어 신뢰도 평가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o 개발자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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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개발 과정의 적절성

 o 문제의 복잡성

 o 구현의 복잡성

 o 분석의 적절성

 o 구현 과정의 평가

위의 요인들을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부분 BBN 그래프는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소프트웨어 부분 BBN 그래프

나. 하드웨어 부분

  시스템 하드웨어 부분의 신뢰도는 각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신뢰도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하드웨어의 신뢰도 분석은 다시 전자적 부분과 

기계적 부분 그리고 이들을 통합한 전체 하드웨어로 구분되는데 각 부분의 분석

을 위하여 선정한 분석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o 전자적 부분

    전자적 부분의 신뢰도는 부품의 신뢰도와 부품이 결합된 시스템의 신뢰도로 

구분할 수 있다 부품의 신뢰도는 실제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자료나, 

MIL-HDBK-217, 또는 Bellcore TR-332 에 의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

들 부품들을 조합한 시스템의 신뢰도는 신뢰도 블록도 법, 고장 수목 분석

법, 상태 공간 분석법, 시뮬레이션 모델 등으로 구할 수 있다. 원자로 자동

검사 시스템의 전자적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기법은 부품과 시스템 모두 

MIL-HDBK-217(일부 부품은 Bellcore TR-332) 방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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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계적 부분

    기계적 부분의 신뢰도 계산은 고장수목 분석법을 이용하 는데 이 방법은 

기계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o 전체 하드웨어 시스템

    전자적 부분과 기계적 부분을 통합한 전체 하드웨어의 신뢰도 분석은 고장 

수목 분석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3].

다. 제작(자체 제작 및 외부 수주 제작)

  제작에 관련된 요인들은 세부적으로 제작의 복잡성, 제작 절차의 적절성, 제

작자의 품질, 제작 검사의 적절성, 시험, 제작 능력, 제작 과정의 품질로 나누

어진다. 이 부분 역시 설계에 관련된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신뢰도 분석 

기법들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 본 방법론에서는 각 세부 요인들에 대한 평

가자의 판단을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정량적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BBN 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제작 부분의 BBN 그래프는 다음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제작 부분 BBN 그래프

라. 개발 각 단계의 시험 결과

  개발 각 단계에서 수행된 시험 결과를 해당 단계 별 신뢰도 측정의 한 변수로 

다루었으며 역시 BBN 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4.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BBN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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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제작 그리고 시험을 포함한 모든 요인들을 결합하는 전체 시스템 신뢰

도 분석 모델을 BBN으로 구축한다. BBN 그래프 상의 각 변수들에 대한 NPT는 제 

4장과 부록 3에 기술되어 있고 구축된 전체 시스템의 BBN 그래프는 다음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시스템 전체의 BBN 그래프

5. 관찰된 증거들에 근거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 및 분석

  구축된 신뢰도 분석 BBN 모델에 각 요인들을 평가하여 얻어진 증거나 결과들

을 입력한 후 전체 시스템의 최종 신뢰도를 계산하고 분석한다. 입력된 증거들

에 기초한 BBN 계산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 정리와 베이스 확률 정리에 의하

여 수행되는데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BBN 모델링 도구

[23]를 사용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 모델링 및 계산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HUGIN Explorer[23]이다.

제 3 절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

  기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뢰도 분석 방법들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이

들 기법 단독으로는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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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전문가가 개발 과정과 최종 제품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상황

이나 이 방법도 전문가의 편향이나 비정형적 추론 과정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의 규제나 표준에서는 정형적이고 정량적인 평

가 방안을 도입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방법론의 기반이 되는 BBN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디지

털 시스템을 포함한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BBN 방법론을 이런 분야에 적용하게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BBN의 특성 때문이다.

  o 신뢰도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들(정성적 또는 정량적 형태의 증거들)을 

일관된 평가체제 안에서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정량적 결론을 추론할 수 있

다.

  o 모델의 직관적 그래프 형태가 평가에 관련된 복잡한 연관 관계와 감추어진 

가정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도와 감사

도(auditability)를 높일 수 있다.

  o 신뢰도 평가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증거들을 평가 틀

에 포함시킬 수 있다.

  o 모델을 위한 엄격하고 수학적인 의미론(semantics)을 가진다.

  o 복잡한 확률 계산을 쉽게 해 주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o 예측이나 평가를 위해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BBN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정성적 평가 기준에 근거한 현재의 평가 체

제를 정형적으로 모의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정량적 신뢰도 분석 기법들로는 구

현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 결과를 정량화 하여 신뢰도 평가에 관련

된 여러 형태(정성적, 정량적)의 모든 증거들을 단일 모델 안으로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정량화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외국의 BBN 적용 연구의 조사[19]에서 나타난 BBN 모델 작성 시 발생하

는 어려운 점으로는 전문가의 지식에 근거한 그래프 작성과 NPT 작성 등이 있는

데 이들의 해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점이 있더라도 BB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묵시적, 정성적 또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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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처리되던 신뢰도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정들이 명시적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어서 개발자와 신뢰도 평가자 간의 논의에 도움을 주고 의사결정의 투명도

와 감사도(auditability)를 높일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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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자로 자동검사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제 1 절 하드웨어

1. 전자 부분

가. 수중 이동 로봇(RIROB)

  제 3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RIROB의 하드웨어 신뢰도 분석은 전자기기 부분

과 기계적 부분을 나누어서 수행하 으며 전자기기 부분과 기계적 부분을 통합

한 전체 하드웨어는 고장수목 분석법을 사용하 다. 전자 기기 부분의 분석은 

MIL-HDBK-217에서 제시한 부품 카운트 분석법과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을 사용하

고 기계적 부분의 분석은 전체 하드웨어의 고장수목 분석에 포함하여 수행하

다. 전자 부분의 신뢰도 계산 및 부품 자료 그리고 앞으로 기술할 고장 수목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Relex[24]를 사용하 다. RIROB의 구성은 다음 

그림 4.1과 같다.

M-W-R 

–

–

그림 4.1 RIROB 구성도

  MIL-HDBK-217은 하드웨어의 신뢰도 계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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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정한 시스템 신뢰도에 개개 부품의 고장율을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데 RIROB의 전자 부분의 신뢰도는 MIL-HDBK-217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각 부품에 대한 상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분석을 사용하 고 그

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품 카운트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부품에 대한 정확

한 신뢰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부품의 자료를 사용하 다. 

고장율 계산을 위한 기준 시간은 백만 시간으로 설정하 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RIROB 전자부분]

o 1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시간) 기준

Failure Rate: 452.863

Reliability : 0.956

MTBF: 2208.171

o 10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0시간) 기준

Failure Rate: 452.863

Reliability : 0.636

MTBF: 2208.171

RIROB의 전자 부분 각 모듈 별 상세 신뢰도 예측 자료는 부록2에 수록하 다.

나. LASPO(Pan-Tilt) 전자 부분 하드웨어

  Pan-Tilt 장치의 신뢰도 분석 방법과 내용도 RIROB과 동일하나 설계의 변경으

로 인하여 일부 구성 부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Pan-Tilt 장치의 구성은 다음 그

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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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ASPO(Pan-Tile 장치) 구성도

Pan-Tilt 장치의 전자 부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1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시간) 기준

Failure Rate: 50.521

Reliability : 0.995

MTBF: 197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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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0시간) 기준

Failure Rate: 50.521

Reliability : 0.951

MTBF: 19793.494

Pan-Tilt 장치의 전자 부분 각 모듈별 상세 분석 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 다.

2. 기계적 부분의 분석과 하드웨어 전체 분석

  FTA는 설계, 공장 시험 혹은 실제 자료 분석 동안에 발견된 고장 유형을 분석

하는데 적합한 분석 도구로서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5]. 다음 그림은 RIROB 하드웨어의 고장율 계산을 

위한 최상위 레벨 고장수목 그래프이다.

OR-RIROB system

RIROB fails to 
manipulate ultrasonic ...

rrect moving to inspection p

RIROB fails to move 
inspection position or ...

Failure of laser following fu

    

Magnetic wheel motion fail -Failure in Posture operatio

ct operation of ultrasonic tr

Manipulator(Arm) fails to 
operation of ultrasonic ...

OR-Failure of Arm motion 1 ilure in transducer manipu

B-MCS failure1

그림 4.3 RIROB 고장 수목도(최상위 레벨)

  고장 수목 분석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전체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 신뢰도 값

들은 다음과 같다.

[100시간 기준(1회 검사소요 시간)]

o 시스템 전체(pan-tilt 장치 제외)

Reliability: 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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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Failures: 0.1576

o 상위 레벨 기능/모듈별 Unreliability

 - 레이저빔 추종 기능 오류: 0.066

 - 로봇 이동 오류: 0.055

 - 로봇 자세 오류: 0.031

 - 매니퓨레이터 동작 오류: 0.048

 - 트랜스듀서 모듈 동작 오류: 0.036

 - 주제어 컴퓨터 오류: 0.031

발생 빈도가 많은 Gate/event는 다음과 같다.

o Failure of RIROB main control board

o Failure of motor driver board

o Failure of encoder board

  이것은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 장비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장비의 기능이 CPU

를 비롯한 전자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자 

부분의 신뢰도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작성된 고장 수목도의 기본 사건 대부분이 Cut Set에 나타났는데 이것

은 구성 부품이나 기능상의 redundancy가 거의 없도록 설계된 것이 주요 원인이

다. 따라서 국부적인 한 부품/기능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의 고장으로 직접 연결

되는데 전체 시스템의 소형 경량화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redundancy 구

현이 어려운 현 상태에서는 시스템의 구성하는 모듈이나 부품들을 짧은 시간 내

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다.

제 2 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는 제 3장 2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신뢰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과 그들의 인과관계를 BBN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관찰 가능한 변수

에 평가 값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방안을 사용하 다. 사용된 변수(노드)는 다음

과 같다. 

 o 개발자의 품질(Q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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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의 경험이나 명성, 품질보증 절차, 개발자의 자질 등을 포함한다.

 o 개발 과정의 적절성(Qprocess)

   적절한 소프트웨어 공학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발은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개발 각 단계 별 활

동 내용의 문서화, 문서들이 갖추어야 할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등의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o 요구사항 및 구현의 복잡성(Problem and Solution complexity)

   요구사항과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복잡성 정도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과 접한 관련이 있고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작성과 이들 문서의 

확인 및 검증에 향을 미친다.

 o 제품의 품질(Qproduct)

   최종 제품이 가져야 할 품질 요인들로서 단순성, 확인성(verifiability), 보

안성, 안전성 등을 포함한다.

 o 분석의 적절성(Qanalysis)

   개발 전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명세의 확인과 문서의 적절성 검토, 코드의 분석, 모듈 검증 등이 

포함된다.

  위의 요인들을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부분 BBN 그래프는 제3장의 그림 

3.3과 같다.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를 위한 주요 변수들의 확인과 이들을 결합한 BBN 그

래프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각 변수(노드)들의 노드 확률 테이블(Node 

probability table :NPT)을 작성하는 것이다. NPT의 작성은 제 3장 2절에서 기

술된 것처럼 각 노드의 상태를 정의한 것과 각 상태 별 확률 값을 설정하는 것

으로 나누어진다. RIROB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 NPT는 OECD Halden 

project의 연구 결과[22]를 사용하 으며 전체 노드의 상태와 확률 값은 부록 

3.2에 수록되어 있고 이들 NPT를 사용한 각 케이스별 계산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bestcase는 관찰 가능 노드에 가장 우수한 평가 값을 사용한 경우이며 

worstcase는 관찰 가능 노드에 가장 나쁜 평가 값을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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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명.상태\케이스 초기 값 bestcase 값 worstcase 값
관찰결과 입

력 후 계산값

Software 

adequacy

accept 61.45 94.98 15.19 65.36

reject 38.55 5.02 84.81 34.64

제 3 절 설계와 제작

1. 설계

  RIROB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계 단계의 변수(노드)는 다음과 같다.

 o 설계 팀 품질 정도(DesignTeam_quality)

   설계 팀의 전문성과 유사 시스템의 설계 경험이 포함된다.

 o 설계의 복잡성(Design_complexity)

   요구사항의 복잡성 그리고 구현된 설계의 복잡성을 의미하며 설계 팀의 품질 

정도에 향을 받는다.

 o 설계 방법론의 품질(DesignMethod_quality)

   적절한 설계 방법론을 채택과 이의 준수 여부를 의미하며 설계 절차서나 관

련 표준의 준수 여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o 설계 과정의 품질(DesignProcess_quality)

   설계 팀의 품질, 설계의 복잡성 그리고 설계 방법론의 적절성과 준수 여부에 

의해 설계 과정의 품질이 결정되며 이는 설계 리뷰나 설계 문서의 품질로 평

가 할 수 있다.

 o 설계 신뢰도(Design reliability)

   설계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며 설계 과정의 품질과 설계에 필요한 자원(인

력, 시간, 예산 등)의 적절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 의해 결정된다.

 o 프로토타입 신뢰도(prototype_reliability)

   설계의 신뢰도와 하드웨어의 신뢰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변수(노드)들을 결합한 BBN 그래프는 제 3장의 그림 3.2와 같고 각 노드

의 상태 값과 확률 값은 부록 3.2에 수록되어 있다. 케이스 별 주요 변수(노드)

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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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명.상태\케이스 초기 값 bestcase 값
worstcase 

값

관찰결과 입

력후 계산값

Design_reliability
good 62.11 96.37 8.32 76.17

bad 37.89 3.63 91.68 23.83

Prototype_

reliability

good 55.93 97.22 5.08 79.48

bad 44.07 2.78 94.92 20.52

2. 제작

  RIROB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제작 단계에서 사용된 변수(노드)는 다음과 같

다.

 o 제작 능력(Production_process_capability)

   제작자의 품질, 제작 절차의 품질 그리고 제작의 복잡성이 여기에 속한다.

 o 제작 과정의 품질(Production_process_quality)

   제작 능력과 제작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적절성에 의해 결정되며 제작 검사

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o 제 3자 공급 제작 품질(Outsourcing_quality)

   외주에 의한 제작품의 품질을 의미하며 본 설계의 신뢰도와 제 3자의 제작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o 제작품 품질(product_quality)

   제 3자 공급 제작품의 품질과 제작 과정의 품질에 의해 결정되며 Acceptance 

testing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이들 변수(노드)들을 결합한 BBN 그래프는 제 3장의 그림 3.4와 같고 각 노드

의 상태 값과 확률 값은 부록 3.2에 수록되어 있다. 케이스 별 주요 변수(노드)

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드명.상태\케이스 초기 값 bestcase 값
wors t ca se 

값

관찰 결과 입력 

후 계산 값

Product_ 

adequacy

accept 58.45 98.23 2.28 86.82

reject 41.55 1.77 07.72 13.18

제 4 절 전체 시스템의 종합적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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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적 신뢰도 분석을 위한 BBN 모델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와 제작에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각 단

계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것은 BBN을 이용하

다. 만들어진 BBN 모델에서 일차적으로 구하는 것은 목표 노드인 원자로 자동 

검사 시스템(RIROB 및 관련 시스템)의 신뢰도이나 그 외에도 BBN의 특성을 이용

하여 주요 변수(노드)인 소프트웨어, 설계, 제작 단계의 신뢰도 상태를 다양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가. 목표 노드(변수) “product reliability"의 NPT 설정

  요구 사항으로 설정된 원자로 자동검사 장비의 신뢰도 목표치는 본 장비를 사

용하여 전 범위 PSI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인 약 100시간 중 1번 이내의 고장이

다. 따라서 BBN 상에서 RIROB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관찰된 여러 가지 증거

들을 입력한 상태에서 BBN 그래프 상의 목표 노드(변수)인 "시스템 신뢰도: 

product_reliability" 노드의 상태(accept: 1번 이내 고장/100 운전시간) 확률

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나. 주요 노드의 확률 값 설정

  RIROB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BBN에서 주요 노드의 NPT는 

Reliability Analysis Center에서 조사된 전자 시스템의 고장율 분포[17]를 기

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 노드 별 가중치 분포는 다음과 같다.

Product 

Reliability

(100%)

Prototype 

Reliability

(74.7%)

Design 

Reliability

(37.4%)

Design Process Quality(17%)

Resource Constraints(3.4%)

Software adequacy(17%)

Hardware Reliability(37.3%)

Product adequacy(25.3%)

  주요 노드를 비롯한 전체 노드의 NPT와 초기 확률 값은 부록 3에 수록되어 있

다.

2. 시나리오

  신뢰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A. 초기 상태: 어떠한 관찰 값도 입력되지 않은 초기 상태의 BBN

B. 최적(bestcase) 경우: 모든 측정 가능 노드의 “yes" 상태를 10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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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악(worstcase) 경우: 모든 측정 가능 노드의 “no" 상태를 100%로 설정

D. 측정 가능 노드에 평가 값을 사용한 경우

  D-1. 실증 실험(field test) 결과를 포함한 경우

  D-2. 실증 실험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 시나리오 별 계산 결과 및 분석

가. 초기 값, best case, worst case 결과

  주요 노드의 초기 값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status\node DesignProcess_quality Design_reliability Prototype_reliability

good 65.77 62.11 55.93

bad 34.23 37.89 44.07

status\node Product_adequacy Product_reliability SW_adequacy

accept 58.45 56.42 61.45

reject 41.55 43.58 38.55

나. best, worst case 경우 계산 결과

o Best case 계산 결과

status\node DesignProcess_quality Design_reliability Prototype_reliability

good 98.77 96.37 97.22

bad 1.23 3.63 2.78

status\node Product_adequacy Product_reliability SW_adequacy

accept 98.23 96.52 94.98

reject 1.77 3.48 5.02

o Worst case 계산 결과

status\node DesignProcess_quality Design_reliability Prototype_reliability

good 1.72 8.32 5.08

bad 98.28 91.68 94.92

status\node Product_adequacy Product_reliability SW_adequacy

accept 2.28 5.30 15.19

reject 97.72 94.70 84.81

다. 자체 평가 값을 입력한 결과

o Field test(실증 실험) 결과를 제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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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node DesignProcess_quality Design_reliability Prototype_reliability

good 82.32 76.17 79.48

bad 17.68 23.83 20.52

status\node Product_adequacy Product_reliability SW_adequacy

accept 86.82 80.65 65.36

reject 13.18 19.35 34.64

o Field test 시험 결과를 포함한 경우

status\node DesignProcess_quality Design_reliability Prototype_reliability

good 72.42 48.16 29.08

bad 27.58 51.84 70.92

status\node Product_adequacy Product_reliability SW_adequacy

accept 74.36 15.93 50.06

reject 25.64 84.07 49.94

  Field test 시험 결과를 포함한 경우 시스템의 신뢰도 값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두산 중공업에서 제작 중인 울진 6호기 실형 원자로에서 수행한 field 

test 환경이 정상적인 원자로 검사 환경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시험 결과가 나

쁘게 나타났고 이것이 모델에 반 되었기 때문이다. field test 결과에 악 향

을 미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로 내 수온

    Field test 시의 원자로는 수압 시험을 마친 직후의 상태로서 수압 시험의 

여파로 평균 수온이 섭씨 50도를 넘는 상태 다. 이 수온은 정상적인 검사 

환경에 해당하는 상온(30도 이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검사 장비의 동

작에 많은 향을 주었다.

  o 주변광 문제

    원자로 제작 공장 현장에서 시험을 수행한 관계로 낮에는 햇빛 밤에는 공장 

내부의 강한 백열등이 있어 비록 차단막을 설치하 으나 RISYS 장비의 레이

저 유도 기능에 향을 주었다. 

  o 검사 시간 및 원자로 내부 상태

    수압 시험을 마친 직후의 원자로에는 배수를 위한 배관을 비롯하여 여러 부

착물이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또 field test를 위해 허용된 시간

이 적어 당초 준비했던 검사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 고 이점이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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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주었다.

제 5 절 신뢰도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1. 검증 방법론

  현재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IL-HDBK-217이나 Bellcore 그리고 고장수목 분석 방법들은 시스템의 구성 부품

에 근거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완성된 제품의 실제 신뢰도는 구

성 부품의 신뢰도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설계와 제작 상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 외부 설계나 제작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게 완제품의 신뢰도에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BBN을 이용한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 방법론이나 여타 각 산

업분야에서 연구 중인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 방법론들은 아직 연구 단계이며 실

용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증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종전의 기계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방법들로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

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서 신뢰도 분석이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

하게 되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부품의 신뢰도 자료는 전체 시스템의 하드웨어 신뢰

도를 계산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부품 신뢰도 자료 데이터베이스

(MIL-HDBK-217, Bellcore, QuestLink 등)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자료는 생산된 

후 수년이 지나고 많이 사용되는 부품의 자료만을 가지고 있고 생산 이력이 적

거나 소량 생산되는 부품의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

제에서와 같이 신기술이 사용되고 또 장비의 소형, 경량화를 위해 고집적도로 

모듈화 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 구성 부품의 

정확한 신뢰도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초기부터 

사용할 부품의 신뢰도 자료를 제조회사로부터 입수하거나 또는 해당 부품에 대

한 자체 실험 등을 통하여 신뢰도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신뢰도 분석은 제품의 초기 개념 설계 단계부터 최종 제품의 제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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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될 수 있고 신뢰도 배분과 같은 해당 단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이 정형적인 

개발 방법론이나 절차를 따르고 또 정해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검토, V&V 등)

이 수행되며 해당 문서들이 적절하게 생산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RISYS와 같이 새로운 첨단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설계의 

잦은 변경, 새로운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시행착오, 부가적인 업무

로 인해 정형적인 개발 방법론을 따르기 어렵다는 점등으로 인해 신뢰도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얻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

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원자로 검사 장비의 신뢰도 수치

는 앞에서 기술된 문제점들로 인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시스

템의 현재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신뢰도 측면에서의 개선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와 제작의 엄 한 재검토와 확인 및 검증 활

동, 기능의 redundancy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설계 및 제작, 그리고 허용된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을 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모듈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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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추후 연구내용

  기존에 사용되는 전통적 신뢰도 분석 기법들은 현대의 고성능 로봇 시스템과 

같이 디지털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적 장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복잡

한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에는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실용적 목적을 위한 로

봇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는 전문가가 설계 문서의 적절성, 제조 과정의 품질 정

도, 시험 결과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의 신뢰도 분석 결과와 같은 시스템의 신뢰

도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신뢰도를 추론하는 정성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전문가의 이

런 추론과 판단은 정성적이고 비정형적 (informal)이기 때문에 추론과정의 명시

성과 결론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RISYS에 시험 적용한 신

뢰도 분석 방법론은 전문가의 추론 과정과 도출된 결과를 정형적인 방법으로 보

다 명시적이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신뢰도 평가 기법에서 나온 결

과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획득되는 신뢰도 관련 증거들을 계속적으

로 신뢰도 평가에 활용 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이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연구되고 또 최종적으로 원

자로 검사 장비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나온 운전 이력 자료에 의해 검증

되는 것이 필요하다.

◇ 신뢰도 평가 관련 노드(변수)의 상태 적절성

   사용된 대부분 노드의 상태는 2-3개로 단순화 되어있어 모호한 점이 존재하

기 때문에 각 노드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시스템과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관련된 국제적인 표

준에 나타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신뢰도 관련 요인들을 BBN의 노드로 변환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노드의 확률 부여

   노드 확률 테이블(NPT)에 조건부(conditional) 확률을 부여하는 문제는 BBN

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점은 BBN이 불확실성 하

에서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

할 수 없기는 하나 지식공학 같은 타 분야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확률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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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RIROB 전자 부분 신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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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PO(Pan-Tilt 장치) 전자부분 신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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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RIROB 신뢰도 분석을 위한 BBN모델

1. BBN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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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드 확률 테이블(NPT)

Acceptance_test_results
Product_adequacy accept reject

good 0.8 0.2

bad 0.2 0.2

D_resource_constraints 1/1

yes 0.5

no 0.5

Design_complexity 1/1

DesignTeam_quality good bad

Requirement_complexity low medium high low medium high

low 0.9 0.7 0.1 0.1 0.01 0.0

medium 0.1 0.2 0.8 0.6 0.19 0.05

high 0.0 0.1 0.1 0.3 0.8 0.95

Design_doc_quality

DesignProcess_qual good bad

good 0.7 0.4

bad 0.3 0.6

Design_inspection

DesignProcess_qual good bad

yes 0.9 0.2

no 0.1 0.8

DesignMethod_quality

good 0.5

bad 0.5

Design_reliability

SW_adequacy accept reject

D_resource_constra yes no yes no

DesignProcess_qual good bad good bad good bad good bad

good 0.89 0.53 0.83 0.47 0.53 0.17 0.47 0.11

bad 0.11 0.47 0.17 0.53 0.47 0.83 0.53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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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Process_quality

DesignTeam_quality good

Design_complexity low medium high

DesignMethod_qualit good bad good bad good bad

good 0.99 0.8 0.95 0.7 0.9 0.6

bad 0.01 0.2 0.05 0.3 0.1 0.4

DesignTeam_quality bad

Design_complexity low medium high

DesignMethod_qualit good bad good bad good bad

good 0.8 0.4 0.7 0.3 0.6 0.1

bad 0.2 0.6 0.3 0.7 0.4 0.9

DesignTeam_quality

Team_expertise good bad

Team_experiences good bad good bad

good 0.9 0.7 0.6 0.1

bad 0.1 0.3 0.4 0.9

Field_operation_results

Product_reliability accept reject

<750] 0.3 0.0

<600,750] 0.25 0.0

<450,600] 0.2 0.1

<300,450] 0.15 0.15

<150,300] 0.1 0.2

<1,150] 0.0 0.25

<0,1] 0.0 0.3

HW_failure

normal 0.5

fail 0.5

M_resource_constraints

yes 0.5

no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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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ourcing_quality

Subcontractor_qualit good bad

Design_reliability good bad good bad

good 0.9 0.8 0.6 0.4

bad 0.1 0.2 0.4 0.6

Problem_complexity

low 0.167

medium 0.5

high 0.333

Product_adequacy

Production_process  good bad

Outsourcing_quality  good bad  good bad

accept 0.9 0.7 0.7 0.1

reject 0.1 0.3 0.3 0.9

Product_reliability

Product_adequacy  accept reject

Prototype_reliability  good bad  good bad

accept 0.95 0.25 0.75 0.05

reject 0.05 0.75 0.25 0.95

production_complexity

low 0.167

medium 0.5

high 0.333

Production_inspection_documents

Production_process good bad

yes 0.9 0.3

no 0.1 0.7

Production_proc_quality

good 0.5

bad 0.5



- 73 -

Production_process_capability

production_complexi low

Production_proc_qu good bad

Production_staff_qu good bad good bad

good 0.99 0.67 0.67 0.33 

bad 0.01 0.33 0.33 0.67

production_complexi medium

Production_proc_qu good bad

Production_staff_qu good bad good bad

good 0.83 0.5 0.5 0.17 

bad 0.17 0.5 0.5 0.83

production_complexi high

Production_proc_qu good bad

Production_staff_qu good bad good bad

good 0.67 0.33 0.33 0.01 

bad 0.33 0.67 0.67 0.99

Production_process_quality

M_resource_constr  yes no

Production_process  good bad  good bad

good 0.99 0.1 0.8 0.1 

bad 0.01 0.9 0.2 0.9

Production_staff_quality

good 0.5

bad 0.5

Prototype_reliability

Design_reliability  good bad

HW_failure  normal fail  normal fail 

good 0.95 0.5 0.5 0.05

bad 0.05 0.5 0.5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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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nalysis

Solution_complexity low

Qproducer 5good 4 3 2 1bad

good 0.99 0.95 0.9 0.7 0.3 

bad 0.01 0.05 0.1 0.3 0.7

Solution_complexity medium

Qproducer 5good 4 3 2 1bad

good 0.95 0.9 0.7 0.3 0.1 

bad 0.05 0.1 0.3 0.7 0.9

Solution_complexity high

Qproducer 5good 4 3 2 1bad

good 0.8 0.7 0.5 0.3 0.1 

bad 0.2 0.3 0.5 0.7 0.9

Qprocess

Qproducer 5good 4 3 2 1bad

good 0.9 0.8 0.5 0.1 0.05

bad 0.1 0.2 0.5 0.9 0.95

Qproducer

5good 0.06

4 0.44

3 0.45

2 0.05

1bad 0.01

Qproduct

Problem_complexity low medium high

Qprocess good bad good bad good bad

good 0.9 0.3 0.6 0.4 0.3 0.1

bad 0.1 0.7 0.4 0.6 0.7 0.9

Requirement_Complexity

low 0.167

medium 0.5

high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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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_complexity

Qprocess good bad

Problem_complexity low medium high low medium high

low 0.9 0.7 0.1 0.1 0.01 0.0

medium 0.1 0.2 0.8 0.6 0.19 0.05

high 0.0 0.1 0.1 0.3 0.8 0.95

Standards_compliance

DesignMethod_qualit good bad

yes 0.9 0.1

no 0.3 0.7

Subcontractor_quality

good 0.5

bad 0.5

SW_adequacy

SW_Failu

re_State

<0, 

.000001]

<.000001, 

.00001]

<.00001,

.0001]

<.0001,

.001]

<.001, 

.01]

<.01,

.1]

< . 1 , 

1]

accept 0.99 0.95 0.8 0.6 0.2 0 0

reject 0.01 0.05 0.2 0.4 0.8 1 1

SW_Failure_State

Qproduct good

Solution_complexity low medium high

Qanalysis good bad good bad good bad

<0, .000001] 0.01 0.01 0 0 0 0

<.000001, .00001] 0.7 0.5 0.01 0.01 0 0

<.00001, .0001] 0.25 0.4 0.7 0.5 0.01 0.01 

<.0001, .001] 0.04 0.09 0.25 0.4 0.7 0.5 

<.001, .01] 0 0 0.04 0.09 0.25 0.4

<.01, .1] 0 0 0 0 0.04 0.09

<.1, 1]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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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duct bad

Solution_complexity low medium high

Qanalysis good bad good bad good bad

<0, .000001] 0 0 0 0 0 0

<.000001, .00001] 0 0 0 0 0 0

<.00001, .0001] 0.1 0.01 0 0 0 0

<.0001, .001] 0.7 0.5 0.1 0.01 0 0

<.001, .01] 0.25 0.4 0.7 0.5 0.1 0

<.01, .1] 0.04 0.09 0.25 0.4 0.8 0.1

<.1, 1] 0 0 0.04 0.09 0.1 0.9

SW_testing

SW_adequacy accept reject

good 0.7 0.3

bad 0.3 0.7

Team_experiences

good 0.5

bad 0.5

Team_expertise

good 0.5

bad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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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 가능 노드 입력 값

o Acceptance_test_results

good * 83.27

bad * 16.73

o D_resource_constraints

yes * 100.00

no

o Design_doc_quality

good * 80.31

bad * 19.69

o Design_inspection

yes * 85.09

no * 14.91

o HW_failure

normal * 84.00

fail * 16.00

o M_resource_constraints

yes * 100.00

no 

o Problem_complexity

low -medium * 30.34

high * 69.66

o Production_inspection_documents

yes * 93.79

no * 6.21

o Production_staff_quality

good * 74.87

bad * 25.13

o Qproducer

5good

4 * 39.45

3 * 58.49

2 * 2.07

1bad 

o Requirement_Complexity

low -medium *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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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 71.76

o Subcontractor_quality

good * 80.29

bad * 19.71

o SW_testing

good * 89.90

bad * 10.10

o Standards_compliance

yes * 53.33

no * 46.67

o Production_proc_quality

good * 74.87

bad * 25.13

o Team_experiences

good * 81.13

bad * 18.87

o Team_expertise

good * 81.56

bad * 18.44

o production_complexity

low * 5.18

medium * 29.63

high * 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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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ftware parts of complicated systems is immature at this time thus expert 

judgement plays important role in evaluating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s at 

these days. In this report we proposed a method which combines diverse evidences 

relevant to the reliability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complicated systems 

such as RIROB. The proposed method combines diverse evidences and performs 

inference in formal and in quantitative way by using the benefits of Bayesian 

Belief Nets (BBN).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Robots, Reactor Inspection System, Reliability Analysis, BBN, 

Bayesian Belief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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