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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쪽

원자력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 이행  감사를 수행

국내외 인허가 요건 분석  KNICS 용 방안 도출 

인허가 련정보  자료 공유 DB 개발하여 활용  보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차 개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차 개발

소 트웨어 검증 련 계획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등  제어기기(PLC) 소 트웨어 검증  안 성분석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검증  안 성분석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검증  안 성분석

형상 리체계 구축  형상 리 평가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확보  상용인증

안 등  PLC의 pCOS  HR-SDL에 한 독일 GRS/ISTec 제 3자 검증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특정기술주제보고서(PLC, RPS, ESF-CCS) 작성  보완

비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기술 지원 -DCS/PCS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디지털 계측제어, 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분석, 소 트웨어 형상 리, 품질보증, 사이버보안, CPLD 검증

  어

Digital Instrumentation & Control, Safety-critical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oftware Safety Analysis, Configuration Management,  

Quality Assurance, Cyber Security, Verification of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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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확보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과제에서는 디지털 안 계통의 인허가를 획득하기 하여 규제기 에 제출

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작성을 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목 으로 한다. 규제

기 의 인허가를 획득하도록 련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허가 기  확보와 품

질보증체계  안  소 트웨어 검증 체계를 구축한 다음, 품질보증 이행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안  소 트웨어 검증 체계는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

어 안 성분석, 그리고 형상 리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되는 안 등  제어기

기 PLC,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에 해서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여 특정기술주

제보고서의 입력으로 제공하고 규제기 의 인허가를 획득한 안 등  제어기기, 디

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은 신규 원 에 용하거나 

가동 원  교체에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계

측제어계통의 원천기술 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소 트웨어 검증 기술을 확보함

으로써 국내 원 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로 설계되는 계측제어계통은 하드웨어보다는 부분 소 트웨어로 

기능을 구 하므로 이와 련된 많은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 트웨어는 물

리  제한 는 자연법칙이 용되지 않아 복잡한 소 트웨어를 임의 으로 설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소 트웨어의 연계 계로 

인해 수행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쉽게 측할 수 없다. 이러한 소 트웨어의 

측할 수 없는 비물리 인 원인에 의한 계측제어계통의 마비는 심각한 사고로 연

결될 수 있다. 규제기 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하여 심층방어  다양

성을 가진 계측제어계통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소 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험성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 엄격한 소 트웨어 개발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원 에 용하기 해서는 원 의 안

성  신뢰성 확보를 한 소 트웨어 검증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안 성  신뢰도 확보가 주요 안이 되었다. 원  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

성 확보에 필요한 확인  검증 방법론을 정립하고,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

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확립하여야 한다. 한, 시스템 

공통유형고장 방지 등의 문제 을 해결하고, 정보의 공유에 따른 통신망 채 간의 

독립성 확보, 통신 로토콜에 따른 규제 안을 해결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개발

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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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요건분석  기  확보

디지털 안 계통 측면, 하드웨어 측면, 소 트웨어 측면으로 구

분하여 규제법규, 규제지침, 기술기 , 참고문서 등을 분석

인허가 련 정보  자료 실시간 공유 DB 구축  활용

안 등  PLC 검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차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성분석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형상 리평가 

∙상용 소 트웨어 인증 

∙해외수출  국제경쟁력 提高를 한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특정기술주제보고서(PLC)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내용 보완 

원자로보호계통 검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차서/안 성분석 차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성분석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형상 리평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RPS)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내용 보완

공학 안 설비-

기기제어계통 검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성분석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형상 리평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ESF-CCS)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내용 보완

품질보증 지원  감사
∙품질보증체계 구축 

∙품질보증 이행  감사

비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기술 지원 

-DCS/PCS

∙원 용 DCS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출력제어계통(PCS) 확인  검증 지원

소 트웨어 안 성 련 

용기술 개발

∙사이버보안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검증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최종 목표

   • 안 등  제어기기 개발 검증 

   • 원자로보호계통(RPS) 개발 검증

   •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개발 검증

2. 연구개발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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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원자력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 이행  감사를 수행

2. 국내외 인허가 요건 분석  KNICS 용 방안 도출 

3. 인허가 련정보  자료 공유 DB 개발하여 활용  보완

4.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차 개발 

5.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차 개발

6. 소 트웨어 검증 련 계획서 작성

7.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등  제어기기(PLC) 소 트웨어 검증  안 성분석

8.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검증  안 성분석

9.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검증  안 성분석

10. 형상 리체계 구축  형상 리 평가

11.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확보  상용인증

12.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13. 안 등  PLC의 pCOS  HR-SDL에 한 독일 GRS/ISTec 제 3자 검증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디지털 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기술, 형상 리 평가 기술  소 트웨어 

안 성분석 기술 등을 확보하여 안 등  제어기기와 디지털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검증에 용함으로써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품질 향상과 

안 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한 순수한 국내 기술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작성하

여 안 등  제어기기  디지털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의 인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원  계측제어 인허가 확보 기술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독

자 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다.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  계통의 인허가 획득에 필요

한 기술은 상용원 (PWR)과 연구용원자로, 수소생산 원자로, 이외에 고신뢰도 소

트웨어  제어기기가 필요한 핵융합 장치, 가속기, 핵의료장비 등의 개발에도 활용

될 수 있고, 나아가서 비원  안 계통인 국방, 우주항공, 고속철, 통신, 의료분야에

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제의 최종 결과물로 제시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인허가기 에 제출되

어 인허가 안이 해결된 경우, 개발된 디지털 안 계통을 가동 원 의 Upgrade나 

신규 원 에 용하기 해 활용된다.

디지털 계측제어 소 트웨어가 안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확인  검증 기술을 확립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차후 건설될 원 의 계측제어계통 설비의 안  소 트웨어에 한 검증 업무를 독

자 인 국내 기술로 해결하므로 써 인허가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게 확보된 소

트웨어 검증 기술은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액체 속로, 고온가스로, 소형로 등 

모든 신형 원 의 안  소 트웨어 검증활동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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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upporting License Acceptance for 

Digital I&C Systems

II. Objective and Neces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techniques necessary to the 

preparation of a topical report that is submitted to the regulatory agency in 

order to acquire the license acceptance f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afety systems. This research develops the criteria for supporting the license 

acceptance for hardware and software that are submitted to and reviewed by 

the regulatory agency for license agreement, establishes the quality assurance 

procedure and the safety software qualification procedures, and based on these 

procedures, performs the implementation of quality assurance and the audit. For 

the safety software qualification, it is composed of three main activities; the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the software safety analysis, and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Through this research, the software V&V 

activities for the safety-graded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the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and the digital 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 (ESF-CCS) are performed along the software 

life cycle. And the results from the software V&V activities are documented in 

the form of the V&V reports that are provided as inputs to the topical report, 

which will ultimately lead to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fulfilling basic 

requirements for the safety-graded PLC, digital RPS, and digital ESF-CCS, that 

are received the license acceptance, to apply to the newly-constructed nuclear 

power plants or to the replacement of the existing analog-based I&C systems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is research is sure to make a great impetus 

to the export of I&C systems abroad by achieving a software qualification 

technique that is the most significant technology among the fundamental I&C 

techniques that have not been acquired by the domestic R&D and also are 

needed to be acquired. 

Nowaday's trend of using a digital technology in the design of nuclear I&C 

systems introduces some problems because the required functions are 

implemented by software rather than hardware in a digital system. Since  

software is, in itself, free from a physical limitation or governing law of nature, 

any software whose structure is very complex can be designed arbitrarily  and 

in various ways. And this makes the software-based implementation of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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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objectives Contents and Scope

Requirements analysis 

and criteria acquirement 

for digital I&C licensing 

agreement 

∙Analysis of codes, regulatory guides, standards, and 

practices

∙Establishment of real-time online DB of information and 

data for licensing acceptance

Qualification of 

safety-grade PLC

∙Preparing plan documents

∙Establishment of software life cycle V&V procedures

∙Software life cycle V&V activities 

∙Software life cycle safety analysis activities 

functions error-prone. Moreover, it is not easy to predict an erroneous behavior 

of the software because of its highly complex internal structure having complex 

interface mechanisms. Regrading this fact, the regulatory agency requires an 

I&C system be designed based on the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concept 

for protecting and circumventing the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a software 

error and simultaneously it requires the rigorous procedure for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sha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prohibit the introduction of 

software errors and thus to eliminate or reduce the software-induced hazards.   

Hence,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the software qualification method that 

can achiev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when the digital 

I&C systems are applied to nuclear power plan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chnique for guarantee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suited for a nuclear field and a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highly reliable software which is a key elementary technology in digital I&C 

systems. Moreover, more delicate and also a large amount of research is 

necessary to resolving regulatory-point-of-view questions concerning about the 

countermeasure of common mode failures in digital systems,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ce between communication channels for exchanging and 

sharing information, and the data communication protocols. 

Ⅲ. Content and Scope of Research

1. Final Objectives

   • Qualification of safety-grade control system (PLC) development 

   • Qualification of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development

   • Qualification of digital engineered safety featrues - component control 

system development

2. Detailed Research Contents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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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life cycle configuration management evaluation 

∙Dedication of commercial off-the-shelf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acquiring licensing agreement 

for export abroad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reparation of input materials for topical report

∙Response preparation of review comments for topical report 

Qualification of RPS

∙Preparing plan documents

∙Establishment of software life cycle V&V and safety 

analysis procedures

∙Software life cycle V&V activities 

∙Software life cycle safety analysis activities 

∙Software life cycle configuration management evaluation 

∙Preparation of input materials for topical report (RPS)

∙Response preparation of review comments for topical report

Qualification of 

ESF-CCS

∙Preparing plan documents

∙Software life cycle V&V activities

∙Software life cycle safety analysis activities

∙Software life cycle configuration management evaluation 

∙Preparation of input materials for topical report (ESF-CCS)

∙Response preparation of review comments for topical report

QA Supporting and 

Audit

∙Establishment of quality assurance system

∙Implementation of quality assurance and audit

Supporting V&V 

Technology for 

Non-Safety Software in

DCS/PCS

∙Supporting V&V activities for nuclear DCS

∙Supporting V&V activities for PCS

Other Techniques related 

with the Software 

Safety

∙Cyber Security

∙V&V of CPLD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Ⅳ. Research Results

1.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fulfilling 

nuclear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he audit.

2. Requirements analysis of domestic/international licensing agreement and 

identification of applicability to KNICS systems

3.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online DB for license acceptance information 

and data

4. Development of software V&V procedure 

5. Development of software safety analysis procedure

6. Preparation of plan documents for software V&V activities

7. Software life cycle V&V and safety analysis for safety-grade PLC

8. Software life cycle V&V and safety analysis for digital RPS

9. Software life cycle V&V and safety analysis for digital ESF-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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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struction of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and evaluation of 

configuration management

11. Acquirement of commercial software dedication procedure and implementation 

of the COTS dedication

12. Cyber security for KNICS digital safety systems

13. Independent review by GRS/ISTec (Germany) of pCOS and HR-SDL of 

safety-grade PLC

Ⅴ. Other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The technology for acquiring license acceptance for digital I&C equipments 

and systems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under KNICS project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reactors for hydrogen generation as well as fusion reactors, 

accelerators, spent fuel handling facilities, fuel waste management, nuclear 

medical devices. For non-nuclear fields, it can be applied to the military, 

aerospace, train express, communication, and medical area where a highly 

reliable software development is necessary.

When the topical report, generated as a final product from this research, 

acquires the licensing agreement from the regulatory agency, the digital safety 

system developed through the KNICS project can be applied to the I&C upgrade 

of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also applied to a newly constructed plant.

This research can provide the required safety and reliability of software for 

the use of nuclear digital safety systems, achieve the software quality sufficient 

to arrive at the level of the licensing agreement by the nuclear regulatory 

agency, and establish the rigorous software V&V procedure by the use of 

domestic technology. These results will provide independent safety software 

qualification techniques from, with the equivalent level of, the those acquired by 

advanced countrie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will be able to 

be employed at advanced reactors such as super-critical fast reactors,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and small modularized reactors that promote 

the use of digit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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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원  계측제어계통 상세설계 기술은 후속호기 설계개선을 자체 으로 수행

할 정도로 이미 기술 자립단계에 이르 으며, 기본설계 기술은 향후 차세 원자

로, 액체 속로, 고온개스로  일체형원자로의 계측제어계통을 설계하며 기술

자립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기설계 기술  기기 제작기술 분야에서는 국

내 산업 자 기반이 취약하여 겨우 화력발 소에 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한 기기설계는 그 동안 외국사의 주도로 이루어져 소내 산기계통과 랜트 

감시  경보계통을 국산화하여 최근에 건설하는 원 에 용하는 업무를 제외

하고는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계측제어기술을 총체 으로 자립하

기 해서는 우선 으로 규제기 의 인허가가 필요한 원 에 사용하는 안 등

 제어기기의 국산화가 시 하며,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된 안 등  제어기기

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의 기

기설계, 제작  설치까지 국내기술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  계측제어계통 에서도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의 국산화를  이루

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화에 따른 검증 기술의 부족과 인허가 기술의 

취약성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안 계통의 개발 성공여부는 검증기술  인허

가 기술 확보  인허가 취득이 關鍵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확보 기술 개발이 체 계측제어시스템 개발 과제 成敗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디지털 안 계통의 인허가를 획득하기 하여 규제기 에 제

출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작성을 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목 으로 한다. 

규제기 의 인허가를 획득하도록 련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허가 기  확

보와 품질보증체계  안  소 트웨어 검증 체계를 구축한 다음, 품질보증 이

행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안  소 트웨어 검증 체계는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분석, 그리고 형상 리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되는 

안 등  제어기기 PLC,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

계통에 해서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검증보고서

를 발간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입력으로 제공하고 규제기 의 인허가를 획

득한 안 등  제어기기,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

계통은 신규 원 에 용하거나 가동 원  교체에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

게 된다.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계측제어계통의 원천기술 에서도 가장 핵심

이 되는 소 트웨어 검증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원 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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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  요성

가. 기술  측면

기존 원  계측제어계통에 용되었던 아날로그 계측제어 기기는 노후화에 

따른 고장 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기기의 단종  기술의 낙후화로 인해 유

지.보수 비용이 증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은 최근 

속도로 발 하고 있는 컴퓨터,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등의 신기술들을 

용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으로 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계측

제어계통이 보유하고 있던 많은 기능  문제 들이 해결되면서 향상되거나 새

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로 설계되는 계측제어계통은 하드웨어보다는 부분 소

트웨어로 기능을 구 하므로 이와 련된 많은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

트웨어로 계측제어계통을 구 할 경우 아날로그 기능을 단지 이산 으로 모

사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확하고 복잡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소 트웨어는 물리  제한 는 자연법칙이 용되지 않아 복잡한 소 트웨어

를 임의 으로 설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소 트웨어의 연계 계로 인해 수행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쉽게 측할 

수 없다. 

이러한 소 트웨어의 측할 수 없는 비물리 인 원인에 의한 계측제어계통

의 마비는 심각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

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규제기 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하여 

심층방어  다양성을 가진 계측제어계통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소

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험성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 엄격한 소 트웨어 

개발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원 에 용하기 해서는 원 의 안

성  신뢰성 확보를 한 소 트웨어  디지털 하드웨어에 한 검증기술

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안 성  신뢰도 확보가 주요 안이 되었

다. 이와 련된 기술이 화력발 소 혹은 일반 랜트에서 용되는 기술과 매

우 상이하여, 원 에 용되는 제어기기의 개발에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

요된다. 원  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 성 확보에 필요한 확인  검증 방법

론을 정립하고,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핵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 트웨

어 개발 방법론을 확립하여야 한다. 한, 시스템 공통유형고장 방지, 정량 인 

소 트웨어 신뢰도 보장 등의 문제 을 해결하고, 정보의 공유에 따른 통신망 

채 간의 독립성 확보, 통신 로토콜에 따른 규제 안을 해결하기 한 인허가 

확보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을 원 에 용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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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에서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설비, 반응시간, 입력  출력

의 범 , 그리고 정확도의 측면에서, 화학공장이나 항공기와 같이 안 성이 

요시되는 타 분야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매우 유사한 기술  특징을 가진다. 

원자력발 소에서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이 다른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다른 

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높은 수 의 신뢰성  안 성을 요구한다는 이

다. 원자력발 소에서의 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측제

어계통은 발생확률이 낮은 사고일지라도 그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일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안 문제는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의 시스

템 측면,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공통모드 소 트웨어 고장 가능성, 안 성과 신

뢰도 평가 방법, 인 요인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그리고 상용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안 성 등이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아날로그 계통에 비하여 추가 인 설계검증이 필요

하다. 아날로그계통에서는 정해진 입력 범  내에서 연속 인 성능  제한된 

입력으로 간값에서 성능확인이 가능하지만, 디지털계통에서는 설계  구 과

정의 사소한 오류에도 측할 수 없는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 샘 된 입력조건

에서 수행된 시험으로 구간의 성능 추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계측제

어계통에서는 설계, 개발, 제작의  공정에서 설계의 확인검증이 요하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는 아날로그계통에 비하여 각종자원(코드, 데이터 

송, 데이터  공정장비,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게 되어 설계과정에서 소

트웨어의 오류로 인하여 공통모드고장(Common Mode Failure)의 발생 가능

성이 훨씬 크다. 이에 한 비책으로 고신뢰도의 소 트웨어와 심층방어  

다양성(Defense-in-Depth and Diversity)을 갖는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소 트

웨어는 그 특성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뢰도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존의 아날로그계통과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 트

웨어 개발 (全) 수명주기(Life Cycle)에 해서 철 한 확인  검증 차가 

필요한 것이다.

확인  검증은 개발공정에 따라서 생명주기별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이 

단히 많은 작업이다. 소 트웨어의 측면에서 인허가 합성 평가, 인스펙션, 추

성 분석, 정형검증, 완결성  일 성 분석,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컴포 트 

테스 , 소 트웨어 통합 테스 , 계통통합 테스 )등을 로 들 수 있다. 한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분석되어야 하고 확인  검증의 결과물로 

생산되어야 할 문서들의 양도 단히 많다. 를 들면, 각 생명주기단계별로 확

인  검증 보고서, 이상상태 보고, 소 트웨어 안 성분석보고서, 형상 리평가 

보고서 등이 있다. 이러한 확인  검증 작업을 자동화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기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  

검증 기술을 자동화된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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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원 의 수명을 50-60년으로 가정할 때 향후 많은 상용기기의 사용

이 상되며 신규사업인 디지털 보호계통 국산화 개발시에도 상용기기의 사용

이 상된다. 상용기기의 범 는 단순한 디지털 지시계 는 기록계에서부터 보

다 복잡한 디지털 제어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용 기기를 포함한다.  한, 

신규 상용기기, 차세  원 이 운 될 때를 가정한 유지보수시의 용, 를 들

면 like-for-like 상용 기기 교체 는 alternative 상용 기기 교체 등에도 용

할 수 있다. 즉,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I/O card, MUX 등 어

셈블(assembly)의 한 콤포 트에 사용될 계측제어 상용 기기등이 이들 범주에 

속한다. 상용 소 트웨어 인증 로세스는 상 응용분야에의 안  요도

(safety significance)  복잡도에 알맞은 기 (criteria)  인증 활동(dedication 

activities)을 용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련 연구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반 해야 할 항목이다. 사

이버보안 기술은 컴퓨터간 정보교환 기술  통신망 보 이 보편화되면서 발생

되기 시작하여, IT 분야에서부터  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생산공장이나 일반 

기산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군사, 항공우주  원자력 산업에까지 확 되어 

2006년  미국 NRC가 련 규제지침을(Reg. Guide 1.152 Rev.02) 공표하 다. 

국내 규제기 에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사이버보안에 한 규제지침”을 발간

함에 따라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사이버보안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원  계측제어설비 설계에 반 하도록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안 등  PLC (POSAFE-Q)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원  보호계통 캐비닛

(IDiPS RPS, IDiPS ESF-CCS)은 실용화되는 시 에 비추어, 사이버보안 기술

요건을 용하여야 한다. 

로그래  가능한 논리소자인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CPLD/FPGA)의 검증에 해서 IEC 61508 표 에

서 소 트웨어로 취 하며, 최근에 규제기 에서도 이를 소 트웨어로 간주하여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안 등  PLC에 장착되는 CPLD/FPGA의 

논리에 해서 소 트웨어와 동일하게 문서화(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설

계 명세서  테스트 련 계획서/ 차서/결과보고서) 하고, 이에 따라 소 트

웨어와 동일하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은 안 등  PLC를 비롯한 디지털 안 계통 캐비닛을 심으로 설

치되는 모든 간공정제품들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활동과 결과물, 그 결과물

들이 나오기까지 설계, 구매, 제작, 시험, 검사, 인수에 이르기까지 단계  업

무를 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안 계통 결과물들이 장

차 원 에 장착되어 운 되기 해서는 품질보증체계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행이 필요하다. 



- 5 -

나. 경제.산업  측면

원  안 계통에 용되는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차는 안 성이 요구되

는 원자력분야 뿐만아니라 비원 분야에서 안 성이 요시되는 산업인 국방산

업, 항공우주, 고속철도, 방사선의료기등의 산업에도 용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 개발 이거나 개발된 기술의 이 을 기피하는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획득에 필수 인 기술인 안 -필수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기술을 국

내에서 개발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함은 물론이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일 

수 있다.

다. 사회·문화  측면

원  선진국인 미국의 원자력규제 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에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정의한 미해결 안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이 

기술이 용될 차세 원자로 이후 원 의 안 성에 한 사회  인식의 제고가 

가능하며, 원  분야 첨단 기술의 자립은 국내 원 기술에 한  국민 신뢰성

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원 의 안 성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민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원  산업에서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원 의 안 성에 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최신의 컴퓨터, 통신, 제어 기술이 통합된 종합 디지털 기술로 개발

된 원  계측제어 시스템이 철 한 인증 차를 거쳐 원 에 용하므로 원 의 

안 성이 제고된다.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일방  도입보다는, 우리나

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용될 원  안   제어의 최첨병인 계측

제어 인허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궁극 으로 원 의 안 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술 상태의 취약성

국내 신규 원  계측제어계통의 완  디지털화를 해 기기검증  소 트

웨어 확인  검증기법을 용하여 성공 으로 수행 완료해본 과제가 국내에는 

없으며, 따라서 최종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한 규제기 의 검토  SER 발간

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상함.

원  계측제어계통을 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기술은 인허가 차원에

서나 소 트웨어공학 차원에서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 확인  

검증은 소 트웨어가 용되는 상 계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되어

야 하므로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확인  검증 기술을 그 로 용하기

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한, 재 개발되어 있는 도구들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 방법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재의 상용 도구는  원  제어 시스템의 개발을 종합 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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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망

확보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한 인허가 규제요건에 따라 디지털 안 계

통에 한 인허가 처도 순수한 국내 기술로 이루어질 망이다. 따라서 국내

에서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디지털 안 계통에 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를 포함하는 시스템 측면의 인허가 기술  고신뢰도 소 트웨어 검증도구를 

확보함으로써 추후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는 국내 기술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원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인허가 기술 개발시 확보되는 안  소 트

웨어 확인  검증 기술은 소 트웨어로 기능이 구 되는 원 이외의 안 련 

계통, 를 들어 우주항공분야, 국방분야, 의료분야 등에 순수한 국내기술로 

용될 수 있다.  

원  계측제어계통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변화함에 따라 소 트웨

어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계측제어계통의 인허가를 해서 소 트웨어 

확인  검증기술과 소 트웨어로 인한 공통모드고장 배제 기술이 원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 7 -

제 3  연구개발의 범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

가. 최종 목표

   • 안 등  제어기기 개발 검증 

   • 원자로보호계통(RPS) 개발 검증

   •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개발 검증

나. 단계별 목표

1단계(‘01 - ’03) 2단계(‘04 - ’07)

• 안 등  제어기기 인허가 지원기술 개발

• 원  안  소 트웨어 검증체계 구축

• 상용기기 인증기술 개발

• 안 등  제어기기 개발 검증 

• 원자로보호계통(RPS) 개발 검증

•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개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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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품

질보증 차 구축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품질보증 계획서 (QAM) 작성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품질보증 차서 (QAP) 작성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요

건분석  기  확보

-시스템 인허가 요건 분석

-하드웨어 인허가 요건 분석

-소 트웨어 인허가 요건 분석

-인허가 련 정보  자료 실시간 공유 DB 구축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안 해결 기술 개발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안 평가

-인허가 안 해결 기술 개발

안 등  제어기기 인허가 

차서 개발

-하드웨어 검증 차서 개발

 ∙하드웨어 검증 계획 수립 

-소 트웨어 검증 차서 개발

 ∙소 트웨어 Life cycle 체계 개발

 ∙소 트웨어 분류체계 확립

 ∙Planning 단계 소 트웨어 검증 문서 작성  차 개발 

 ∙Requirements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차 개발 

안 등  제어기기 인허가 

련업무 수행

-시스템 검증

 ∙시스템 요건 검증

-소 트웨어 검증  

 ∙Planning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상용기기 하드웨어 인증 기

술 개발

-상용기기 하드웨어 인증방법/기  검토  분석

-상용기기 하드웨어 인증 상품목의 선정  기능 분석

- 상 품목의 요 설계 특성 평가  확인 계획수립

-디지털 안 계통 상용기기 하드웨어 인증 로그램 개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기술 

개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요건 분석  기  확보

-상용 소 트웨어 공 자 평가 차 개발

인허가 합성 향상을 한 

정형  기법  테스 을 

이용한 검증 확인( 탁)

-디지털 계측제어 안  등  분류에 따른 합한 정형기법 

선택

-다양한 정형 기법 비 용  용 타당성 분석 

-안  등 에 따른 테스트 기  확립

고신뢰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도구개발( 동)

-요구사항  설계단계 소 트웨어 확인검증 체계 확립

-요구사항분석 단계에서의 주요 컴포 트 도구설계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 한 형상 리 체계 확립

-요구사항분석 단계 주요 컴포 트 원형 개발

디지털 보호계통 온라인자

동시험의 인허가 가능성 분

석 연구( 동)

-디지털 온라인 자동시험 알고리즘 개선  설계

-디지털온라인자동시험 인허가 용 가능성 분석

-디지털 보호계통에 용 가능한 디지털 온라인 자동시험 원

형 개발

비안 등  제어기기의 인

허가 련기술 지원

-내진등  II 설계기  개발

-비안 등  제어기기 EMI/EMC 설계기  개발 

2.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범  

가. 1단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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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품

질보증 차 구축

-공통 QAP  각 사별 TAP    (Technical Activity 

Procedure) 개발

-Topical Report에서 요구되는 수 으로 QAM 수정 보완

-설계문서 작성  리에 한 품질보증 활동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안 해결 기술 개발
-인허가 련 정보  자료 실시간 공유 DB 보완

디지털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요구분석단계 소 트웨어 검증 (안 등  제어기기, RPS, 

ESF-CCS)

 ∙소 트웨어 요구사항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분석

 ∙소 트웨어 요건 인터페이스(하드웨어, 사용자) 분석

 ∙형상 리 평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단계 안 성 분석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안 등  제어기기, RPS, 

ESF-CCS)

 ∙소 트웨어 설계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설계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정형 설계 검증

 ∙형상 리 평가

 ∙소 트웨어 설계 단계 안 성 분석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기술 

개발

-상용 소 트웨어 공 자 평가 차 개발

-상용 소 트웨어 인증체계 개발 

상세설계 단계  테스  단

계에서의 확인검증 체계 구축 

 도구 원형개발( 동)

-설계  구 , 테스  단계에서의 소 트웨어 확인  검증체

계 확립

-설계  구 , 테스  단계에서의 확인검증 주요 컴포 트 도

구 설계

-확인검증 도구 주요 컴포 트 도구 연계부분 설계

-확인검증 주요 컴포 트 도구 원형 개발

-고신뢰도 소 트웨어 형상 리 도구 원형 개발

디지털 보호계통을 한 온

라인 자동주기시험장치 개

발( 동)

-온라인 자동주기시험 논리 개발

-온라인 자동주기시험장치 SRS 작성

-온라인 자동주기시험장치 SDS 작성

-온라인 자동주기시험장치 소 트웨어 개발

-온라인 자동주기시험장치 원형개발  성능검증

인허가 합성 향상을 한 

정형  기법  테스 을 

이용한 검증 확인

-검증 기  만족하는 다양한 정형  방법론 용 통한 검증 

차서 작성 지원

-안 등  제어기기 테스트 기 을 만족시키기 한 조건 분

석  테스트 차 수립

-테스트 벨에 합한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법 연구

나. 1단계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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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품
질보증 차 구축

-품질보증계획서(QAM) 개정
-품질보증 차서(QAP)  TAP 작성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안 해결 기술 개발

-인허가 련 정보  자료 실시간 공유 DB 보완

안 등  제어기기 인허가 
차서 개발

-시스템 통합 검증 차 개발

디지털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안 등  제어기기, RPS, 
ESF-CCS)

 ∙소 트웨어 설계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설계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단 /모듈 시험계획 작성
 ∙통합 시험계획 작성 
 ∙형상 리 평가
 ∙소 트웨어 설계단계 안 성 분석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안 등  제어기기, RPS, 
ESF-CCS)

 ∙소 트웨어 구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구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소 트웨어 단 /모듈 시험 
 ∙형상 리 평가
 ∙소 트웨어 구 단계 안 성 분석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안 등  PLC, RPS, ESF-CCS) 
 ∙소 트웨어 통합 시험 
 ∙통합시험 결과 평가 
 ∙형상 리 평가
-시제품 통합 검증 (안 등  제어기기, RPS, ESF-CCS)
 ∙시제품 통합 시험  통합시험 결과 평가
 ∙형상 리 평가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기술 
개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수행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수정  dedication report 작성 

고신뢰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도구 통합개발  소
트웨어 테스  방안 연구

( 동)

-고신뢰도 소 트웨어 확인검증 도구와 형상 리 도구의 수정
보완  통합을 한 설계

-설계  구  단계에서의 확인검증 주요 컴포 트 도구 상세
설계  원형개발

-확인검증 도구 주요 컴포 트 도구 연계부분 원형개발
-디지털 보호계통 개발 한 각 단계별 테스  방안 개발
-고신뢰도 소 트웨어 형상 리 도구 Upgrade
-원자력 용 가능한 소 트웨어 단  테스트 기법 연구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ATIP) 연계설계  통합개
발( 동)

-ATIP 소 트웨어 개발  성능검증
-ATIP 개발을 한 SDS 작성
-디지털 보호계통과의 연계설계  통합개발
-ATIP 수동시험 기능 개발

개발 제품에 정형기법을 
용한 인허가 요구 문서 획
득( 탁)

-주요 검증 요구 상 확인, 명세와 검증, 검증결과의 실증.
-Esterel  주요 검증 언어로 기술된 설계의 검증  이러한 
검증언어들간 compliance 확인

개발된 제품의 특성을 반
한 자동화 테스트 도구 개
발( 탁)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에 합한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법을 개발.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를 한 상호작용 테스
(Interaction Testing) 기법 개발

다. 1단계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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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안 등  PLC 검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안 성분석계획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SRS) 확인  검증

-실시간 운 체제(pCOS)

-통신망(FDL, CPB)

-AD/DA

-pSET

•SRS/SDS 검증 차서 작성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차서

-안 성분석 차서

•소 트웨어 설계사양서(SDS) 확인  검증

-실시간 운 체제(pCOS)

-안 통신망

-AD/DA

-pSET

•형상 리 평가

-요구사항단계

-설계단계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 검토

•해외수출  국제경쟁력 提高를 한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국외 탁연구 Phase A수행(독일 ISTec)

-제3자 검증을 한 검증자료 작성 

•품질보증 지원  감사

-QAM/QAP 이행  개정

-품질보증 감사 실시

원자로보호계통 검증 

•설계요건/사양 검증 

-설계요건/규제요건 비교 검토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안 성분석계획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SRS) 확인  검증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Automatic Test and Interface Processor

-Cabinet Operator Module

•SRS 안 성분석

-Bistable Processor

라. 2단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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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Coincidence Processor

•형상 리 평가

-요구사항단계

•품질보증 지원  감사

공학 안 설비-기기

제어계통 검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안 성분석계획서

•GC/LC 설계요건 검증

-설계명세서 검토

-연계요건 검토

•품질보증 지원  감사

KNICS 비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소 트웨어 개발  검증 련 계획 문서 작성 지원

•비안  소 트웨어 요건/설계단계 검증 차 지원  검증

결과 검토

-출력제어계통

-DCS

•비안  소 트웨어 형상 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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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안 등  PLC 검증

•SDS 단계 V&V 소 트웨어 검증

-안 통신망

-pSET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확인  검증

-형상 리 평가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확인  검증

-형상 리 평가

•시스템 통합단계 검증

-확인  검증

-형상 리 평가

•안 등  PLC: 해외수출  국제경쟁력 提高를 한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제3자 검증을 한 문 검증/시험 문서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안  소 트웨어 개발  검증

•품질보증 지원  감사

원자로보호계통 검증 

•SRS 단계 소 트웨어 검증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Automatic Test and Interface Processor

-Cabinet Operator Module 

•SDS 단계 소 트웨어 검증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Automatic Test and Interface Processor

-Cabinet Operator Module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분석

-형상 리 평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안  소 트웨어 개발  검증

•품질보증 지원  감사

공학 안 설비-기기

제어계통 검증

•SRS 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분석  형상

리 평가

-Group Controller

-Loop Controller

-ETIP

-COM

•SDS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마. 2단계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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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소 트웨어 안 성분석

-형상 리 평가

• 차서 개정

-SDS 검증 차서 개정

-SDS 안 성분석 차서 개정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안  소 트웨어 개발  검증

•품질보증 지원  감사

KNICS 비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비안  소 트웨어 각 단계별 검증 차 지원  검증결과 

검토

-출력제어계통

-DCS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상용화  

지원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상세목차 작성지원

-TR목차/Depth 사 의

•시스템 총 과제의 공 제의서(안)

-기술 분야작성 입력자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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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안 등  PLC 검증

•안 등  통신망(HR-SDN) 소 트웨어 검증(SRS/SDS/구

/통합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분석

•pSET 소 트웨어 검증(SRS/SDS/구 /통합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CPLD/FPGA 소 트웨어  검증(SRS/SDS/구 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설계문서 개정에 따른 소 트웨어 추가 검증(계획

/SRS/SDS/구 /통합/검증단계)

 -pCOS

 -안 데이터 링크(HR-SDL)

 -AD/DA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용도구 품질평가

•안 등  PLC: 해외수출  국제경쟁력 提高를 한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제3자 검증을 한 문 검증/시험 문서 작성

-미해결 안(List of Open Point) 해결

-3차 워크  진행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  내용 검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에 따른 내용 검증

원자로보호계통 검증 

•SDS 단계 소 트웨어 검증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Automatic Test and Interface Processor

-Cabinet Operator Module 

•구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분석

-형상 리 평가

•검증단계(계통시험) 검증 

-계통시험

-형상 리 평가

•설계문서 개정에 따른 추가 검증

-설계요건

-계획/SRS/SDS/구 /통합/검증단계

-검증 차서 개정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  내용 검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에 따른 내용 검증

바. 2단계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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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공학 안 설비-기기

제어계통 검증

•SDS 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분석  형상

리 평가

-Group Controller

-Loop Controlle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입력자료 작성

-소 트웨어 검증 분야

KNICS 비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비안  소 트웨어 각 단계별 검증 차 지원  검증결과 

검토

-출력제어계통

-DCS

품질보증 지원  

감사

•품질보증체계 운   평가

-품질 검

-QAM 요건만족성  QAP 장성 평가

-지 사항 개선

•품질감사

-품질보증요건 이행 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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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안 등  PLC 검증

•안 등  통신망(HR-SDN) 소 트웨어 검증(SRS/SDS/구

/통합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pSET 소 트웨어 검증 (SRS/SDS/구 /통합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설계문서 개정에 따른 소 트웨어 추가 검증

 - 로세서 모듈(pCOS)

 -안 등  통신망(HR-SDL)

 -아날로그/디지털입출력모듈

 -CPLD 로직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  내용 검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  수정에 따른 내용검증

원자로보호계통 검증 

•설계문서 개정에 따른 소 트웨어 추가 검증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Automatic Test and Interface Processor

-Cabinet Operator Module 

•SRS/SDS/구 /통합/검증단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  내용 검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보완  수정에 따른 내용검증

공학 안 설비-기기

제어계통 검증

•SDS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안 성분석  형상 리 평가

-Group Controller

-Loop Controller

-시험  연계 로세서

-캐비닛 운 원 모듈

-제어채  게이트웨이

-제어반 신호다 기

-소 트제어기

•구 단계 검증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통합단계 검증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입력자료 작성

사. 2단계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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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소 트웨어 검증 분야

품질보증 지원  

감사

•품질보증체계 운   평가

-품질 검

-QAM 요건만족성  QAP 장성 평가

-지 사항 개선

•품질감사

-품질보증요건 이행 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내용 보완

KNICS 비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DCS 

∙원 용 DCS 시스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DCS 소 트웨어 검증  방안 지원

-DCS 소 트웨어 검증 결과 검토

소 트웨어 안 성 

련 용기술 개발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정책

-사이버보안 계획수립

-사이버보안 험도분석

•CPLD/FPGA 검증방안   수립 

-CPLD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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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1. 미국

원  계측제어계통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변화함에 따라 안 성  

신뢰도 확보가 주요 안이 되었다. 미국 NRC에서는 인허가 근거가 되는 SRP 

(Standard Review Plan)인, NUREG-0800 (Rev.4, 1997)을 면 수정하 으며, 

기술발 의 추이에 따라 지속 으로 개정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랑스, 

일본등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원 에 용하기 해 인허가  규제 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우주, 통신 등 이미 타 산업분야 안 련 시스템의 하드웨

어  소 트웨어 개발, 확인  검증 기술이 세계  수 을 유지하고, 원  디

지털 계측제어시스템에서의 고신뢰도 소 트웨어를 개발하기 한 방법론과 확

인  검증 기술 개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NRC는 계측제어  인간공학 원회 (Control, Instrumentation, and 

Human Factors Branch)가 주 이 되어 국립연구소인 ORNL, SNL, BNL, 

LLNL 그리고 버지니아 학 등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의 디지털 계측제

어 규제 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advanced I&C

Acceptance criteria for EMI/RFI in digital system

Impact of smoke on digital I&C  

Total 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 framework

Risk ranking of environmental stressors on digital I&C

Application of computer-based I&C systems to nuclear power plants

Digital system performance and reliability

CASE tool to evaluate diversity in safety system hardware

Software language develop digital system reliability measurement 

ESF-CCS requirements specification framework

미국의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미국 원  계측제어

계통의 Upgrade를 하여 범 한 기술분야에 한 연구를 체계 으로 추진하

기 하여 EPRI Upgrade Plan을 수립하여 추진 에 있다. 미국의 기술력을 

원  계측제어계통의 Upgrade에 집 시키기 하여 10년 장기 계획 하에 산학

연 공동과제를 Coordinate하고있다. 이러한 Upgrade Plan은 크게 7가지 기술분

야를 나 어 집 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한가지가 소 트웨어

의 확인  검증 기술 연구이고  다른 한가지는 지침서  표 화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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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두 분야에서 15개의 연구 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Utility 의체가 오히려 규제기 을 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서는 NRC의 탁을 받

아 소 트웨어 확인  검증에 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연구

실 은 다음과 같다.

∙Software Safety and Reliability

- Testing Off-the-Shelf Computer-Based Systems

- Independent V&V vs. V&V Issues and Recommendations 

- Objectives for a Software Inspection, Tests,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ITAAC) Model

- Techniques, Processes, & Measures for Software Safety & Safety 
& Reliability Part One: Standards

- Software Reliability and Safety in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s: Interim Report

∙Real Time Performance

- Software Performance Engineering Extensions for Real-Time 
Systems Real-Time Performance

- Software Performance Engineering in the Development of 
Safety-Critical Systems

- Real-Time Systems Complexity & Scalability

∙Formal Methods in Software

- Software Cost Reduction Methodology: An Overview (Special 
Report)

-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Formal Methods in Software-Based 
Safety Systems (Guidance)

- Assessment of Formal Specifications for Safety Critical Systems 
(Comparison SCR & VDM report)

- Formal Methods in the Development of Safety Critical Systems 

∙Commercial Software Testing

- Testing Existing Software for Safety related Applications

- Testing Strategies

- Testing Existing Off-the-Shelf Computer Based Systems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PLC)

- PLC Characteristics and Safety Considerations

- The PLC and Its Application in Nuclear  Reactor Protection 
Systems

- Application of PLC in Emergency Shutdown Systems

∙Digital Communications Systems

- Communica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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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 Guidance

∙Assessment of the GE ABWR Protection System

- A Method of Verifying the timing of the Digital Part the GE 
ABWR Protection System

- GE ABWR Common Mode Failure Analysis

- FMEA Study of the GE ABWR Protection System

- Preliminary Software ITAAC for the GE ABWR Protection System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afety Related Software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chniques and Auditing Criteria for 
Critical System-Control Software(Guidance)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chniques for Software Safety and  
Reliability

∙Assessment of the CE 80+ Protection System

∙Assessment of the AP 600 Protection System

∙Assessment of IEEE Standard 796-1983, "IEEE Microprocessor

  System Bus"

∙Assessment of the GE SBWR Protection System

∙Tech Spec Review for ABWR

∙CE 80+ Tech Specs

∙Safety Hazards Analysis Explained

∙Vendor Assessment

∙Threshold - When is Staff Review Required

∙Standard Review Plan  

∙Update NUREG-049

∙Computer Security  

∙Guidelines for Tools Assessment for Safety Critical Systems

∙Software Reliability Metrics  

∙Digital System Failure Database / Analysis  

DSER (NUREG-1462, Sep. 1992)에서는 Chapter 7, 계측제어부분에서 26개

의 Open Item과 3개의 Confirmatory Item을 제시하 으며 이  소 트웨어 

련 Item은 7개정도 된다. 이 게 소 트웨어 련 Item의 개수가 은 이유는 

CESSAR-DC에 한 DSER가 원래 기능 인 문제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

문이며 소 트웨어의 단계별 ITAAC이 진행되면 구체 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

다. 이  상되는 쟁 사항은 소 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와 정량 인 소

트웨어 신뢰도 측정문제이다. 재 WH-CENP에서는 이러한 Open Item들에 

한 Response를 완료하여 FSER의 입력으로 제출된 것으로 Closed라는 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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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WH-CENP Response들은 그 내용이 진행형이거나 미래

형인 표 들이 남아 있으며, 반 으로 수동 인 응답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제기된 문제에 한 해결책 제시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어진 것이다. 

DSER에 나타난 주된 입장 차이는 소 트웨어 기반 Microprocessor-based 

System의 독자 인 공통모드고장 응가능성, Hard-wired redundant 시스템의 

필요성 즉, Diversity에 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DSER에 나타난 NRC의 

계측제어에 한 결론은 Two-part approach (SECY-92-053)에서 첫번째 근

방법인 시스템 인 기능검토를 한 DAC 련 자료에서도 Level of Detail의 문

제를 제기하 으며 둘째 근방법인 단계별 ITAAC에 의한 구 과 문서검토는 

앞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ITAAC/DAC이 모두 끝나야 Design Certification 

(DC)이 주어짐을 확인하 다. 특히 소 트웨어의 ITAAC과 시스템 ITAAC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의 통합을 고려한 요구사항 정립을 요구

하고 있다. 그 외의 Open Item 7.2.2.2-1에서는 Common Mode Failure 

Analysis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Open Item 7.7.3-1에서는 통신망 로토콜과 

성능에 한 시험 방법론 제시를 요구하면서 Multiplexer Network의 공통모드

고장, 다양성, 품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게 제기된 문제들에 해서 

WH-CENP에서는 FSER의 입력으로서 회신하고 있으며 소 트웨어 련 응답

은 주로 NPX80-IC-DP005, Rev.0, "Nuplex 80+ Software Program Manu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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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표 하고 있다. 

미국의 Westinghouse에서는 Eagle 21과 국 Sizewell B Plant의 Digital 

Protection System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W-ISCO라는 고유의 디지털 계측제

어계통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진 으로 발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W-ISCO 개발을 하여 소 트웨어 개발 도구(CASE)인 Teamwork을 

Customize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카네기 멜론 학에 있는 미 국방성 산하기

인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와 력 계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방법론 개

발을 실시하고 있다.

WH-CENP의 Nuplex 80+의 설계에 해서 NRC staff는 SECY-92-053에 

언 된 바와 같이 양면 검토 근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검토 근법은 블록도 

수 에서의 상세한 기능  검토이며, 이 단계에서 계측제어계통의 상세한 기능

 요건이 정립된다. 두 번째 검토 근법은 기능  요건에 한 디지털 보호계

통의 정성을 단계별 Inspection, Tests, Analyses and Acceptance 

Criteria(ITAAC)에 의하여 그 문서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재 첫 번째 근법

만 수행되었으며 단계별 ITAAC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서 Open Item 7.1.2-1

로 남아 있다. Microprocessor 기반 보호계통은 공통모드고장을 야기할 가능성

을 내포하여 하드웨어 구조 으로 달성한 심층방호의 층이나 다 성을 깨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모드고장을 극복하기 한 두 가지 요한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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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Quality와 Diversity의 확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  Diversity와 

Defense-In-Depth에 한 NRC의 입장이 표명되고 이에 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 이다. WH-CENP는 Nuplex 80+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품질보장을 

한 Standard로 ANSI/IEEE-7-4.3.2-1982를 사용하 으며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들은 참고하지 않았다. Nuplex 80+의 소 트웨어기반 시

스템들의 Safety 련 Requirement들은 고신뢰도 소 트웨어로 구 되어야 한

다. 아직까지 Nuplex 80+는 Combined Operating Licensing (COL)이 주어지기 

이고 한 이 분야의 격한 기술 발 을 고려하여 세부 설계내용을 Lock_in 

하지 않는다는 것이 10CFR52의 원칙이다. 그러나 Nuplex 80+가 재 수립된 

기능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되기 해서는 단계별 소 트웨어 ITAAC의 각 

공정이 충실히 수행되고, 감사를 해 충분한 문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소 트

웨어 ITAAC은 소 트웨어 개발과정의 특성과 최종 제품의 특성을 묘사해야 

하는 에서 Design Acceptance Criteria(DAC)을 포함하는 계통 ITAAC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신뢰도 소 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기존 규제요건과 IEEE Software Engineering Standard와 같은 산업표 들을 

모두 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설계에 사용되는 도구와 상용 소 트웨어에도 그

로 용되어야 함을 NRC는 밝히고 있다. 규제요건 분석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 으로는 10 CFR 50의 요건을 수해야 하며 설계구 과 소 트웨어 

품질보증 로그램의 NRC 평가는 10 CFR 50 App. B에 따라 수행된다.

TRICONEX( 재는 Invensys 회사로 통합)에서는 자체 개발한 상용 안 등

 제어기기인 TRICON을 EPRI TR-107330에 기반을 둔 상용기기 인증 업무

를 수행하여 USNRC에 인허가를 신청하여 평가를 수행 이다. EPRI 

TR-107330에서는 품질보증, 구체 인 테스  요건, 공학  분석 그리고 문서등

을 작성하 다. 공학  분석에서는 신뢰도  가용도분석, 고장모드  향분

석, 정 도(Setpoint) 사양 분석등이 포함된다. 한 TRICONEX는 TRICON을 

기반으로한 원  안 - 련  안 -필수 제어계통(보호계통)을 개발하 다.

미국에서는 상용 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여러 력회사들이 공동으로 

콘소시엄을 구축하여 EPRI를 심으로 “상용 기기 평가  승인 지침서”라는 

EPRI NP-5652을 만들어 미국의 각 력회사에 배포한 바 있다. 각 력회사들

은 10년 부터 재에 이르기 까지 자사의 실정에 맞게 이를 수정하고 보완

(USNRC의 수정  보완사항)하여 지침서로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는 EPRI NP-5652를 검토하여 몇가지 추가할 것을 지 사항으로 권고

(GL 89-02, GL 91-05, GL 95-02)하여 미국 원자력산업계에서 지침서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승인하 다.  원래 EPRI NP-5652는 하드웨어 상용기기 부분만을 

언 하 으나 EPRI NP-106439에 와서야 하드웨어  소 트웨어, ASIC 펌웨

어에 한 인증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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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 

랑스 라마톰의 N4 시리즈 보호계통인 SPIN의 소 트웨어 개발을 지원

하기 하여 Merlin-Gerin에서 개발한 SAGA라는 CASE tool과 OST CASE를 

사용하 다. SAGA는 Design Spec을 Code로 변환하기 하여 사용되었고 

OST는 실시간 코드를 수행하는 다  마이크로 로세서를 모의화하기 해 사

용되었다. 이와 같이 CASE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계측제어계통 소 트웨어를 

체계 으로 개발하고 따라서 확인  검증을 보다 용이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

는 methodology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iemens Teleperm XS (A Digital Protection System)에 한 NRC의 검토 

결과: NRC에서는 Siemens에서 제출한 시스템 일반 특징, 즉 Generic 

Hardware Platform, Pre-Designed Software (OS, Diagnostics, Reference 

Library, Tools)에 해서 검토하 으며, 응용 소 트웨어  랫폼과의 통합은 

랜트에 특정한 기 에 따라 추후 검토할 정이다. 오동작 감소  시스템 신

뢰성 향상을 한 TXS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다  채  (3 내지 4)

• 기존 아날로그 계통과 비슷한 논리 구조

• 지속 인 자기 감시  진단

• 정형  설계 공정을 거친 표  I&C 요소 활용

• 정형  설계 공정을 거친 모듈화된 소 트웨어 활용

• 확인  검증을 거친 도구 (SPACE Tool) 활용 : 명세, 코드 생성, 확인, 

문서화, 시험  진단에 활용

NRC에서 사용한 주요 검토 기 은 다음과 같다. 

• SRP Chapter 7, IEEE 603 (Reg. Guide 1.153) 

• IEEE 7-4.3.2 (Reg. Guide 1.152) 

• EPRI TR-107330 (Generic Requirements Specification for Qualifying a 

Commercially Available PLC for Safety-Related Application in Nuclear 

Plant) 

• EPRI TR-102323-R1 (Guideline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esting in Power Plants)

검토 범   결과를 살펴보면, 시스템 요건이 IEEE 603에 합한지, 기기 

검증(Equipment Qualification)은 German Safety Standards에 따른 형식 시험 

(Type Testing) 수행, 랜트 별 검토 시 US Standards와의 차이  극복에 

해 평가 정이다. 정형  설계 공정에 해서는 선정된 요건을 생명주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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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추 해 으로써 Audit 수행, US Standards에 합한지 평가하 으며, 

소 트웨어 품질보증  형상 리는 원  안  계통에 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독립 확인  검증 로그램은 IEEE 1012에 합하며, 문서는 IEEE Standards

에 합하고, 설계 공정  설계 문서화는 IEEE 7-4.3.2  련 Standards에 

합하다. 심층방어  다양성은 SRP BTP HICB-19에 합하다. 향후 랜트

에 특정한 용 시 인허가 련 안으로서는 랜트에 특정한 환경 조건에 

한 기기 검증, 랜트에 특정한 소 트웨어 개발, 확인 검증 활동  형상 리 

활동, 새로운 보호계통에 한 설정치, 다 방호  다양성 개념의 랜트에 특

정한 용, EPRI TR-107330에 따른 원  격리 장치의 검증, TMI 련 요

건(10 CFR 50.34 (f)(2))의 랜트에 특정한 용, 랜트에 특정한 요건 추 성 

행렬 분석등이다.

 

3. 기타

캐나다 AECL의 경우 Integrated Approach(IA) 공학기술  통합 환경에 의

한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의 90% 이상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소 트웨어 

다양성 철학에 입각하여 Rational Design Process(RDP) 방법론에 의한 고신뢰

도 소 트웨어 개발의 기술수 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AECL 설계방법은 오

랜 자동화 경험 때문에 경험 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엄

격한 문서화와 표 의 용이 미흡하여 많은 인허가상의 문제 이 발생하 다. 

AECL은 국제표 인 IEC-60880, 1986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15가지로 세분

된 소 트웨어 생명주기 재설계와 upgrade를 하고 있다. 그리고  CANDU-3 

Plant를 개발하면서는 철 하게 소 트웨어 공학기법을 용하 다. 

일본의 미쓰비시 공업, 히타치 등에서도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의 소 트

웨어 개발 과 확인  검증을 하여 일본의 앞선 기술력을 최 한 활용하고 

있으며 외 으로는 상당히 배타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OECD/NEA 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정형기법인 HRP Prover를 근간

으로 하는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연구와 디지털 계측제어 신뢰도를 확보하

기 한 련 연구가 수행 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는 이 로그램 참여 기 으

로 연구 결과를 직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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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연구개발 실

1. 국내 연구기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를 하여 가장 핵심기술인 고신뢰도 소 트웨어 검

증의 경우 국내의 경우 시스템공학 연구소에서 과기처 특정과제로 소 트웨어 

자동생산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국 고유의 소 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개발하

으나 상당 부분이 교과서 이고 원  계측제어 소 트웨어와 같은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실시간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에 용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실정이다. 자통신연구원에서는 통신용 소 트웨어인 TDX-10 소 트웨

어를 체계 으로 개발하기 하여 개발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

발 환경 연구실이 있어 소 트웨어 개발을 종합 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통

신의 소 트웨어연구소에서 고신뢰도 통신용 소 트웨어 개발과 확인 검증 기

술 확보를 한 기 인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반 으로 우리나라 소 트

웨어 산업의 상 인 낙후로 인해 부분의 기업체에서는 외국과의 기술제휴

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신뢰도 소 트웨어를 체계 으로 개발하기 한 환경 구축에 해서는, 아

직까지 국내에서 자체 으로 개발된 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CASE) Tool이 없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소 트웨어공학 연구실에서 

이를 한 기 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원  안  소 트웨어의 확인  검증을 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3년부터 2년간 원자력 연구개발 장기계획으로 “시험검증기술 개발환경 구

축”에서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근본 문제 을 도출하고, 이들 문제

 해결 방안을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로 나 어 제시하 다. 특히 소 트웨어 

분야에서는 고신뢰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방법론을 자립하기 한 세부기

술을 개발하 으며, CASE를 이용한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축하

다. 

1995년부터 3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장기 과제로 

“계측제어 시험검증 기술 개발”에서는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환경 구축, 고

신뢰도 소 트웨어 검증  확인 방법론인 안 성 보장기법, 실시간 소 트웨어 

안 성 보장 기술, 원  계측제어 소 트웨어 안 성 분류기법, 상용 소 트웨

어 평가 기법,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독립성 구  방안, 안  소 트웨어 개

발을 한 정형기법(Formal Method) 등과 이와 련된 기반기술 들을 확보하

다. 한 우리 고유의 방법론이 될 수 있는 지침서들로서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의 Computer Safety 연구그룹과의 국제공동연구로 

조를 받아 원  계측제어 소 트웨어 분류 기 , 소 트웨어 품질 보증 

Handbook,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 지침서, 소 트웨어 안 성 계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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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서 등을 개발하 으며, CASE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를 이

용한 개발 환경 구축과  CASE 환경 하에서의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 방법

론을 개발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차세  원자로 요소기술 개발” 과제를 통하여 

차세  원자로 보호계통 개발을 한 안  소 트웨어 계획단계에서의 실제 검

증업무인 다음과 같은 안 성 평가  독립 확인검증업무를 수행하 다.  

안  소 트웨어 QA 계획(SQAP) 독립평가

안  소 트웨어 안 성 계획(SSP) 독립 평가 

안  소 트웨어 계획 단계 설계결과물 평가

공통모드 소 트웨어 고장 분석 방법 평가

“차세  원자로 요소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 연구로 디지털 계측제어기기  

계통의 신뢰도 분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

무가 수행되었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신뢰도 정량분석 련 규제 분석  

기존 디지털 하드웨어 정량분석 기법 평가

안  소 트웨어에 한 신뢰도 평가기법의 정량화 용성 평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한 PSA 수행을 한 안 분석

원 이 아닌 타 분야인 국방, 통신 분야 등에서는 장비의 고장률을 계산하기 

한 신뢰도 평가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 의 종합 인 안 성을 고

려하는 신뢰도평가는 개발과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는 국내

에서 활용 가능한 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 히 개발하여야 한다.

디지털 계측제어 검증 기술의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는 상용기기 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과 련하여 EPRI의 방법론을 참고로 하여 독자 인 인증 로

세스(“원  안 등  제어기기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 보고서)를 개발하

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규제  인허가와 련하여 원자력안 기술원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 과제인 “디지털 계측제어 규제기술 개발” 일환으로 

“원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한 안 규제 일반원칙  규제지침”을 개

발하 다. 주요 내용으로 컴퓨터기반 I&C계통의 심층방어  다양성 분석 규제 

지침, 안 등  분류, 소 트웨어 안 성 험분석 규제 지침, 품질보증과 설계

공정에 한 규제 지침, 자기  환경검증, 단일고장기 평가 규제 지침, 디지

털 기기  계통의 험도 분석에 한 규제 지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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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확인  검증,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검증 기술

에 한 학계의 연구는 KAIST에서 “가압경수로를 한 동 안 계통  안  

소 트웨어 확인/검증 도구 개발” 에서 요건추 (Requirements Tracking), 소

트웨어 Inspection Support, Formal method의 하나인 Software Cost Reduced 

(SCR) 방법론에 한 편집기(editor)  분석기를 개발하 고, 랩소디

(Rhapsody) 방법론과 다른 도구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확인  검증 작업 

가운데 요구사항 분석 작업에 을 둔 SSERAT라는 자동화 도구 로토타입

(Prototype)을 개발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에 용하여 검증 작업을 수

행한 경험이 있다. 

카이스트 산학과 소 트웨어 공학 연구실에서는 소 트웨어의 요구 명세

에서의 일 성과 완 성을 검사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고, 이를 지원하는 도

구의 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이외에도 Statecharts의 역방향 분석 도구, 시나

리오를 검증하기 한 MSC 검증 도구, NRL에서 개발한 SCR 방법에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기 한 도구 등을 개발하고, Statecharts에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기 한 방법, 실시간 모델 검사기를 통한 고장 수목의 보정 방법 등을 

제안하 다. 

기 력연구원에서는 SCR, PVS, Petri-Net, SPIN 등의 Formal method를 

이용하여 가상 보호계통의 요구조건 분석단계의 verification에 용하 다. 그러

나 학계 역시 아직까지는 소 트웨어 검증분야의 국내 기술을 확립할 수 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지속 으로 소 트웨어 검증 련 분야의 기

연구는 학계를 심으로 수행될 것이다. 한, 안 등  제어기기  디지털 

안 계통의 소 트웨어 개발에 정형기법을 용하여 보다 완 하고 신뢰성 있

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하여 인허가 획득 가능성이 높도록 하 으며, 하드

웨어에 소 트웨어가 내장되는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경우 하드웨어, 운용체제 

 소 트웨어가 상호 유기 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오류를 검출하기 한 테

스  기법을 제안하 다.

KAIST에서는 인스펙션과 추 성 분석  정형기법 명세로의 효과 인 변환

을 한 구조  분석을 지원하는 SIS-RT(Software Inspection Support & 

Requirements Traceability)를 개발하 고, 요구사항단계  설계단계의 명세  

정형  검증을 지원하는 정형기법 NuSCR의 개발  편집도구인 NuSRS와 

NuSDS를 개발하 다. 한 형상 리 지원을 한 NuSCM의 도구 원형 개발이 

완료되어 그 실행의 편의성과 도구 통합을 하여 NuSEE로 통합 개발 완료하

으며, 이 도구는  안 -필수 소 트웨어 개발  검증을 지원하는 자동화 도

구로써 그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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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계

국내 원  설계기 에서 울진 5&6에 용된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의 소

트웨어에 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 으며, 축 된 기술을 바탕으로 후속호기에 

한 안  소 트웨어 검증을 수행 이다.

4.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국내에서 구축된 원  디지털 계측제어 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기술

과 안 성분석 기술은 국내 규제기 에 인허가를 신청하여 심사 에 있다. 세

계 으로 디지털 안 계통(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 작동계통)에 한 

소 트웨어 검증을 수행하여 인허가 획득에 성공한 사례로 미국 웨스 하우스

의 COMMON-Q, 인벤시스의 Triconex와 아 바의 Teleperm-XS 정도이다. 규

제기 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할 경우, 국외기술과의 등한 기술수 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원 에 용할 목 으로 원자력 요건에 따라 안 등  제어기기를 개발  

검증을 수행한 경우는 세계 으로 사례가 드문 경우로 국내 기술로 인허가를 

획득하고 운 을 확보할 경우 수출산업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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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품질보증체계 구축  이행

1.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 개요

원자력의 지속발   련기술의 활용은 원자력 안 성 확보에 기 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발생한 사례들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응을 통해 내

외 으로 확증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발생

을 막는 클린 에 지로서 인류발 에 지 한 공헌을 하 고 막 한 성과를 창

출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연구와 기술발 에 의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원

자력과 련된 사고들은 그 향이 비록 작고 경미한 경우일지라도 환경단체들

의 공격의 상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극단 으로는 사용불가라는 최악의 결론

을 가져다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유럽의 원자력 선진국의 에서 이미 증

명되었다. 재 새로운 원자력 부흥기와 르네상스를 맞아 미국과 유럽의 원자력

에 한 새로운 필요성 제기와 함께 부활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원자력의 지속발 과 활용은 보다 완 한 안 보장과 성능확보가 동반되

어야 가능하며, 따라서 련 구조물과 계통의 안 성보장과 성능확보는 원자력

의 명제이다. 이런 에서 원자력 모든 분야에 있어서 품질보증의 목표는 

이 원자력의 안 성확보의 차원에서 그 달성목표 구 을 한 체 인 수단으

로 그 요성과 역할이 증 되고 있다.

POSAFE-Q, 원자로보호계통(RPS)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ESF-CCS)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은 원 의 발 소 안 계통에 

사용하기 하여 개발되므로 개발  과정에서 원자력법규에서 요구하는 품질

보증 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며, 한 이행상태가 규제기 에 의해 평가된다. 디

지털 원자로안 계통을 개발하기 하여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

체계를 개발하 으며,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이 원  보호계통에서 요구되는 기

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과 체계

인 활동을 기술한다.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체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 공업

㈜, ㈜포스콘의 품질보증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문가로 구성된 KNICS 

품질보증 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 리되고 있다. 개발된 디지털 원자로안 계

통 개발 품질보증체계는 안 하고 신뢰성있는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이 개발되

도록 참여하는 모든 기 과 참여원들에게 제공되고 교육된다. KNICS 품질보증

은 안 등  제어기인 POSAFE-Q 개발 , 원자로보호계통  IDiPS 

ESF-CCS를 포함한 원  안 계통 개발 ,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과 별도 

조직으로 운용되므로서 독립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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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체계는 ASME NQA-1의 품질보증기

인18개 항목을 기술하는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의 이행을 하여 상

세업무 차를 기술하는 품질보증 차서, POSAFE-Q 제작사인 포스콘㈜과 원  

안 계통 제작사인 두산 공업㈜의 상세업무지침을 제공하는 Technical 

Assistance Procedures(TAP)로 구성된다.

국내 원  기기공 자의 자격획득을 하여 POSAFE-Q와 원  안 계통 개

발에 참여하는 두산 공업㈜, 포스콘㈜  포스콘의 자기  제작 용역업체

(CREVIS 사)는 안 등  제어기기와 안 계통 설계  제작 부분에 한 국내 

력산업기술기 (KEPIC) 인증을 획득하 다.

2. 품질보증계획서

가. 품질보증계획서 규제요건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의 설계, 구매, 제작, 보수  유지 과정에서 합한 

규제요건  설계기 을 수함을 보증하고, 개발된 기기와 계통의 안 성과 신

뢰성을 보장하기 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 다. 원자로  계시설의 

건설  운 에 한 18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품질보증계획서는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의 개발업무와 이들의 확인  검증 업무에 용된다. 원  품질보증과 

련한 국내.외 규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원자력법 제4장 제11조 2항  미국 법령 10 CFR 50.34는 "건설허가 

신청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법은 시행규칙 제7조를 통하여 원자력 품질보증기  1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법령인 10 CFR 50.34는 이를 하여 10 CFR 50 

Appendix B를 용할 것을 명시한다. 

  • 과기부령 제31호 제2장 제4  68-85조  미국 법령인 10 CFR 50 

Appendix B는 원자로  계시설의 건설  운 에 한 품질보증기 을 

18개 항목별로 제시하고 상세 품질보증활동 내용을 기술한다. 

  • Reg. Guide 1.28은 ANSI N45.2를 기반으로 작성된 원자력발 소 설계  

건설단계의 품질보증요건으로 ASME NQA-1을 용하도록 한다.

  • Reg. Guide 1.70은 SAR 표 양식 17장에 18개 항목별 작성내용을 

제시하면서10 CFR 50, App. B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 SRP (NUREG-0800) Chapter 17  경수로형 원  

안 심사지침(KINS/G-001)의 17.1 은 설계  건설단계, 17.2 은 

운 단계의 품질보증요건을 기술하며, 17.3 은 특정기술 

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품질보증요건을 기술한다. 17.1  17.2 은 

기술  근거로 ANSI N45.2 Series을 사용하며, 17.3 은 ASME NQA-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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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질보증 련 조직  책임과 권한

 

1.1 품질보증 련 조직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을 개발하기 한 조직과 품질보증 조직을 기술한다. 

 

1.2 책임과 권한

  

1.2.1 확실한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어 주어져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1.2.2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는 인원은 제반 요인으로부터 독립 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운 책임자  품질보증 장에게 정확히 보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1.2.3 임받은 담당 업무에 한 경   리 책임이 있으며 목표 품질을 수립, 달성  

유지하며 이 계획서  해당 세부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업무가 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조직간의 업무 조  의사 달

    수행되는 업무  타 조직과의 업무 조가 필요한 경우 교환될 서류의 형태와 주요 

 창구는 련 차서에 명시. 연구원내에서 품질 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부서를 기본 단 로 하며, 조직간 의사 달의 주된 책임은 기본단  조직의 장이 보

유.

사용하고 있으나 재 국내의 용지침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 원  품질보증과 련한 국내.외 기술기 은 다음과 같다.

  • KEPIC은 발 용 원자로  계시설 기술기 으로 용되는 력산업 기

술기 으로, 원자력 품질보증을 한 참조기 으로 ASME NQA-1을 인용

한다.

  • ASME NQA-1는 ANSI/ASME N45.2의 표 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으로, 원자력 시설물 품질보증과 련한 

모든 요건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서이며 품질보증과 련한 부분

의 인허가 문서에서 인용된다.

나.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품질보증계획서 

원  품질보증 련 규제요건  기술기 을 참조로 18개 항목을 반 하여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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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품질보증 계획 

2.1 품질보증 계획은 원자력 시설의 안 성과 련된 구조물, 계통, 기기의 품질

    련 업무가 원자력법의 련 요건에 따라 수행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각 

    분야별 품질보증계획의 용요건은 세부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한 바에 따름.

2.2 품질보증기본계획서는 작성.유지되어야 한다.

2.3 세부 품질보증계획서는 원칙 으로 품질보증기본계획서의 요건을 수하여

    작성되며, 다만 업무의 범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요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용범 는 세부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정한다. 품질보증실장은 

    품질보증 용 상업무의 특성과 업무 역을 고려하여 세부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2.4 세부 품질보증계획서는 원자력법  이에 상응되는 규정 는 기술기 에 따라야   

하며, 이를 하여 해당 조직의 경 층은 세부 품질보증계획서의 타당성, 효율성을 

주기 으로 검토하여 이를 최 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5 품질보증 계획의 용

    원자력 설비  제품에 한 설계, 구매, 제작, 건설, 운 , 가공, 유지  

    보수, 시험  검사 등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에 용되는 차서, 시방

    서, 지시서 등은 세부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2.6 교육 훈련

    품질보증 계획의 한 운용을 하여 품질에 련된 모든 요원은 그의 능력,

    경험, 교육 정도  담당 업무의 범 , 복잡성, 특성 등에 따라 교육, 리되어야

    한다.

2.7 요원의 자격

    검사 요원  품질 감사자에 한 선정, 교육, 자격인증, 자격 리 등의 업무

    는 해당 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0 설계 리 

3.1 일반 요건 

  3.1.1 설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계 기  자료, 규제 요건, 규격, 표   발주자 

        요구 사항 등과 같은 기술  요구 사항이 시방서, 설계도면, 차서 혹은 

        지침서에 올바르게 반 되도록 설계 리 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2 명시된 기술 요건이나 품질 표 에 한 변경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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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식별, 서류화하여 리하여야 한다.

  3.1.3 설계 리에 한 기록들은 련 차에 따라 검토, 식별  리되어야 한다.

  3.1.4 업무의 형태, 특성  계약의 범 에 따라 다음 업무에 한 리방법 이 설

        계 리 차에 기술되어야 한다.

        (1) 설계 입력의 선정

        (2) 설계 공정의 수립 

        (3) 설계 확인의 수행 

        (4) 설계 변경 리

        (5) 설계 첩 사항 리

        (6) 설계 결과의 서류화  기록

  3.1.5 설계 참여 조직 간의 설계 첩사항에 한 리  조정을 한 차가 수립, 

        이행되어야 하며, 이 차에는 련 서류의 검토, 승인, 배포  개정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설계 분석

  3.2.1 설계 분석은 미리 계획되고 승인된 차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3.2.2 설계 분석 자료는 그 분야의 문가가 작성자의 도움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2.3 설계 분석의 결과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그 서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석이 행하여진 상물의 설명

        (2) 설계 입력 사항  그 출처에 한 설명

        (3) 사용된 가정  추후 검증되어야 할 가정의 식별

        (4) 사용된 컴퓨터의 기종, 로그램 등 컴퓨터 계산에 련된 사항

        (5) 검토  승인

        (6) 련 문헌 는 기타 한 배경 자료

 

  3.2.4 다음 조건이 만족된 경우 컴퓨터 로그램은 매 용 시마다 개별 인 확인

        없이 설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1) 각 매개변수의 정의된 한계 내에서 내장된 수학  모델이 맞는 계산 결과를 

보여 다고 확인된 경우 

        (2) 내장된 수학  모델이 특수한 용을 수반하는 물리  문제에 하여 유효한 

해답을 제공하는 경우

  3.2.5 산 로그램은 그 변경 사항이 서류화되고 그 권한이 인정된 자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보증하기 하여 차서에 따라 리되어야 한다.

  3.2.6 기 확인된 산 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그 향을 평가하고 그에 한 재확

        인이 있어야 한다.

3.3 설계 확인

  3.3.1 설계의 합성은 설계 검토, 체 계산법 혹은 실증시험을 통해 확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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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를 한 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특별히 다른 방법에 의한 설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에 한 차도 명시되어야 한다. 설계 검토나 체 

        계산법이 아닌 실증시험이 설계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실증시험은 

        해당 품목의 사용 에 상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3.2 설계 확인은 설계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기 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설계 서류가 구매, 제조  건설을 해 배부되거나 다른 분야의 설계 업무에 

        사용되도록 타 조직에 배부될 경우, 배부되기 에 실시되어야 한다.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설계 확인이 수행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은 차서에 

        따라 식별, 리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설계 확인은 구조물, 계통  

        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이 에 완료되어야 한다.

  3.3.3 설계 확인은 원 설계자가 아닌 충분한 기량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원 설계자의 상 자에 의하여 수행 

        될 수 있다.

        (1) 상 자가 특정 설계 고려 사항을 배제하지 않았고, 한 가지의 설계

            방법 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상 자가 해당 설계의 입력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상 자만이 유일하게 설계 확인 능력을 가진 경우

  3.3.4 설계 확인 결과는 서류화되어야 한다.

  3.3.5 설계 확인의 범 는 안 성에 한 요도, 설계의 복합성, 표 화된 정도,

        재의 기술 수   기 입증된 설계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6 기 확인된 설계에 한 변경이 있는 경우, 체 설계와 그 분석 결과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기 한 설계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3.4 설계 변경

  3.4.1 모든 설계 서류의 개정은 그로 인한 기술  향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필요

        한 조치를 서류화하여야 하며, 이는 차서에 따라야 한다.

  3.4.2 변경 사항은 원 설계와 동일한 설계 리 차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다른 

        조직을 지정하지 않는 한, 원 설계 서류의 검토  승인에 책임이 있는 조직

        이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3.4.3 변경 사항은 그것에 향을 받는 모든 조직에 달되어야 한다.

 

4.0 구매 서류의 리 

4.1 일반 요건

  4.1.1 구매 시방서, 구매 요구서 는 구매 계약서 등의 구매 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일부 는 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1) 제품 는 용역을 규정하는 표 , 규격, 규제 사항, 차서, 지시서, 도면 

        시방서 등의 요구 사항과 그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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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  시험의 합격 요건과 이에 련되는 특수 요구사항

    (3) 공 자가 수행할 작업 범 에 한 기술

    (4) 검사  품질감사의 목 으로 공 자의 공장에 출입하거나 련서류를 열람하

        기 한 요건

    (5) 공 자는 필요한 범  내에서 요구된 규정과 일치하는 품질보증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

    (6) 구매자의 검토  승인용으로 제출하기 하여 공 자가 작성할 품질보증계획서, 

        시방서, 지시서, 차서  품질보증기록 등에 한 요건

    (7) 부 합 사항의 보고와 조치 방안을 승인하기 한 요건

    (8) 구매 서류의 요건은 원청자 뿐만 아니라 재도  는 그 이하의 도 업자에게

        도 용된다는 요건

    (9) 서류 제출시기에 한 요건

    (10) 안 에 련된 장치나 기기 는 계통의 비 부품이나 교환부품은 원 부품

         의 구매에 용되었던 구매 시방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건 

    (11) 자재  기기의 설치나 사용 에 구매자에게 제출할 기록과 공 자가 보 ,

         리, 유지하여야 할 기록의 분류에 한 요건

    (12) 기타 필요 사항 

4.2 구매 서류의 검토  승인

  4.2.1 구매 서류는 다음 사항에 한 검토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1) 구매 서류가 품질보증 계획 요건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구매 서류의 품질 요건이 하고 확인  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4.2.2 구매 서류의 검토  승인은 그 서류의 배포나 용 에 서류화 되어야 하며

        한 자질을 갖춘 품질보증 요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4.3 구매 서류의 개정

    구매 서류의 개정은 원 서류의 차와 동일하게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5.0 지시서, 차서  도면 

5.1 지시서, 차서  도면의 작성

  5.1.1 지시서, 차서  도면에는 규정된 요 활동들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한 정량  는 정성 인 정기 이 포함되어야 한다.

  5.1.2 지시서, 차서  도면에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시키기 한 품질에 향을

        미치는 활동들에 하여 구체 인 업무 수행방법  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5.1.3 지시서, 차서  도면에는 필요한 경우, 용 가능한 체방법   체 

        치수 등 체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2 지시서, 차서  도면의 검토, 승인

  5.2.1 지시서, 차서  도면은 해당 업무 련 책임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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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5.2.2 검사 리, 시험 리, 교정 리  특수 공정의 리에 한 지시서 

        는 차서는 품질보증실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2.15)

5.3 지시서, 차서  도면의 개정

    지시서, 차서  도면의 개정은 원 서류의 차와 동일하게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6.0 서류 리 

6.1 작성, 검토, 승인  발행

  6.1.1 품질에 향을 미치는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은 련 차서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6.1.2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등에 한 책임 조직은 해당 차서에 명시되어

야 한다.

  6.1.3 모든 서류는 련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업 착수 에 

비되어야 한다.

6.2 개정 리

    6.2.1 개정된 서류의 검토  승인은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서류를 

검토, 승인한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2.2 개정된 서류는 련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에 배부되어야 한다.

    6.2.3 무효화된 서류는 그 사용이 방지되도록 회수 는 폐기 등의 리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

6.3 배부 리

    서류 리 책임자는 배부처  배부량을 결정하고 필요시 배부 목록을 유지, 리하

여야 한다.

6.4 서류의 종류

    리되어야 할 서류의 종류는 최소한 다음과 같다.

    (1) 설계, 구매, 제작, 자재  공정 시방서

    (2) 설계, 제작, 건설  설치 도면

    (3) 세부품질보증 계획서  차서

    (4) 제작, 검사  시험 지시서

    (5) 시험 차서

    (6) 운  차서

 

7.0 구매 자재, 기기  용역의 리 

7.1 구매 자재, 기기  용역의 리는 품질보증 차서 혹은 한 구매 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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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 자가 구매서류의 요건에 맞는 자재, 기기  용역을 공 할 수 있는가에

    하여 품질보증 능력 평가를 계약 에 실시하여야 한다.

7.3 다음 조건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공 가능자에 하여는 품질보증 능력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1) 공 될 품목에 하여 7.6항의 승인 공 업체 목록에 등재된 업체

    (2) 발주자의 승인 공 업체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업체

    (3) 해당 품목에 한 미국기계학회 인증서 보유 업체

    (4) 국가 공인 교정 기  

7.4 구매 서류의 요구 사항에 만족되었음을 보증하기 하여 구매 자재, 기기 

    용역에 한 품질 확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7.5 공 가능자의 수행 능력 평가는 다음의 방법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한 업체의 과거 납품이력을 평가하는 방법

    (2) 업체의 서류화된 정성 , 정량  자료를 포함한  품질 기록을 평가하는

        방법

    (3) 업체의 설비, 인원  품질보증 체제를 실사함으로써 업체의 기술  품질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7.6 선정된 공 가능자는 차서에 따라 승인 공 업체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7.7 품질 확인 활동은 공  계약자의 품질 수행 활동을 감사, 검사, 감시 는 감독하는 

것으로 자격이 인정된 품질 요원에 의하여 승인된 차서에 따라 수행되며, 품질 확

인 활동의 수행 여부  범 는 구매 자재, 기기  용역의 요성, 복잡성, 범 , 수

량  공 계약자의 품질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7.8 공 된 자재나 기기의 품질 정을 한 인수 검사가 실시될 경우, 공 자가 제출

    한 품질 보증서 검토, 장 확인, 인수 검사, 설치후 시험  하나 이상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7.9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용역만을 인수하는 경우, 결과 자료의 기술  검토, 품질감사,

    검사, 감시  감독, 는 용역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는 객  증거물의 검토

     하나 이상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7.10 공  계약자와 구매자는 구매 서류의 시방과 일치하지 않는 부 합 사항의 리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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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품목의 식별과 리

8.1 자재, 부품, 공정품  완제품의 식별과 리를 하여 필요한 차서가 확립되

    어야 하며, 부 합 품목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품목에 직  표시하거나 추

    가능한 기록서에 표시하는 등의 식별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8.2 자재, 부품  기기의 식별은 도면, 시방서, 구매 요구서, 제조검사 서류, 물리

     화학  시험 보고서, 부 합 보고서  자재성 서 등과 같은 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8.3 자재, 부품  기기의 설치, 선 , 조립  제작 에 그들에 한 식별이 정확한

    가를 확인하고 이를 서류화하여야 한다.

8.4 식별 표시의 방법이나 치는 식별되는 자재, 부품  기기의 기능, 품질  는 

    합성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8.5 생산이나 제작 과정에 있는 자재, 부품  기기의 식별을 해서는 부품번호, 

    일련번호, 롯트번호  기타 기호를 사용하여 품목에 직  꼬리표를 붙이거나

    제조 공정에 수반되는 서류를 사용하는 식별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8.6  검사 공정에서 자재, 부품  기기의 식별을 하여 사용되었던 표식은 다음

    공정에서 제품 성격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거될 수 있다.

8.7 안 에 계되는 계통의 부품  구 인 식별 방법이 요구되는 주요 부품에

    하여는 이를 한 식별 표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9.0 특수 작업의 리 

9.1 용 , 열처리  비 괴시험 등과 같이 품질 수 이 작업자의 숙련도나 공정의

    조건들에 따라 크게 변하는 작업이거나, 객 으로 최종 품질을 확인하기 한

    시험, 검사  조사 등이 어려운 작업은 특수 공정으로 선정, 리되어야 한다.

9.2 특수 공정은 차, 인원  장비에 한 자격부여 요건이 명시된 한 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9.3 특수 공정과 련된 작업 요원, 장비  차서의 품질 련 기록들은 서류화되어    

보 되어야 한다.

9.4 특수 공정이 하도 될 경우, 공 자가 특수 공정 차 인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구매 서류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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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검사 

10.1 품질에 향을 주는 활동들이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검

사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10.2 검사 계획서에는 검사자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검사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는 기타 요구 사항에 따라 계약자 는 제3 검사자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필수확인 이나 입회 이 선정되어야 한다.

10.3 검사 업무는 자격이 인증된 요원에 의하여 서류화된 지시서, 차서 는 검

     표에 따라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0.4 검사 차서, 지시서 는 검사 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가 수행될 활동  특성

     (2) 검사를 수행할 조직  책임

     (3) 검사 방법

     (4) 합격 정 기

     (5) 제작, 검사 는 시험의 확인이나 완료에 한 기록 방법

     (6) 검사자, 자료 기록자  검사의 결과에 한 기록 방법

     (7) 검사에 용되는 코드, 규격, 시방서 는 도면

10.5 검사자는 검사 상 활동을 직  수행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차서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0.6 필요한 경우 공정 에 있는 제품에 한 직  검사가 수행되어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정, 장비 는 작업 인원을 감독하는 간  

     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10.7 직  검사와 간  검사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리가 불합리한 경우,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사용되어야 한다.

10.8 교체품이나 체품의 검사는 원 설계와 원 검사 방법에 따르거나 혹은 그에 

     히 체될 수 있는 검사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0.9 일체의 검사 련 기록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 품목  식별 번호

     (2) 검사 일자

     (3) 검사원

     (4) 검사 방법

     (5) 용된 구매 서류, 기술 시방서 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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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검사 결과

     (7) 부 합 사항에 련되어 취한 조치

     (8) 검사 장비명  식별 번호

 

11.0 시험 리 

11.1 구조물, 계통  부품이 가동  만족스럽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한 시험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사항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모형 시험

     (2) 각 부품의 설치  성능 증명 시험

     (3) 사용  시험

     (4) 사용  시험

11.2 시험 계획서에 규정된 시험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시험 차서 는 지시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1) 설계나 구매 서류에 수록된 요구 사항  합격 범

     (2) 시험을 수행하기 한 지침

     (3) 시험 선행 조건

     (4) 계약자 는 제 3 검사자의 필수확인

     (5) 합격 정 기

     (6) 시험 데이터, 결과의 기록  서류화 방법

11.3 시험 계획서와 차서 는 지시서는 시험 수행부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 서류 는 구매 서류에 수록된 요구사항  합격 범 와 같은 기술  사항은 

     설계 책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히 다른 조직이 

     정해지지 않는 한, 원 계획을 작성, 승인한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1.4 시험은 승인된 시험 차서, 시험지시서, 련 규격 는 공 자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훈련된 요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1.5 교체품이나 체품의 시험은 원 설계의 시험 요구사항에 따르거나, 그에 히 

     체될 수 있는 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6 시험 결과는 시험 차서의 요건에 따라 서류화되고 리되어야 하며, 시험 요구 

     사항이 만족됨이 보증되도록 책임 조직에 의하여 그 합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11.7 시험 기록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 품목

     (2) 시험 일자

     (3) 시험자 는 기록자 (개정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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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험 방법  장비명

     (5) 결과  합격 여부

     (6) 부 합 사항에 련되어 취한 조치

     (7) 시험 결과의 평가자

 

12.0 측정  시험 장비의 리 

12.1 안 에 련된 구조물, 계통  부품의 측정, 검사 는 감시등에 사용되는

     측정  시험 장비의 리를 한 차서가 작성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이 

     차서에는 장비 리 방법, 장비 유지 방법, 교정 방법  교정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측정  시험 장비는 요구되는 정 도, 목 , 사용 빈도, 안정도  측정에

     향을 주는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주기 으로 교정되어 항상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12.3 교정 주기  기 은 국가 인정 기 에 따르며, 국가 기 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정 기 이 서류화되어야 한다.

12.4 측정  시험 장비는 교정 결과가 식별되고  그를 추 할 수 있도록 라벨이

     나 꼬리표를 사용하여 리하여야 한다.

12.5 부 합 정된 측정  시험장비는 교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용을 방지하

     도록 식별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12.6 측정  시험 장비가 부 합하다고 정된 때는 그 장비를 사용하여 이 에

     수행한 검사가 유효한 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류화하여야 한다.

 

13.0 취 , 장  운송 

13.1 품목의 취 , 장  운송은 작업  검사 지침서, 도면, 시방서, 운송지시서

     는 승인된 차서 등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3.2 부식성이 크거나, 험하거나, 고가인 품목에 해서는 그 취 , 장, 운송등

     의 과정에서 보호를 한 각각의 세부 요건  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13.3 특수한 보  시설이 없거나 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  환경이나 그 자체의

     합한 품질에 악 향을 미치는 특수 품목을 해서는 장 용기와 같은 특수 

     장비나 항온 시설과 같은 특수 보존 환경이 설정되어 이에 따라 리되고 확인

     되어야 한다.

13.4 취 , 장 등에 사용되는 특수 기구  장비는 품목을 안 하게 다루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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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에 따라 주기 으로 검사되어야 하고 그 운 원은 장비의 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13.5 품목의 오용, 손실, 손, 품질 하 등을 방지하기 한 방조치가 련 차

     서, 는 지시서에 규정되어야 하고 품목을 구분, 보호, 격리  운반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13.6 품목의 취 , 장 에는 이의 합성을 확인하기 해 주기 인 검사가 련

     차서 는 지시서에 따라 실시되고 그 결과가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13.7 장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해서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식별되도

     록 품목에 직 , 혹은 간 인 방법으로 표기하고 이를 주기 으로 검함으

     로써 유효기간이 지난 품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리되어야 한다.

13.8 장 방법은 구매 서류상의 요건을 근거로 하고, 필요시 공 업체의 기 에

     따르며, 련 자재와 장 장소 형태에 합한 장 방안이 수립, 유지되어야

     한다.

13.9 제품의 식별 표시는 구매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야 하나,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공 자의 표시 방법에 따른다.

13.10 제품을 운송하기 해서는 청결도 유지, 손상 방지, 품질 하 방지가 되도록

      하며, 운송기간  양호한 보존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 포장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14.0 검사, 시험  운  상태 

14.1 검사, 시험  운  상태는 계통  기기의 제조 단계부터 설치 완료시까지 식별

     될 수 있어야 하며, 이 식별은 련 차서 는 지시서에 따라 수행, 리되어

     야 한다.

14.2 검사, 시험  운  상태는 품질 황을 악할 수 있는 련 서류에 의해 추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꼬리표, 인장, 라벨 등과 같은 표식의 부착이나 제거에 

     한 권한이 명시된 차서에 따라야 한다.

14.3 부주의한 운 을 방지하기 하여, 주요 계통  기기의 운 상태를 지시하는 

     표식은 차서, 지시서, 는 시방서에 따라 부착되고 리되어야 한다.

14.4 요구된 시험, 검사 등이 락되지 않도록 시험, 검사 등의 황이 차서에 따라 

     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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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부 합한 사용을 방지하기 하여, 계통  기기의 오작동, 작동불가 등의 상태는 

     식별되어야 한다.

14.6 공정이동표는 시험 검사 황이 히 유지되도록 리되어야 하며, 사용  제거가

     통제되어야 한다.

15.0 부 합한 품목의 리

15.1 각 련 조직은 설정된 요건과 불일치한 자재, 부품  기기를 히 식별,

     리하기 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차서나 지시서를 작성, 이행하여야 한다.

     (1) 식별 방법

     (2) 격리 방법

     (3) 검토  조치

     (4) 서류  분석 방법

     (5) 부 합 사항의 검토  처리를 한 조직

     (6) 처리 결과에 한 확인 방법

15.2 부 합 품목은 꼬리표 부착이나 품질에 악 향을 주지 않는 기타 방법에 의하

     여 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쉽게 식별되고 격리되어야 한다.  개별 인 

     식별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장용기 는 보  장소 등에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들이 오용되지 않도록 격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5.3 부 합 사항은 해당 분야에서 합한 지식을 소유한 요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이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가, 보수, 재작업, 사용불가 등의 정이 내려

     져야 한다.

15.4 사용가, 보수  재작업으로 처리된 부 합사항은 그 기술  타당성이 검토되어

     서류화되어야 하며, 설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 합사항을 사용가

     는 보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설계에 용되었던 설계

     리 수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보수  재작업으로 처리된 부 합 사항은, 별도의 기 이 없는 한, 련 차

     서  원 합격 기 에 의하여 재검사 는 재시험되어야 한다.

15.6 부 합 사항에 한 기록은 리, 유지되어야 하며, 부 합사항 보고서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경향을 분석하기 해 주기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6.0 시정조치 

16.1 품질상 결함 요인의 색출

     품질 조직은 품질상 결함을 가져오는 문제가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인가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상태를 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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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상 인 분석  시정조치로는 개선될 수 없는 반 인 결함

     (2) 반복되는 결함

     (3) 심각한 결함

16.2 16.1항의  문제의 경우 해당 책임자는 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품질보증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태의 식별

     (2) 원인 분석

     (3) 시정조치 내역

     (4) 기타 련 자료

16.3 품질상 결함을 가져오는 문제가 심각하거나, 해당 부서의 시정조치 내역이 

     불충분한 경우, 는 품질 감시, 감독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차서에 따라 련 권고 사항을 포함한 시정조치 요구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16.4 시정조치를 완료한 해당 책임자는 조치 내역을 서류화하여 품질보증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장은 이 시정조치가 히 수행되었는지를 확

     인한 후 이를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16.5 품질보증 장은 주기 으로 품질상의 결함에 한 경향을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동일한 내용을 시설운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17.0 품질보증기록 

17.1 품질보증기록은 세부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는 기타 수행업무 차에

     따라 련 조직의 책임 하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17.2 품질보증기록의 종류

     다음 서류들은 품질에 한 객  증빙으로서 품질보증기록으로 본다.

     (1) 품질보증 계획 서류 (계획서, 차서  지시서)

     (2) 각종 설계 서류

     (3) 특수 공정에 한 자격부여 련 서류(작업자, 차서  사용 장비)

     (4) 구매 련 서류

     (5) 각종 시험  검사 기록

     (6) 부 합 사항 보고  시정조치 련 서류

     (7) 감시, 감독  감사 련 서류

     (8) 시운   운  기록서

     (9) 기타 계약상 는 규제 기 에 의해 요구되는 품질보증기록

17.3 품질보증기록의 인정

     품질보증기록은 차서에 따라 책임 조직에 의하여 서명 는 기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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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확인됨으로써 유효한 기록으로 인정된다.

17.4 품질보증기록의 분류

     품질보증기록은 차서에 따라 구 보존 기록, 는 비 구 보존 기록으로

     분류되며 비 구 보존 기록에는 한 보존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17.5 품질보증기록의 리

     기록의 리는 승인된 차서, 지시서 는 련 서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의 리에 책임이 있는 조직은 기록 리를 한 요원을

     지정하고 차서에 따른 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7.6 검색  인수 확인

     품질보증기록은 용이하게 검색될 수 있도록 색인 체계 등에 의한 검색방법을

     수립하여 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의 인수  확인방법이 히

     규정되어야 한다.

17.7 품질보증기록의 보   보존

     품질보증기록의 보   보존에 한 책임사항, 보   보존 방법, 보   

     보존 장소 등을 히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18.0 품질감사 

18.1 품질감사(내부 감사, 외부 감사)는 감사 상 업무를 악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 이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작업에 한 추가 품질

     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18.2 품질감사 주기

     품질감사 주기는 수행된 업무 상태와 안 에 미치는 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최소 주기는 련 차서에 따른다.

18.3 품질감사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화

     품질감사를 수행할 조직은 차서에 따라 품질감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를 서류화하여야 한다.

18.4 품질 감사자 자격  선정

   (1) 품질감사 조직은 감사 상의 업무에 직 인 책임을 지지 않고 독립

       성을 가진 품질감사 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품질감사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련 문 요원을 품질감사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감사반장을 포함한 품질 감사반은 감사 실시 에 구성되어 피감사조직

       에 통보되어야 한다.

   (3) 품질 감사자는 품질감사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  

       자격 인정을 해 이 계획서  품질 감사자 자격 리 차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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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8.5 품질감사 실시

   (1) 품질감사는 승인된 차서 는 검표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품질감사 상에서 특별히 요하다고 선정된 항목에 하여는 그 활동들

       이 효율 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하여 깊이 있게 조사되어야 

       한다.

18.6 품질감사 보고

   (1) 품질감사자는 련 차서에 따라 품질감사 결과를 서류화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피감사 부서에 통보하여햐 한다.

   (2) 긴 을 요하는 시정조치 사항은 감사반장이 피감사 조직의 책임자에게

       직  보고할 수 있다.

18.7 품질감사 후속 조치

     품질감사 지  사항에 하여는 다음 사항이 추 , 확인되어야 한다.

   (1) 시정조치의 회신 수

   (2) 시정조치 내용의 평가

   (3) 시정조치의 완료 확인

3. 품질보증 차서

품질보증 차서는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을 하여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제공하

지 않는 세부 차 는 추가 차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업무처리 차가 요구되

는 경우 구체 인 업무 차를 제공한다.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

차서는 다음과 같은 26종으로 구성되며, 각 차서는 이행에 필요한 양식을 

포함한다.

  - 통합 품질보증 차서 리

  - 번호부여체계 차서

  - 설계문서 리 차서

  - 설계입력 리 차서

  - 설계연계 차서

  - 설계검토 리 차서

  - 품질보증기록 리 차서

  - 설계변경 리 차서

  - 산 소 트웨어 차서 

  - 설계확인 차서

  - 구매 리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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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면 리 차서

  - 품목의 식별  추 리 차서

  - 검사 리 차서

  - 핸들링, 장, 포장  선 리 차서

  - 부 합사항 리 차서

  - 공 업체평가 차서

  - 시정조치 차서

  - 자격부여 차서

  - 교육  훈련 차서

  - 서류 리 차서

  - 공정 리 차서

  - 측정  시험장비 리 차서

  - 시험 리 차서

  - 품질보증감사 차서

  - 일반규격품(CGI) 검증 차서

4. Technical Assistance Procedures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 차서는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을 하

여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기   참여원이 따라야 하

는 공통 차를 제시한다. 그러나 TAP는 품질보증 차서에서 제시하지 않는 

차와 기기나 부품 구매 차, 제작공정과 련한 차 등을 제시하며, 이들은 

참여사인 두산 공업㈜의 원 용 품질보증 차서를 사용한다. 

5. 품질보증체계와 소 트웨어 품질보증체계의 계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체계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품질

보증체계 외에도 소 트웨어 품질보증체계를 포함하므로써 디지털기술을 사용

하는 안 계통개발에 한 품질을 확보하 다. 품질보증체계는 개발에 사용되는 

산 소 트웨어의 개발, 구매, 유지, 사용  보안 리 요건 등을 제공하며 

한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생산되는 소 트웨어 형상 리 결과, 소 트웨

어 확인  검증 결과  이상상태 보고서(Anomaly Report) 등을 통합 리하

여 개발결과에 한 안 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5. 품질보증 이행상태 확인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개발 품질보증체계는 안 계통 개발  검증 과정에

서의 품질보증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사별 자체내부감

사와 KNICS 품질보증 에 의한 품질보증 합동감사를 각 년 1회 수행하고 지

사항에 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개발품의 성능을 확보하고 설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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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각  사 지 사항 번호표 지 사항 내역 회신일정 종결여부

2005

두산 

공업

CAR-DT-05-001 일반규격품처리 차 미 수 2005. 09. 30 종결

CAR-DT-05-002 각종부분품자재의 조달 2005. 09. 30 종결

한원연
CAR-DT-05-003 독립검토 미흡 2005. 09. 30 종결

CAR-DT-05-004 설계문서 KEPIC 요건 락 2005. 09. 30 종결

포스콘 

기술

연구소

CAR-DT-05-005 인수검사 보고체계 수립 2005. 09. 30 종결

CAR-DT-05-006 일반규격품 평가 차 미 수립 2005. 09. 30 종결

한원연
CAR-DT-05-007 설계입력문서 확인 2005. 09. 30 종결

CAR-DT-05-008 설계사양서 요건미흡 2005. 09. 30 종결

포스콘 

기술

연구소

CAR-DT-05-008 설계사양서 요건미흡 2005. 09. 30 종결

CAR-DT-05-009 공 업체 평가 미흡 2005. 09. 30 종결

CAR-DT-05-010 설계문서 리 미흡 2005. 09. 30 종결

CAR-DT-05-011 구매문서 리 미흡 2005. 09. 30 종결

CAR-DT-05-012 품질보증기록실 미흡 2005. 09. 30 종결

한원연 CAR-DT-05-013 설계입력자료 2005. 09. 30 종결

매, 제작, 시험, 검사 등 개발과정 체에 해 품질보증요건과 차를 용하

다.

가. 자체 내부 품질감사

  1) 두산 공업㈜ 품질보증부서는 안 계통을 개발하는 두산  기술연구소의 

품질업무에 해 품질실사  내부품질감사를 수행한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보증실은 POSAFE-Q와 안 계통 개발  소 트웨

어 확인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품질업무에 해 품

질실사  내부품질감사를 수행한다.

  3) 합동 품질보증감사

     KNICS 품질보증 은 POSAFE-Q와 디지털 안 계통 개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  기술연구원, 포스

콘 기술연구소의 각 사 품질업무  공통업무/연계업무에 해 합동품질보

증감사를 수행한다.

나. 품질보증 감사결과

품질보증 요건과 차서들을 심으로 용된 품질보증 활동에 한 품질보

증 감사가 수행되었으며 각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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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각  사 지 사항 번호표 지 사항 내역 회신일정 종결여부

CAR-DT-05-014 설계용역 리 2005. 09. 30 종결

CAR-DT-05-015
품질보증기록의 보존요건 

미 수
2005. 09. 30 종결

CAR-DT-05-016 부 합사항 리 2005. 09. 30 종결

CAR-DT-05-017 산 소 트웨어 리 2005. 09. 30 종결

CAR-DT-05-018 측정  시험장비 리 2005. 09. 30 종결

CAR-DT-05-019
품질문서 자율학습  

배부미비
2005. 09. 30 종결

2006

한원연

CAR-DT-06-001 측정  시험장비 2006. 11. 10 종결

CAR-DT-06-002 교육훈련 2006. 11. 10 종결

CAR-DT-06-003 자격부여 2006. 11. 10 종결

CAR-DT-06-004 품질보증기록의 유효성 2006. 11. 10 종결

CAR-DT-06-005 시정조치 2006. 11. 10 종결

포스콘 

기술

연구소

CAR-DT-06-006 공 자등록 황 미흡 2006. 11. 10 종결

CAR-DT-06-007 구매문서 리 미흡 2006. 11. 10 종결

CAR-DT-06-008 독립조직의 품질검사 업무 2006. 11. 10 종결

CAR-DT-06-009 발주서 리 미흡 2006. 11. 10 종결

CAR-DT-06-010 구매문서 용 미흡 2006. 11. 10 종결

CAR-DT-06-011 자격부여 리 2006. 11. 10 종결

CAR-DT-06-012
설계검토 & 설계확인 실시 

락
2006. 11. 10 종결

CAR-DT-06-013 설계검토자 자격 리 2006. 11. 10 종결

CAR-DT-06-014 부 합 사항 리 2006. 11. 10 종결

두산 

공업

CAR-DT-06-015 측정  시험장비 2006. 11. 10 종결

CAR-DT-06-016 부 합사항 리 2006. 11. 10 종결

CAR-DT-06-017 자격부여 2006. 11. 10 종결

CAR-DT-06-018 품질보증 차 2006. 11. 10 종결

CAR-DT-06-019 검사자 독립 2006. 11. 10 종결

CAR-DT-06-020 구매문서 리 미흡 2006. 11. 10 종결

CAR-DT-06-021 설계 리 2006. 11. 10 종결

CAR-DT-06-022 독립검토자 지정미비 2006. 11. 10 종결

CAR-DT-06-023 설계확인요건 미수행 2006. 11. 10 종결

CAR-DT-06-024

DDA를 통한 설계검토 

차수행 미흡  요건 미 

수

2006. 11. 10 종결

CAR-DT-06-025 도면 리 미흡 2006. 11. 10 종결

2007

포스콘 

기술

연구소

CAR-DT-07-001 부 합처리방안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02 검사 리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03 하도업체(크 비스) 2007. 11. 30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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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각  사 지 사항 번호표 지 사항 내역 회신일정 종결여부

품질보증계획서 리미흡

CAR-DT-07-004
KNICS 품질보증 차서 

리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05 계측기 리 장 작성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06 시험 리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07
설계문서에 한 설계확인표시 

락
2007. 11. 30 종결

CAR-DT-07-008 설계요원 자격부여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09
사업수행 조직의 책임과 

권한명시  문서화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0 DDA 검토의견 반 미비 2007. 11. 30 종결

두산 

공업

CAR-DT-07-011 검사  공정 리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2 검사 리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3 장비  계측기 리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4
KNICS 품질보증 차서 

리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5
설계문서에 독립검토식별 표기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6 설계자 자격 리 유지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7 시정조치 처리 미흡 2007. 11. 30 종결

CAR-DT-07-018 교육훈련계획 미수립 2007. 11. 30 종결

CAR-DT-07-019 책임과 권한 문서화 미비 2007. 11. 30 종결

6. 설계 차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개발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업무에 용한 설

계 차를 요약하 으며, 설계 차는 품질보증 차서에 근거한다.

1) 설계문서 작성, 검토, 승인 차

모든 설계문서는 설계문서 목록에 기록 리되며, 설계문서 작성, 검토, 승인 

차는 품질보증 차서  설계문서 리 차서  설계검토 리 차서에 기술

된다. 각 작성된 문서검토는 해당문서에 연계를 가지는 모든 개발자가 기술성, 

연계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시 설계검토 회의를 요청한다. 특히 최  발행 후 

수정되는 문서에 해서는 과제책임자가 지정한 독립검토자가 품질보증 차서

에서 제공하는 독립검토자 검표 (Independent Reviewer Checklist)를 작성하

도록 하여 개발결과에 한 안 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품질을 높 다.

2) 설계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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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앞서 개발자는 설계입력으로 개발계획서의 개발목표, 참여사별 개발

범 와 상세 개발일정을 확인한 후 참조설계인 APR1400 설계요건, 용가능한 

법규  기술기 , 국.내외 력사 요건, 해외 기기공 사 제품의 기술사양을 검

토하며, 한 개발에 용 가능한 검증되거나 검증 가능한 기술을 습득한다. 

3) 설계요건서

개발되는 기기나 계통에 한 최상  요건을 제공하는 설계문서이다.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 설계를 한 용법규  기술기 , 기기  계통의 기능, 성능, 

시험  운 요건 등을 기술하며, 기능 블록도 등의 도면이 첨부된다.

4) 설계사양서

개발되는 기기나 계통의 제작을 한 상세사양을 기술하며, 계통 캐비닛의 

결선도나 자  기회로 설계도 등이 첨부된다.

5) 소 트웨어 설계문서

소 트웨어 개발을 하여 작성하는 설계문서로는 11 종류의 계획문서와 설

계사양서를 근거로 자연어와 정형어로 작성되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 트웨어 Requirement Specifications)와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소 트웨어 

Design Specifications), 코드 목록 (Code List)이 있다.

6) 연계요건서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의 기 , 기계  신호의 특성  입출력 계를 기

술한다.

7) 시험문서

개발된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에 한 기능  성능시험은 Component 

(Unit) Test, Integration Test, System Test로 구분되며, 각 시험에서는 시험계

획서, 시험 차서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노화시험, 내환경시험, 내진

시험, 자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기기검증 시험은 공인시험기 에 의뢰한다. 

기기검증 시험을 한 검증계획서는 개발자와 시험기 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증 차서  검증보고서는 시험기 이 작성한다.

8) 분석서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에 한 기기신뢰도를 사용부품의 고장율 데이터를 

근거로 정량 으로 계산하고, 고장모드 향분석(FMEA)  고장수목 분석

(FTA)를 수행한다. 그 밖의 캐비닛 운 원모듈의 운 성  합성 평가, 디지

털 원자로안 계통의 응답시간 분석  Uncertainty 분석 등을 수행하고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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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에 따른 분석서를 작성한다.

9)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보고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에서는 계획문서를 포함한 모든 소 트웨어 설계

문서에 해 확인  검증을 수행한 후 확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때 

설계나 제작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확인  검증보고서에 기록되고 개발자가 이

를 설계에 반 한다. 특히 설계나 제작상의 오류가 안   가동율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면 소 트웨어 품질보증체계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이상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체계에 등록하고 해결과정을 추 한다.

10) 계통설명서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에 한 설계결과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문서로, 운

원 교육과 특정주제기술보고서나 공 제의서의 입력 등으로 사용된다.

11) 매뉴얼

개발이 끝난 디지털 원자로안 계통의 설치, 운 , 보수에 한 정보를 제공

한다. Spare Parts 목록, 기기나 부품의 모델명, 고장수리 방법, 상세도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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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인허가요건 분석   

1. 인허가요건 분석 개요 

디지털 안 계통 개발을 해 필요한 규제법규, 규제지침, 기술기 , 참고문

서 등을 계통 측면, 하드웨어 측면, 소 트웨어 측면에서 분석하여 체계 으로 

정리하 다. 규제요건의 최상  요건인 규제 법규인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과기부령(규칙)과 과기부고시(기 ),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한 안 규제 일반

원칙  규제지침(안), KEPIC, 그리고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이 발간한 각종 보

고서를 분석범 로 하 다. 디지털 계측제어 규제요건 분석 기술보고서가 작성

되어 디지털 안 등  제어기기(PLC), 디지털 보호계통(RPS), 디지털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의 설계  제작에 활용되었다.

2. 규제요건 분석

가. 안 계통 측면의 규제요건 분석

계측제어 안 등  분류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  인허가를 해 필

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안 등  분류기 과 체계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용할 수 있는 안 등  분류기 과 요건을 설정 는 

선정하고, 소 트웨어 안 등  분류기 과 체계도 분석범 에 포함하 다.

원자력발 소의 인허가 요건들은 10 CFR 50  부록(Appendix)에 포함되

고, Reg. Guide, IEEE 등에서 제시된 여러 기술 인 사항들을 설계에 반 함으

로써 이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  기기술의 발달로 인한 

Reg. Guide  IEEE의 변경으로 인허가- 련 요건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디

지털 안 계통 설계  인허가 책을 한 기술  진보에 따른 규제요건을 분

석하 다.

나. 하드웨어 측면의 규제요건 분석

하드웨어 측면의 규제요건 분석은 인허가 문제  검토와 기기검증요건 분석

을 수행한다.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계통 설계에 디지털 기술이 용되면서 공

통원인고장 가능성과 성능  신뢰성의 확인검증 등 인허가 문제가 따른다. 그

러므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하여 디지털 기술에 의한 하드웨어 측면의 규제요

건 분석을 수행하 다. 기기검증은 원자력발 소의 안 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

우 요한 규제 문제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아날로그 기기와는 달리 디지털 

계측제어기기의 내환경, 내진, 자 , 고주  장애 등에 한 제반요건을 분석

하 다.

다. 소 트웨어 측면의 규제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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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측면의 규제요건 분석은 분석범  설정, 소 트웨어 안 요건 

분석, 소 트웨어 개발요건 분석, 그리고 인허가  규제동향에 한 분석을 수

행하 다.  소 트웨어 규제요건 분석은 10 CFR 50 & 52, NUREG-0800 

SRP(Standard Review Plan) Section 7, BTP-14, IEEE Std 603-1991, IEEE 

Std 7-4.3.2-1993의 소 트웨어- 련 규제요건, 산업계의 코드표   기술 보

고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소 트웨어 개발  인허가 책수립에 유용한 규

제기 의 규제입장, 그리고 공 자의 안 계통 소 트웨어 개발동향을 범 로 

설정하 다.

소 트웨어 안 요건 분석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에 소 트웨어를 

용함에 따라 공통모드고장(Common Mode Failure: CMF) 문제 등으로 인한 안

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공통모드고장 문제의 해결과 안 성 소

트웨어의 인허가를 한 안 심사  규제에 한 극 인 책수립이 요구되

기 때문에 소 트웨어에 한 안 규제 기 과 요건을 분석하 다. 

체계 인 계획에 의한 안 계통의 소 트웨어 개발을 해 소 트웨어 개발

요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해 소 트웨어 생명주기 활동/공정/공정결과물

에 한 규제기 과 기술표 을 분석하 으며, 상용 소 트웨어의 사용을 한 

규제기 과 기술표 의 분석을 포함하 다.

인허가  규제동향 분석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한 소 트웨어 인허가 

안  규제기 의 규제입장 변화에 한 극 인 책을 마련하기 해 요

구되며, 원자력안 기술원과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한 소 트웨어 인허가에 한 규제입장  외국의 규제동향을 분석하 다.

라. 연구결과물

기술보고서: KAERI/TR-1942/200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규제요건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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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인허가 련정보  자료 공유 DB 개발

1. 인허가 자료 공유 DB 개요 

KNICS 과제 참여자들이 효율 인 인허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해 인 라 

네트워크를 통해 속 가능한 “인허가 련 정보  자료 공유 DB”를 구축하

다. DB 서버는 Pentium IV Duel Xeon Processors 기반 PC에서 Microsoft 

Windows2000 Server를 운 체제로 하여 Microsoft SQL Server2000 DB 서버 

하에서 ASP(Active Server Page), FrontPage, Namo Web Editor 5.0, 

CrazyWWWBoard (10 DB용)  Adobe Photoshop 같은 웹 작 언어 는 도

구로 구축하 다. DB URL은 “http://knics.kaeri.re.kr/”이며 KNICS 과제 기간 

에 인허가 자료 공유에 활용하 다.

2. 인허가 련 기  검색기능

DB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올라와 있는 각종 Code & Regulations, IEEE 

Standards, NUREG 련 문서 등을 상으로 하 다. 구축된 DB 서버를 통해 

평가자가 메뉴 입력을 통해서 련 기 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문헌에 한 서지 정보  PDF(portable document format) 일을 링크시켜 검

색 문헌에 한 체내용(full text)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SRP(Standard Review Plan) Chapter 7 (NUREG-0800)에 기술된 검토 차

를 기 으로 하여 I&C 계통 별, 인허가 문헌 종류 별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로 인허가 문헌 내용에 한 검색(browsing)을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림 3-1은 인허가 Full Text DB 목록(10CFR, Reg. Guide, IEEE Std, 

NUREG 등)  검색화면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인허가 Full Text DB 목록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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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NICS 발행 설계문서 검색기능

KNICS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행되는 각종 설계문서 자 일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 KNICS 설계문서 DB 모듈을 개발하 다. 그림 3-2는 KNICS 

설계문서 DB를 리하기 해서 구축된 로그인 화면  설계문서 DB 리스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리스트 화면내 보고서 문서번호를 클릭하면 해

당문서에 한 상세정보  일(MS Word  PDF 형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하단 부분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번호, 문서제목, 작성자, summary 

등으로 검색해서 필요한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3은 새로 발행

된 설계문서에 한 DB 등록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2008. 6월 재 1000여건

의 설계문서 일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3-2] KNICS 보고서 DB 리 로그인 화면  보고서 DB 리스트 화면

등 록 하 기  

[그림 3-3] KNICS 설계문서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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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 트웨어 검증 차 개발 

1. 소 트웨어 검증 개요

원자력발 소의 계측제어계통은 안 성 계측제어계통과 비안 성 계측제어

계통으로 분류되며, 안 성 계측제어계통은 다시 안 련 계측제어계통과 비안

련 계측제어계통으로 분류된다. 안 련 계측제어계통의 안 등 을 3등

으로 나 어 안 등  IC-1, 안 등  IC-2, 안 등  IC-3로 분류되었다. 이 

안 련 계측제어계통에는 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정지계통, ESFAS, 발 소 

안 정지계통, PAMI 유형 A 변수, 필수보조지원계통, 안 련 정보계통, 

PAMI 유형 B 등 안 련 연동계통, 다양성 정지계통, 다양성 수동제어기  

표시기 등이 포함된다. 비안 련 계측제어계통에는 발 소 제어계통, 발 소 

상태감시/ 산/경보계통, 화재감시, 경보설비, 발 소 통신설비, 발 소 방사선 

감시/처리 설비 등이 포함된다. 그림 4-1은 원자력발 소의 계측제어계통의 안

등  분류와 그에 따른 소 트웨어 등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 

계측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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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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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계통 안 등  분류

소 트웨어는 계측제어계통의 일부 구성 요소이므로, 안 성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된 소 트웨어 안 등 은 수행되어야 할 기능의 안  요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은 3개 등 , 즉 안 -필수 소 트웨어, 안 - 련 소 트웨어 그리고 비

안  소 트웨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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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필수 소 트웨어(Safety-Critical Software): 안 -필수 

소 트웨어는 안 등  IC-1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된 소 트웨어로서 

가장 엄격한 소 트웨어 품질보증요건과 기술기 을 용하며, 심층방어 

 다양성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양성 백업설비가 요구될 수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 소 트웨어 개발에 따른 안 성 분석에서는 

소 트웨어 구성요소가 원자로 보호계통에 미치는 험요소 는 험도 

분석들을 수행하여 공통유형고장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 활동들은 개발조직과는 기술, 조직, 책임, 권한 

 재정 으로 독립된 확인  검증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안 - 련 소 트웨어(Safety-Related Software): 안 - 련 

소 트웨어는 안 등  IC-2와 IC-3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되는 

소 트웨어로서 안 -필수 소 트웨어보다도 완화된 품질보증요건과 

기술기 을 용 받게 된다. 안 - 련 소 트웨어에 한 안 성 분석은 

요구되지 않지만, 그 소 트웨어가 안 -필수 소 트웨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험요소가 있다면 찾아서 시정하여야 하며, 확인  검증 

활동들은 설계 과는 하게 독립된 확인  검증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비안  소 트웨어(Non-Safety Software): 비안  소 트웨어는 

비안 등  Non-IC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된 소 트웨어이며, 발 소 

안 운 에 합한 수 의 품질보증요건과 기술기 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만약 비안  소 트웨어가 안 -필수 는 안 - 련 소 트웨어와 

함께 동일한 컴퓨터에 탑재(loading)되어 실행된다면, 그 소 트웨어가 

다른 상 의 소 트웨어에 미칠 수 있는 험요소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한 보완( , 격리)을 하여야 한다.

안 등 (안 -필수  안 - 련) 소 트웨어는 그림 4-2에서 보여주듯이 

IEEE 603, IEEE 7-4.3.2, NUREG-0800/BTP HICB-14와 련 USNRC Reg. 

Guide  각종 IEEE Std  IEC 등 기술기   표 과 경수로형 원  안 심

사지침(KINS/G-001) 7장 부록 13에 따라 체계 인 소 트웨어 개발 계획과 개

발 공정에 따라 개발하고 검증한다. 소 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는 개념정립에서 

구 까지 하향식 근방법을 채택한 폭포수(Waterfall) 모델, 원형(Prototyping) 

모델  나선형(Spiral) 모델 등을 조합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각 단계별 생명

주기 업무는 IEEE Std 1074에서 선별 으로 채택하여 수행한다. 안 등  소

트웨어의 생명주기는 NUREG-0800 제7장에 따라, 그림 4-3에 나타나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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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사양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계통테스트

통합테스트

단위테스트

코딩

계획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Validation)

검토

검증

검증

검토

검증

검증

같이 계획, 요구사항, 설계, 구 , 통합, 검증, 설치, 운   유지보수 단계로 나

뉜다. 각 생명주기 단계별 수행업무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 어지며, 하나는 

설계, 개발  구  등 설계  개발업무이며, 다른 하나는 설계  개발업무의 

확인  검증업무로 나 어진다. 안 등  소 트웨어 개발과 확인  검증 

로세스를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Codes

Regulatory
Guide

Industrial
Code & Std.

IEC 61513-2001
(General req.)

10 CFR 50 App. A (GDCs)

Planning

830-1998
(Req. spec.) 

1016-1998  
(Design Spec.) 

Design(Coding)

1008-1987
(Unit test) 

V&V 

1028-1997
(Review&Audit)

RG 1.169
(CMP) RG 1.168 (V&V, audit)

RG 1.170 (Test docum.)
RG 1.171 (Unit test) 

Req. spec.
RG 1.172

(Req. spec.)

IEEE 603 (Safety sys.)
RG 1.153

RG 1.173
(Development 

of LCP)

LCP

10CFR 50.55a(h) (Safety sys. criteria) 10 CFR 50 App. B (QA)

829-1998  
(Test docum.) 

RG 1.28 (QA)
Installation

IEC 60880-2006 
(Safety S/W)     

ANSI/IEEE 7-4.3.2-2003
RG 1.152-2006

Standard Review Plan – NUREG-0800 (Ch. 7 & BTP-14)

1042-1987 
(CM 

guideline) 

1074-2006
(Life cycle
Process)

1012-2004
(V&V)

1058-1998
(Manag. plan)

828-2005
(CM plan)

1228-1994
(Safety plan)

730-2002
(QA plan)

1219-1998  
(Maintenance) 

IEEE

IEC 62138-2004 
(Category B,C  S/W)

IEC 61226-2005
(Categories)

IEC 60987-2007 
(Hardware)

[그림 4-2] 안 등  소 트웨어 개발  검증 련 기술기   표

[그림 4-3] 안 등  소 트웨어 생명주기  주기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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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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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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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QA
Plan

Integration Plan

Install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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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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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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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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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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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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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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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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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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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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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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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CM Install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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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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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Change
Report

Requirements
Activiti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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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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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안 등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로세스

2. 소 트웨어 검증 차서

“안 등  PLC 소 트웨어 V&V 계획서, KNICS-PLC-SEP108,” “원자로 보

호계통 소 트웨어 V&V 계획서, KNICS-RPS-SEP108,” “공학 안 설비 소

트웨어 V&V 계획서, KNICS-ESF-SEP108”에 정의된 V&V 공정을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마다 소 트웨어 검증 차서

(Software V&V Procedure)를 작성하여 용하 다. 소 트웨어 검증 차서는 

각 단계의 검증방법, 검증작업, 검증도구, 검증 차, 그리고 검증결과의 문서화

(즉, 생명주기 각 단계의 작업보고서 등)에 하여 정의하 다. 

소 트웨어 검증 기법으로는 검토  상세검증을 한 페이건 인스펙션

(Fagan Inspection), 정형검증(Formal verification), 추 성 분석(Traceability 

analysis), 그리고 소 트웨어 시험이 이용된다. 검토  감사는 소 트웨어 생

명주기 동안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에 한 평가  분석에 용하 다. 검토는 

기술 인 측면과 리 인 측면에서 수행하고 페이건 인스펙션은 소 트웨어 

개발문서(즉, 개념문서/계획문서, 설계문서, 소스코드, 사용자 매뉴얼 등)와 평가

보고서(즉, 확인검증보고서 등)와 같은 문서들에 하여 용하 다. 검토를 

하여 생명주기 확인  검증 각 단계마다 검증 차에 한 checklist들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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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단계 검토 차

계획단계에서의 검토 차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소 트웨어의 개발

을 해 생성한 문서들을 상으로 진행된다. 일반 으로 계획문서에 한 검토

는 표 에서 제시한 목차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계획문서에 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실제 계획문서에 한 검토를 수행하여 계

획문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 다.  

(1) 개발계획 검토 차

소 트웨어 개발계획서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 이 요구하는 개발 

과제의 기술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 트웨어 개발계획서는 소 트웨어 

개발에 사용될 생명주기 모델, 생명주기 공정, 소 트웨어 개발 환경, 기술표 , 

일정에 해 기술하여야 하고 개발에서 생성되는 문서의 종류를 제시하여야 한

다. 

생명주기 모델은 Reg. Guide 1.173의 권고에 따라야 하고, 생명주기 공정은 

각 단계마다 입력 정보, 업무, 출력 정보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한 각 

공정마다 확인  검증을 실시하도록 업무를 정의하여야 하며 소 트웨어 개발 

환경에 한 기술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검토는 이러한 세부항목

들에 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개발계획 문서의 검토를 해 평가항목을 

발굴하여 검토활동을 수행한다. 소 트웨어 개발계획의 검토항목들은 다음과 같

다.

정의된 생명주기 공정이 안 하고 합한 제품이 생산될 

확신(confidence)을 제공하는데 충분한가?

각 생명주기 공정에 하여 입력과 출력이 정의되는가?

각 생명주기 공정 입력을(input source)이 명시되는가?

각 생명주기 공정 출력을(output source)이 명시되는가?

각 생명주기 단계마다 안 성 분석(safety analysis)을 요구하는가?

각 생명주기 단계마다 감사요구(audit requirements)를 포함하는가?

각 생명주기 단계에 하여 명시한 방법(methods)이 있는가?

자동(automated) 는 반자동(semi-automated) 요구추 도구가 

명시되는가?

요구하는 정형요구, 설계, 그리고 구 방법이 있는가?

요구되는 특정 로그래  언어가 있는가?

만약 한 가지 이상의 로그래  언어가 허용된다면 계획서에서 각 

로그램 모듈에 사용할 언어의 선택 방법을 명시하는가? 그리고 

계획서가 한 가지 이상의 로그래  언어가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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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 정당성을 명시하는가?

로그래  언어, 컴 일러, 그리고 링커가 소 트웨어 개발에 사용될 

것인지를 명시하는가?

명시된 로그래  지침(programming style guide)이 있는가?

계획서에서 채택한 기술표 이 있는가? 기술표  목록은 소 트웨어 

요구표 , 소 트웨어 설계표 , 소 트웨어 코딩표 , 발 소 안 성 

기 에 해당하는 내부표 , 그리고 공학  물리  표 이 있는가?

기술 인 일정표(technical milestones)가 계획서에 나열되는가?

일정표가 소 트웨어 리계획서의 일정과 일치하는가?

생산되어야 하는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s)가 나열되는가?

나열된 기술문서가 소 트웨어 리계획서에서 나열되는 것과 

일치하는가?

각 기술문서마다 주 자가 명시되는가?

각 기술문서마다 일정표, 기 선, 검토, 자, 그리고 날인이 있는가?

(2) 리계획 검토 차

소 트웨어 리계획서는 과제 체를 장하는 기본 인 문서로써 과제 

리계획서의 범 에서 과제감시, 제어, 보고, 검토  평가가 수행된다. 과제 

리계획서를 구성하는 한 방법으로 “IEEE standard for Software Project 

Management Plans"을 사용한다. 소 트웨어 리계획은 소 트웨어 개발과제

의 리 인 측면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인 회사의 소 트웨어 리계

획이나 과제 엔지니어링 리계획 등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리계획과 

회사의 차서 등에 분산되어 나타날 수 있다. 소 트웨어 리계획의 리특성

은 목 , 조직, 감독, 책임, 안 보호이고 구 특성은 측정과 차이며, 자원특성

은 산, 방법/도구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리계획의 검토는 이

러한 세부항목들에 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리계획문서의 검토를 해 

검토항목을 발굴하여 평가활동을 수행한다. 소 트웨어 리계획의 검토항목들

은 다음과 같다.

과제 일정의 시간성이 실 인가?

필요한 작업을 완수하기 하여 일정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검토  감사를 하여 할당된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소 트웨어를 보호 컴퓨터 계통과 원자로 보호계통에 통합하기 한 

시간이 있는가?

기치 않은 문제 으로부터 복구할 시간이 있는가?

잘 정의된 과제 제품  인도일정(deliverable)이  있는가?

각 제품과 인도일정(deliverable)에 한 책임자가 알려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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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결과물을 생산하기 한 한 자원이 있는가?

과제 조직 구조가 정의되었는가?

책임이 알려지고 문서화되는가?

소 트웨어 리계획서의 갱신을 유지하기 한 리 구조가 

존재하는가?

소 트웨어 리계획서가 형상 리 하에 있는가?

개발 조직의 경계가 정확하게 정의되는가?

소 트웨어 개발 조직과 규제자 는 평가자 사이에 공식 인 통신 

채 이 존재하는가?

소 트웨어 리계획서는 산  일정에서 안 성이 1차 으로 

명시되는가?

소 트웨어 리계획서에서 안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assumptions)들이 있는가?

과제가 문서화에 의존하는 외부 사건이 있는가?

소 트웨어 리계획서에서 확인되고 문서화된 안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제약(project constraints)이 있는가?

알려진 헌 요인이 확인되는가?

안 성에 한 각 험요인의 잠재 인 향이 기술되는가?

안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각 험을 리하기 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요구되는 보고가 확인되는가?

일반 인 형식이 알려지는가?

그 형식이 보고의 수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특별히 필요한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지 확인되는가?

요구되는 숙련도를 가진 인원을 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한 리 

구조가 소 트웨어 리 계획서에 존재하는가?

훈련 요건이 알려지고 문서화되는가?

개발 컴퓨터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개발 컴퓨터 시스템들이 개발 작업을 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개발 방법이 소 트웨어 시스템의 올바른 명세와 구 을 가능하도록 

충분히 정형 인가?

요구되는 문서들이 존재하는 지 확인되는가?

생산 날짜가 있고 그 날짜가 실성이 있는가?

내부검토  감사공정이 확인되는가?

검토  감사를 수행하기 한 충분한 시간과 다른 자원들이 

할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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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서를 책임질 특정인이 확인되는가?

다른 문서에서 정의되거나 여기서 정의된 참조 지원 기능이 있는가?

각 감사에서 소 트웨어 리계획서가 따르고 있는 증가가 존재하는가?

(3) 통합계획 검토 차

소 트웨어 통합은 다양한 소 트웨어 모듈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통합하

고, 통합된 소 트웨어를 하드웨어  계측기기와 통합하며, 통합된 제품을 시

험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소 트웨어 통합계획은 소 트웨어 통합 차, 하드웨

어/소 트웨어 통합 차와 이들 차의 목표를 일반 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소 트웨어 통합조직과 사내 다른 조직과의 경계들이 기술되어야 하고 보고 채

이 정의되어야 한다. 한 소 트웨어 통합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야 

한다. 통합계획은 소 트웨어 통합과 하드웨어/소 트웨어 통합 련 자료가 통

합 노력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집되고 분석된다는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통합 활동  발견된 오류 빈도는 측정, 기록, 분석, 보고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소 트웨어/하드웨어 통합을 한 방법, 차, 제어를 포함하는 

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기능을 수행할 도구, 기술, 방법을 묘사하여야 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할 소 트웨어의 안  요도에 따라 그 품질보증을 요구

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통합계획에 한 검토 차는 BTP-14 기 을 용하여 리특

성, 구 특성, 그리고 자원특성에 하여 검토하고 NUREG/CR-6101의 통합공

정, 제한조건, 통합조직, 통합 차, 통합 활동, 통합 안 성분석에 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  

(4) 보수계획 검토 차

소 트웨어 보수계획은 완성된 소 트웨어 제품의 변경공정을 제어한다. 개

발과제의 완료와 제품변경 사이에는 커다란 지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수

계획이 없다면 제품이 어떻게 변경되고 변경을 해 무슨 차가 요구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비-일 성과 결함이 보수변경동안 개입될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소 트웨어가 비정상 상태로 되기 에는 알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소 트웨어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소 트웨어 보수계획에는 보수 차와 목표의 일반 인 특성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소 트웨어 보수조직이 수행할 것으로 기 되는 일반  기능들

을 나열해야 하고, 장 문제보고서의 입수에 한 일반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소 트웨어 보수는 부 한 항목을 수리하기 해 소 트웨어 설계결과를 

변경하는 차, 는 성능 유지를 해 사 에 계획된 행 실행 등으로 한정해

야 한다. 성능이나 다른 특성의 향상을 한 변경,　 는 변경된 환경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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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개조 등을 설계변경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 소 트웨어 보수조직과 기

 내 다른 조직과의 경계를 기술해야 하며, 보고경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사용 

 소 트웨어의 부정확한 행 가 악되고, 분리되고, 정정되도록 소 트웨어 

보수조직과 그 소 트웨어의 사용자 사이에 공식 인 통신경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구조는 운   소 트웨어 고장이 무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보수계획에는 소 트웨어 보수 동안 안 성과 련이 있는 

험에 주의하면서 소 트웨어 험 리를 해 사용할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

고 정정된 소 트웨어 바이러스에 한 오염방지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보수 노력의 효과를 결정하기 해 소 트웨어의 보수행 와 련된 자

료를 수집, 분석해서 소 트웨어 보수행  도 에 발견되는 오류율이 측정, 기

록, 분석, 보고되는 요구를 기술하여야 한다. 한 소 트웨어에 한 보수를 수

행하기 한 방법  도구에 한 특성에 해 기술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보수계획에 한 검토 차는 BTP-14 기 을 용하여 리특

성, 구 특성, 그리고 자원특성에 하여 검토한다. BTP-14 에서는 소 트웨어 

보수계획에 한 검토기 을 제공하며 IEEE Std. 121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Maintenance." 에서는 보수요건의 확인검증을 해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을 

참조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나. 요구사항단계 검증 차

소 트웨어 요구사항은 기능들의 분할, 기능간의 상   종속 계, 로직 

논리에 의한 기능들의 연계 작동, 분할된 기능사이의 계성 등을 기술한다. 이

들의 기능은 최상  수 에서는 외부로 부터의 입력, 로세스, 외부에로의 출

력으로 기술하며, 계층구조 으로 기능이 분할되면서 하 계층으로 내려간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들을 검증하기 한 차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 요건  요구사항 작성 기 과 일치하는지에 하여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사용하여 검한다.

문가들(개발자, 검증자 등)이 모여 요구사항 명세에 한 인스펙션을 

수행한다.

차서에 기술된 체크리스트를 기 으로 주요 요건에 한 추 성 

분석을 수행한다.

의 과정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상상태 보고서를 

작성한다.

V&V Summary Report를 작성한다.

요구사항의 정형명세 부분은 상기 검증과정에 Model Checking,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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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Animation  Simulation 등의 검증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검증기법

(가) 일치성 검사 (Compliance Check)

요구사항 검증의 목표는 SRS에 명세된 요구사항, 즉 소 트웨어의 기능 

 동작이 시스템 기능명세서 등에 기술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체계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스템 요구사항과 SRS의 일치성을 검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SRS에 정의된 소 트웨어 입력과 소 트웨어 출력이 기능명세에 기술된 

시스템 입력과 시스템 출력을 정확하게 구 한다는 것을 검

소 트웨어 입력에서 소 트웨어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이 기능명세 

상에서 시스템 입력이 시스템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과 일치하는가를 

검

(나) GBA  시뮬 이션에 의한 검증 방법

GBA(Graphical Back Animation)란 Statechart상에서 상태 이 변수값을 

이용하여 State의 상태를 직  실행하여 으로써 요구사항 명세  설계오류를 

찾는 검증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GBA 방법을 이용한 검증은 여러 개의 

Statechart를 간단히 모니터 하여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수 이상의 statechart를 검증한다든지 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이벤트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검증 하고자 할 때는 

시뮬 이션을 이용한다. 

(다) 모델체킹(Model Checking)

모델체킹은 유한상태 시스템에 한 분석방법으로서 시스템이 만족해야 할 

속성을 시제논리 공식으로 표 하고, 시스템의 실제 행 를 병렬상태- 이 그래

로 나타내어 모델체커의 입력으로 달한다. 모델체커는 시스템이 그 속성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자동 으로 검증해 다. 만일 속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는 반례(Count example)를 생성하는데, 이 정보가 소 트웨어에 한 철 한 

검증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모델체커를 통한 검증을 통해 우리는 소

트웨어가 만족해야 할 다양한 특성에 한 만족 여부를 분석할 수 있고, 소 트

웨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으며, 검증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보정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NuSCR과 연동되는 모델체

커로 NuSMV나 Cadence SMV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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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리증명(Theorem Proving)

정리증명은 논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 시스템의 동작을 P1, P2, P3의 논리식으로 기술할 수 있고 검증을 

원하는 특성을 S라고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논리 시스템의 규칙을 이용하여 

P1 AND P2 AND P3 => S 를 유도할 수 있다면 이는 기술된 시스템이 검증

하기 원하는 특성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 검사

법과 함께 시스템의 검증 방법의  다른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NuSCR과 연동되는 정리증명기

(Theorem Prover)로 Prototyping Verification System(PVS)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요구사항 추 성 분석을 해 NuSCR과 연동되는 SIS-RT 도

구를 활용한다. 소 트웨어 검사 지원  추 성 분석 도구인 SIS-RT는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작업의 일환인 소 트웨어 검사, 문서간 추 성분석, 시스

템의 정형  모델링을 지원하는 통합환경으로 카이스트(KAIST)에서 개발되었

다. 

원자력 발 소 소 트웨어와 같은 안 성-필수 소 트웨어를 개발하기 

해서는 소 트웨어 개발 기 단계에서부터 철 한 확인  검증작업이 수행되

어야 한다. 그러나 고-신뢰도 소 트웨어 개발에서는 확인  검증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SIS-RT는 원  계통의 소 트웨어 개발자나 분

석자의 효율 인 작업지원 기능을 갖도록 개발되었다. 

(바) 체크리스트 기반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기반의 인스펙션을 해 페이건 인스펙션 방법을 사용한다. 페

이건 인스펙션은 소 트웨어 품질을 검증하기 한 소 트웨어 검토 방법 의 

하나로써 1970년  반 IBM에 있던 Fagan에 의해 제안되었다. 페이간 인스펙

션에서는 인스펙션의 각 단계를 체계화하여 일정한 작업 순서를 따르게 하며 

참가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소 트웨어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스펙션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에러 검출의 시각을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해 페이건 인스펙션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계에도 많이 용되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페이건 인스펙션은 처음 제안되었

을 때에는 주로 소 트웨어 설계나 코드에 용되던 것이 지 은 요구사항 명

세, 설계, 코드, 테스트 랜 등 소 트웨어 개발과정의  과정으로 확장 용

되어 소 트웨어 품질향상 기법으로 그 사용범 가 차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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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공정특성 검증 차

(가)  기능 특성 검증 차

소 트웨어의 기능 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BTP HICB-14에서 분류하

고 정의한 7가지의 특성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7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확도(Accuracy) 검증

정확도 요구사항은 모든 입력과 출력에 하여 부여되어야 하며, 수치 으로 

물리  단 와 오차 허용 범 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한 각 입력  출력

의 자료형과 자료 크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성(Functionality) 검증

기능성은 각 운 모드에서 수행되어야 할 운 이 완 하게 기술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능은 기능에 한 입력, 기능에 의해서 수행되는 변환  

기능에 의해서 발생되는 출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신뢰성(Reliability) 검증

신뢰성은 고장허용  고장모드에 한 모든 요구사항들이 각 운 모드에 

하여 충분히 기술되도록 요구한다.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부터 해석  

복구에 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고장을 취 하기 

한 소 트웨어 요구사항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강인성(Robustness) 검증

강인성은 측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는 부 한 입력  행 에 하

여 모두 명세할 것을 요구하는 특성이다. 기치 않은 높은 는 낮은 메시

지 교통량 하에서 소 트웨어의 양상이 특별한 심사이다.

안 성(Safety) 검증

안 성은 안  요도에 따라 소 트웨어 기능, 운  차, 입력, 출력을 분

류하도록 하고 있다. 안 에 요한 요구사항은 SRS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안  항목의 식별은 안 성분석보고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Reg. Guide 

1.152에서 기술된 비정상 조건  이벤트에 해서도 포함해야 한다.

보안성(Security) 검증

보안성은 컴퓨터 시스템에 한 보안 을 식별하고 심각성과 가능성에 

따라 분류할 것을 요구한다. 소 트웨어가 이와 같은 을 감지, 방지 는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사항들이 근통제 제한을 포함해서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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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Timing) 검증

타이 에서는 특정 타이  제약 사항 하에서 운 되어야 하는 기능들이 식

별되고 타이  기  각각에 해서 명기되어야 한다. 타이  기 은 각 운

모드에 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타이  요구사항은 안 조치사항에 한 

stimulus와 response 사이의 시간지연이 정상  견되는 고장 조건 하에서 

결정 이어야 한다. BTP HICBー21에서는 실시간 수행에 해서 추가 인 

차를 제공하고 있다. 

(나)  공정 특성 검증 차

소 트웨어의 공정 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BTP HICB-14에서 분류하

고 정의한 7가지의 특성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7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완 성(Completeness) 검증

완 성은 시스템에 요구되는 모든 행 가 모든 운 모드  모든 가능한 입

력변수에 하여 기술될 것을 요구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는 소 트

웨어가 실행해서는 안 되는 행 도 기술해야 하며 실행되는 환경까지도 기

술한다. 소 트웨어가 돌아가는 운  환경이 기술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가 

감시되고 제어되어야 할 물리  환경 내 모든 변수들이 충분히 명세되어야 

한다.

일 성(Consistency) 검증

일 성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의 내용이 시스템 요구사항  설계와 

일 되는가를 요구한다. 일 성은 다음과 같은 검항목으로 검증한다. 요구

사항 자체의 일 성은 모든 용어들과 개념들이 일 되게 문서화 되었는가, 

기능의 상호작용과 가정이 일 되는가, 소 트웨어 요구사항들 간의 일 성

이 유지되는가  시스템 요구사항과 일 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정확성(Correctness) 검증

정확성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에 나타나는 행 에 한 기술에 결 이 

없어야 할 것과 그 외의 다른 요구사항이 기술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한다. 

스타일(Style) 검증

스타일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의 내용이 이해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추 성(Traceability) 검증

추 성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상의 요구사항들과 안  시스템 요구사

항  설계 사이의 양방향 추 이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SRS내 각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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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부터 이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사용되는 특정 인스

펙션, 분석 는 시험으로의 순방향 추 을 포함해서 SRS내 각 요구사항과 

소 트웨어 설계 사이의 양쪽 방향으로의 추 이 되어야 한다.

명확성(Unambiguity) 검증

명확성은 각 소 트웨어 요구사항 는 모든 요구사항이 체 으로 단 하

나의 해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확인가능성(Verifiability) 검증

확인가능성은 각 소 트웨어 요구사항이 만족되는가를 결정하기 한 특정

한 분석, 검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다. 설계단계 검증 차

소 트웨어 설계명세는 소 트웨어 시스템의 기능, 행 , 그리고 구조에 

하여 로그래  언어로 구 이 쉽도록 SRS의 각 기능, 행  그리고 구조에 

하여 상세화 한다. 이러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SDS)에는 소 트웨어 시스템의 구조설계와 상세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SDS는 분해 명세(Decomposition Description), 의존성 명세(Dependency 

Description), 연계 명세(Interface Description), 그리고 상세 명세(Detailed 

Descriptions)의 4가지 설계 (Design Views)을 기술해야 한다. 

분해 명세는 시스템을 식별(Identification), 타입, 목 , 기능과 같은 설계 

엔터티(entities)로 나 고 계층분해도(Hierarchical Decomposition Diagram)를 

자연어로 기술한다. 의존성 명세는 엔터티와 시스템 자원 사이의 계를 구조도

(Structured Charts),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s), Transaction 

Diagram 등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연계 명세는 설계자, 로그래머, 는 시험

자(Testers)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계 엔터티를 사용하기 하여 알아야 할 모

든 연계 목록을 연계 일(Interface files)이나 변수표(Parameter Tables)를 사

용하여 기술한다. 상세명세는 식별, 처리(Processing), 데이터와 같은 엔터티의 

내부에 한 상세 설계를 흐름도(Flowcharts), N-S 도(N-S charts), 

PDL(Program Design Language) 등을 사용하여 표 한다. 

(1) 검증기법

(가) 일치성 검사 (Compliance Check)

설계검증의 목표는 SDS에 기술된 설계가 SRS에 명세된 기능  동작을 

구 한다는 것을 체계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SDS와 SRS의 일치성을 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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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Data Dictionary 상에 정의된 소 트웨어 입력과 시스템 입력, 한 

소 트웨어 출력과 시스템 출력에 하여, SRS에 명세된 것과 SDS에 

명세된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검

소 트웨어 입력에서 소 트웨어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과 시스템 

입력에서 시스템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의 일 성을 검

(나) GBA  시뮬 이션에 의한 검증 방법

GBA  시뮬 이션은 요구사항 단계의 검증 방법과 동일하다.

(다) 모델체킹(Model Checking)

모델체킹은 요구사항 단계의 검증 방법과 동일하다.

(라) 정리증명(Theorem Proving)

정리증명은 요구사항 단계의 검증 방법과 동일하다.

(마)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구조설계 단계 추 성 분석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와 

소 트웨어 구조설계 설명서간의 양방향 추 이 가능해야 한다. 양방향 추 은 

소 트웨어 구조설계 요소와 소 트웨어 상세설계 요소 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소 트웨어 설계요소가 정확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신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특

별검사(Specific Inspection), 분석(Analysis) 는 시험기법을 이용하여 소 트

웨어 구조설계 요소들을 향추 (Forward Trace) 할 수 있어야 한다.

소 트웨어 상세설계단계 추 성 분석은 상세설계 요소  구조 내 요소 

간에 양방향 추 기록(Two-way Trace)이 가능하도록 추 성에서 요구하고 있

다. 양방향 추 기록은 상세 설계요소  코드요소 간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상세설계 요소로부터 특정검사, 분석 는 요소가 올바르게 설계되었

는가 확증하는데 사용되는 시험들로의 향 추 기록(Forward Trace)이 있어야

한다. 소 트웨어 설계 추 성 분석을 해 요건 추 성 도구를 활용할 수 있

다. 추 성 도구로 요구사항 단계의 추 성 분석에서 사용된 SIS-RT를 활용할 

수 있다.

 

(바) 체크리스트 기반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기반 인스펙션은 요구사항 단계의 검증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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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공정특성 검증 차

(가)  기능 특성 검증 차

신뢰성(Reliability) 검증

신뢰성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구조가 각 소 트웨어 요소의 고장이 안

성에 향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소 트웨어 구조는 오류를 감지하

을 경우 취해지는 행 들을 명시해야 하며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구조가 

오류의 이 구조화된 모듈화 설계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안 성(Safety) 검증

안 성은 소 트웨어 구조가 안 계통에 새로운 험을 래하지 않음을 검

토하는 것이다. 안 기능은 일반운 이나 추가 기능들과는 분리되어야 하고 

각 인터페이스는 엄격히 정의하고 제어해야 한다. 구조설계의 결과로 새로운 

해요소가 추가되지 않았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안성(Security) 검증

보안성은 확인된 보안 을 정확히 처리하고 새로운 보안 을 추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구조가 SRS에 명시된 보안 들을 다루고 

근제한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비승인자의 침입을 감지할 능력을 가져

야만 한다.

타이 (Timing) 검증

타이  련 구조설계는 모든 타이  한계, 이를 다룰 략, 요구되는 여유

도, 여유도 측정방법 등을 기술해야 한다. 타이  명세는 각 구조 요소 별로 

수행을 한 최소/최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 스 링 방법  자원할당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공정 특성 검증 차

완 성(Completeness) 검증

완 성 분석에서는 구조설계가 모든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요구

한다. 소 트웨어 구조설계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에 있는 모든 운 모드를 

가져야 한다. 

일 성(Consistency) 검증

일 성은 소 트웨어 개념 설계도, 하드웨어 구조, 하드웨어 환경  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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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 이들 상호간의 요구사항 명세 요건이 일치해야 한다. 각 소 트웨어 

구성요소  타이  사양은 체 시스템의 목표 성능과 일치해야 한다. 용어 

정의  약어, 표기법 등도 일 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스타일(Style) 검증

스타일은 이해 가능한 소 트웨어 구조설계 설명서의 내용이어야 한다. 소

트웨어 구조설계 명세서는 개발자의 스타일 지침서를 수해야 하고 소 트

웨어 구조 명세서에는 소 트웨어 설계구조 결정의 근거 는 타당성을 포

함하여야 한다. 

추 성(Traceability) 검증

추 성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와 소 트웨어 구조설계 명세서간의 

양방향 추 이 가능해야 한다. 양방향 추 은 소 트웨어 구조설계 요소와 

소 트웨어 상세설계 요소 간에 가능해야 한다. 소 트웨어 설계요소가 정확

하게 설계되었는지 보증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특정 검사(Specific 

Inspection), 분석(Analysis) 는 테스  기법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구조설

계 요소들을 향 추 (Forward Trace)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가능성(Verifiability) 검증

확인가능성은 구조가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해 특

성 분석, 검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 구 단계 검증 차

소 트웨어 구 단계의 검증을 해서는 구  험요인(Hazard) 확인, 인허

가 합성 검토, 추 성 분석, 컴포 트 시험문서  컴포 트 시험결과 검증 

평가, 소스코드 상세검증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스코드 검토(Source Code Review)

코드 검토 차의 목 은 코드 구 시 사용된 결정 들이 소 트웨어 공학  

방법과 일치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코드가 규제요건( , NUREG 등)과 기술

표 ( , IEEE, KS C, IEC 등)의 만족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소스코드 검토의 효율성을 해 규제요건과 기술표 을 만족하는 

Checklists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이 차의 입력은 코드와 산업표 이 사용되며, 출력은 소스코드 검토보고

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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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 검증(Code Verification)

코드 검증 차의 목 은 구 된 소 트웨어가 입력에 한 출력의 동작이 

모든 입력 범 (domain)에 해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명세된 바와 같음을 

검증한다. 이 때, 수학  검증과 같은 엄격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엄격한 수

학  검증 방법으로 코드 기반 모델체킹 기법 등이 될 수  있다. 

소 트웨어 구 이 소 트웨어 설계명세를 기 으로 모호성이나 불완 성을 

식별한다. 

이 차의 입력은 코드와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이며 출력은 구 단계 검증 

보고서에 포함한다.  

(3) 코드 해도 분석(Code Hazard Analysis)

코드 해도 분석의 목 은 하부 시스템의 해도 분석에서 악된 고장모

드에 처함에 있어, 소 트웨어가 효과 으로 처함을 검증하고 안 하지 못

한 상태로 유도하는 모든 고장모드를 악하고 수정을 한 권고 사항을 만든

다. 

소 트웨어가 안 하지 못한 상태를 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입력 순서를 결정

한다. 이 차의 입력은 소 트웨어 요구명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코드 

등이며 출력은 해도 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안 을 향상시키기 한 

모든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4) 소 트웨어 구  험요소 확인

IEEE Std 7-4.3.2-2003 [Annex D]는 험요소 확인  해결(resolution)에 

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에서 험도 분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소 트웨어 구 에 한 검증에서 험요소를 확인하여 이상상태  

안 성 분석에 그 입력 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5) 인허가 합성 검토

기기  계통 소 트웨어의 구 에 한 검토는 설계명세서에 명세된 기기 

 계통의 기능, 성능, 그리고 안 요건에 하여 인허가 의 기 인 

BTP-14의 기능특성  소 트웨어 개발 공정특성에 한 검토를 수행한다. 

(6) 소 트웨어 구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구 단계 추 성 분석 검증은 소스코드에 한 소 트웨어 설계

명세(SDS)의 요구사항을 양방향으로 추 하는 것이다. 즉 추 기록이 소 트웨

어 설계명세서와 소스코드, 그리고 소스코드와 설계명세서를 추 성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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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 Matrix)의 행(row)의 항목을 찾아 열(column)의 항목과 매핑 시

키면서 추 한다. 구 단계에서 추 성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만족해야 한다.

정확성(Correctness) - 각 구  요소와 소 트웨어 설계사향 각 

요소(Unit 는 Module)사이의 계를 검증한다.

일 성(Consistency) - 구  요소와 소 트웨어 설계요소 사이의 

계성이 1:1 는 M:1의 일 성 있는 매핑 구  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완 성(Completeness) - 모든 구  요소가 소 트웨어 설계명세로부터 

추 되고 모든 소 트웨어 설계명세는 구  요소로 반 된 것을 추 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7) 단 시험 수행

단 시험(Unit Testing)은 모듈이 올바르게 동작하는가 보증하기 해 각 

설계 모듈에 한 시험을 말한다. 따라서 단 시험은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SDS)에 명세된 모듈에 응되는 상세설계에 해 소 트웨어 모듈을 시험하는 

것이다. 단 시험은 각 로그램의 실행코드가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명세된 

것과 같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로그램의 실행코드가 의도하지 않은 기

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명세된 것과 같이 동작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단 시험에 한 입력은 SRS/SDS와 로그램 코드이며 출력은 단 시험 

차서와 단 시험 보고서이다. 단 시험은 모듈이 최종 소 트웨어 환경에서 

동작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아니며, 통합 시험단계에서 이러한 확신이 이루어

진다.

마. 통합단계 검증 차

통합 활동은 소 트웨어, 하드웨어들을 서로 조합해서 완 한 하나의 시스

템으로 갖추는 활동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들은 시스템 구성 문서

(System Build Documents), 통합 안 성 분석(Integration Safety Analysis), 확

인  검증 통합 분석  시험 보고서(V&V Integration Analysis and Test 

Report)  형상 리 통합보고서(CM Integration Report)이다. 통합단계에서의 

V&V 계획은 생명주기  통합 단계에서 수행될 각종 V&V 업무를 어떻게 수

행할 것인지를 기술한다. IEEE 1012에서는 최소한 통합시험 수행(Integration 

Testing Execution)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합(Integration) 단계는 단일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항목들과 각종 소 트웨어 로그램들을 종합하기 해 

요구되는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각종 하드웨어 모듈들이 하드웨어 설계 사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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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로 조합되어야 한다. 각종 소 트웨어 모듈들은 실행 가능한 로그램

들을 형성하며 서로 링크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소 트웨어가 하드웨어로 로딩

이 된다. 마지막으로 완 한 조합은 모든 내부  외부  연계사항 사양들이 만

족되었음을 확신하기 해 시험되어야 하고 소 트웨어는 실제로 특정 하드웨

어 상에서 운 될 것이다. 

(1) 통합 계획

통합 활동은 다음과 같은 소 트웨어 통합 계획에 따라서 수행된다. 

각종 소 트웨어 모듈들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통합

통합된 로그램을 하드웨어와 계기와 통합

최종 으로 통합된 결과물을 시험

첫 단계에서는 각종 오 젝트 모듈들이 실행 가능한 로그램들을 생성하며 

조합된다. 이 로그램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최종 인 상 시스템과 거의 동

일한 시험 시스템으로 로딩된다. 이 시험 시스템은 컴퓨터, 통신 시스템  계

기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2) 소 트웨어 통합 추 성 분석 검증 차

소 트웨어 통합 추 성 분석 검증의 목표는 구 단계의 단  는 컴포

트의 결과물과 통합된 소 트웨어 시스템의 결과물들 사이의 요구사항을 양방

향(two-way trace)으로 추 하는 것이다. 측, 추 기록이 소 트웨어 단 /모듈 

↔ 소 트웨어 시스템, 소 트웨어 시스템 ↔ 소 트웨어 단 /모듈을 추 성 

매트릭스(Traceability Matrix)의 행의 항목을 찾아 열의 항목과 매핑 시키면서 

추 한다. 통합단계에서의 추 성은 다음과 같은 3C(Correctness, Consistency, 

Completeness) 속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정확성(Correctness) 

정확성은 각 단 /모듈요소와 소 트웨어 시스템 사이의 통합(Integration) 

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하여 추 하여야 한다. 

통합된 코드가 하드웨어와 결합되면 작동(operation)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통합된 소 트웨어는 소 트웨어 단 /모듈의 서 -트리(sub-tree)의 

계를 유지하면서 시험 드라이버(test driver)를 이용한 하향식 

통합(top-down approach) 는 시험 스터 (test stub)를 이용한 상향식 

통합(bottom-up approach)으로 이루어 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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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단 가 제약사항을 만족하면서 정확하게 병합(merge) 되었는가?

(나) 일 성(Consistency)

일 성은 단 /모듈요소와 통합요소 사이의 계성이 M:1 는 M:N의 일

성 있는 트리 통합 매핑 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하여 추 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통합 코드는 통합이 의 코드명, 실행코드 생성날짜 등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트리 형식의 식별자(ID)를 주석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식별자를 가지고 단 /모듈 코드를 추 할 수 

있는가?

소 트웨어 통합코드가 운 범 가 아닌 기능들을 포함하는데 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과 인 소 트웨어 통합코드들이 

요구사항명세 부분에서 의도한 성능, 실시간, 타이  조건들과 

일치하는가?

소 트웨어 통합코드가 소 트웨어 단 /모듈 코드와 매핑 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은 추 성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방향  후방향 추 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었는가?

(다) 완 성(Completeness)

완 성은 모든 소 트웨어 통합요소가 소 트웨어 단 요소로부터 추 되

고 모든 소 트웨어 단 요소들은 소 트웨어 통합요소로 반 되었는지를 추

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하여 추 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통합코드는 단 /모듈 들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 문서화가 

되어있고, 통합 이 의 각 모듈, 컴포 트의 이름, 버 , 치, 

하드웨어와의 련성 등을 물리  단 로 잘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소 트웨어 통합코드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의 특별한 요소를 

추 성 매트릭스에 할당하여 후향 추 할 수 있는가?

소 트웨어 통합코드는 특정시험 는 요구사항 기능을 확증하는데 

이용될 검증 기 으로 방향 추 이 가능한가?

(3) 소 트웨어 시험사례 생성

시험사례 생성 단계에서는 시험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통과기 에 따라 시험

사례 추출 차를 정의하여 시험사례명세서를 작성하며 시험사례는 시험설계 생

성의 최종 산출물인 시험설계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시험사례는 소 트웨어 단 시험( 는 모듈시험)뿐 아니라, 소 트웨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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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스템시험, 그리고 형상항목(configuration item)에 하여 생성되어야 한

다. 일반 으로 통합 수 의 시험사례 집합은 그 수 에서 시스템의 부분을 기

술한 문서를 참조한다. 시험사례에 하여 다음을 검한다.

시험사례의 선정기 이 규정되어 있는가?

각 시험사례에 한 설명이 완 한가?

각 시험사례가 잘 알려져 있는가?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의 취지 로 소 트웨어 제품의 응용범 가 

시험사례 집합에 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각 요구사항에 하여 어도 하나의 시험사례가 비되어 있는가?

요구사항이 일정 범 의 값이나 능력을 요구한다면, 그 범 를 히 

포함할 수 있는 시험사례들이 명시되어 있는가?

시험사례 선정을 한 근거가 명확하고 확실한가?

시험방법에 하여 로그램이 요구사항을 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수단을 갖고 있는가?

시험사례와 요구사항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완 한가?

여러 형태의 시험사례들은 제한되는가?

각 시험사례가 문서화된 시험방식에 따라 도출되는가?

시험사례가 시험방식과 일치하는가?

각 시험사례에 한 명세가 완 한가? (고유명칭, 목 , 입력, 상된 

결과, 평가기 , 다른 시험들과의 계, 시험장치에 한 설명, 시험용 

하드웨어  소 트웨어 환경에 한 설명 등)

(4) V&V 시험 차 생성

(가) 소 트웨어 통합시험 차 생성

소 트웨어 통합 차  검증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여기서 소 트웨

어 통합이라 함은 의 으로는 각 소 트웨어의 컴포 트 는 소 트웨어 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의 으로는 시스템 차원의 통합을 의미한다.

소 트웨어 통합이 에 단 /모듈 소 트웨어가 이미 성공 으로 시험 

되어 있어야 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상에 나타난 기능요건을 시험할 시험 

이스를 정의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상에 나타난 성능요건을 시험 할 시험을 

정의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상에 나타난 기능요건  성능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를 결정짓기 하여 특정 환경 제약조건하에서 시험 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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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정의하고 소 트웨어 통합시험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인한다.

Host Computer  Target Computer 사이의 인터페이스 시험을 

정의한다.

작동(operation) 옵션하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여  수 있는 시험을 

정의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상에 나타난 응답성(responsibility)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을 정의한다.

안 성(safety)  보안성(security) 메커니즘의 괴를 시도할 수 있는 

시험 이스를 정의한다.

임의로 선정한 입력 값의 합리 인 시험 이스 수를 정의하고 입력 

값의 역에 한 모든 시험 값의 집합이 정규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각 시험 이스에 한 상결과를 기술하고 시험 결과 난에 

성공(pass)/실패(fail)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한다. 상 결과값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상에 포함된 정보를 근간으로 한다.

통합 시험 설정  수행에 필요한 검.교정된 모든 시험 장비, 지원 

소 트웨어를 확인하고 원래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KNICS 

인허가 확보기술 ")에 의해서 시험 수행 지침 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버 을 확인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의 섹션과 시험 차서의 시험 커버리지 

사이의 교차참조(cross-reference)를 제공한다.

소 트웨어 통합시험 결과 보고서를 소 트웨어 통합 시험 검증보고서 

작성 양식 로 작성한다.

(나) 시스템시험 차 생성

시스템시험 차  검증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목표 하드웨어와 함께 기성 소 트웨어  개발 소 트웨어의 모든 

소 트웨어의 시험이 요구된다.

기능요건서(FR)에 정의된 계통차원의 모든 기능 시험 이스를 

정의한다.

기능요건서(FR)에 기술된 정상운 , 과도운 , 사고조건 등을 모두 

커버하는 입력 신호들의 동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시험 이스를 

정의한다.

각 시험 이스에 한 상결과를 기술하고 시험 결과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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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건서(FR)을 근간으로 성공(Pass), 실패(Fail)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계통 시험 설정  수행에 필요한 검.교정된 모든 시험 장비, 지원 

소 트웨어를 확인하고 원래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시험 

수행 지침 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기능요건서(FR)의 컴포 트  버 을 확인한다.

기능요건서(FR)의 섹션과 시험 차서의 시험 커버리지 사이의 

교차참조(cross-reference)를 제공한다.

시스템시험 결과 보고서를 계통 시험 검증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5) 시험수행

시험수행은 선정된 시험사례를 시험할 상에 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오

류수정  재시험을 통해 결과  시험범 (coverage)를 분석한다. 통합단계의 

시험은 통합시험과 계통시험을 수행하고, 이들을 검증한다. 그리고 통합시험과 

계통시험 수행을 한 입력문서와 출력문서를 정의한다.

시험 기에는 응용 시스템 소 트웨어가 에러 없이 컴 일 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검(check)하는 것이고, 실행 코드가 생성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시험 차서(test procedure)가 명세되고 검토되고 도구(tool)와 

하드웨어 장비(hardware equipments)가 하게 설치 (setup)되도록 제공한다

면, 시험구동(test runs)의 성능은 비교  수월하다. 모든 상결과들이 시험

차서(test procedure)에 미리 정의되고 시험로그(test logs)의 일부로 기록될 것

이므로, 시험결과(test result)의 분석 한 비교  간단하다. 분석은 어디서 고

장이 발생하는지에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차서(test procedures)의 정확성(correctness)을 결정한다.

가능한 도구 결함(tool deficiency)를 확인한다.

소 트웨어 유지보수와 개정(revision)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발견(findings)을 기록한다.

탐지된 모든 오류들이 소 트웨어 변경기록(Software Change Report: 

SCR)을 통해 결정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6) 통합 해도 분석

다양한 소 트웨어 모듈들이 수행 가능한 체 로그램을 구성하기 하여 

연결된다. 통합 행 들이 새로운 안 성 험요소를 안 계통에 추가 하지 않았

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통합 단계 안 성과 보안성 분석을 한 상  기 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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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안 성 요건은 통합이 새로운 안 성 험요소를 안 계통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요구한다.

보안성 요건은 통합이 새로운 보안 요소를 안 계통의 소 트웨어에 넣

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요구한다.

안 -필수 소 트웨어 설계 요소에 한 다음과 같은 시험 결과가 소 트

웨어 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분석한다.

통합 시험(integration test) 분석

인터페이스 시험(interface test) 분석

하부시스템 시험(subsystem test) 분석

스트 스 시험(stress test) 분석

회귀 시험(regression test) 분석

소 트웨어 안 성 시험목 은 모든 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는 각 

험요소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되었는지를 결정한다. 하  수 의 단 (unit)에 

한 소 트웨어 안 시험은 통합이 끝나자마자 곧장 시작한다. 소 트웨어 안

시험은 정상 조건, 비정상조건, 그리고 입력 조건에서 소 트웨어 통합 컴포

트들을 시험한다. 이 시험은 한 소 트웨어가 시스템 시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 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소 트웨어 안 시험의 결과는 소 트웨어 수

정이 요구된 경우 험요소를 제거하거나 한 각 험요소에 따른 험도를 

완화하는 수정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소 트웨어를 시스템-수 에서 시험

하기 해 시험 비 검토가 모두 끝난 다음에 시작한다.

바 검증 수행

검증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한 리 인 정책들은 단계별

로 모두 수행되어야 한다. 즉 계획단계에서 통합단계에 이르는 차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은 수행되어야 한다. 

(1) 이상상태 보고  해결

검증 에서 제기한 이상상태는 설계 과 개발 과제 책임자에게 즉각 문서

로 달하여야 하며 검증 은 이상상태  해결 사항을 단계별 V&V 업무 보

고서  최종보고서에 기술한다. 부 합 사항 보고서를 받은 설계 은 각 사항

에 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처리하여 검증   과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검증 은 보고된 해결 사항에 한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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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반복 정책(Task Iteration Policy)

경우에 따라서 V&V 업무의 입력물은 소 트웨어 련 결과물의 이상상태 

사항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어서 이에 한 V&V업무를 재수행하며 재수행 업

무 범   기 은 변경사항, 심각성, 비용, 일정  품질 향 정도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일탈 정책(Deviation Policy)

설계 변경은 설계, 안 , 운   QA 책임자의 한 평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의 기 선 변경은 형상 리 원회의 승

인이 필요하며 변경 사유  정당성에 한 논거는 문서화 한다.

(4) 통제 차(Control Procedure)

소 트웨어 단계별 명세는 생명주기 단계가 종료되고 검증 의 승인 후 품

질 리 차에서 정한 라이 러리(library)에 보 되며 추후 개정  수정사항 

발생 시 정해진 입출고 차에 의한다. 설계 에서 검증 으로 최 의 결과물

을 달하기 이 의 변경은 설계 의 재량으로 변경한다. 설계 에서 일단 검

증 으로 달된 후 검증 에서는 다음의 분류 기 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 의 요청으로 변경할 경우 : 련된 기술  근거를 포함한 변경사유, 

변경범 , 상 향 등 그 사항의 변경으로 향을 받는 모든 요소 등을 작성하

며 변경이 에 달된 결과물을 수정하여 재 달하여야 한다. 이때 검증 은 개

정된 결과물을 근거로 V&V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상태 보고에 의한 변경 : 검증 에서 작성한 이상상태 보고에 따라 변

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 으로 설계 에서 그 문제 이 완결되기까지 다음단계

의 진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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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차 개발

1.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차 개발기  

소 트웨어 안 성은 상 규제요건의 품질보증의 세부 요소이며 

NUREG-0800 SRP 7, BTP 14-1997에서는 IEEE1228-1994에 따른 소 트웨어 

안  계획수립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EEE 1228-1994 기 에 따라 안

등  PLC (POSAFE-Q) 소 트웨어 안 계획, RPS  ESF-CCF 소 트웨

어 안 계획을 수립하 다.

소 트웨어 안 계획에 따른 생명주기 단계별 소 트웨어 안 성분석 실행

을 하여 IEEE 7-4.3.2-2003 Annex D, IEEE 1228-1994 Appendix, 

NUREG/CR-6430, NUREG/CR-6101을 참고하여 생명주기 단계별 소 트웨어 

안 성분석 차서를 개발하 다. 이러한 소 트웨어 안 계획과 생명주기 단계

별 소 트웨어 안 성분석 차서 개발은 KNICS 사업 1단계 결과물로서 2004

년에 완료하 다.   

그러나 최근 NUREG-0800 SRP 7, BTP 14-2007에서는 소 트웨어 생명주

기 단계별 안 성분석에 한 새로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IEEE 

7-4.3.2-2003 Annex D에서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안 성분석 권고기

을 제시하고 있으나 Reg. Guide 1.152 Rev.02-2006에서는 IEEE 7-4.3.2-2003 

Annex D의 단계별 안 성분석 기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NUREG-0800 

SRP 7, BTP 14-2007에서는 IEEE 1228-1994를 endorse하지 않음을 밝히고 

신 기술보고서인  NUREG/CR-6101-1994 section 3.1.5에 따라 소 트웨어 안

계획서 작성을 권고하고 NUREG/CR-6101-1994와 Reg Guide 1.173(C.3)에 따

라 안 성분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4년 KNICS 소 트웨어 안 계획과 안 성 분석 차서 개발당시에 이미 

NUREG/CR-6101-1994을 참고하 고 안 성 분석 차서의 기본틀은 

NUREG/CR-6101-1994 자인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awrence의 직원과 공동으로 개발하 으므로 NUREG-0800 SRP 7, BTP 

14-2007의 안 성분석에 한 새로운 입장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방법

안 등  PLC(POSAFE-Q) 의 안 성 분석을 해서 표 5-1과 같이 FMEA

와 HAZOP이 사용되었고 RPS/ESF-CCS 의 안 성 분석을 해서 표 5-2와 

같이 FMEA와 HAZOP, FTA를 효과 으로 사용하 다. 



- 85 -

Lifecycle 단계 분석방법 문서형태

시스템 요구분석 
(PHA)

시스템 안전성분석: FMEA 
안전등급 PLC(POSAFE-Q)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

소프트웨어 안전계획: IEEE 1228-1994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서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소프트웨어 SRS 안전성분석: HAZOP 안전성분석보고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SDS 안전성분석: HAZOP 안전성분석보고서

소프트웨어 구현

컴포넌트 테스팅

소프트웨어 Code 안전성분석: NUREG- 
6463  안전 프로그래밍 Inspection 

소프트웨어 CT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토 

확인 및 검증보고서에 포함

통합 테스팅 소프트웨어 IT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토 확인 및 검증보고서에 포함

Lifecycle 단계 분석방법 문서형태

시스템 요구분석 
(PHA)

시스템 안전성분석: FMEA 
원자로 보호계통 (IDiPS/RPS)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

소프트웨어 안전계획: IEEE 1228-1994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서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소프트웨어 SRS 안전성분석: HAZOP 안전성분석보고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SDS 안전성분석: HAZOP/ 
(SFTA)

안전성분석보고서

소프트웨어 구현
컴포넌트 테스팅

소프트웨어 Code 안전성분석: HAZOP 안전성분석보고서

통합 테스팅
통합 소프트웨어 Code 안전성분석: 
HAZOP 

안전성분석보고서

[표 5-1] 안 등  PLC(POSAFE-Q) 안 성 분석방법

[표 5-2] 안 등  RPS/ESF-CCS 안 성 분석방법

PLC와 RPS/ESF-CCS의 비 안 성 분석을 해 고장모드  향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를 수행하여 소 트웨어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험을 악한다. 이 험에 해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로 

안 성 분석을 수행한다. 생명주기의 첫 번째 단계로 소 트웨어 안 계획을 

IEEE 1228-1994 표 에 따라 작성하 다. 그 다음 단계로 소 트웨어 요구사양 

안 성분석을 해 안 등  PLC(POSAFE-Q), RPS/ESF-CCS 계통 모두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HAZOP 방법에 의

해 험이 발생할 범 를 좁히고 구체화된 험요소에 해 RPS/ESF-CCS 계

통 소 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소 트웨어 고장수목 방법에 의해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그러나 안 등  PLC(POSAFE-Q) 소 트웨어는 그 특성상 복잡

도가 RPS/ESF-CCS 계통 소 트웨어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소 트웨어 

고장수목 방법이 비효율 이고 따라서 주로 HAZOP 방법으로 정성 인 안 성 

분석이 이루어 졌다. RPS/ESF-CCS 계통과 같이 상 계통의 구성요소인 PLC

와 PLC계통의 구성요소인 PLC 소 트웨어의 안 성 분석은 HAZOP에 의해 

정성 으로 이루어졌지만, 계통 안 성 분석 수행으로 인해 모든 험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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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었고 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 안 은 원래 시스템 특성이기 때문에 

RPS/ESF-CCS 계통 안 성 분석이 우선이고 이와 연계하여 기기의 안 성 분

석이 이루어 그 특성에 따른 효과 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 차서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공정 단계 

 요구사항 명세 단계에서 안 성 분석을 수행하기 한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HAZOP 개념을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

세의 안 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지침구문과 체크리스트를 개

발하고 이를 이용한 소 트웨어 HAZOP 차를 제공한다.

가. 요구사항 해도 분석 개요

소 트웨어 요구사항 해도 분석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로 인한 계통 

해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소 트웨어 요구사항은 소 트웨어의 

어떤 측면을 표 하는 다양한 그룹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그룹들은 

소 트웨어 해도 분석 동안 고려할 다음과 같은 기능 특성들이다: 정확도, 성

능,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안 성, 보안성 등에 한 요구사항들이며 경우에 

따라 조 씩 수정 용되어야 한다. 즉, 요구사항의 종류에 따라 분석해야 할 

안 련 기능 특성 종류의 집합도 달라야 하며, HAZOP시 사용할 질문도 

히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 해도 분석의 일반 인 의도는 이러한 기능 특성과 

그 특성 련 요구사항들을 조사하여 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와 련된 공정 특성들이 있다. 를 들어, 완

성, 일치성, 정확성, 추 성, 명확성, 확인가능성 등이 있으며 이들은 요구사항 

해도 분석에서 보다 요구분석 는 요구사항 확인  검증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성공 인 소 트웨어 요구사항 해도 분석을 해서는 이러한 특성

들이 미리 만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 특성에 해서는 HAZOP을 이

용하여 요구사항 상세 안 성 분석을 수행하기 에 Checklist 수 에서 안 성 

검토를 먼  실시한다.

나. 소 트웨어 요구사항 해도 분석 차

소 트웨어 요구사항 해도 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단계가 사용될 수 있

다. 각 단계는 분석 공정을 구성에 도움을 주기 한 수단이며 실제로는 각 단

계간 시간  첩도 허용된다. 

안 등  PLC, RPS/ESF-CCS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 비

안 등  PLC, RPS/ESF-CCS 험요소  험범주를 악한다.

어떤 형태로던 소 트웨어가 책임져야 하는 험요소를 악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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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험요소의 발생빈도와 결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험 정도(risk)를 

포함한다.

각 험요소와 제어범주와 련한 소 트웨어 요도를 악한다.

각 요구사항의 요도를 정하기 해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SRS)에서 필수 안  요구사항들을 계통 험요소  험범주와 

배치시킨다.

필수 안  소 트웨어 해서만 특정 지침을 활용하여 각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이때,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공정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공정특성에 한 확인  검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공정특성에 한 Checklist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를 

실시한다. 

요구사항 기능특성에 한 그림 5.1과 같은 차에 따라 HAZOP 기법을 

이용한 상세 안 성 분석을 실시한다. 

안 성 분석 결과  자원 검토

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 성 검토를 시행한다.

분석결과와 안 성 분석에 참여한 조직과 사용한 자원의 안 성 검토를 

시행한다.

[그림 5-1] 소 트웨어 HAZOP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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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OP 분석 책임자

시스템 요건 명세요원

소 트웨어 설계요원

독립 확인  검증요원

계통 안 성 분석요원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요원

기록요원

HAZOP 에 의한 안 성 분석은 사고가 설계 는 운용상에서 의도한 것에

서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에서 상한 운용을 하 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탈(Deviation) 상황과 그와 련된 모든 해요

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단 에 하여 표 5.4의 

Guide Phrase를 사용하여 의도된 동작에서 일탈이 일어났을 때, 발생 가능한 

모든 해도에 하여 문가 이 설계에 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체

계 으로 수행된다. 이 HAZOP을 한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5-3] HAZOP 조직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단 에 하여 표 5.4의 Guide Phrase를 사용하여 의

도된 동작에서 일탈이 일어났을 때, 발생 가능한 모든 해도에 하여 문가 

이 설계에 한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체계 으로 수행된다. 소 트웨어

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품질 특성, 즉, 성능,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안 성, 보

안성 등에 한 Guide Phrases도 고안하 다. 이러한 고안된 각 Guide Phrases

에 하여 표 5.5와 같은 Checklist와 그 결과표를 개발하 다. HAZOP 조직은 

그림 5-1의 차에 따라 험요인 발생의 각 질문에 한 원인, 공통 원인을 기

록하고, 이에 따라 래될 수 있는 결과의 험 향, 험도 등을 악하고 권

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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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소 트웨어 HAZOP을 한 Guide Phrases

품질특성 적용 대상 적용단계 Guide Phrases

정확도 센서 RADC Stuck at all zeroes
RADC Stuck at all ones
RADC Stuck elsewhere
RADC Below minimum range
RADC Above maximum range
RADC Within range, but wrong
RADC Physical units are incorrect
RADC Wrong data type or data size

액츄에이터 RADC Stuck at all zeroes
RADC Stuck at all ones
RADC Stuck elsewhere
RADC Below minimum range
RADC Above maximum range
RADC Within range, but wrong
RADC Physical units are incorrect
RADC Wrong data type or data size

운전원 입출
력

RA Numerical value below acceptable range

RA Numerical value above acceptable range
RA Numerical value within range, but wrong
RA Numerical value has wrong physical units
RA Numerical value has wrong data type or data size
RA Non-numerical value incorrect

논리연산 RDC
Calculated result is outside acceptable error bounds
(too low)

RDC
Calculated result is outside acceptable error bounds
(too high)

RDC Formula or equation is wrong
RDC Physical units are incorrect
RDC Wrong data type or data size

R: Requirements, A: Architectual Design, D: Detail Design, C: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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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HAZOP 결과표 

품질특
성

Guide Phrases Deviation Checklist 원인
공통원
인

위험
영향

위험도
권고
사항

비고

기능성

Function is not
carried out as
specified (for each
mode of operation)

특정 기능이 각 운전 모드에 대해 명

세 된 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어떤 위

험을 초래하는가?

Function is not
initialized properly
before being
executed

특정 기능이 각 운전 모드에 대해 명

세 된 대로 수행하기 전에 적절히 초

기화 되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을 초래

하는가?

Function executes
when trigger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시작조건이 만족 되지않았는데 특정
기능이 수행되면 어떤위험을 초래하

는가?

Trigger conditions
are satisfied but
function fails to
execute

또는 반대로, 시작조건은 만족하였지

만 특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

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Function continues
to execute after
termination
conditions are
satisfied

종료조건이 만족된 후에도 특정 기능

이 계속 수행되면 어떤 위험을 초래

하는가?

Termination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but
function terminates

종료조건이 만족되기전에 특정 기능

이 종료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가?

Function
terminates before
necessary actions,
calculations,
events, etc. are
completed

필요한 행동, 계산, 사건들을 완수하

기 전에 특정 기능을 종료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Function is
executed in
incorrect operating
mode

부정확한 운전모드에서 기능이 수행

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Function uses
incorrect inputs

특정 기능이 부정확한입력신호를 사

용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Function produces
incorrect outputs

특정기능이 부정확한 출력을 생산하

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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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소 트웨어 계획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의 계획 단계에서 품질보증 계획, 확인  검증 계획, 

형상 리 계획, 안 계획에 한 문서를 기술하 다. 각각에 한 계획문서들은 

POSAFE-Q, IDiPS RPS, IDiPS ESF-CCS 마다 별도로 마련하 으며, 소 트

웨어의 검증을 수행하는데 활용하 다. 계획문서에 한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은 소 트웨어의 계획, 요구사항, 설계, 구 , 통

합, 검증, 설치, 운   유지보수 단계의 소 트웨어 생명주기 상의 품질보증이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소 트웨

어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

한 품질보증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별로 소 트웨어 품질 리, 공 자와의 품질보증 인터페이스, 검토  감사, 

품질평가, 그리고 신뢰도와 같은 활동이 유기 으로 품질보증 조직 상호간에 이

루어져야 한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을 해 "안 등  PLC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

획서, KNICS–PLC–SEP 103",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서, 

KNICS-RPS-SEP103",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

획서, KNICS-ESF-SEP103"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계획문서에서 기

술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과제의 기기  계통의 안 성 분석가 는 신뢰성 

분석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확보 기술개발 에서 소

트웨어 안 계획서를 작성한다. 개발기 의 소 트웨어 안 성분석 담당자와 

인허가 확보  소 트웨어 안 성분석 담당자간의 긴 한 의 하에 필요시 상

용소 트웨어 도구 선정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각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

계별로 안 성 필수특성(safety characteristics)을 도출하여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에서 안 성 분석

을 수행하여 분석결과를 인허가확보 기술개발  내 소 트웨어 검증 에서 

safety tracking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나. 소 트웨어 개발

소 트웨어 정보공학 개발 방법론에 따른 소 트웨어 개발 계획서를 작성한

다. 기기  계통의 인허가 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설계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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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계통의 소 트웨어 개발계획서에 따라 소 트웨어 생명주기 반에 걸

쳐 생산한다. 소 트웨어 생산 결과물, 품질보증 기록 유지  정보를 인허가확

보 기술개발 에 제공하고, 기기  계통 소 트웨어 개발시 인허가확보 과제/

소 트웨어 품질보증조직에서 제공하는 규제요건, 규정, 지침서  사양 등을 

수한다. 기기  계통 개발과제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보증 목표(기능성, 신

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용성, 이식성 등)를 달성하여야 한다. 

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QA)

소 트웨어 품질보증은 로세스(process) 소 트웨어품질보증, Product 소

트웨어품질보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로세스(process) 소 트웨어품질

보증의 활동은 인허가 과제의 소 트웨어 확인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로세스 소 트웨어품질보증 활동으로 간주한다. Product 소 트웨어품질보증

은 정성   정량  소 트웨어 품질평가와 정성  소 트웨어 상세 품질평가

를 활용하여 구체 인 품질평가 항목으로 도출하여 최종제품이 나왔을 경우 종

합 으로 평가한다. 기기  계통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도구에 한 품질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 도구 설치와 련하여 형상 리  로그 화일 등

이 유지되어야 한다.

KNICS 기기  계통 개발 책임자, 기기  계통 련 소 트웨어 개발책임

자는 동일한 책임자 조직 내에서 구성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나 소 트웨어 품

질보증  소 트웨어 검증 조직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조직과는 

리 , 기술 인 측면에서 다른 독립 조직(KAERI 인허가 확보과제)으로 구성

한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은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 수립  이행의 

최종 인 책임이 있다.

안 계통 개발과제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개발기 의 기기  계통 소 트웨

어 개발 업무 체에 한 검토, 감사  평가의 권한이 있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에 한 최종책임은 안 계통개발과제의 품질보증 조직

에 있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의 최종이행은 기기  계통의 개발자에게 있으

나, 다만, 기술 인 부분에 해당하는 실무차원의 소 트웨어 품질평가활동은 인

허가 확보기술개발 에서 기술  지원을 한다.

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SVV)

소 트웨어 품질보증 내 구성원으로 조직하거나 이와는 별도의 기능조직으

로 구성할 수도 있다. KNICS 에서는 디지털 원자로 인허가 확보 기술개발과제

에서 수행하고 기기  계통의 V&V 활동 계획  이행을 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 업무를 기술 으로 지원하고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업무  하나인 상용 소 트웨어 도구 선정  인증을 한 평가업무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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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소 트웨어 생명주기 반에 걸쳐 SRP/BTP-14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업

무 반에 하여 독립 으로 검토, 감사, 분석  테스  수행을 한다. 각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로 이상상태 보고서, 확인  검증보고서를 생산한다.

마. 소 트웨어 형상 리(SCM)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의 일부로서 

업무를 분장하거나 독립 으로 운 할 수 있는데 SRP/BTP-14의 형상 리 강

화의 정책에 따라 소 트웨어 품질보증과 분리하여 운용한다.

공 자 소 트웨어(개발 도구), 개발 소 트웨어 등 소 트웨어 개발  검

증,  품질보증 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계획서, 코드, 사용자 문서, 검증보

고서 등)의 형상항목의 확인  변경 내용을 체계 이고 일 성 있게 리 할 

수 있도록 형상 리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형상 리 원회 운  ( 원장, 원, 형상 리 평가자를 두어 운 한다.)

소 트웨어 형상 리의 유효성 리  감독

형상식별, 베이스라인 설정, 개정이력(Revision Control) 통제, 

형상 리계획 수립  개정

형상 통제, 형상 상태 기록장부의 감사  확인

변경 리

Code Control  Media Control

형상 리자에 의한 형상 리  설계문서 통제 등의 책임이 있다.

소 트웨어 행상 리 이행은 소 트웨어형상 리 원회 산하의 인허가 확보 

과제/형상 리평가자가 KNICS에 한 소 트웨어 형상 리의 모든 업무를 총

하며 최종 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각 과제마다 반드시 형상 리자가 존재하

여 과제내의 모든 문서  모든 코드에 한 형상 리를 책임져야 하며 인허가 

확보 과제/형상 리평가자의 총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은 소 트웨어 건 성을 보증하기 한 소 트

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확인  검증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소 트웨어 개발

과 소 트웨어 검증 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품질보증, 형상 리, 안 성

분석 과의 역할  책임사항을 명시한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을 해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

증계획서, KNICS–PLC–SEP 110",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 KNICS-RPS-SEP110",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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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계획서, KNICS-ESF-SEP110"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과 같이 계획문서를 요약할 수 있다.  

가. 조직  책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이하 검증 )은 소 트웨어 개발 에서 수행하

는 소 트웨어 설계 업무, 형상 리 업무와 독립 으로 소 트웨어 확인  검

증 업무를 수행한다. 검증 은 기기  계통의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업무와 

련하여 보고사항이 발생되면 개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종합 일정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에서는 기기  계통을 구성하는 컴포 트 단

별 소 트웨어 개발일정에 따라 확인  검증 업무, 수행기간, 결과물, 그리고 

자원을 최 으로 할당하여 일정을 수립한다. 기기  계통의 개발일정은 기기 

 계통의 개발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다. 

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방법, 기법  도구

소 트웨어 계획, 요구사항, 설계단계에서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  설계 

평가, 추 성 분석, 안 성 분석(RA), 인터페이스 분석(IA)을 수행하고, 소 트

웨어 구 단계에서는 소스코드 분석을 한 체크리스트-기반 인스펙션을 수행

한다. 한 요구사항  설계의 정형명세에 한 정형검증 기법(Formal 

Verification Technique), 구 된 코드의 검증을 한 소 트웨어 시험기법, 자

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형상 리 기법이 기기  계통의 소 트웨어 확인  검

증에 사용된다. 

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공정

기기  계통의 소 트웨어의 확인  검증은 소 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반에 걸쳐 다음의 단계를 지원해야 한다.

계획단계 확인  검증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

설계단계 확인  검증

구 단계 확인  검증

통합단계 확인  검증

시스템 검증단계 확인  검증

설치단계 확인  검증

운   유지보수단계 확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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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검증 리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 체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공

정을 리하는 부서에서 채택될 수 있는 일반 활동  작업들을 포함한다. 확인 

 검증 노력은 선정된 소 트웨어 무결성 수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확인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기 선 변경 평가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리 검토

리  기술  검토 지원

마. 소 트웨어 검증보고서

소 트웨어 검증 보고서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마다 소 트웨어 확

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한다. 소 트웨어 검증 과정에서 시스템 안 에 향

을 미치는 요 사항은 이상상태 보고서로 기록한다. 확인  검증 보고서와 이

상상태 보고서는 각 소 트웨어 산출물  공정의 기술  품질에 한 소 트

웨어 개발공정에 피드백하여 제공된다.

소 트웨어 검증보고서는 한 특별 연구보고서와 같은 선택  보고서를 포

함할 수도 있다. 소 트웨어 검증 보고서의 형식  그룹화는 사용자가 정의한

다.

바. 확인  검증 계획 리 차

(1) 이상상태 보고  해결

검증 에서 제기한 이상사항은 설계 과 개발과제책임자에 즉각 문서로 

달하여야 하며, 검증 은 이상상태 사항  해결사항을 단계별 확인  검증 업

무 보고서에 기술한다. 이상상태보고서를 받은 설계 은 각 사항에 한 해결방

안을 수립하고 처리하여 검증   과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검증 은 보고된 

해결사항에 한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결과물과 문서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부 합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불일치 사항은 재 수행하는 확인  검증 작업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2) 업무반복정책

경우에 따라서 확인  검증 업무의 입력물인 소 트웨어 련 결과물은 이상

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한 확인  검증 업무를 다시 수행

하며, 재수행 업무의 범   기 은 변경사항, 심각성, 비용, 일정  품질 

향 정도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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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탈정책

설계변경은 설계, 안 , 운   품질보증 책임자의 한 평가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의 기 선 변경은 형상 리 원회

의 승인이 필요하며 변경사유  정당성에 한 논거는 문서화 한다.

(4) 통제 차

소 트웨어는 모듈단 로 리하여 각 모듈의 수명주기 단계가 종료된 후에 

검증 의 승인을 거쳐 품질 리 차에서 정한 라이 러리에 보 되며, 추후 개

정  수정사항 발생시 소 트웨어 리계획 차를 따른다. 설계 에서 검증

으로 최 의 결과물을 달하기 이 의 변경은 설계 의 재량으로 변경한다. 설

계 에서 일단 검증 으로 달되면 검증 에서는 다음의 분류 기 에 따라 처

리한다.

설계 의 요청으로 변경할 경우

련된 기술  근거를 포함한 변경사유, 변경범 , 상되는 향 등 그 사항

의 변경으로 향을 받는 모든 요소 등을 작성하며 변경 이 에 달된 결과

물을 수정하여 다시 달한다. 이때 검증 은 개정된 결과물을 근거로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보고에 의한 변경

검증 에서 작성한 이상보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원칙 으로는 설계 에

서 그 문제 이 완결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이미 다음 단계

를 진행 인 사후 설계에 반 한다.

3.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 

소 트웨어 형상 리(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란 소 트

웨어 련 형상항목(CI: Configuration Item)들의 기능 , 물리  특성을 식별하

고, 변경사항을 악하고,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변경이 히 시행되었음을 확

인하기 한 기술  는 리 인 활동을 말한다. 

SCM은 소 트웨어 생명주기 (SCL: Software Life Cycle) 반에 걸쳐서 

발생되는 모든 형상항목 (즉, 설계문서, 소스코드  도면)들에 해서 이력 

리, 형상 식별, 변경 통제  기록/보고 차를 수행하는 업무로 소 트웨어 개

발과정에서 오류 없이 신뢰성 있는 소 트웨어 개발을 해 매우 요하다.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은 기기  계통에 사용되는 소 트웨어 련 문

서, 도면  소스코드 등의 소 트웨어 형상항목을 리하기 한 계획을 제공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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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을 해 "안 등  PLC 소 트웨어 형상 리 계

획서, KNICS–PLC–SEP111",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서, 

KNICS-RPS-SEP111",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 계

획서, KNICS-ESF-SEP111"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계획문서의 내

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 트웨어 형상항목 식별

기기  계통 소 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형상항목들에 해서 계

획단계에서 식별(Identification)을 해야 한다. 모든 소 트웨어 형상항목은 과제

에서 특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체계를 갖춘 고유의 번호로 명명한다. 

고유의 번호체계는 형상항목의 특성 확인  변경 이력에 해 추 이 용이하

도록 하고 있다. 한 특정 기능에 한 개발 소 트웨어는 개정번호  특성 

등의 확인이 용이한 단일 번호체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각 형상항목의 변경, 

추가  삭제는 형상 리 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나. 소 트웨어 형상항목 명명

모든 형상항목들에 한 식별은 QA 부서와 연계하여 "KNICS QAP 번호부

여체계 차서, KNICS-PPS-QAP102“에 따라 체 과제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

춘 고유의 번호체계로 명명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 다. 

신규 등록된 형상항목에 해서 QA 부서의 체계를 따른다. 다만 형상항목 

개정 시에는 작성기 에 따라서 품질보증부서에서는 개정에 따른 명칭방법이 

바 는데 비해 형상 리에서는 기 버  등록시 정해진 형상항목 번호를 기

으로 한다. 

다. 소 트웨어 형상항목 획득

KAERI 형상 리도구에서는 크게 인허가 과제와 안 계통 개발과제로 로

젝트 구분을 하고 각 로젝트에 해서 생명주기별로 계획 단계, 요구사항 단

계, 구 단계, 통합단계, 검증단계, 설치단계  운   유지보수 단계로 구분

한다. 

형상 리도구 NuSCM에서 형상항목을 새로 등록하는 요청서 명, 형상항목 

ID, 형상항목명, 작성자, 로젝트 명  액티비티 명, 형상항목 기능  비고 

(발행일자, 작성자, 검토자 등), 등록 사유, 조치사항 등을 입력하여 등록한다.

라. 소 트웨어 형상항목 보   리

개발자는 각자의 개발환경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각종 바이러스나 개

발 하드웨어의 고장으로 인한 소 트웨어의 손상 는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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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별도의 장장치에 형상항목의 복사본을 장하여 리해야 한다. 특히, 

개발 인 모든 소 트웨어 소스코드에 해서는 매일 복사본을 장하여 리

하여야 한다. 작성이 완료된 모든 형상 리 항목은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과제책임자는 해당 과제에서 생성되는 모든 형상항목  련 자료들

을 보   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는 형상항목을 리하기 하여 형상항목

상태 기록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소 트웨어 안  계획 

소 트웨어 안 계획은 기기  계통에 사용되는 소 트웨어의 안 성을 분

석하기 한 계획이다. 소 트웨어 안  계획을 해 "안 등  PLC 소 트웨

어 안  계획서, KNICS–PLC–SEP109",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

획서, KNICS-RPS-SEP109",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 KNICS-ESF-SEP109"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계획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비

소 트웨어 험요소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로 다음과 같은 사  작

업을 수행하여 문서로 작성한다.

응용시스템에 한 비 험요소목록(PHL)을 작성한다. 이것은 모든 

확인된 험요소를 수록하고, 일반 으로 안 성분석보고서와 

가상개시사건(PIE) 목록을 참고한다.

소 트웨어에 의해 향을 받는 응용시스템과 하부시스템들에 한 

비 험요소분석(PHA)을 작성한다. 이 분석에서 

비 험요소목록(PHL)에 수록된 각 험요소를 평가하고, 그리고 각 

험요소에 미칠 수 있는 소 트웨어의 향을 기술한다.

요구되는 험요소 조사와 평가를 응용시스템과 그 하부시스템의 

수 에서 수행한다. 이것은 험요소들에 미치는 소 트웨어의 향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확인된 각 험요소에 해서 발생에 따른 결말수 과 확률을 배정한다. 

각 험요소에 해 리스크(risk) 추정치를 도출한다. 체 리스크( 

척도를 얻기 해 험요소 심각도와 험요소 확률을 조합한다. 따라서 

치명 인 심각도와 비교  빈번한 발생 확률을 갖는 사건들은 높은 

리스크를 갖는다. 비 험요소목록(PHL), 비 험요소분석(PHA) 는 

다른 험요소분석에서 확인된 각 험요소에 한 리스크 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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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다.

응용시스템에 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한다. 안 기능을 소 트웨어 

컴포 트(component)와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로 할당하고, 그리고 

소 트웨어 컴포 트와 나머지 다른 구성요소들이 의 단계 분석에서 

확인된 험요소들을 처리하기 해서 어떻게 서로 결합하는지를 

설명하는 시스템 설계내용을 작성  문서화한다. 기기  계통 

소 트웨어에 한 명세서 작성, 설계, 구 , 확인  분석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한다. 이것은 하드웨어, 컴퓨터언어, 컴 일러, 소 트웨어 

구조, 소 트웨어 설계기법, 그리고 설계규칙의 선정에 따른 추가 인 

험요소분석을 포함한다.

나.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요구사항 험분석에서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SRS)가 

시스템 험요소에 미칠 향을 조사한다. 요구사항은 일반 으로 몇 세트로 구

분될 수 있으며, 각 세트는 소 트웨어의 어느 한 을 기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트들을 총칭해서 품질속성(qualities)이라고 부른다. 소 트웨어 험분석

에서 고려되어야 할 품질 속성들은 정확도(accuracy), 용량(capacity), 기능성

(functionality), 신뢰도(reliability), 강인도(robustness), 안 성(safety), 그리고 

보안(security)이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 험분석의 목 은 각 품질속성과 그 

속성의 각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험요소에 미칠 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

(1) 소 트웨어 구조설계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설계 험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 어진다. 하나는 컴퓨터시스템 

구조를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 트웨어 상세 설계를 조사하는 것이

다. 컴퓨터시스템의 구조는 3개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즉 하드웨어 구조, 소 트

웨어 구조와 그것들의 매핑(mapping)이다. 하드웨어 구조는 여러 가지 하드웨

어 컴포 트(component), 즉 로세서, 메모리, 디스크 구 동기, 표시기와 통신

선로 등을 포함한다. 소 트웨어 구조는 다양한 소 트웨어 공정, 데이터 장, 

스크린 배치와 논리  통신경로 등이다. 매핑은 소 트웨어가 하드웨어에서 어

떻게 동작할 것인지 기술한다. 이것은 로세스들이 다른 어떤 로세서들 상에

서 동작할 것이고, 각종 데이터들이 어디에 장되고, 각종 화면이 어디에서 디

스 이 되고, 그리고 논리  통신은 물리  통신선로 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술한다.

(2) 소 트웨어 상세설계 안 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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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계 문서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 소 트웨어 구조, 그리고 상세설계 

내용에 하여 두 가지 추 방식(trace)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각 요구사

항이 그 요구사항을 구 하는 구조와 상세한 설계요소까지 추 되는 방식이다. 

둘째는 각 상세한 설계요소가 그것을 구 하는 구조와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역 추 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와 같은 추 이 안되면, 험분석이 시작되기 이

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 트웨어 코드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코드 험분석을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은 차를 사용한다.

소 트웨어 코드 안 성분석은 안 필수 설계요소가 코딩되었으며, 

코딩으로 인한 새로운 험요소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 

논리(logic) 분석, 데이터(data) 분석, 인터페이스(interface) 분석, 

제약사항(constraint) 분석, 로그래  스타일 분석, 비안  (noncritical) 

코드 분석, 타이   규모(sizing) 분석, 다양성 (diversity) 분석 등을 

수행한다. 

모든 모듈들에서 공통모드고장을 래할 가능성이 있는 도구, 컴퓨터 

언어, 그리고 코딩 기법들을 조사한다. 험한 도구 특성 는 코딩 

기법들을 회피하는 코딩규칙 는 도구-활용규칙들을 명시한다. 만약 

기존의 운 체제(OS)가 사용된다면 회피해야 할 험한 특성 는 

기능들을 명시한다. 

분석 결과를 문서화한다. 

마. 소 트웨어 시험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안 성 시험목 은 모든 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는 각 

험요소에 따른 리스크(risk)가 완화되었는지를 결정한다. 하  수 의 단 (unit)

에 한 소 트웨어 안 시험은 코딩이 끝나자마자 곧장 시작한다. 소 트웨어 

안 시험은 정상조건, 비정상조건, 그리고 입력 조건에서 소 트웨어 컴포 트

(component)들을 시험한다. 이 시험은 한 소 트웨어가 시스템 시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 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소 트웨어 안 시험의 결과는 소

트웨어 수정이 요구된 경우 험요소를 제거하거나 한 각 험요소에 따른 

험도를 완화하는 수정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수정된 소 트웨어에 해

서는  같은 조건에서 회귀시험이 수행된다. 소 트웨어를 시스템-수 에서 테

스트하기 해 시험 비검토가 모두 끝난 다음에 시작한다.

바. 소 트웨어 변경 안 성 분석

기기  계통 소 트웨어 련 설계결과에 한 변경이 안 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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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다. 변경 분석 상인 설계결과는 소 트웨어 개발 시 용한 가정, 요

구사항 명세, 설계명세, 코드, 장비, 테스트 계획, 탑재된 환경, 사용자 문서, 훈

련교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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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안 등  제어기기(PLC) 소 트웨어 검증 

1. 안 등  PLC 소 트웨어 검증 개요

안 등  제어기기(PLC) 소 트웨어에 한 검증은 각 생명주기 단계별(요

구사항단계, 설계단계, 구   컴포 트 시험단계, 통합단계)로 다음과 같은 안

등  PLC 각 모듈에 해서 수행한다.

로세서 모듈(NCPU-1Q)

안 등  통신망 HR-SDL(PNMOS4  PNDOS4)

안 등  통신망 HR-SDN(PNOS4  PNIOS4)

FMS 통신망(PNOS1  PNIOS1)

pSET 컴 일러

아날로그 입력  출력 모듈

디지털 입력  출력 모듈

안 등  제어기기(PLC) 소 트웨어에 한 안 성분석은 소 트웨어 안

계획에 따라 안 -필수 소 트웨어가 실행되는 로세서 모듈, 안 등  통신망 

HR-SDL  HR-SDN,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에 해서만 수행한다. 안 성분석 

수행후 요구사항단계  설계단계에 해서는 안 성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구 단계 이후에 해서는 검증보고서의 일부로 발행한다.

2. 생명주기별 안 등  PLC 소 트웨어 검증  

가. 안 등  PLC(POSAFE-Q) 로세서 모듈(NCPU-1Q)

안 등  PLC 로세서 모듈이라 함은 PLC의 핵심 부분으로써 CPU 

(Central Processing Unit)를 포함한 운 체제 소 트웨어(커 을 포함한 내부 

Agent 시스템 태스크 포함)를 총칭한다.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는 개발자와 검증자간에 

상호.합의하여 설정한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공정(요구사항단계, 설계단계, 구

  컴포 트 시험단계, 통합시험단계, 시스템 시험단계)에 하여 상호 인터

액티 (interactive) 방식(개발자의 설계결과물을 검증자측이 넘겨받아 검증 차

서에 따라 검증업무를 수행한 후 검증결과를 개발자측에 다시 넘겨주면 개발자

가 이를 확인하여 개발 결과물에 검증결과물을 반 하는 방식)에 따라 수행되

었다. 개발자의 설계결과물은 소 트웨어생명주기 각각의 공정에서 5번에 걸쳐 

개정(Rev.00, Rev.01, Rev.02, Rev.03, Rev.04)되었으며 검증자측은 4번의 개정

(Rev.00, Rev.01, Rev.02, Rev.03)을 거쳐 검증업무를 수행하 는데 이들의 개발

과 검증의 입력  출력 매핑 계는 개발자(Rev.00)↔검증자(Rev.00),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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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01,Rev.02)↔검증자(Rev.01), 개발자(Rev.03)↔검증자(Rev.02), 개발자

(Rev.04)↔검증자(Rev.03)의 연 계로 수행되었다. 안 등  PLC 로세서 모

듈 운 체제 소 트웨어 모든 검증활동은 미리 정해진 검증 차서에 따라 수행

되었으며 기능특성  공정특성에 한 인허가 합성 검토, 페이건 인스펙션, 

추 성 분석, 기술평가(Technical Review), 시뮬 이션  검증자측 시험 등의 

검증기법을 용하여 검증 업무 들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각의 공정에 하여 검증개요, 검증방법  기법, 

검증환경 그리고 주요 검증 이슈가 함축되어 있는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내용을 심으로 기술하 다. 자세한 내용은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NCPU-1Q) 운 체제 소 트웨어(pCOS) 요구사항명세서 검증보고서(KNICS- 

PLC-SVR121-01, Rev.03)”, “안 등  PLC  로세서 모듈(NCPU-1Q) 운 체

제 소 트웨어(pCOS) 설계명세서 검증보고서(KNICS–PLC-SVR131-01, 

Rev.03)”, “안 등  PLC  로세서 모듈(NCPU-1Q) 운 체제 소 트웨어

(pCOS) 구 단계 검증보고서(KNICS-PLC-SVR141-01, Rev.03)”,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pCOS) 통합시험 검증보고서

(KNICS-PLC-SVR151-01, Rev.02)”를 참조하면 된다.

(1)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가)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개요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에 한 

검증활동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RS 검증 차서(KNICS-PLC-SRS- 

SVP121)”에 따라 다음의 업무들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 인허가 합성(기능특성, 공정특성) 검토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페이건 인스펙션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요구사항 기술평가

소 트웨어 요구사항 Graphical Back Animation (GBA)  시뮬 이션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의 검증

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RS 검증 차서(KNICS-PLC-SRS-SVP121)"에

서 기술한 검증방법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특히, 소 트웨어 요구사

항 검증은 페이건 인스펙션, SIS-RT을 이용한 추 성분석, GBA  시뮬 이

션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 다.

(다) 검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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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Word 로 작성된 설계문서에 하여 인허가 합성 검토, 페이건 인스

펙션  기술평가는 평가시트를 이용하 으며 추 성 분석을 해서 KNICS과

제 자체에서 개발한 SIS-RT도구를 사용하 고, GBA  시뮬 이션을 해서

는 상용 소 트웨어인 Statemate MAGNUM의 GBA 기능을 이용하 다.

(라) 검증결과요약  권고사항

요구사항명세 검증에서 인허가 합성검토 일환으로 완 성, 정확성, 일치

성, 스타일, 기능성, 추 성, 타이 , 안 성, 신뢰성, 강인성, 보안성을 주로 검

토하 다. 이들 가운데 특히 안 성, 신뢰성, 강인성  보안성에 검토 주안 을 

두었다.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

웨어 요구사항명세서는 체 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 인허가 평가기 에 의거

한 기능  특성  공정특성에 한 세부속성들도 요구사항단계에 합한 형태

와 수   범 에 맞게 잘 작성되었다. 요구사항명세서 내용을 기반으로 후속 

생명주기 단계인 설계단계의 문서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 다. 

한, 안 성 요구사항인 항목들, 를 들면 우선순  도(Priority Inversion), 

교착상태(Deadlock) 탐지, Supervision 기능, 메모리보호, 진단기능 등은 개발자 

문서의 섹션 10.0 안 성 요구사항(Safety Requirements)에 잘 기술되어 있었

다. 페이건 인스펙션을 통하여 검증한 완 성, 일 성, 정확성 등의 검결과 상

세검토 항목들의 내용을 잘 만족하 다. 이와 함께 하 분류를 통해 검증한 기

능정의, 입/출력정의, 행 명세, 인터페이스 기술사항들도 구조  분석  설계

기 에 맞게 잘 기술되었다. 비인가자에 의한 근 지, 근제한의 등  등 보

안성을 하여 Password 기능이 개정과정을 거쳐 특별히 추가되었다. 인터페이

스 부분에서는 커 과 시스템 태스크, 커 과 시작태스크, 시스템 태스크와 

pSET 으로 명확히 기술되었다. 특히, 메모리맵은 설계단계에서 연결고리로 자

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메모리 맵을 추가 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 는데 

개발자의 결과물에 이들의 내용등도 잘 반 되었다. 

특히, 개발자 요구사항명세서의 주요 부분인 커 과 시스템 태스크 부분을 

정형명세 방법 의 하나인 Statechart로 모델링 하 는데 Statechart 부분에 

하여 검증자측이 시뮬 이션한 결과의 요약은 표 7-1과 같다.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정형명세로 기술된 

Statechart는 총 79개의 State Chart이다. 이  Activity Chart는 18개 으며 

Statechart는 61개 다. 계층구조 인 Statechart의 Level of Depth는 5 Level 

로 구성되었다. GBA  Simulation을 통하여 61개 Statechart  안 성-필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 부분에 해서는 모두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시뮬 이션 시험을 통과(P:Pass) 하 거나 는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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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검토기준 검토의견 비고

1 모델링의 적합성

로직의 구성

Task ID의 constant number assign이 아니라 변

수로 할당

(Dedicated Task 개수가 아니라 Flexibility를 

갖도록 수정요망)

Task:6, 
SysTask:2

2 "

상위의 Control Statechart가 하위의 

Statechart를 Control governing 하는 형태로 

모델링 되어야 함. 또는 동등레벨의 위치에 

Control Statechart가 위치하여야 함.

3 " DOWNLOAD_USERTASK_CREATE의 subchart missing

4 "
F_SYSTEMTASKCREATION의 경우 task creation의 

순서는 (idle, statistics) Task후 Shell Task 

순으로 되어야 함.

Anomaly

5 "
Task의 기동순서는 Task Creation후 Task High 

Priority -> OSStart가 아니라 OSStart후 Task 

High Priority가 되어야 함.

6 "
COM_BIHS의 경우 TMS320C32 자체 DSP의 

timetick을 받는 control flow가 없음.

7 " Task 삭제 모델링이 분명치 않음.

8 " Sys Task의 경우 comm. task가 누락되어 있음.

9 "
User Task의 경우 Task의 상태천이도로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Scanning time 및 CPU 

allocation policy를 모델링 하여야 함.

Anomaly

시험은 통과 하 으나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에 한 논리 (Logical) 명세

가 잘못 되었을 경우(F:Fail) 그 이유를 개발자측이 잘 알 수 있도록 검토의견 

형식으로 제시하 다. 검증자측이 수행한 Statechart 시뮬 이션의 일부 결과 

는 그림 7-1  그림 7-2와 같다.

[표 7-1] GBA  Simulation 결과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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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총 도표(Context Diagram)-시뮬 이션 상범

      

[그림 7-2] 검증자측이 수행한 Statechart 시뮬 이션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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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에서 지 한 문제 들은 개정과정을 통

하여 개발자측이 해결하고 검증자측이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측과 검증자측의 요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의 이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upervision 기능은 진단 기능에서 처리되었으며 둘째, 검증

자가 제시한 우선순   교착상태(Deadlock) 문제는 개발자측이 안 등  PLC  

로세서 모듈운 체제 소 트웨어 범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 에 우

선순 를 미리 정하여 Dedicated 태스크 할당방식으로 해결하 다. 셋째, 보안

에 련된 사항은 Password  바이러스 탐지  보호문제로 해결하 음을 확

인하 다. 이외, 사이버 보안 계획  정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넷째, 정형명

세로 작성된 명세의 시뮬 이션 상에 나타난 문제  들은 이상상태 보고서의 

추   확인을 통하여 품질보증/형상 리측이 이들의 해결과정을 추 하여 재

확인하 다.

(2)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검증

(가)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개요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pCOS) 설계명세서에 한 검증활

동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DS 검증 차서(KNICS-PLC-SVP131)”에 따

라 다음의 검증 업무들 (tasks)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구조설계, 상세설계 인허가 합성 검토

    - 기능특성 검토

    - 공정특성 검토

소 트웨어설계명세서 페이건 인스펙션 기반 상세검증

    - 정확성 상세검증

    - 일 성 상세검증

    - 완 성 삼세검증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기술평가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추 성 분석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pCOS) 요구사항명

세서 (SRS→SDS 추 성 분석)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pCOS) 설계명세서 (SRS←SDS 

추 성 분석)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pCOS) 설계명세서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DS 검증 차서(KNICS-PLC-SVP131)”에 기술한 검증

방법  기법을 사용하 다. 특히, 소 트웨어 설계명세의 상세 검증의 경우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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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인스펙션 등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 다.

요구사항명세서와 설계명세서 사이의 추 성 분석은 KNICS 과제를 통하

여 자체 개발한 SIS-RT 도구를 이용 하 다. SIS-RT를 이용한 요건추  계층

구조 키워드와 설계명세서 요건추  Inspection 일부 결과는 그림 7-3  그림 

7-4와 같다.

                  

[그림 7-3] 요건추  계층구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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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설계명세서 요건추  Inspection 결과

(다) 검증환경

설계문서의 검토  평가는 하드카피를 심으로 별도의 도구 사용없이 

MS WORD 자 일을 이용하 다. 일 성, 정확성  완 성의 상세검증은 

테이블형태의 계층구조인 토폴로지를 이용하여 페이건 인스펙션 방법을 이용하

다. 

(라) 설계명세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설계명세 검증에서는 설계 사양 규격에 합한지를 검토하 는데 설계ID, 

설계유형(함수, 서 루틴, 로시듀어  모듈), 설계목 , 설계내용, 설계종속물, 

의존성, 인터페이스, 자원, 설계흐름도  데이터에 주안 을 두고 검토하 다. 

특히, 설계흐름도를 구조  , 기능  , 행  (기능정의, 입출력, 

행 명세,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에서 검토하 다.

주요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설계명

세서에 하여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

세서와 유사하게 설계명세서를 검증하 다. 요구사항명세서와 설계명세서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공정상 상 단계이고 요구사항의 요건들을 설계에 반 하여 

할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명세서상에 기술되기 때문이다. 설계단계의 인허가 합

성 평가, 기술평가, 페이건 인스펙션, 완 성, 정확성, 일치성  추 성 분석을 

통하여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설계명세서를 검증하 다. 인허가 

평가기 에 의한 구조설계 합성 검증과 상세설계 합성 검증을 통하여 설계

서상의 기능특성  공정특성의 평가기 을 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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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자의 설계지침서에 따라 설계단계에 합한 형태와 수 , 범 에 맞추

어 설계명세서 차서를 수하 음을 확인하 다. 설계단계 이후에 단할 수 

있는 평가기 에 해서는 다른 서 시스템(통신, pSET, AI/AO)과 이들의 부

분들을 시스템 시험할 때 추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고 이들의 내

용은 시스템 시험단계에서 검토하 다. 기술평가를 통해서는 함수호출 계, 

라메터 정의의 일 성, 문서의 오류  문서구조 등 기술  측면을 분석하 다.

운 체제 로세서 모듈에 새롭게 추가( 기버젼에서는 없었던 내용으로 

개정과정을 통하여 FDL2(HR-SDN) 모듈이 추가됨)된 설계개체, 개체속성  

상세설계 부분의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 다. 특히, 이들의 추가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Bounded Execution Time(Hot booting, Cold booting) 내에서의 

Task 동작(주기  통신태스크) 반 부분을 확인하 다. CRK(CPU Kernel) 스

링 알고리즘 내에서는 64개의 태스크(Idle 태스크, 통계태스크, 4개의 약

(Reserved, 향후 확장을 한 것임)를 제외하면 64-6=58개의 태스크)가 실시간 

보장 가능하므로 2개의 시스템 태스크(FDL2_Write_Comm, FDL2_Read_Comm) 

추가는 설계 에서 커 이 보장하는 결정론  실시간 범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 은 없다. 이외, 보안기능으로써 비 번호 추가 기능도 재확인하 다.

검증보고서 Rev.01에서 지 (설계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표 방식을 

Statechart와 순서도(Flowchart)를 병행하여 사용함에 따른 설계 표 의 일 성 

문제) 하 던 소 트웨어 설계구성 요소들의 역할(정보 장소  제어흐름 등)

과 체 흐름을 악할 수 있는 일 인 도식 인 표 부족(Flowchart와 

Statechart의 연계성 부족은 개발자측이 간의 설계 연계 고리를 추가함으로써 

상호간의 설계내용을 이해하고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완됨)에 한 것은 

개발자가 설계 개체에 하여 식별한 표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 으므로 해결

되었고 Statechart 설계문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하여 명시 으로 이에 한 

간단한 설명이 개발자의 설계문서 SDS Rev.03부터 추가되었다.

페이건 인스펙션을 통하여 설계명세의 정확성, 일 성, 완 성  추 성에 

해 검토하 고 설계문서는 이런 기 들을 부분 반 하고 있었다. 설계의 핵

심 요소인 설계정의, 입/출력정의, 설계명세, 인터페이스에 한 구조  설계  

상세설계 들도 하게 잘 기술되었다.

검증보고서 Rev.01에서 권고한 Supervision에 한 요건 기술과 Exception 

Handler 보완설계의 지  내용은 진단태스크 기능에 응용 로그램 태스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하여 오류상태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추가반  

함으로써 해결하 고 메모리 보호정책에 한 권고사항에 해서는 메모리 고

정할당 방식으로 설계하 음을 확인하 다(Rev.03). 따라서 고정할당의 메모리 

방식은 안 한 메모리 보호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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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ID
요건추

(Keyword 
Req)

SDS 본문 코드List
방

추

후방

추

Ref.

NO

SWD1.0 커널(CRK) 5.1.2,5.2.2,6.3.13

HDL.C,IO.C,LDR2.C,
Main.C
TTY1.C,UCOS.C,XFlas
h.c
UCOS.H,PB.C

☞OK) (OK)☜ SRC1.0

SWD2.0 스케줄러 5.1.2,5.2.2,6.3.13 UCOS.C,UCOS.H ☞(OK) (OK)☜ SRC2.0

SWD3.0 동기화(ITC)

5.1.2,5.1.5,5.2.1,5.2.5,6.
1.1.2,
6.1.2,6.3.1.1.7,6.3.1.18,
6.3.1.19

Main.C,TTY1.C,UCOS.
C,UCOS.H
Main.C

☞OK) (OK)☜ SRC3.0

SWD4.0
인터럽트 

(BIHS, ISR)
5.1.2,5.2.2,6.1.1,6.1.1.2,
6.3

UCOS.H,VECT.ASM ☞OK) (OK)☜ SRC4.0

(3)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구   컴포 트 시험

단계 검증

(가)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구  검증 개요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구 에 한 검증기 은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

(KNICS-PLC-SVP141)”를 수하여 다음과 같은 검증업무를 수행하 다.

인허가 합성 평가

구  험요인 확인

소스코드 추 성분석

컴포 트시험 결과 평가

기존 검토의견 반 결과에 한 추 분석

시험항목에 한 검토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구 에 한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KNICS-PLC-SVP141)”에서 기술

한 검증 기법을 활용하 다.

문서상의 추 성 분석은 각 문서 양식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설계문서와 코드목록 사이의 요건추 성 분석 결과의 일부 

는 표2와 같다.

[표 7-2] pCOS 설계명세서와 구  코드와의 추 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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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D5.0 형상정보

5.1.1,5.2.1,6.3.1.1,6.3.6.
2,6.3.7.2
6.3.8.2,6.3.9.2,6.3.10.2,
6.3.11.2,
6.4.1.1.10, Fig6.62

IO.C,LDR2.C,LDR3.C,
Main.C
PB.C,CPU-DEFN.H,CP
LC-DATA.H

☞OK) (OK)☜ SRC5.0

SWD6.0
[CPU]/ 
메모리맵)

6.4.2 C32H.CMD ☞(OK) (OK)☜ SRC6.0

SWD7.0 클럭틱 6.1.2,6.2.1.4 Timer.C ☞(OK) (OK)☜ SRC7.0

SWD8.0
보안

(Password)

6.3.1.1,6.3.1.2,tbl6.11,tb
l6.27
Tbl6.45

LDR2.C,LDR3.C,MAI
N.C
CPU-DEFN.H,CPLC-D
ATA.H

☞OK) (OK)☜ SRC8.0

SWD9.0 시간관리

5.1.2,5.2.2,6.2.1.3,6.2.1.
4,6.2.1.6
6.2.1.7,6.2.1.8,6.2.1.11,
6.2.1.12
6.2.1.13

HWSETUP.C,MAIN.C,
TIMER.C
CPU-DEFN.C,CPLC-D
ATA.H
VECT.ASM

☞OK) (OK)☜ SRC9.0

SWD10.0 문맥전환 5.1.2,6.1.2
OSCtxSwCtr
OS_TASK_SW()

☞OK) (OK)☜ SRC10.0

SWD11.0 우선순위

5.1.2,5.1.3,6.1.2,6.2.1.1
3,
6.3.13.1,tbl6.26,tbl6.49

OSTCBHighRdy!=OST
CBCur

☞OK) (OK)☜ SRC11.0

SWD12.0
진단기능(D
iagnosis)

5.1.4,5.2.4,6.3.3 IO.C,MAIN.C ☞(OK) (OK)☜ SRC12.0

SWD13.0
초기화(Start
up)

5.1.1,5.2.1,6.3.1
INIT.GEL, 
CPU_DEFN.H,UCOS.H

☞OK) (OK)☜ SRC13.0

SWD14.0 Shell 5.1.3,5.2.3,6.3.2
HWSETUP.C,LDR2.C,
MAIN.C
UCOS.C

☞OK) (OK)☜ SRC15.0

SWD15.0 통신Task

  SWD15.1
 
LoaderRxrd
y

5.1.5,5.2.5,6.3.4 LDR2.C,MAIN.C ☞(OK) (OK)☜ SRC15.1

SWD15.2
 
LoaderServi
ce

5.1.6,5.2.6,6.3.5 LDR2.C,MAIN.C ☞(OK) (OK)☜ SRC15.2

SWD15.3
 
FMS_Write_
Comm

5.1.7,5.2.11,6.3.6 MAIN.C,PB.C ☞(OK) (OK)☜ SRC15.3

(다) 검증환경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의 시험계획서, 시험 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는 Microsoft사의 MS-Word 문서작성기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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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부 문서는 MS-Word 문서 이외의 Adobe사의 Acrobat Reader용 

PDF 일로 되어있다. 이들 문서에 한 검증은 문서의 하드카피(hardcopy)로 

검토하 다.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구 단계 검증에서는 시험설계 활동((시험 비, 시험사양, 시험실행, 시험완

성  결과분석, 시험 리  리체계), 시험 차서 작성, 시험사례 생산, 컴포

트 시험  구조시험(Decision/Condition 커버리지, PATH 커버리지, 

Statement 커버리지)에 하여 주안 을 두었다. 한, 소스코드의 정확성, 완

성, 일 성, 가독성, 시험성,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코드안 성분석(로직, 데이

터, 인터페이스, 제약사항)에 하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검하 다.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의 구 단계 검증은 

NUREG-0800 BTP/HICB-14,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1998

와 같은 최근 규제와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KNICS-PLC-SVP141)"에 따라 수행하 으며, 그 주요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 합성에 한 평가결과 기능특성의 정확도  강인성, 그리고 안

성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일부 체크리스트의 권고사항을 만족하

지 못하는 것도 있으나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와 같은 임베

디드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기능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

는 것으로 단된다. 이  버젼의 권고사항이었던 보안 에 한 정의문제는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SRS) Rev.04 를 개정하면

서 요건을 추가하여 해결하 음을 확인하 다. 인허가 합성에 한 공정특성 

평가결과 완 성 에서는 코드에 한 설명보완(Comment문 추가)을 제외하

고는 반 으로 잘 만족하고 있었고, 일 성 에서는 상  설계요건의 반  

여부에 한 일 성은 비교  잘 만족하 으나 소스 코드 상의 식별자나 소스

코드 생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단되었다.  정확성 

에서는 기능 구 은 반 으로 정확히 되어 있다고 단되었으나 코드에 

한 정보는 추가될 필요하다고 단하 다. 스타일에 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악되어 NUREG/CR-6463 코딩지침을 수하도록 권고하

다. 추 성 에서는 상  요건과 구  코드와 양방향 추 이 잘 되고 있고, 

일부설계명세서와 구 코드와의 불일치 사항은 개발자 설계문서인 로세서 모

듈 운 체제 설계명세서(SDS Rev.04)의 소스코드에서 완 히 해결하 다. 상세 

추 성 검토 결과 로세서 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와 소스코드 사이의 순

방향  역방향 추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이  권고사항이었던 설계명

세서의 Flowchart와 코드와 불일치되는 부분은 설계명세서 Rev.04 와 함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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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드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서로 1:1 매칭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세

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소스코드 검토 결과 NUREG/CR-6463에서 권고

하는 체크리스트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

제 로그램의 기능과 무 하고 개발자의 코딩 스타일에 한 사항이므로 강제

으로 수정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용자가 이해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해서는 보완을 권고하 다.

이  평가 결과에서 지 한 락된 시험사례  시험을 한 입력변수의 

값이 코드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문제, 커 의 기능에 한 블

랙박스 시험의 입력변수에 한 강제할당 문제, 커 을 수행하며 정상 으로 서

비스를 지원하는 지에 한 검토등과 같은 사항들은 개발자의 시험문서 Rev.04

에서 모두 다 해결하 음을 확인하 다.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의 요 검증 결과  일부인 소 트웨

어 컴포 트 시험항목의 와 소스코드 검사의 일례는 각각 표 7-3  표 7-4

와 같다.

[표 7-3] 컴포 트 성능시험 검토항목

[표 7-4] pCOS 소 트웨어 소스코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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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통합시험 단계 검증

(가)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통합시험 검증 개요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통합시험에 한 검증기 은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KNICS-PLC- 

SED110)“를 용하 다.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통합시험 결과물에 하여 "안 등

 PLC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KNICS-PLC-SVP141)" 를 용하여 

다음과 같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 다.

통합시험계획서  차서 등 문서평가

통합시험 결과 평가

기존 검토의견 반 결과에 한 추 분석

검증자 추가 시험

다. 검증환경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통합시험계획서, 통합시험 차서  

통합시험보고서는 Microsoft사의 MS-Word 문서작성기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

성하 으며, 일부 문서는 MS-Word 문서 이외의 Adobe사의 Acrobat Reader용 

PDF 일로 되어있다. 이들 문서에 한 검증은 문서의 하드카피(hardcopy)로 

검토하 다. 설계명세서와 통합시험문서와의 시험사례에 한 추 분석은 각 문

서 양식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 통합시험에 한 검증을 해서 상용

도구인 Code Composer  McCabe를 이용하 다. McCabe는 코드의 구조를 

악하기 해 사용하 고, Code Composer는 개발자가 통합시험에서 사용하 던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 다. (그림 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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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로세서모듈 운 체제 통합 시험 환경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의 통합시험에서는 시스템 태스크와 

커 의 통합, 사용자 태스크와 커 의 통합, 시스템 태스크와 하드웨어의 통합, 

사용자 태스크와 하드웨어의 통합, 커 과 하드웨어의 통합의 인터페이스와 이

들 상호간의 부하 분산이 합지에 하여 주안 을 두었다.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안 등  PLC 로세서모듈 운 체제의 통합시

험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 으며 설계문서에서 기술된 컴포 트들 간의 의존성  

인터페이스에 해서 시험항목을 구분하 는지를 확인하 다. 한 시험항목에 

하여 고유의 ID(Identifier)를 부여하여 시험하 는지를 확인하 다. 한 통합

의 상을 모두 커버하 는지를 검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 시나리오 

상 엔터티(Entity)들을 확인하 다. 

소 트웨어와 소 트웨어의 통합

  - 시스템 태스크와 커 의 통합

사용자 태스크와 커 의 통합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 

  - 시스템 태스크와 하드웨어의 통합

  - 사용자 태스크와 하드웨어의 통합

  - 커 과 하드웨어의 통합

시스템 통합 시험

  - 단일 이벤트

  - 복합 이벤트

  - 에러 이벤트

TI Code Composer

PC core with HDD, Floppy, RAM,  TFT

pSET
PLC Language 
(LD, FBD, SFC)

pCOS-Kernel

RS232C

Intel Pentium III CPU

NCPU-1Q

MPSD510PP
Emulator

WindowsXP with SP2

TMS320C32 Based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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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ase ID

통합시험 추가시험항목 STR152 -01 입력값 예상출력값 조건 결과값 P/F 비고

VV-IT-10-
01

Startup 태스크와 
커널컴포넌트의 통합

SS-TC-03-01
100/All 
Sys

100/All Sys
STAT Task 
1번수행

100 P
우선순위
실행순서

VV-IT-10-
02

" SS-TC-01-01 IE<-0,1
1
0

인터럽트 발생
1
0

P
외부인터
럽트

VV-IT-10-
03

-
Startup->m
ain return

Startup->ma
in return

Memory Map
Bus Control 
Register

Startup
->main 
return

P 초기기동

VV-IT-10-
04

Shell 태스크와 
커널컴포넌트의 통합

- - - -

개발자
와의 
면담필
요

-

Sys 
Call에 
의한 
passive 
entity

표 7-5는 상기의 통합 시나리오  시스템 태스크 컴포 트와 커  컴포 트의 

통합의 를 평가한 일부의 이다.

[표 7-5] 시스템 태스크 컴포 트와 커  컴포 트의 통합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의 통합 시험 확인  

검증은 NUREG-0800 BTP/HICB-14,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1998와 같은 최근 규제와 기술표 을 반 하여 검증을 수행하 으며 검증

결과의 주요내용들과 해결사항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계획서와 시험보고서간의 시험항목에 한 일 성 결여문제. 통

합시험문서 Rev.04에서 모두 해결함

둘째,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검증보고서의 검토내용인 임계 역

(Critical Section)에 한 타이 (Timing) 처리에 한 시험이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  통합시험 Rev.04에서 임계 역에 한 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하 고 그 

결과 성능에 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임을 확인하 음

셋째, 통합시험보고서의 시험사례에 하여 상 출력값과 시험 차가 기

술되어 있으나 실제 출력값이 어떠한 값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했던 

문제.  통합시험문서 Rev.04에서 반 하여 기술하고 있음.

넷째, 설계명세서와 통합시험간의 추 이 불가능한 시험사례 존재 문제.  

통합시험문서 Rev.04에서 모두 해결함

다섯째, 시험사례에 한 ID  시험 상간의 식별자에 한 오타 발생.  

통합시험문서 Rev.04에서 모두 해결함

나.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PNMOS4  PNDOS4) 검증

FDL(Fieldbus Data Link)을 사용하는 안 등  데이터링크 통신모듈을 

HR-SDL(High Reliability-Safety Data Link)이라 부르며 HR-SDL 통신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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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는 통신 로세서보드(CPB) 소 트웨어와 통신 드라이  소 트웨어

로 구성된다.

HR-SDL은 안 계통내 채 간 데이터 통신시 HR-SDL이 사용된다.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는 개발자와 검증자간에 상호.합의하여 

설정한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공정에 하여 상호 인터액티 (interactive) 방

식(개발자의 설계결과물을 검증자측이 넘겨 받아 검증업무를 수행한 후 검증결

과를 개발자측에 넘겨주면 개발자가 이를 확인하여 개발 결과물에 반 하는 방

식)에 따라 수행되었다. 개발자의 설계결과물은 소 트웨어생명주기 각각의 공

정에서 3번에 걸쳐 개정(Rev.00, Rev.01, Rev.02)되었으며 검증자측도 3번의 개

정(Rev.00, Rev.01, Rev.02)을 거쳐 검증업무를 수행하 다. 이들의 개발과 검증

의 입력  출력의 매핑 계는 개발자(Rev.00)↔검증자(Rev.00), 개발자(Rev.01)

↔검증자(Rev.01), 개발자(Rev.02)↔검증자(Rev.02)의 연 계로 수행되었다.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모든 검증활동은 검증 차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인허가 합성 검토, 페이건 인스펙션, 추 성 분석, 기술평

가, SDL 시뮬 이션, 검증자측 독립검토  시험(컴포 트 시험  통합시험) 

업무들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각의 공정에 하여 검증개요, 검

증방법  기법, 검증환경 그리고 주요 검증 이슈가 되었던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내용을 심으로 기술하 다.

자세한 내용은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PNMOS4  

PNDOS4) 요구사항명세서 검증보고서(KNICS-PLC-SVR121-05, Rev.02)”,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PNMOS4  PNDOS4) 설계명세

서검증보고서(KNICS-PLC-SVR131-05, Rev.02)”, “안 등  PLC  HR-SDL 통

신모듈 소 트웨어(PNMOS4  PNDOS4) 구 단계 검증보고서(KNICS-PLC- 

SVR141-05, Rev.02)”,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통합단계검증보고서

(KNICS–PLC-SVR151-05, Rev.01)”를 참조하면 된다.

(1) 안 등  PLC 용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가) 요구사항명세 검증 개요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한 검

증 활동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RS 검증 차서(KNICS-PLC-SRS- 

SVP121)”에 따라 다음의 업무들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 인허가 합성 검토  기술 검토

소 트웨어 요구사항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요구사항 상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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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D 분류 기능적 특성 검토항목 중요도 검토의견 관련 규제기준/검토 근거

정확도1 　

모든 정확도 
요구사항들은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 크기가 
포함되어 있는가? 

3

다음의 표에서 각 변수와 
데이터의 크기를 명시하고 
있음. 
- 표 6-1 HR-SDL 통신모듈의 

각 Comm Port 입력변수 
(from 프로세서모듈) 

- 표 6-2 각 Comm Port에서 
프로세서모듈로 
출력변수(예: Comm Port 0)

- 표 6-3 Comm Port에서 
통신프로세서보드로의 
입력변수......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 
지침 (KINS/G-001), 
NUREG-0800, BTP-14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RS 검증 차서(KNICS-PLC-SRS-SVP121)”에 기술

한 검증방법  기법을 활용하 다.  특히, 소 트웨어 요구사항 상세 검증은 

정확성, 일 성, 완 성 특성을 기반으로 하 다.

HR-SDL의 기능특성 검토결과 일부의 는 표 7-6과 같으며 상 문서인 

설계요건서(DR)와 HR-SDL SRS의 추 성 는 표 7-7과 같다.

[표 7-6] HR-SDL 기능특성 검토결과의 

[표 7-7] 설계요건서와 HR-SDL SRS와의 요건추 성의 

SDL 시뮬 이션 도구를 이용한 검증의 는 그림 7-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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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시뮬 이션을 기능을 이용한 HR-SDL 검증의 

(다) 검증환경

    안 등  PLC 용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RS 검증 차서(KNICS-PLC-SRS-SVP121)”에 기

술한 검증 차를 수하여 수행하 으며 검증방법  기법을 지원하는 SDL 

시뮬 이션 도구를 검증에 활용하 다. 인스펙션  추 성 분석은 KNICS과제

를 통하여 자체 개발한 SIS-RT도구와 MS엑셀을 활용하 다.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요구사항명세 검증에서 인허가 합성검토 일환으로 완 성, 정확성, 일치

성, 스타일, 기능성, 추 성, 타이 , 안 성, 신뢰성, 강인성, 보안성을 주로 검

토하 다. 이들 가운데 특히 안 성, 신뢰성, 강인성  보안성에 검토 주안 을 

두었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

항 명세서 검증보고서 Rev.00에서 입출력 명세의 완 성 결여, 특히 오류처리 

메커니즘 련 부분의 완 성 결여와 타이 을 포함한 성능 요구사항의 명세가 

거의 없다는 이 요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이었다.  Rev.01에서 이들의 모든 

사항들을 반 하여 수정하 음을 확인하 다. 한 소 트웨어의 행 를 명세함

에 있어서 타이 에 한 고려를 명확하게 하여 소 트웨어의 거동이 시간 인 

측면에서 결정론  (deterministic)인가에 하여 분석 는 상을 할 수 있도

록 SDL로 요구사항을 정형 명세할 것을 권고하 는데 개발자측이 이를 받아들

여 요구사항명세서에 SDL 정형명세를 추가 하 다. 이는 통신 소 트웨어가 계

통의 안  목표에 부합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단할 수 있는 요한 

근거가 되었다.  Rev.00에서 요건추 성 분석결과 오류 리, 독립성의 상 문서

와 하 문서와의 요건추  과정에서 락된 부분이 있었으나 Rev.01에서 이들

의 모든 사항들이 수정.반 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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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자측의 SDL 정형명세 시뮬 이션 결과 HR-SDL의 모델상에 4개의 경

고  1개의 오류를 발견하 다. 이들에 하여 개발자측의 수정을 요구하

다.(이 부분에 하여 개발자측과 확인한 결과 SRS SDL 모델  

Drv_Err_Control 노드에서 상태천이가 정의되지 않아서 발생한 경고(warning) 

문제로써 개발자측과 최종 의한 결과 simulation 환경상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Rev.02에서 문서 개정시 반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조치하 음.) 실제 

DRV_Err_Baud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 상태천이가 발생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

물러 있도록 설계하 음을 다시 확인하 다. 한, Rev.02에서 다음의 개정사항 

들을 검토.확인하 다.  

첫째, HR-SDL 통신모듈과 로세서 모듈과의 인터페이스 본문 내용

Communication Manage에 할당된 메모리 역 필드  "주기신호 오류 카운트

값 필드" 부분의 삭제를 확인함.  

둘째, 통신 로세서보드와 외부 LED 표시기와의 인터페이스 본문  Dip 스

치(Rotary Switch) 삭제부분을 확인함. 

셋째, 개발자 문서 “7.1.4 통신 로세서보드의 오류 리” 부분에서 Type 

1(CP_DURATION_FAIL), Type 0(BP_DURATION_FAIL) 부분의 오류리스트 

수정부분을 확인함. 

넷째, 개발자 문서 “9.1 하드웨어 환경 명세” 부분  TBD(To be 

Determined. 추후결정) 부분이 한 베이스 보드에는 하나의 HR-SDL 통신모듈

만 지원한다" 부분의 확정을 확인함. 신뢰성 요구사항  2번째 단락 삭제부분을 

확인함. 안 성 요구사항 부분에서 소 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CPB 

(Communication Processor Board)  DRV(Driver)의 CPU 정지를 WDT 

(WatchDog Timer)가 탐지하여 LED에 표시하고 안 한 상태로의 모든 데이터 

송수신정지에 한 요구사항 반 을 확인함.

(2)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가) 안 등  PLC 용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개요

    안 등  PLC 용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한 검증 

활동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DS 검증 차서( KNICS-PLC-SVP131)에 

따라 다음의 업무들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설계 인허가 합성 검토

     - 기능특성 검토

     - 공정특성 검토

기술 검토

소 트웨어 설계 추 성 분석(Software Design Traceability Analysis)

소 트웨어 설계명세 상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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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DS 검증 차서( KNICS-PLC-SVP131)에 기술한 검증방

법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특히, 소 트웨어 설계 상세검증은 인허가 

합성 검토, 페이건 인스펙션, 추 성 분석 등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수행하

다.

특히, 용한 정형검증 방법 의 하나인 HR-SDL 소 트웨어 설계명세단

계에서의 시뮬 이션 결과 일부는 그림 7-7과 같다.

[그림 7-7] HR-SDL SDS 시뮬 이션 결과

(다) 검증환경

    안 등  PLC 통신장치(HR-SDL)의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SDS 검증 차서(KNICS-PLC-SVP131)에 따라 수

행하 으며, 요구사항명세검증과 같은 방법  기법 (SDL 시뮬 이션 도구)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설계검증에 활용되었다. 인스펙션  추 성 분석은 KNICS 

과제에서 개발된 SIS-RT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하 다.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설계명세 검증에서는 설계 사양 규격에 합한지를 검토하 는데 설계ID, 

설계유형(함수, 서 루틴, 로시듀어  모듈), 설계목 , 설계내용, 설계종속물, 



- 123 -

의존성, 인터페이스, 자원, 설계흐름도  데이터에 주안 을 두고 검토하 다. 

특히, 설계흐름도를 구조  , 기능  , 행  (기능정의, 입출력, 

행 명세,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에서 검토하 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안 등  PLC 통신장치(HR-SDL) 소 트웨어 설계

단계 검증보고서 Rev.00에서 지 한 입출력 명세의 완 성 결여, 특히 오류처리 

메커니즘 련 부분의 완 성 결여와 타이 을 포함한 성능 요구사항 등의 

요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이 Rev.01에서 반 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소 트웨

어의 행 를 명세함에 있어서 타이 에 한 고려를 명확하게 하여, 소 트웨어

의 거동이 시간 인 측면에서 결정론 인가에 하여 분석 는 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 다. 그 결과 설계명세서(Rev.02)에서 256byte의 데이터가 통신

로세서보드에서 Comm Port로 빠져나가는 시간은 8ms 이내이고, 로세서모

듈의 스캔타임이 20ms 이상이면 결정론  데이터 통신을 보장하고, 성능요구사

항에 따라 매 20ms 마다 256byte의 데이터가 통신모듈간 송수신 된다면 항상 

결정론  통신 성능이 만족됨을 확인하 다. SIS-RT 추 성 분석결과, 요구사

항 명세서 부분에는 기술 되어 있으나 설계 명세서 상에는 락되어 있는 성능

요구사항, 안 성  신뢰성 등의 부분에 한 추가 기술이 Rev.02에서 반 되

었다. 개발자 설계문서 Rev.02에서 상기 사항들을 반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 다. 개발자측 Rev.02 개정사항 (Sec5.2.5, 그림 6-2, 

Sec 6.4.4.2.6, Sec 6.1.1.3, Sec6.1.2, 표 6.8, 표 6.9, Sec 6.1.3.4, 표6.13, Sec 7.3.1, 

Sec 7.3.2.3, Appendix A)에 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 다. 5.2.5  HR-SDL 

통신모듈 (NFD1-1Q) 모듈명변경 -> NFD1-2Q개정부분은 NFD1-1Q => 

NFD1-2Q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림 6-2 안 데이터 링크용 통신모듈

의 소 트웨어 구성” 추가 개정부분은 신규로 그림 6-2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

다. 6.4.4.2.6  COMM_CPU_STATE_ERR_PERIOD 8: 삭제 개정부분은 Sec. 

번호 오류인 것처럼 보이며 Msg. Fnc 부분에서 이들의 내용을 확인하 다. 

6.1.1.3  공유메모리 근방식 수정  추가 개정부분은 송신은 Flag 인터페이

스, 수신동작은 Index 인터페이스 명세 되었음을 확인하 다.

개발자 문서 6.1.2 [주기신호오류 카운트 값 필드(추후결정): 삭제, CPB의 

공유메모리 구성 정보 수정, 주기신호오류 카운트 값 필드(추후결정) 

(CP_Duration_Fail_Counter): 삭제] 개정부분은 요구사항 Rev.02 버 에서 삭제

되었음을 확인하 다. “표 6.8 공유메모리맵” 수정 개정부분은 해당  참조(Ref) 

인용부분(Section Number)에서 수정 사항을 확인하 다. “표 6.9 주기오류

(TBD) : 삭제” 개정부분은 워치독 타임아웃 부분에서  수정사항을  확인하

다. “6.1.3.4. CP_DURATION_FAIL_COUNTER (추후결정) : 삭제” 개정부분은 

Rev. 01과 Rev.02를 조하여 Rev.02 버 에서 삭제되었음을 확인하 다. 

“표6.13 CP_DURATION_FAIL_COUNTER삭제” 개정 부분은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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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DL SDS Section
HR-SDL CT ID  시험항목 검토  

비고Identifier 시험항목

7.0 HR-SDL 통신모듈 설계명세 N/A
7.1 HR-SDL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decomposition N/A

7.2 Module Dependency 
Description N/A

7.3 CPB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N/A

CP_DURATION_FAIL-COUNTER”과 연동되는 해당표(6.13) 상에서 삭제되었

음을 확인하 다. “그림7.6 CPB 데이터 송수신 Module Decomposition 수정” 개

정부분은 Top Level의 페이지 커넥터P_0에서 C_3 에로의 연결 부분에서 확인

하 다. “7.3.1  로세서모듈과 CPB간 인터페이스 수정” 개정부분은 Flag 

Check  Index Check 수정부분에서 확인하 다. “7.3.2.3  Duration Signal 

(TBD) 삭제” 개정부분은 CPB의 Verify 부분 확인과 동시에 TBD 부분의 삭제

를 확인하 다. “Appendix A. HR-SDL SDL 명세 수정” 개정부분은 검증보고

서 Rev.01에서 지 한 사항을 Rev.02에서 반 하 음을 확인하 다.

(3)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가)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개요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에 한 검증기 은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

(KNICS-PLC-SVP141)”를 수하여 다음과 같은 검증업무를 수행하 다.

인허가 합성 평가

구  험요인 확인

소스코드 추 성분석

컴포 트시험 결과 평가

기존 검토의견 반 결과에 한 추 분석

시험항목에 한 검토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KNICS-PLC-SVP141)”에서 기술한 검증 

기법을 활용하 다.

용한 검증기법  HR-SDL 통신모듈 SDS와 컴포 트시험 추 성 분석

결과 일부는 표 7-8과 같다.

[표 7-8] HR-SDL 통신모듈 SDS와 컴포 트시험 추 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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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초기화 모듈설계

하드웨어
Initialization

PNMOS4CT01 HW_320C32_init()
PNMOS4CT02 TimerObjectInit()

PNMOS4CT03
HWObjectPowerUpLedTest
()

Dualport 
Memory 
Initialization

PNMOS4CT04 DPMObjectInit()
PNMOS4CT05 FDLObjectInit()
PNMOS4CT06 CPBObjectInit()
PNMOS4CT07 MSGObjectInit()
PNMOS4CT08 CPBObjectSelfTest()

7.3.2 ID Check 모듈
ID Receive 
from CPU

PNMOS4CT09
CPBObjectConsumeIdentity
Request()

PNMOS4CT10
FDLObjectPutIDRequestM
essage()

개발자와 독립 으로 CPB 소 트웨어, FDL 통신드라이버 소 트웨어 컴

포 트 부분에 한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검토 상으로 선정하 다. 

FDL 통신 로세서 소 트웨어

    - 타이머 기화

    - 공유메모리 건 성 확인  기화

    - FDL로 ID 송신

    - FDL로부터 ID 수신 Confirm Data 수신

    - FDL로부터 수신한 ID Check

    - 수신 라미터 업데이트

    - Data를 FDL에 송신

    - FDL로부터 Data 수신 Confirm Data 수신

    - Data를 PM에 송신

    - PM로부터 Data 수신 Confirm Data 수신

    - 오류 리

FDL 통신 드라이버 소 트웨어

    -  ASPC2 Disable

    -  공유메모리 기화

    -  FDL로부터 ID 수신 Confirm Data 수신

    -  수신 라미터 업데이트

    -  CPB로부터 Data 수신 Confirm Data 수신

    -  타PLC로부터 수신된 Data CPB로 달

    -  오류 리

    개발자가 시험한 컴포 트 시험결과 에서 요 시험 이스만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결과들을 검증자측에서 별도로 시험, 검토  확인한 것들의 일부 

시는 그림 7-8  그림 7-9과 같다.



- 126 -

           

[그림 7-8] VV-CT-10-01

          

[그림 7-9] VV-CT-10-02

(다) 검증환경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에 한 정   동  시험을 

하여 Code Composer, Paradigm C++ Professional  LDRA를 이용하 다. 

LDRA는 정  소스코드 분석시 활용하 다. 통신 로세서 보드 소 트웨어의 

구 단계 시험에는 Code Composer와 TMS320C32 Emulator를 이용하 다. 통

신 드라이버 보드 소 트웨어의 구 단계 시험에는 Paradigm C++ Professional 

과 FS2 Debugger를 이용하 다.(그림 7-10 HR-SDL 구 단계 검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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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0]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시험환경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구 단계 검증에서는 시험설계 활동((시험 비, 시험사양, 시험실행, 시험완

성  결과분석, 시험 리  리체계), 시험 차서 작성, 시험사례 생산, 컴포

트 시험  구조시험(Decision/Condition 커버리지, PATH 커버리지, 

Statement 커버리지)에 하여 주안 을 두었다. 한, 소스코드의 정확성, 완

성, 일 성, 가독성, 시험성,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코드안 성분석(로직, 데이

터, 인터페이스, 제약사항)에 하여 체크리스 형식으로 검하 다.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시험에 하여 검증자측이 

지 한 내용과 개발자측이 반 한 것들에 한 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컴포 트 시험결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 다.

컴포 트 시험에서의 블랙박스 시험의 경우 시험사례를 지 보다 높여 

시험셑 값이 통계  정규분포를 유지하여야 함.

시험 략 방법의 수정. 기존의 Code Composer  Paradigm C++ 

Professional 기반의 시험에서 새로운 시험 근 방법이 요구됨.

컴포 트 시험 결과에 한 분석 내용을 추가요망.

상기의 권고 사항을 보강하여 추가의 컴포 트 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

함. 개정된 Rev.02에서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컴포 트시험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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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DL SRS
HR-SDL 통합시험 검토 및 

비고시험 ID 시험항목

7.1.2.1 ID Check

CS-TI-02-01 ID Receive from CPU

PCS-TI-01-01  

 
프로세서모듈로부터 ID 수신

PCS-TI-01-02 프로세서모듈로 ID 송신

CS-TI-02-02 ID Send to Driver

7.1.2.2 파라미터 설정

CS-TI-03-01
Parameter receive from 

CPU

PCS-TI-02-01  

 

프로세서모듈로부터 파라미터 

수신

CS-TI-03-02 Parameter Send to Driver

HR-SDL 통신모듈소 트웨어 설계명세서를 기반으로 컴포 트 별로 Identifier

(시험항목 상, 하드웨어 ID  소 트웨어 ID)를 부여하여 시험하 음을 확인

하 다.

한, Rev.02에서 검증자측의 요 지 사항들(설계명세서 기반의 시험, 화

이트박스에로의 시험 환, 시험사례의 수 증가  커버리지 기반의 시험 등)을 

반 하 음을 확인하 다. 개정된 Rev.02에서 컴포 트 시험 상인 CPB와 FDL 

Driver의 각각에 하여 기화, ID Check, 데이터 송신, 데이터 수신, 오류 리 

 LED표시로 구분하여 Condition  Statement 커버리지 기반의 시험을 확인

함. 특히, FDL Driver 부분이 추가되고 화이트박스를 기반으로 시험사례의 수

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 다.

(4)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가)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개요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통합시험에 한 검증기 은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KNICS-PLC-SED110"을 

용하 다.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통합시험 결과물에 하여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에 기술된 검증 차를 용하여 다음과 

같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 다.

통합시험 결과 평가

통신모듈 SRS와 통합시험 검토 결과 

통신모듈 SRS와 통합시험 결과와의 추 성

검증자 추가 시험

검증기법  SRS와 통합시험 결과와의 추 성 결과의 는 표 7-9와 같다.

[표 7-9] HR-SDL 통신모듈 SRS와 통합시험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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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검증기법  하나인 검증자측 추가 시험의 는 그림 7-11  그림 

7-12과 같다.

       

[그림 7-11] 검증자측 통합 시험의 (1)-VV-IT-10-02

       

[그림 7-12] 검증자측 통합 시험의 (2)-VV-IT-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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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환경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에 한 정   동  테스

을 한 검증환경은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도구인 pSET을 통해 작성한 통합

시험용 응용 로그램을 RS232C를 통해 로세서 모듈에 다운로드 한다. 이때, 

통신 로세서보드에서는 TI사의 TMS320C3X의 개발을 지원하기 한 통합 

개발 환경인 Code composer를 통해 코드에 한 개발, 심벌  해당 메모리 모

니터링을 한다. Code composer는 TI사 MS320C3X를 한 에뮬 이터와 함께 

연동한다. 한 통신드라이버보드는 LANTRONIX사의 DSTni-X의 개발을 지

원하기 한 통합 개발 환경인 Paradigm C++ Professional 을 통해 코드에 

한 개발, 심벌  해당 메모리 모니터링을 한다. 이때 Paradigm C++ 

Professional 은 Debugger인 FS2 Debugger와 함께 연동한다. HR-SDL 통신모

듈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시험환경은 그림 7-13과 같다.

[그림 7-13]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시험환경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 시험에서는 통신 로세

서보드 컴포 트들간의 통합시험, 통신 드라이버보드 컴포 트들간의 통합시험, 

통신 로세서보드 컴포 트와 통신드라이버보드 컴포 트간의 통합시험, 로세

서모듈 컴포 트와 통신 로세서보드 컴포 트간의 통합시험의 인터페이스와 

이들 상호간의 부하분산이 합지에 하여 주안 을 두었다.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 시험에 하여 검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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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다음과 같다.

어느 부분이 하드웨어 컴포 트인가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함.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에 한 시나리오(통합순서)에 한 기술이 필요함. 

통합되는 조합의 그림이 필요함 (Rev.01에서 통합순서를 통합 차 

부분에 추가했음을 확인함)

컴포 트 시험과 구분되어 통합 시험의 의미가 분명하도록 수정  

기술되어야 함. (Rev.01에서 컴포 트 시험과 통합시험 구분함. 하드웨어 

컴포 트 부분도 확인함)

컴포 트 시험과 통합 시험이 비슷하여 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

컴포 트 시험과 통합시험이 구분되는 그림 추가 요망함. (Rev.01에서 

추가했음을 확인함)

시험의 단조건을 추가요망.

끝부분에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 추가 요망 (Rev.01에서 11.0 

시험 요약 보완 확인함.) 

시험 략 방법의 고려. Code Composer & LDRA 기반의 테스 에서 

커버리지 심의 시험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근 방법의 테스 이 

요구한바 있음. Rev.01에서 시험사례의 수 증가를 확인함.

다.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검증

    SDN(Send Data with No Acknowledge)은 수신 확인이 없는 데이터 송 

서비스로 HR-SDN(High Reliability Send Data with No Acknowledge)은 실시

간 동작을 보장하기 해 결정론  로토콜을 사용하며, 데이터 흐름은 로드

캐스  (broadcasting) 방식을 사용한다. HR-SDN 통신모듈은 하나의 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보드안에 두개의 CPU를 사용하는데, 통신 운 을 한 

CPU(XC161)와 Profibus 통신 드라이버를 한 DSTni-LX로 구성된다. 

    안 등  PLC 용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는 (이하 HR-SDN라 칭

함) 개발자와 검증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설정한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공정

에 하여 상호 인터액티 방식(개발자의 설계결과물을 검증자측이 넘겨받아 

검증업무를 수행한 후 검증결과를 개발자측에 넘겨주면 개발자가 이를 확인하

여 개발 결과물에 반 하는 방식)에 따라 수행되었다. 

    개발자의 설계결과물은 소 트웨어생명주기 각각의 공정에서 2번에 걸쳐 

개정(Rev.00, Rev.01)되었으며 검증자측도 2번의 개정(Rev.00, Rev.01)을 거쳐 

검증업무를 수행하 다. 이들의 개발과 검증의 입력  출력의 매핑 계는 개발

자(Rev.00)↔검증자(Rev.00), 개발자(Rev.01)↔검증자(Rev.01)의 연 계로 수

행되었다.

    안 등  PLC 용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검증활동은 정해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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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수행하 으며 인허가 합성 검토  기술 검토, 소 트웨어 요건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요구사항  설계 상세검증, SDL 시뮬 이션, 검증자

측 독립검토  시험(컴포 트 시험  통합시험) 업무들을 수행하 다. 특히, 

검증방법  기법  인스펙션  추 성 분석은 상세 추 성 매트릭스를 만들

어서 수행하 다.

    자세한 내용은 “안 등  PLC 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요구사항명세서 검증보고서(KNICS-LC-VR121-07, Rev.01)”,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설계명세 검증보

고서(KNICS–PLC-SVR131-07, Rev.01)”,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구 단계 검증보고서(KNICS-PLC-SVR141 

-07, Rev.01)”,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통합단계 검증보고서(KNICS-PLC-SVR151-07, Rev.01)”를 참조하면 

된다.

(1)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가)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개요

안 등  PLC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에 한 확인  검증 활동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수행

하 다. 따라서 안 등  PLC 용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요구사항 

명세서에 한 검증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 다.

인허가 합성 검토 (BTP-14의 소 트웨어 검토기 )

   - 기능특성 검토

   - 공정특성 검토

요구사항의 일 성, 정확성, 그리고 완 성에 한 페이건 

인스펙션(상세검증)   추 성분석

요구사항의 기술  검토

(나) 검증방법  기법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

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차서"에 기술한 검증기법을 활용하 다. 특히,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의 상세검증에는 페이건 인스펙션 방법을 사용하

다.

    용한 검증방법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의 신뢰성 

검토의 는 표 7-10과 같으며 상 문서인 안 등  PLC 설계요건과 하 문서

인 안 등  PLC용 HR-SDN 통신모듈소 트웨어 SRS간의 상세추 성 분석결

과는 표 7-11과 같다.



- 133 -

검토기준(Criteria) 만족여부 검토의견(Rev.00) 권고사항 반영여부(Rev.01)

3.1) 신뢰도 요구사항이 
시스템의 신뢰성 요건으로부터 
도출되는가?

Yes

반영 (11.0)
시스템 신뢰도 
요건(KNICS-PLC-SR101, 
6.8.1)을 만족하도록 
명세되었음

반영 (10.0)
시스템 신뢰도 
요건(KNICS-PLC-SR101, 
6.8.1)을 만족하도록 
명세되었음

3.2) 신뢰도 요구사항이 
정량적으로 정의되는가?

Yes

반영 (11.0)
HR-SDN통신모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신뢰도가 0.99 이상으로 
정의되었음. 원하지 않는 
동작을 수행하는 시간은 
500ms를 넘지 않도록 
워치독 타이머 값을 
설정한다.

반영 (10.0)
- 원하지 않는 동작을 
수행하는 시간은 500ms를 
넘지 않도록 워치독 타이머

값을 설정한다. 
- 메모리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 주기적 자가진단을 
수행함. 
-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해 
통신운영소프트웨어 상에서

CRC 및 일련번호 
검사기능을 추가하였음. 

[표 7-10]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의 신뢰성 검토

[표 7-11] 설계요건과 HR-SDN 통신모듈 SRS간의 상세추 성분석 결과

(다) 검증환경

요구사항에 한 공정특성과 기능특성 검토, 그리고 상세검증(일 성, 정확

성, 완 성, 추 성)은 작성된 문서의 하드카피(hardcopy)로 검토하 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요구사항이 자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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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로 명세되어 있어 검증 도구 없이 체크리스트(checklist)와 페이건 인

스펙션을 주로 사용하 다.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요구사항명세 검증에서 인허가 합성검토 일환으로 완 성, 정확성, 일치

성, 스타일, 기능성, 추 성, 타이 , 안 성, 신뢰성, 강인성, 보안성을 주로 검

토하 다. 이들 가운데 특히 안 성, 신뢰성, 강인성  보안성에 검토 주안 을 

두었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의 확인  검증은 BTP-14의 검

토기 ,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1998, 그리고 IEEE Std. 

830-1998의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차서"에 따라 수행하 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는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연계 요구사항,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

구사항,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신뢰성  안 성 요구사항 등이 규제

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다. 검증보고서 Rev.00 에서 지 되었던 

사항들은 요구사항 명세서 Rev.01에 반 하 음을 확인하 다. HR-SDN 통신

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는 규제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

고 그 내용이 하게 배치되었다. 검증보고서 Rev.00의 권고하 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해결되었다.

HR-SDN은 안 -필수 통신이므로 통신모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연계부분의 모든 오류를 열거한 후 이들의 오류들의 형태에 

하여 분석한 후 각각의 원인에 한 결과 조치가 구체 으로 어떻게 조치

가 이루어지는지를 명시 으로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섹션에 종류별로 그룹

핑하여 테이블로 요약정리 바람. (오류 리 기능에 추가하여 정리하 을 확

인함)

" 로세서 모듈과 통신 모듈의 동시 근은 공유메모리 특성에 의해 허용되

지 않으므로 로세서 모듈과 통신운용 소 트웨어가 동시에 데이터를 읽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는 부분의 명세에 하여 확인  수정이 필요함. 요

구사항명세서(Rev.00) 신뢰성요구사항에서 의 내용을 삭제하고, "통신 운

용 소 트웨어는 로세서 모듈과 연계할 때 인터럽트 방식이 아닌 메시지 

송방식을 사용한다. 메시지 송은 약속된 래그를 비교함으로써 공유메

모리에 근 권한을 얻는 방식이므로 통신 소 트웨어의 고장이 로세서 

모듈에 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수정하 음을 확인함.

상 문서인 "안 등  PLC  설계요건서(KNICS-PLC-SR101)와 하 문서인 

"안 등  PLC 용 HR-SDN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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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명세서(KNICS-PLC-SRS321-07)를 상으로 요건 추 한 결과 

HR-SDN 이 화 요건, 로드캐스  스테이션간의 양방향 송, 헤드를 포함

한 송 바이트수의 구체 인 언   보안 부분의 요건의 락내용들은 요

구사항명세서 Rev.01에서 모두 반 하 음을 확인함.

상 문서인 "안 등  PLC  설계사양서(KNICS-PLC-DS301)"와 하 문서인 

"안 등  PLC 용 HR-SDN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요구

사항명세서(KNICS-PLC-SRS321-07)을 상으로 요건 추 한 결과 

HR-SDN의 SRS상에 일반용과 특수용에 한 명시 인 구분이 필요하고 이

화 요건, 단 화 로세서 모듈과 이 화 로세서 모듈에 한 언 이 없

다. 한, 랙장착 요건(하나의 랙에 2개 이상을 장착할 수 있다 등)의 명시

인 언 이 없었다. 추 내용은 SDN은 일반용과 특수용에 모두 사용하기 때

문에 언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고 수정된 내용을 확인함.

요구사항명세서 성능부분에 결정론  통신성능 보장요건(스캔타임, 스캔당 

데이터 통신 바이트수, Com Port In  out 시간 확인바람. 를 들면, (8ms 

x 2번 = 16ms) 한 스캔주기를 20 ms(256Byte) 으로 하 을 경우 1스캔을 

놓쳐도 다음 스캔에서 통신할 경우 20ms 범 내에 있으므로 결정론  데이

터 통신을 보장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구체 으로 기술바람) 권고내용은 성

능요구사항 부분에 추가.보완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함

(2)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가)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개요

안 등  PLC의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한 확인  검증 활동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른다. 따라서 안

등  PLC 용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의 설계 명

세서에 한 검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 다.

인허가 합성 검토(BTP-14)

     - 기능특성

     - 공정특성

요구사항명세서와 설계명세서간의 추 성 분석

설계명세서의 일 성, 정확성, 그리고 완 성에 한 상세검증

(나) 검증방법  기법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

어 설계명세 검증 차서"에 기술한 검증기법을 활용한다. 특히, HR-SDN 통신

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의 상세검증에는 페이건 인스펙션 방법을 활용하 다.

    검증방법  설계검증의 일환으로 구조설계  상세설계 의 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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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관련 기준 상세 검증 항목 검증의견(Rev.00) 반영여부(Rev.01)

소프트웨
어 구조 
설계의 
정확성

　

각 운전모드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행위가 소프트웨어 구조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행위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에 1:1로 
할당되도록 되어 있음. 

- 구조설계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7.1 및 7.2절의 상세설계에 
구조설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행위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에 1:1로 
할당되도록 되어 있음. 

- 7.1, 7.2, 7.3, 부록 A의 
상세설계에 구조설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계되었는가?

7.1 및 7.2의 상세설계(기능설명, 
기능설계, 입력값, 출력값, 
기능순서도, Sub-Function, 의존성) 
상에 입력과 출력을 명시하고 
있음. 

7.2 및 7.3의 상세설계(기능설명, 
기능설계, 입력값, 출력값, 
기능순서도, Sub-Function, 의존성) 
상에 입력과 출력을 명시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구조가 
단일고장요건을 만족하는가?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각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관리 모듈로 진입하기 때문에 
상호Pair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음.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각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관리 모듈로 진입하기 때문에

상호Pair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음.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의의 변경

및 제어를 차단하는 수단이 
소프트웨어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의의 변경 
및 제어는 사용자가 pSET을 통해 
통신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pSET은 프로세서모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본 
소프트웨어 구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의의 변경 
및 제어는 사용자가 pSET을 통해 
통신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pSET은 프로세서모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본 
소프트웨어 구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다만 pSET 보안 및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을 수행하 는데 그 결과  일부인 정확성에 한 인스펙션 결과는 표 7-12와 

같다.

[표 7-12] 정확성 인스펙션 결과

HR-SDN SRS-SDS간 추 성 분석 결과의 일부 는 표 7-13과 같다.

[표 7-13] HR-SDN SRS-SDS간 추 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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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환경

설계명세에 한 기능특성과 공정특성 검토, 그리고 상세검증(일 성, 정확

성, 완 성)은 작성된 문서의 하드카피로 검토하 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가 자연어  Flowchart로 명세되어 있어 검증 도구 없이 체크

리스트와 페이건 인스펙션을 주로 사용하 다.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설계명세 검증에서는 설계 사양 규격에 합한지를 검토하 는데 설계ID, 

설계유형(함수, 서 루틴, 로시듀어  모듈), 설계목 , 설계내용, 설계종속물, 

의존성, 인터페이스, 자원, 설계흐름도  데이터에 주안 을 두고 검토하 다. 

특히, 설계흐름도를 구조  , 기능  , 행  (기능정의, 입출력, 

행 명세,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에서 검토하 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검증은 BTP-14의 검토기 , IEEE 

Std. 7-4.3.2-2003, IEEE Std. 830-1998 그리고 IEEE Std. 1012-1998의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SDS 검증 차서"에 따라 수행하 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명세는  연계설계명세, 통신 모듈 

(NFD2-2Q) 설계 명세(통신 운  소 트웨어 (PNOS4), 상세 설계, 통신 드라이

버 소 트웨어 (PNIOS4) 상세 설계)로 국제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

되었다. 검증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하여 수정  추가가 필요하 고 

다음과 같이 해결하 음을 확인하 다.

첫째, 구조설계를 상세설계를 구분하여 명세하여야 한다. 만약 구조설계를 

상세설계에 포함시켜 기술한다면 포함된 섹션과 타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Rev.01에서 Decomposition 을 추가하 고 부록의 정형명세를 통

해 구조를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오류처리 부분이 요하므로 이 부분을 별도의 섹션에 강화하여 기

술하여야 한다. (Rev.01의 Dependency 항목 섹션에서 오류처리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셋째, 통신 내부 행 의 재  다음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상태천

이도(State Transition Diagram)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Rev.01에서 소 트

웨어 Decomposition 을 추가하 고, Flowchart를 작성함. 한 부록에서 SDL

을 사용한 정형명세 추가를 확인함)

넷째, 보안성 요구사항으로 허가된 사용자만이 pCON  pSET을 통하여 

라메터 설정  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 으로 기술하고 바

이러스 책에 한 추가의 언 도 필요하다.(Rev.01에서 pSET이 설치된 컴퓨

터의 보안  바이러스 방지책에 해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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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완 성의 에서 통신오류 발생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메커니

즘과 송수신의 재시작이 구체 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하여 명세 보완

이 필요하다.(Rev.01에서 명세 보완을 확인함)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명세는 규제기   기술표 에 합

하게 작성되고 그 내용이 하게 배치되었다. 검증보고서 Rev.00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은 Rev.01에서 다음과 같이 해결하 음을 확인하 다. 

HR-SDN은 안 -필수 통신이므로 통신모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연계부분의 모든 오류를 열거한 후 이들의 오류들의 형태에 

하여 분석한 후 각각의 원인에 한 결과 조치가 구체 으로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를 명시 으로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섹션에 종류별로 그룹핑하여 나열하고 

테이블로 요약정리 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오류처리인 기화, ID유형, 라메

터 유형, 데이터 송수신 등 외에 통신장애, 무응답(Time over), 송지연, 패킷

오류, 일시정지, 통신상태 불안, 구문오류, Malfunction등)은 별도 섹션으로 분리

하여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Rev.01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함)

데이터의 신뢰성을 한 임데이터의 CRC 품질검사에 한 구체  

기술요망. (Rev.01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함)

결정론  실시간 보장 메커니즘을 한주기 스캔 실패의 경우를 가정하여 

타이  계산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설계에 추가바람. (Rev.01에서 

결정론  데이터 송은 송신 측 스테이션이 정해진 통신주기마다 

정해진 데이터를 송하면 결정론  볼 수 있음. 성능설계명세에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음)

Watchdog Timer 동작시간, LED 표시시간 등 명기바람. (Rev.01에서 

신뢰성  안 성 설계명세에 Watchdog Timer 동작시간은 500ms이고, 

이때 FLT LED가 RED 등됨. 이 오류는 사용자가 로세서 모듈 

reset 수행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기술됨)

(3)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가)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개요 

     HR-SDN 통신모듈 구 에 “IEEE Std.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를 용하 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구 단계 

결과물 에서 컴포 트 시험결과에 하여 검증하고, "안 등  PLC 소 트웨

어 구 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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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체크리스트 Yes NO N/A 검토의견

1 정확성 설계명세서를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가?
SDS와 소스코드 사이의 추적성 결과 
deviation 사항 참조  Rev.01 에서 해결 
(부록 C.2,/C.3) 

2 정확성
소스코드는 표준 및 절차서 규정을 잘 
준수하여 코딩 하였는가

개발자의 C소스코드개발지침서가 
존재함

3 정확성
각 루틴에 대하여적절한 설명을 부가한

충분한 주석을 달았는가?
소스코드상의 주석

4 정확성 소스코드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SDS에 의한 소스코드 매핑이 가능함

5 정확성
서브루틴 호출 시 매개변수 전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Call by Address, Call by Data 등임

6 정확성
모든 변수들을 적절히 규정한 후 
사용하였는가?

코딩절차서의 Naming Convention준수함

7 정확성

PLC 자체의 요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매개변수 파일을 생성하고 
이와 연관된 소스코드 리스트를 
생산하였는가?

커널을 볼 때 데이터베이스와는 관련이 

없음.

8 정확성

구현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에 기록된 모든 

변수의 정확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

초기화, 자가진단, ID Check, 
데이터송신/수신, State_check, 오류관리, 
LED표시의 State Transition Diagram과 its 
function name 

인허가 합성 평가 

     - 기능특성 검토

     - 공정특성 검토

컴포 트 시험사례  시험 차 검증 

컴포 트 시험결과 검증 

소스코드 상세검증 

소스코드 추 성 분석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에 기술한 검증기법을 활용하 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구 에 한 검토는 설계명세서에 명세된 

HR-SDN 통신모듈 기능, 성능요건에 하여 인허가 의 기 인 BTP-14의 

소 트웨어 구  기능특성  공정특성에 해당하는 정확성, 완 성, 일 성, 가

독성, 시험성,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코드 안 성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수행한 검토내용들  정확성 검토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의 는 표 7-14

와 같다.

[표 7-14] 정확성에 한 HR-SDN 통신모듈 소스코드 체크리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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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DN 통신모듈 소스코드 상세 인스펙션 결과-PNOS4의 는 표 7-15와 같

다.

[표 7-15] HR-SDN 통신모듈 소스코드 상세 인스펙션 결과-PNOS4

HR-SDN 통신모듈 SDS와 컴포 트시험 추 성 결과 는 표 7-16과 같다.

[표 7-16] HR-SDN 통신모듈 SDS와 컴포 트 시험 추 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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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환경 

소스코드의 정 분석을 하여LDRA사의 C/C++ Testbed도구를 사용하

다. 정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증하 다.

로그래  표 의 수여부

코드의 구조

복잡도  품질속성

불필요한 코드  사용되지 않은 코드들의 확인 등

소스코드에 한 공정특성과 기능특성 검토, 그리고 상세검증 (일 성, 정

확성, 완 성, 추 성)은 작성된 문서의 하드카피로 검토하 다. 

(라) HR-SDN 통신모듈 컴포 트 시험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구 단계 검증에서는 시험설계 활동((시험 비, 시험사양, 시험실행, 시험완

성  결과분석, 시험 리  리체계), 시험 차서 작성, 시험사례 생산, 컴포

트 시험  구조시험(Decision/Condition 커버리지, PATH 커버리지, 

Statement 커버리지)에 하여 주안 을 두었다. 한, 소스코드의 정확성, 완

성, 일 성, 가독성, 시험성,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코드안 성분석(로직, 데이

터, 인터페이스, 제약사항)에 하여 체크리스 형식으로 검하 다.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컴포 트 시험계획서는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계획서 작성표 에 

합하게 시험 상,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 성공/실패기 , 시험 단  재개

기 , 시험문서 정의, 시험환경 등이 작성되었다. 컴포 트 시험 차서는 시험 

고유번호(식별자), 시험목 , 시 차 등이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 차서 명세에 한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으며, 정해진 시험결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

다. 시험사례(test case)에 하여 입력  상 출력결과의 정의, 실제 시험의 

출력결과와 상 출력결과를 비교하여 시험의 성공/실패를 결정, 각 시험사례에 

한 명세는 고유번호(식별자)로 구별이 가능, 그리고 각 시험사례에 한 입력

값과 상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시험사례가 해당기능의 내부 로직

의 경우의 수를 시험하는 화이트 박스 시험사례가 아니라 해당기능 작동여부 

확인을 하여 제한된 입력에 한 블랙박스 시험을 하도록 시험사례가 구성되

어 있다.

    컴포 트 시험은 화이트박스 시험으로 수행된다고 시험 차에 기록되어 

있고 이 차에 따라 화이트박스 시험을 수행하 다고 시험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부분의 시험사례가 해당기능이 제 로 작동하는지만 시험한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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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DL SRS
HR-SDL 통합시험 검토 및 

비고시험 ID 시험항목

7.1.1 초기화 기능

PS-IT-01-01
PS-IT-01-02
PM-PS-IT-01-01

NFD2-2Q 통신 모듈의  
XC161에 대한 초기화

XC161 input/output port 
초기화
LED 상태 확인

타이머 우선순위 초기화

HW, CXM, 
SW정보, 
SRAM초기

화, ID확인, 
통신파라메
터 설정, 

시험이었다. 각 시험사례에 한 시험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여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화이트박스 시험 부족으로 인해 시험의 완 성

(coverage)이 결여되어 있다. (Rev.01에서 시험사례 증가를 확인하 다.)

    소소코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기억장치의 건 성 확보, "Dead code" 배제, 

로그램 제어흐름의 이해도 확보 등이 안  로그래  검토지침("Review 

Guidelines on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NUREG/CR-6463)")에 합하게 작성되었다.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작성시 소스코드에서 코멘트문 작성시 시작

과 끝을 표시하도록 권고하 다.

(4)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단계 검증

(가)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 검증 개요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에 한 검증기  

“IEEE Std. 1012-2004,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

(KNICS-PLC-SED110)"을 용하 다.

(나) 검증방법  기법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에 하여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에 기술된 검증 차를 용하

여 다음과 같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 다.

통합시험계획서  통합시험 차서 검토

통합시험 결과 평가

통신모듈 SRS와 통합시험 결과 추

상기의 검증방법  HR-SDN 통신모듈 SRS와 통합시험 검토 결과 는 

표 7-17과 같다.

[표 7-17] HR-SDN 통신모듈 SRS와 통합시험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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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초기화

CXM 공유메모리 맵 초기화

SRAM 메모리 맵의 초기화

수신 인덱스를 확인

수신인텍스 
정보 확인

7.1.2 자가진단 기능 PS-IT-02-01
CXM에 대한 자가 진단 

SRAM에 대한 자가 진단

(다) 검증환경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에 한 통합시험계획서, 통

합시험 차서  통합시험보고서(Acrobat Reader용 PDF 일로 작성됨)에 

한 검증은 문서의 하드카피로 검토하 다. 요구사항명세서와의 시험사례에 한 

추 성 분석은 각 문서 양식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PNOS4  PNIOS4) 에 한 검증환경은 

그림 7-14와 같이 개발자가 사용한 개발환경과 동일하다. 

         

[그림 7-14]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시험환경

(라) 검증결과 요약  권고사항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에서는 통신 로

세서보드 컴포 트들 간의 통합시험, 통신 드라이버보드 컴포 트들 간의 통합

시험, 통신 로세서보드 컴포 트와 통신드라이버보드 컴포 트간의 통합시험, 

로세서모듈 컴포 트와 통신 로세서보드 컴포 트간의 통합시험의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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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이들 상호간의 부하분산이 합지에 하여 주안 을 두었다.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 검증은 

NUREG-0800 BTP/HICB-14,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2004와 

같은 최근 규제와 기술표 을 반 하여 검증을 수행하 으며 그 검증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검증보고서 Rev.00의 검토의견과 IT문서(Rev.01)와 비교해

서 정리하 다.)

통합시험계획서상의 "통합시험 차"를 통합 엔터티들 간의 통합순서 

주로 수정요망.  Rev.01 에서 반 하 음을 확인함.

단  재개기 은 시험실패시 단되었던 시험의 재개기  주로 

수정요망.  Rev.01 에서 반 하 음을 확인함.

통합시험 차서를 보면 컴포 트들 간의 통합 주로 되어 있는데 

통합된 모듈간의 인터페이스 심의 시험 차 추가요망.  Rev.01 에서 

반 하 음을 확인함

통합시험실행 결과  LED 표시기능  통신드라이버 오류 리 부분의 

통합시험 결과가 확인이 안됨.  Rev.01 에서 반 하 음을 확인함.

  - LED 표시 기능

  . Run LED

  . Link LED

  . Act LED

  . FLT LED

  - 통신드라이버의 오류 리

  . 통신 로세서보드로 오류  송신

통합시험의 수행이 통신운용소 트웨어(PNOS4) 컴포 트들 간의 

통합시험, 통신드라이버 소 트웨어(PNIOS4) 컴포 트들 간의 통합시험, 

통신운용소 트웨어(PNOS4) 컴포 트와 통신드라이버 소 트웨어 

(PNIOS4) 컴포 트간의 통합시험, 그리고 로세서모듈 컴포 트와 

통신운용소 트웨어(PNOS4)  컴포 트간의 통합시험, PLC와 PLC간 

통합시험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Rev.01 에서 반 하 음을 확인함.

시험결과 검토결과 시험결과값 기록시 Test Case ID, 통합시험항목, 

입력값, 상출력값, 결과값, Pass/Fail, 비고 등으로 테이블을 

재정리하여야 한다.  Rev.01 에서 반 하 음을 확인함.

라. 안 등  PLC FMS 통신망 소 트웨어 검증

(1) 안 등  PLC FMS 통신망 소 트웨어 요구사항 검증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의 확인  검증은 BTP-14의 

검토기 ,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1998, 그리고 IEEE Std. 

830-1998의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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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수행하 으며, 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는 목   범 , 참고문

서, 용어  약어 정의, NFMS-4Q 모듈 개요,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

웨어 연계 요구사항,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신뢰성 요구사항 등이 규제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다.

기능특성에 한 검토는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

세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다른 설계문서와 일 되고 완 하게 기술되었는지, 그

리고 모든 공식, 알고리즘, 그리고 제어논리 등에 잠재 오류가 없는지 으

로 검토하 다. 기능특성으로는 정확도(accuracy),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robustness), 안 성, 보안성, 그리고 타이 이다. 이들 검증 특성  보안성과 

타이  요구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공정특성에 한 검증은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

세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다른 설계문서와 일 되고 완 하게 기술되었는지, 그

리고 모든 공식, 알고리즘, 그리고 제어논리 등에 잠재 오류가 없는지 으

로 검증하 다. 공정특성으로는 완 성, 일 성, 정확성, 스타일, 추 성, 비-모

호성(unambiguity), 그리고 확인가능성(verifiability)이다. 이들 검증 특성  완

성, 정확성, 일 성, 추 성 등에서의 요구사항이 미흡하여 보완이 요구된다.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는 규제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고 그 내용이 하게 배치되었으나, 다음 사항에 하여 

계통 수 에서 추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통신드라이 모듈-pCON과 

통신운 모듈-pSET과의 연계를 보안(security)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완 하게 명세하여야 한다.

성능요구사항 세부항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worst case timing 

analysis 수행후 타이  요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송수신시 발생 가능한 공유메모리 혹은 내부메모리(SRAM) 버퍼에 

장된 송수신 자료상실 책을 마련해야한다.

상  설계문서(설계사양서, 연계요건서, 설계요건서)와의 

일 성/추 성이 결여된 요구사항을 수정하여야한다.

(2) 안 등  PLC FMS 통신망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의 확인  검증은 BTP-14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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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1998, 그리고 IEEE Std. 

1016-1998의 기술표 을 반 한 , "안 등  PLC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수행하 으며, 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명세는 목   범 , 참고문서, 

용어  약어 정의, NFMS-4Q 모듈 개요,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연계 설계,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기능 설계, 성능 설계,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신뢰성 설계 등이 규제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다.

기능특성에 한 검토는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명세서

에 기술된 내용들이 다른 설계문서와 일 되고 완 하게 기술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공식, 알고리즘, 그리고 제어논리 등에 잠재 오류가 없는지 으로 검

토하 다. 기능특성으로는 정확도,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안 성, 보안성, 그리

고 타이 이다. 이들 검증 특성  보안성과 타이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공정특성에 한 검증은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명세서

에 기술된 내용들이 다른 설계문서와 일 되고 완 하게 기술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공식, 알고리즘, 그리고 제어논리 등에 잠재 오류가 없는지 으로 검

증하 다. 공정특성으로는 완 성, 일 성, 정확성, 스타일, 추 성, 비-모호성, 

그리고 확인가능성이다. 이들 검증 특성  완 성, 정확성, 일 성, 추 성 등

에서의 설계가 미흡하여 보완이 요구된다.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명세는 규제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고 그 내용이 하게 배치되었으나, 다음 사항에 하여 계통 

수 에서 추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

Profibus-FMS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통신드라이 모듈-pCON과 

통신운 모듈-pSET과의 연계를 보안(security) 설계를 추가하여 

완 하게 명세하여야 한다.

시스템 시험시 worst case timing analysis를 통해 타이  요건 

만족여부를 검사해야한다. 

송수신시 발생 가능한 공유메모리 혹은 내부메모리(SRAM) 버퍼에 

장된 송수신 자료상실 책을 마련해야한다.

상  설계문서(설계사양서, 연계요건서, 설계요건서,  요구사항명세서) 

와의 일 성/추 성이 결여된 설계를 수정하여야한다.

(3) 안 등  PLC FMS 통신망 소 트웨어 구   컴포 트 시험 검증

FMS 통신모듈의 구  확인  검증은 SRP/BTP-14, IEEE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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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2003, 그리고 IEEE Std. 1012-1998과 같은 최근의 규제와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수

행하 으며, 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FMS 통신모듈 컴포 트 시험문서 검증결과 요약 

① 컴포 트 시험문서  소스코드 평가 

컴포 트 시험계획서는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계획서(제4장) 작성표 에 합하게 시험 상, 시

험항목, 시험방법, 시험 성공/실패기 , 시험 단  재개기 , 시험문서 정의, 

시험환경 등이 작성되었다.

컴포 트 시험 차서는 시험 고유번호(식별자), 시험목 , 시 차 등이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

험 차서 명세(제7장)에 한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으며, 정해진 시험

결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험사례에 하여 입력  상 출력결과의 정의, 실제 시험의 출력결과

와 상 출력결과를 비교하여 시험의 성공/실패를 결정, 각 시험사례에 한 명

세는 고유번호(식별자)로 구별이 가능, 그리고 각 시험사례에 한 입력값과 

상된 결과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시험사례가 해당기능의 내부 논리 경우의 

수를 시험하는 화이트 박스 시험사례가 아니라 해당기능 작동여부 확인을 하

여 제한된 입력에 한 블랙박스 시험을 하도록 시험사례가 구성되어 있다.

② 컴포 트 시험결과 요약 

컴포 트 시험은 화이트박스 시험으로 수행된다고 시험 차에 기록되어 있

고 이 차에 따라 화이트박스 시험을 수행하 다고 시험보고서에 기술되어 있

으나 부분의 시험사례가 해당기능이 제 로 작동하는지만 시험한 블랙박스 

시험이었다. 각 시험사례에 한 시험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여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화이트박스 시험 부족으로 인해 시험의 완 성

(coverage)이 결여되어 있다. 

③ 소소코드 분석결과 요약 

기억장치의 건 성 확보, "Dead code" 배제, 로그램 제어흐름의 이해도 확

보 등이 안  로그래  검토지침("Review Guidelines on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NUREG/CR-6463)")에 합하게 작성되었으나, 소스코드 설명이 완 하지 않으

므로 소 트웨어 구 명세서(Software Implementation Specification: SIS)를 다

음과 같은 IEC 60880, appendix D의 TOC(Table Of Contents) 를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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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야 한다. 

(나) 권고사항 요약 

FMS 통신모듈 (PNOS1  PNIOS1) 소 트웨어 구 명세서(SIS)를 소스

코드 목록과 함께 작성해야 한다. 소스 로그램 코딩을 한지침(guideline)이 

작성되어야 한다. 

(다) 이상상태 요약 

FMS 구 에서 발생하 던 건 성에 향을 미치는 이상상태의 사항은 다

음과 같다. 

소 트웨어 안 코딩 규칙 반 (ANR-001-KNICS-PLC-SVR141-06, 

Rev.01)

소 트웨어 구 명세서(SIS) 락 (ANR-002-KNICS-PLC-SVR141-06, 

Rev.01)

화이트박스 시험 미흡 (ANR-003-KNICS-PLC-SVR141-06, Rev.01)

실시간 성능 시험 미흡 (ANR-004-KNICS-PLC-SVR141-06, Rev.01)

(4) 안 등  PLC FMS 통신망 소 트웨어 통합시험 검증

    FMS 통신모듈 (PNOS1  PNIOS1)의 통합 확인  검증은 SRP/BTP-14, 

IEEE Std. 7-4.3.2-2003, 그리고 IEEE Std. 1012-1998과 같은 최근의 규제와 기

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의 검증 차

에 따라 수행하 으며, 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FMS 통신모듈 (PNOS1  PNIOS1) 통합 시험문서 검증결과 요약 

① 통합 시험문서 평가 

통합 시험계획서는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계획서(제4장) 작성표 에 합하게 시험 상,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 성공/실패기 , 시험 단  재개기 , 시험문서 정의, 시험환경 

등이 작성되었으나 시험 단 기 이 잘못된 의미로 기술되어있다.

통합 시험 차서는 시험 고유번호(식별자), 시험목 , 시 차 등이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 차

서 명세(제7장)에 한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으며, 시험 차서가 제3의 

개인이나 조직이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모든 

시험결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모든 시험사례에 하여 입력  상 출력결과의 정의, 실제 시험의 출력결

과와 상 출력결과를 비교하여 시험의 성공/실패를 결정, 각 시험사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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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는 고유번호(식별자)로 구별이 가능, 그리고 각 시험사례에 한 입력값과 

상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 통합에 하여 하나 이상의 충분한 시

험사례가 작성되어야 하나 재는 정상 인 경우의 시험사례만 있음. 시험방법

은 블랙박스 시험이며 각 시험마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통합 기능)을 만족하는

지를 단하기에 충분한 시험사례가 작성되지 않았음. (  성능 요구사항 시험 

등)  

② 통합 시험 평가결과 요약 

통합 시험은 블랙박스 시험 차에 따라 수행되었고, 각 시험사례에 한 시

험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여 모두 성공한 으로 보고되었다. 시험사례가 부

족하여 모든 시험이 성공으로 정 되었으나, 성능 시험, 연계시험,  비정상상

태 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례 추가가 필요하다.

(나) 이상상태 요약 

FMS 통신모듈 (PNOS1  PNIOS1) 통합에서 발생하 던 건 성에 향

을 미치는 이상상태는 다음과 같다. 

실시간 성능 시험 미흡 (ANR-001-KNICS-PLC-SVR151-22, Rev.00)

요구사항 명세에 있는 오류 리 기능을 테스트하기 바람. 

(ANR-002-KNICS-PLC-SVR151-22, Rev.00)

요구사항 명세에 있는 외부연계를 테스트하기 바람 

(ANR-003-KNICS-PLC-SVR151-22, Rev.00)

마. 안 등  PLC pSET 컴 일러 소 트웨어 검증

(1) 안 등  PLC pSET 컴 일러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

요구사항 명세의 확인  검증은 BTP-14의 검토기 에 의한 인허가 사  

검토,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1998의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 업무, 그리고 IEEE Std. 830-1998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에 한 기

술표 을 합하게 반 하여 작성되었는지에 하여 "안 등  PLC 소 트웨

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수행하 으며, 그 검증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검증결과 요약 

pSET 요구사항 명세는 규제기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고 그 내

용이 하게 배치되었으며, 각 요구사항마다 일 되고 추 이 가능하도록 작

성되었다. 그러나 세부내용에서  상  설계요건과 요구사항명세 사이에 추 성 

불만족사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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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T 기능 명세는 "pSET의 연계"와 "기능 요구사항"으로 명세하고 있으

며, 각 기능에 하여 기능정의, 입/출력변수 정의, 세부기능과 수행순서로 기술

하기 때문에 각 기능의 목 과 행 , 수행과정, 그리고 입출력 계를 완 하고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그러나 로그램 유닛 컴 일 기능, 시스템 제공표  

함수  함수 블록 처리기능, 사용자 라이 러리 처리기능의 입출력 변수가 부

정확하며 컴 일러 체입출력 일이 pSET-IDE 연계요건에 기술되어 있음. 

각 기능 설명에서 모든 입력변수  출력변수를 정확하게 명세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에 사용된 입력  출력이 하드웨어 등에 의해 

부여되는 연계 요구사항들과 일 성이 유지되도록 기술되었다. 그러나 요구사항

명세를 입력, 기능 요구사항(가능하면 번호 부여), 출력형태로 기술하거나 

Context Diagram과 각 기능별 Data Flow Diagram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이상상태 해결  권고사항 

    pSET 요구사항 명세서(Rev.00)에서 발생하 던 다음과 같은 2건의 이상상

태가 해결되었다.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컴퓨터의 보안 요구사항 

락(ANR-001-KNICS-PLC- SVR121-04) 

사용자 근제한 요구사항 락 (ANR-002-KNICS-PLC-SVR121-04) 

(2) 안 등  PLC pSET 컴 일러 소 트웨어 설계 명세 검증

인허가 합성 평가와 추 성 분석, 그리고 페이건 인스펙션을 통해 안 등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pSET 설계명세를 검증하 다. 소 트웨어에 한 

인허가 심사기 으로도 사용되는 BTP-14의 기능 인 특성  공정특성에 하

여 소 트웨어 구조설계  상세설계 합성 검증을 수행하 다. 

부분의 검토/검증 항목에 하여 설계명세서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하여 설계추가 는 설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가) 정형기법의 용 

설계명세서의 설계요건은 소 트웨어 구조  기능, 그리고 연계(interface)

에 하여 합한 수 으로 명세하 으나, 최근 계측제어 계통을 한 소 트웨

어의 정형명세에 하여 정 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계명세서 개정

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보안 에 한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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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은 하드웨어 으로 물리 인 설계를 통해 비인가자는 로 

pSET에 근할 수가 없다. 그러나 pSET 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소 트웨어를 

download하기 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① 타이  분석 

pSET의 각 기능에 하여 수행시간을 분석하고, 인터럽트 처리에 한 타이

 분석해야 한다. 

② 공통모드고장(CMF) 배제 

컴포 트(AD 모듈) 수 에서는 CMF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소 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계통고장으로 되는지에 하여( 향)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 Watchdog timer를 두어 pSET 모듈의 부분이 이와 연계되어 설계되었

다(pSET이 1.6 sec 이내에 Watchdog timer에 주기 으로 박동 신호를 출력). 

그리고 자가진단기능(설정오류 감시기능, 메모리 유효성감시기능, 입력범  제

한치 감시기능), Fault  Error 리셋 기능, 안 성 기능(박동신호 출력기능, 교

착상태 탐지기능, 하드웨어트랩 탐지기능), 동작상태 표시기능이 설계되어 하드

웨어 고장  소 트웨어 오류 발생에도 계통고장으로 발 되는 것을 최 한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일반 으로 잠재 인 소 트웨어 오류로 인한 

고장발생 가능성을 100 %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  코드의 완벽한 시험을 통하여 소 트웨어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 

(3) 안 등  PLC pSET 컴 일러 소 트웨어 구   컴포 트 시험 확인  

검증

    pSET 컴 일러의 컴포 트확인  검증은 SRP/BTP-14, IEEE Std. 

7-4.3.2-2003, 그리고 IEEE Std. 1012-1998과 같은 최근의 규제와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수

행하 으며, 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컴포 트 시험문서 검증결과 요약

① 컴포 트 시험문서 평가 

컴포 트 시험계획서는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계획서(제4장) 작성표 에 합하게 시험 상, 시

험항목, 시험방법, 시험 성공/실패기 , 시험 단  재개기 , 시험문서 정의, 

시험환경 등이 작성되었다. 

컴포 트 시험 차서는 시험 고유번호(식별자), 시험목 , 시 차 등이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

험 차서 명세(제7장)에 한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으며, 시험 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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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개인이나 조직이 실행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으며, 모든 시험결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모든 시험사례에 하여 입력  상 출력결과의 정의, 실제 시험의 출력결

과와 상 출력결과를 비교하여 시험의 성공/실패를 결정, 각 시험사례에 한 

명세는 고유번호(식별자)로 구별이 가능, 그리고 각 시험사례에 한 입력값과 

상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pSET-컴 일러 SDS에 명시된 모든 함수들을 

컴포 트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C-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의 주요 함수들을 컴포

트로 분류하 다. 컴포 트로 분류된 주요 함수들에 하여는 화이트박스 

는 그 이박스 시험을 시행하 고 컴포 트 주요 함수에 소속된 간단한 함수들

에 하여는 호출되어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 다. 

pSET-컴 일러의 C-코드 생성기에서 C-코드를 생성하는 주요 함수에 하

여는 설계명세의 구조설계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화이트박스 는 그 이박

스 시험을 시행하 으며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단하기 하여 블랙박스 시험

을 시행하 음. 정상 인 경우의 시험에 하여 블랙박스 시험의 경우는 사례를 

많이 두고 시험하 으며 화이트박스 는 그 이박스 시험의 경우는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표 이고 확실한 사례를 만들어 시험하 음. 그러나 비

정상 인 경우의 시험사례는 부족함.

② 컴포 트 시험 평가결과 요약 

컴포 트 시험은 블랙박스 시험 차에 따라 수행되었고, 각 시험사례에 

한 시험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험되었다. 시스템 제공 함수/

함수블록에 해서는 화이트박스 시험이 필수 이며 재 컴 일러 소스코드 

 IEC11310 로젝트에 한 컴포 트 시험이 추가 되어야 한다. 기존 ld2cc 

로젝트, ccode 로젝트, cc2cc 로젝트에 한 시험에서도 모든 컴포 트 

별로 시험 stub와 시험 drive를 사용한 top-down  bottom-up 방식의 기능시

험(블랙박스)이 이루어져야하고, 주요 기능에 해서는 화이트 박스 시험이 필

요하다. 

시스템 제공 함수/함수 블록에 하여 화이트박스 시험을 수행하 음. 

IEC11310 로젝트에서는 일부 함수들이 C-코드 생성 과정에 사용된다. C-코

드 생성기 련 로젝트들이 C-코드 생성 시에 호출하는 IEC11310 로젝트 

함수들을 시험하 다. C-코드 생성기의 로젝트들(ld2cc, ccode, cc2cc)에 하

여 주요 기능에 하여 화이트 박스 는 그 이 박스 시험을 시행하 다.

(나) 이상상태 요약 

    pSET 컴 일러 컴포 트에서 발생하 던 건 성에 향을 미치는 이상상

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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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001-KNICS-PLC-SVR141-04, Rev.00 락된 기능테스트 수행

ANR-002-KNICS-PLC-SVR141-04, Rev.00, 코딩 규칙 반 수정

(4) 안 등  PLC pSET 컴 일러 소 트웨어 통합 시험 확인  검증

    pSET 컴 일러의 통합 확인  검증은 SRP/BTP-14, IEEE Std. 

7-4.3.2-2003, 그리고 IEEE Std. 1012-1998과 같은 최근의 규제와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수

행하 으며, 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통합 시험문서 검증결과 요약

① 통합 시험문서 평가 

통합 시험계획서는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계획서(제4장) 작성표 에 합하게 시험 상,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 성공/실패기 , 시험 단  재개기 , 시험문서 정의, 시험환경 

등이 작성되었다. 

통합 시험 차서는 시험 고유번호(식별자), 시험목 , 시 차 등이 IEEE 

Std 82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Test Documentation,"의 시험 차

서 명세에 한 기술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으며, 시험 차서가 제3의 개인이

나 조직이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모든 시험결

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모든 시험사례에 하여 입력  상 출력결과의 정의, 실제 시험의 출력결

과와 상 출력결과를 비교하여 시험의 성공/실패를 결정, 각 시험사례에 한 

명세는 고유번호(식별자)로 구별이 가능, 그리고 각 시험사례에 한 입력값과 

상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 통합에 하여 하나 이상의 충분한 시

험사례가 작성되어야 하나 재는 정상 인 경우의 시험사례만 있음. 시험방법

은 블랙박스 시험이며 각 시험마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통합 기능)을 만족하는

지를 단하기에 충분한 시험사례가 작성되지 않았음. (  연계 요구사항 시험 

등)   

② 통합 시험 평가결과 요약 

통합 시험은 블랙박스 시험 차에 따라 수행되었고, 각 시험사례에 한 시

험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여 모두 성공한 으로 보고되었다. 시험사례가 부

족하여 모든 시험이 성공으로 정 되었으나, 성능 시험, 연계시험,  비정상상

태 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례 추가가 필요하다. TTA 시험결과  통합시험에 해

당되는 부분은 유사 시험사례에 하여 재시험후 이 통합보고서에 통합하기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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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상태 요약 

    pSET 컴 일러 통합에서 발생하 던 건 성에 향을 미치는 이상상태는 

다음과 같다. 

IEC11310 로젝트 통합 시험미흡 (ANR-001-KNICS-PLC-SVR151-04, 

Rev.00)

외부연계 테스트 락 (ANR-002-KNICS-PLC-SVR151-04, Rev.00)

바. 안 등  PLC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소 트웨어 확인  검증 

(1)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 

    안 등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소 트웨어 (즉, POSAFE-Q Analog 

Input Operating System 1: pIAOS1)  출력모듈 소 트웨어 (즉, POSAFE-Q 

Analog Output Operating System 1: pOAOS1)의 요구사항명세의 확인  검증

은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2004의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기술표 , 그리고 IEEE Std 830-1998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기술표

을 참조하여 작성된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차서”를 용하여 요구사항 추 성 

분석, BTP-14의 소 트웨어 기능특성  공정특성을 검토기 을 용한 요구

사항 인허가 합성 검토, 요구사항의 일 성, 정확성, 그리고 완 성에 한 상

세검증, 요구사항 험요인 확인, 그리고 요구사항의 기술  검토를 검증 업무

로써 이행하 다. 

(가) 입력

    pIAOS1  pOAOS1의 요구사항 확인  검증의 입력 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요구사항 명세서

pOAOS1 요구사항 명세서

안 등  PLC 설계사양서 

안 등  PLC 연계요건서 

(나) 주요 결과 

요구사항단계의 주요 확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이들 결

과를 요구사항명세에 한 기술표 (IEEE Std. 830)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 으

로 개정되었다.

요구사항 인허가 합성 검토는 인허가 의 검토기 (NUREG-0800, 

SRP/BTP-14)으로 요구사항 기능특성  공정특성에 한 평가, 요구사항 명세

에 한 기술 인 검토, 그리고 설계사양서  연계사양서 등에 상응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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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참조하고 구성요소 사이의 연계를 확인하는 검토를 수행하 으며, 자가

진단에 한 기능 요구사항 추가, 컴퓨터 바이러스 등 에 한 보안 책에 

한 요구사항 락, 소 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등에 한 완 한 요구사항을 명

세하도록 권고하 다. 이러한 비정상 상태들은 이상상태 보고서로 기록하고 형

상 리 항목으로 취 하여 체계 으로 리된다. 

요구사항의 상세검증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 검증 차서”

의 상세 검증 차에 따라 정확성, 완 성, 그리고 일 성에 하여 페이건 인스

펙션을 용하여 상세검증을 수행하 으며, 상세검증 결과로써 각 기능의 시작 

 종결조건에 한 요구사항의 정확성  완 성 미비, 기능 요구사항의 일

성, 입출력 정의의 일 성, 행  명세의 일 성,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술의 일

성 불만족 등이며, 이러한 이상상태들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상상태 

보고서”로 기록하여 형상 리 하에 체계 으로 리되었다.

pIAOS1  pOAOS1 요구사항 험요인으로 pIAOS1  pOAOS1 기화 

실패, 디지털-아날로그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능 실패, 교착상태 탐지 실패, 

폭주상태 탐지 실패, Micro-controller 이상상태 (하드웨어 트랩 탐지기능 실패), 

그리고 동작상태 표시기능 실패를 확인하 으며, 안 등  PLC의 안 성 분석

에서 이에 한 해도 분석을 수행하 다. 

(다) 출력

    pIAOS1  pOAOS1의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의 출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요구사항 검증보고서 

pOAOS1 요구사항 검증보고서 

(2)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설계명세 확인  검증 

설계단계의 체계 인 검증을 하여 작성된 “안 등  PLC 소 트웨어 설

계명세 검증 차서“를 용하 다. 설계단계에서는 소 트웨어 구조  상세설

계 인허가 합성 검토  기술 검토, 설계명세의 정확성, 완 성, 일 성에 

한 상세검증, 그리고 소 트웨어 설계명세 추 성 분석  험요인의 확인 업

무를 이행하 다. 

pIAOS1 설계검토는 설계 구성요소 사이의 기능, 성능  안  요건에 하

여 소 트웨어 설계명세들이 인허가 기   기술  에서 합하게 작성되

었는지를 확인한다. 소 트웨어 구조설계 검증, 소 트웨어 설계명세의 완 성, 

정확성, 일 성에 한 상세검증, 설계명세에 한 기술  검토, 그리고 요구사

항과 설계 구성요소 사이의 연계 사양에 하여 검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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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

    pIAOS1  pOAOS1의 설계 확인  검증의 주요 입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요구사항  설계명세서 

pOAOS1 요구사항  설계명세서

 

(나) 주요 결과 

설계단계의 주요 확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이들 결과는 

설계명세서의 개정에 반 되었다. 

pIAOS1  pOAOS1 설계명세는 모듈화 설계  순차  제어구조로써 구

조차트  데이터 흐름도 등을 사용하여 안  소 트웨어의 설계명세에 한 

기술표 (IEEE Std. 1016)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 으로 개정되었다.

보안 은 개정된 Reg. Guide 1.152 (Rev.02)의 규제 요건을 만족하도록 

비인가자가 로 pIAOS1  pOAOS1에 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고, pIAOS1 

 pOAOS1 소 트웨어 개발환경  다운로더하기 이 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

를 검사하도록 설계되었다. 

pIAOS1  pOAOS1의 각 기능에 하여 수행시간을 측하고 인터럽트 

처리에 한 타이 을 분석하여 시스템 안 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분석

을 권고하 으나, 안 등  PLC의 cycle time 이내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하고 

시스템 시험을 통해 worst case에 한 정량  분석을 수행하도록 권고하 다.

설계 험요인은 pIAOS1  pOAOS1 기화 실패, 디지털-아날로그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능 실패, 교착상태 탐지 실패, 폭주상태 탐지 실패, 

Micro-controller 이상상태 (하드웨어 트랩 탐지기능 실패), 그리고 동작상태 표

시기능 실패를 확인하 으며 안 등  PLC의 안 성 분석에서 이에 한 해

도 분석을 수행하 다. 

(다) 출력

    pIAOS1  pOAOS1의 설계 확인  검증의 출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설계 검증보고서 

pOAOS1 설계 검증보고서 

(3)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구 단계 확인  검증  

pIAOS1  pOAOS1 소스코드 구 의 체계 인 검증을 하여 “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의 검증 차를 용하여 수행하 다. 

pIAOS1  pOAOS1 구 단계 검증 업무는 인허가 합성 검토, 컴포 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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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험계획, 사례  차), 구  험요인 확인, 컴포 트 시험결과 검증, 소

스코드 상세검증, 소스코드 추 성 분석, 그리고 험요인 확인이다.

컴포 트 시험결과 검증은 블랙박스 시험과 화이트박스 시험으로 구별하여 

시험 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각 시험사례에 한 시험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여 성공/실패를 단하여 보고되었다. 

소스코드 상세검증은 안  소 트웨어에 한 요건으로 NUREG/CR-6101 

(Sec. 4.4)의 구 활동의 평가질문(Assessment questions)과 NUREG/CR-6463

의 C언어에 한 검토지침을 용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한 페이건 인스펙션을 

수행하 다.

소스코드 추 성 분석은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요구사항  설계명세로부터 

소스코드 구 으로 순방향 추 이 가능하고, 한 소스코드 구 으로부터 요구

사항  설계 요건으로 역방향 추 가능성에 하여 정확성, 일 성, 완 성, 정

확도에 하여 추 한 결과 모든 추 성 특성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구  험요인 확인은 코드 로직의 안 성-필수 구  배 (알고리즘의 코

딩 오류, 교착상태 탐지 함수의 코딩 오류, 폭주상태 탐지 함수의 코딩 오류), 

인터럽트의 우선순  도 방지를 한 코드의 오류, Micro-controller 이상상태 

(하드웨어 트랩) 탐지 함수의 코딩 오류, 그리고 동작상태 표시기능 함수의 코

딩 오류를 확인하 으며 안 등  PLC의 안 성 분석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한

다. 

 

(가) 입력 

    pIAOS1  pOAOS1의 구 단계 확인  검증의 입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pOAOS1 컴포 트 시험 계획서

pIAOS1  pOAOS1 컴포 트 시험 차서

pIAOS1  pOAOS1 컴포 트 시험 보고서

pIAOS1  pOAOS1 설계명세서 

pIAOS1  pOAOS1 요구사항 명세서 

(나) 주요 결과  

pIAOS1  pOAOS1의 구 단계 주요 확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고, 

이들 결과는 코드 수정  시험문서의 개정에 반 되었다. 

pIAOS1  pOAOS1 구 의 인허가 합성 검토는 BTP-14의 기능특성 

 소 트웨어 개발 공정특성에 한 검토를 통해 공정특성  추 성을 만족

하도록 소스코드가 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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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OS1  pOAOS1 컴포 트 시험계획의 검증은 IEEE Std. 829-1997의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수 으로 컴포 트 시험계획의 완 성, 일 성, 그리고 정

확성을 만족하도록 개정되었다. 

컴포 트 시험은 블랙박스 시험과 화이트박스 시험으로 구별하여 시험 

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각 시험사례에 한 시험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여 

성공/실패를 단하여 시험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행되어 이 시험방법  

차는 하다고 단되었다. 

소스코드 상세검증은 안  소 트웨어에 한 요건으로 NUREG/CR-6101 

(Sec. 4.4)의 구 활동의 평가질문과 NUREG/CR-6463의 C언어에 한 검토지

침을 용하고, 페이건 인스펙션을 통해 수행하 으며,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도록 구 되었다. 

소스코드 추 성 분석은 pIAOS1  pOAOS1 요구사항  설계명세로부터 

소스코드 구 으로 순방향 추 이 가능하고, 한 소스코드 구 으로부터 요구

사항  설계 요건으로 역방향 추 에 하여 정확성, 일 성, 완 성, 정확도에 

하여 만족하는 수 으로 소스코드가 수정되었다. 

구  험요인 확인은 코드 로직의 안 성-필수 구  배 (알고리즘의 코

딩 오류, 교착상태 탐지 함수의 코딩 오류, 폭주상태 탐지 함수의 코딩 오류), 

인터럽트의 우선순  도 방지를 한 코드의 오류, Micro-controller 이상상태 

(하드웨어 트랩) 탐지 함수의 코딩 오류, 그리고 동작상태 표시기능 함수의 코

딩 오류를 확인하 으며 안 성 분석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여 코드 안 성 분

석의 해도 분석 업무로 수행하 다. 컴포 트 시험 문서  구 된 소스 코드

는 형상 리 항목으로 체계 으로 리되었다.  

(다) 출력 

    pIAOS1  pOAOS1의 구 단계 확인  검증의 출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구 단계 검증보고서 

pOAOS1 구 단계 검증보고서 

(4)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통합단계 확인  검증   

    pIAOS1  pOAOS1 소 트웨어 통합의 체계 인 검증을 하여 “안 등

 PLC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의 검증 차를 용하여 수행하 다.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업무는 인허가 합성 검토, 통합시험 문서(통합시험 

계획서, 사례명세  차서), 험요인 확인, 그리고 통합시험 결과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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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 

    pIAOS1  pOAOS1의 통합단계 확인  검증의 입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pOAOS1 통합시험 계획서 

pIAOS1  pOAOS1 통합시험 차서 

pIAOS1  pOAOS1 통합시험 보고서 

pIAOS1  pOAOS1 컴포 트 시험 계획서 

pIAOS1  pOAOS1 컴포 트 시험 차서 

pIAOS1  pOAOS1 컴포 트 시험 보고서 

pIAOS1  pOAOS1 요구사항 명세서 

pIAOS1  pOAOS1 설계명세서 

(나) 주요 결과 

pIAOS1  pOAOS1의 통합단계 주요 확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고, 

이들 결과는 코드  시험문서의 개정에 반 되었다. 

pIAOS1  pOAOS1 소 트웨어 통합의 인허가 합성 검토는 BTP-14의 

기능특성  소 트웨어 개발 공정특성에 한 검토로 기능특성(강인성, 안

성, 보안성)과 공정특성(완 성, 일 성, 정확성, 스타일, 추 성, 그리고 확인가

능성)을 만족하도록 통합되었다. 

통합시험 문서(통합시험 계획서, 시험사례 명세  차서)의 검증은 IEEE 

Std. 829-1997의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수 까지 개정을 통해 통합시험 계획서

와 통합시험 차서 사이의 시험 상(고유번호)의 일 성 유지 등을 반 하 으

며,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시험 환경은 pIAOS1 통합시험에 합하게 구

성되었다. 

소 트웨어 통합단계의 험요인은 감시기능 실패, 아날로그-디지털  디

지털-아날로그 변환기능 실패, fault  error 리셋기능 실패, 박동신호 출력기능 

실패, 교착상태 탐지기능 실패, 하드웨어 트랩 탐지기능 실패, ring counter 출

력기능 실패, 하드웨어 설정 출력기능 실패, 형상정보 출력기능 실패, 그리고 동

작상태 표시기능 실패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험요인들은 안 성 분석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 다. 

통합시험 결과의 평가를 통하여 각 통합시험 사례에 한 통합시험 결과가 

상 결과와 비교하여 성공/실패를 단하여 보고되었으며, 통합시험  실패한 

시험은 회귀시험을 통해 보완되었다. 통합시험 문서  코드는 형상 리 항목으

로 체계 으로 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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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력 

    pIAOS1  pOAOS1의 통합단계 확인  검증의 출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pIAOS1 통합 검증보고서 

pOAOS1 통합 검증보고서 

사. 안 등  PLC 디지털 입출력 모듈 확인  검증 

(1) 범

    안 등  PLC 디지털 입력모듈  출력모듈을 한 Programmable Logic 

Devices (PLDs)의 확인   검증은 다음과 같은 Complex PLD (CPLD)를 상

으로 하 다.

안 등  PLC 디지털 입력모듈(NI-D23Q) CPLD 로직 

안 등  PLC 디지털 입력모듈(NI-A11Q) CPLD 로직 

안 등  PLC 펄스 입력모듈(NHSC-2Q) CPLD 로직 

안 등  PLC 디지털 출력모듈(NQ-D23Q) CPLD 로직

안 등  PLC 디지털 출력모듈(NQ-A24Q) CPLD 로직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CPB (NCPB-1Q) CPLD 로직 

안 등  PLC 로세서 모듈 (NCPU-1Q) CPLD 로직  

(2)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

안 등  PLC 디지털 입력모듈  출력모듈을 한 CPLD의 요구사항 확

인  검증은 IEEE Std 7-4.3.2-2003  IEEE Std 1012-1998의 소 트웨어 확

인  검증요건, 그리고 IEEE Std 830-1998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기

술표 을 참조하여 작성된 “안 등  PLC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차서"를 용하여 요구사항 추

성 분석, 요구사항 인허가 합성 검토 (BTP-14의 소 트웨어 기능특성  

공정특성을 검토기  용), 요구사항의 일 성, 정확성, 완 성에 한 상세검

증, 요구사항 험요인 확인, 그리고 요구사항의 기술  검토를 검증 업무로 수

행하 다. 

(가) 입력

    요구사항단계 CPLD 로직의 검증을 한 입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NI-D23Q, NQ-D23Q, NI-A11Q, NQ-A24Q, NHSC-2Q, NCPB-1Q, 

NCPU-1Q CPLD 로직 요구사항명세서 (7건) 

안 등  PLC 설계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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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  PLC 연계요건서

 

(나) 주요 검증 결과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업무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CPLD 로직의 요구사항 명세는 모든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에 하여 물리

 단 (즉, 신호형식, 주소 등)와 유효범 를 포함하여 수치 값으로 정확하게 

기술하 다. 

안 등  PLC 설계요건서의 운 모드에 한 기능요건을 만족하도록 명세

되었으며, 요구사항 명세를 "What"에 해당하는 요구사항 명세로써 하게 기

술하 다. 

CPLD 로직의 신뢰도 요구사항은 "안 등  PLC 기능요건서"의 신뢰도 요

건을 만족하도록 도출되었으며, 각 모듈의 가용도 평가(고장률 결정) 방법은 

MIL-HNBK-217F를 사용하므로 그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용도 

 신뢰도를 0.99 이상이 되도록 정의되었음)

비정상 인 동작(fault)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기능, 진단기능, 보안

기능을 요구사항으로 명세하여 강인성을 확보하고 있다. 

루 백  로세서 압의 진단, 진단을 통해 발견된 오류에 하여 로

세서 모듈로 10ms 이내에 상태정보를 출력, LED를 통해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기능, 바이러스 보안 요구사항을 안 성 요구사항으로 명세하 으며, CPLD는 

개발자만 입출력 모듈을 사용가능하도록 사용자 연계를 제한하여 안 성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명세되었다. 

공정특성  일 성(즉, 일 된 용어 사용), 정확성(각 기능 요구사항을 정

확하게 정의), 스타일(기능 요구사항을 로우 차트/블록 다이어그램, 는 정형

명세와 같은 요구사항 명세에 합한 표 기법으로 명세), 확인가능성(입출력 

모듈의 응답시간을 측하여 명세) 특성에 하여 요구사항명세서의 개정에 반

되었다. 

입출력 요구사항, 행 명세의 일 성, 연계 요구사항의 일 성은 만족하지

만, 일 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요구사항명세서를 보완하여 반 하

다. 

기능 요구사항, 입출력 요구사항, 행 명세, 연계 요구사항 명세는 완 성

을 만족하도록 보완되었다. 

CPLD 요구사항 명세의 검증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안 에 향을 미칠 것

으로 단되는 이상상태에 하여 이상상태보고서로 작성하여 형상 리 하에 

체계 으로 리한다. 요구사항 험요인은 허용된 사용자 근 실패, CPLD 연

계기능 실패, CPLD 기능 실패 (디지털신호 입력기능, 루 백 감시기능, 상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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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출력기능, 로세서 압 진단기능, 동작상태 표시기능), CPLD 응답시간 

실패 (안 등  PLC 응답시간 실패 래),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보안 , 

CPLD 결함 (하드웨어 고장) 등이다.

 

(다) 출력 

    CPLD의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NI-D23Q, NI-A11Q, NHSC-2Q, NQ-D23Q, NQ-A24Q, NCPB-1Q, 

NCPU-1Q CPLD 로직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7건)

(3) 설계단계 확인  검증 

안 등  PLC 디지털 입력  출력모듈을 한 CPLD의 설계명세 검증은 

설계명세 인허가 합성 검토(BTP-14의 소 트웨어 기능특성  공정특성), 설

계명세의 일 성, 정확성, 완 성에 한 상세검증, 설계 험요인 확인, 그리고 

컴포 트 시험(시뮬 이션) 계획 검토와 같은 검증활동을 수행하 다. 이러한 

검증에는 페이건 인스펙션 방법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 다. 

(가) 입력 

    설계단계 CPLD 로직의 검증을 한 입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NI-D23Q, NQ-D23Q, NI-A11Q, NQ-A24Q, NHSC-2Q, NCPB-1Q, 

NCPU-1Q CPLD 로직 설계명세서 (7건) 

NI-D23Q, NQ-D23Q, NI-A11Q, NQ-A24Q, NHSC-2Q, NCPB-1Q, 

NCPU-1Q CPLD 로직 요구사항명세서 (7건)

 

(나) 주요 검증 결과 

설계단계 확인  검증업무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CPLD 로직의 설계명세는 정확도, 강인성, 안 성, 보안성, 타이 의 기능

특성은 만족하나, Xilinx CPLD의 데이터 sheet에 제시된 신뢰도 데이터를 명세

하도록 설계명세에 반 되었다. 

CPLD 로직의 설계명세는 BTP-14의 공정특성을 만족하 다. 기능설계, 연

계설계, 그리고 설계자체의 정확성, 입출력 설계, 행 명세, 그리고 연계 설계의 

일 성, 기능설계, 입출력 설계, 행 명세, 그리고 연계 설계의 완 성을 만족하

다. 

계획문서 고유 식별자(identifier)  날인: 원 계측제어시스템(KNICS) 문

서분류체계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작성자-검토자-승인자 날인과 발행일

자를 정확하게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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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D 로직 시뮬 이션 시험계획  차에 하여 완 하게 기술하 으

며, 시험항목  시험 상, 시험방법  시험통과/실패기 , 시험 차, 시험업무, 

조직간 업무분담  시험일정, 시험도구  시험환경, 험  우발성,  시험의 

책임  권한에 하여 IEEE Std. 829-1998에 기술된 시험계획(Ch. 4)  시험

차명세(Ch.7)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상세하게 기술하 다. 

CPLD 로직의 시뮬 이션 시험계획서가 안 등  PLC 디지털 입출력모듈 

CPLD 로직 요구사항명세서  설계명세서와 일 성을 유지하도록 작성되었다. 

디지털 입출력 모듈의 CPLD 로직 설계명세의 검증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안 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이상상태에 하여 이상상태보고서로 작

성하여 형상 리 하에 체계 으로 리되었다.

 

(다) 출력 

    CPLD의 설계단계 확인  검증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NI-D23Q, NQ-D23Q, NI-A11Q, NHSC-2Q, NQ-A24Q, NCPB-1Q, 

NCPU-1Q PLD 로직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7건) 

(4) 구 단계 확인  검증 이행 

    안 등  PLC 디지털 입력  출력모듈을 한 CPLD의 구  검증은 코드 

인허가 합성 검토(BTP-14의 소 트웨어 기능특성  공정특성), 코드 일

성, 정확성, 완 성에 한 상세검증, 그리고 컴포 트 시험(시뮬 이션) 문서

(계획서, 차서, 시험결과보고서)의 검토와 같은 검증활동을 수행하 다. 이러

한 검증에는 페이건 인스펙션 방법을 효율 으로 활용하 다. 

(가) 입력 

    구 단계 CPLD 로직의 검증을 한 입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NI-D23Q, NQ-D23Q, NI-A11Q, NQ-A24Q, NHSC-2Q, NCPB-1Q, 

NCPU-1Q CPLD 로직 컴포 트  시험 계획서, 시험 차서, 시험보고서 

(각 7종, 합계 21종) 

NI-D23Q, NQ-D23Q, NI-A11Q, NQ-A24Q, NHSC-2Q, NCPB-1Q, 

NCPU-1Q CPLD 로직 설계명세서 (7종) 

(나) 주요 검증 결과 

구 단계 확인  검증업무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VHDL 코드는 정확도, 강인성, 안 성, 보안성, 타이 의 기능특성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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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보완되었다. VHDL 소스코드를 컴포 트 시험 보고서의 부록으로 컴포

트 시험에 사용된 Test Benches 소스 코드도 함께 첨부하도록 개정되었다. 

참고문서의 개정번호를 명세하도록 권고하여 일 성을 확보하도록 보완되

었으며, 소 트웨어 자원의 버 과 CPLD 모델까지 명시하도록 시험문서의 개

정을 통해 반 되었다. 

시험일정의 종료일자를 각 업무에 하여 기록하도록 권고하여 시험보고서

에 반 되었다. Test Bench 소스 일의 코딩 오류를 수정하여 시뮬 이션 시

험을 다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반 하 다. 

(다) 출력 

    구 단계 확인  검증업무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NI-D23Q, NQ-D23Q, NI-A11Q, NQ-A24Q, NHSC-2Q, NCPB-1Q, 

NCPU-1Q CPLD 로직 구  검증보고서 (7건) 

(5) 통합단계 확인  검증 

    안 등  PLC 디지털 입력  출력모듈을 한 CPLD의 통합검증은 

NLCPU1의 통합 확인  검증은 SRP/BTP-14, IEEE Std. 7-4.3.2-2003, 그리고 

IEEE Std. 1012-1998과 같은 최근의 규제와 기술표 을 반 한 "안 등  PLC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의 검증 차에 따라 인허가 합성 검토, 일

성, 정확성, 완 성에 한 상세검증, 통합 험요인 확인, 그리고 통합시험 문

서(계획서, 차서, 시험결과보고서) 검토와 같은 검증활동을 수행하 다. 이러

한 검증에는 페이건 인스펙션 방법을 효율 으로 활용하 다. 

(가) 입력 

    통합단계 CPLD 로직의 검증을 한 입력문서는 다음과 같다. 

안 등  PLC 디지털 입력모듈 (NI-D23Q) CPLD 로직 통합시험 

계획서, 시험 차서, 시험보고서 (각 7종, 합계 21종) 

안 등  PLC 디지털 입력  출력모듈 CPLD 로직 컴포 트  시험 

계획서, 시험 차서, 시험보고서 (각 7종, 합계 21종) 

안 등  PLC 디지털 입력  출력모듈 CPLD 로직 설계명세서 (7종) 

안 등  PLC 디지털 입력  출력모듈 CPLD 로직 요구사항명세서 

(7종) 

(나) 주요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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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LD 로직의 통합시험에 한 주요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시험 계획서는 IEEE Std 829-1998의 시험계획서 기술표 에 합한 

수 까지 시험 상,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 성공/실패기 , 시험 단  재개

기 , 시험문서 정의, 시험환경 등에 하여 개정을 통해 반 되었다. 

통합시험 차서는 시험 고유번호(식별자), 시험목 , 시 차 등이 IEEE 

Std 829-1998의 시험 차서에 한 기술표 에 합한 수 까지 개정을 통해 

반 되었으며, 시험 차서가 제3의 개인이나 조직이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상세

하게 기술되도록 작성되었다. 

CPLD 로직의 통합시험은 CPLD 로직 요구사항명세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완 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VHDL 코드에 하여 시험용 로그램

(Test Benches)을 작성하여 수행되었으며, 통합시험 결과는 상 결과와 비교

하여 성공/실패를 단하 다. CPLD 로직 통합시험 문서  코드는 형상 리 

하에 체계 으로 리되었다. 

(다) 출력 

    CPLD 로직의 통합단계 확인  검증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NI-D23Q, NQ-D23Q, NI-A11Q, NQ-A24Q, NHSC-2Q, NCPB-1Q, 

NCPU-1Q CPLD 로직 통합 검증보고서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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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설계권고     조치사항 비고

1

RTOS 개정시 하드웨어 오류에 의한 측하지 못한 집 인 

Interrupt 발생 문제, Interrupt buffer size 문제, Nested interrupt 

문제 등에 한 방어 책 강구 가 필요함을 악하고 권고하

다.

2

RTOS로 인한 험을 방지하기 해 응용 로그램 작성도구인 

pSET에서 방어기능을 제공하거나, 응용 로그램 작성자가 주의하

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사용자 매뉴얼에 한 안 성 검토가 필

요함을 제기하 다.

3

재 설계에서 진단  감시 기능이 빈약하고, 특히 RTOS 고장 

시 시스템의 격한 단으로 운 원 개입 등 다른 책 강구시간

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 다. 안 계통 설계시 다 설계 

 다양성 설계로 극복해야할 사항으로 단되었다.

4

응용 로그램 사용자의 편의를 하여 dynamic memory 리 기

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Memory fragmentation에 의한 오류, 

Stack overflow 등의 발생으로 RTOS stop과 계통 안 기능 상실 

우려가 있으므로 메모리 리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지 하 다.

5
pSET에서 작성한 응용 로그램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상되

어 보완 조치를 지 하 다.

3. 안 등  PLC 소 트웨어 안 성분석

가. 안 등  PLC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 성분석

안 등  PLC 요구사항 명세 안 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통 해도 목록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PLC RTOS 기능 고장으로 인한 

계통 험을 가정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한 PLC 시스템 설계요건서

에서 시스템 해도 일부를 도출하여 사용하 다.

완 성, 일 성, 추 성, 정확성, 비모호성 등 공정 특성 미비로 인해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공정특성의 확인  검증 결과에 해 안 성 

검토를 하 고, 일부 부정확한 요구사항이 발견되어 확인  검증 보고서 부록

에 부 합 보고서로 첨부되었고 QA에서 그 반 여부를 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자세한 결과는 "요구사항 공정특성에 한 안 성 검토"에 기록되어있

다.

요구사항 기능특성 상세 안 성 분석에서는 정확도, 신뢰성, 타이 , 사이징, 

기능성, 강인성, 보안성에 한 안 성 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 Guide Phrase

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험의 원인과 향을 악하 고 험도

를 4단계로 나 어 표시하 으며 표 7-18과 같이 설계권고  조치사항을 제시

하 다.

[표 7-18] 안 등  PLC 운 체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설계권고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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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 등  PLC 운 체제 소 트웨어 설계명세 안 성분석

안 등  PLC 설계 명세 안 성 분석 차서(KNICS-PLC-SVP132)를 사용

하여 안 등  PLC 로세스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설계명세 (KNICS- 

PLC-SRS331-01)에 한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 으로 다음 3가지 규제  기술표 을 사용하 다.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228-1994, Standards for Software Safety Plan  

Standard Review Plan(SRP),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14 

안 등  PLC 로세스모듈 운 체제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은 다음

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PLC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 비 작업을 하 다. 여기서는 PLC 

운 체제의 험요소  험범주를 악하 다. 이 때 각 험요소의 발생빈도

와 결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험 정도(risk)를 포함하고, 각 험요소와 제어범

주와 련한 소 트웨어 요도를 악하 다. 다음의 표 7-19와 같이 "안 등

 PLC 로세스모듈 비 해도의 안  요도"에 그 결과를 기록하 다.

둘째, 소 트웨어 설계명세 공정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공정특성에 한 확

인  검증 결과에 해 Checklist를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를 실시하 고, 

설계 기능특성에 한 설계 안 성 분석 차서에서 제시한 차에 따라 

HAZOP 기법을 이용한 상세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안 성 분석 결과  자원을 검토하 다. 이를 해 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 성 검토를 시행하 고, 분석결과와 안 성 분석에 참여한 조직과 

사용한 자원의 안 성 검토를 시행하 다. 

이러한 차에 따른 안 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 등  PLC 설계 명세 안 성 분석에서 감시(Supervision) 태스크와 통신

(Communication) 태스크의 추가를 요구하 으나 일 성 유지를 해 설계명세 

(Rev.00)에서는 추가하지 않기로 하 으며, 요구사항명세(Rev.01)에서부터 이 태

스크들을 추가하여 다시 안 성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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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PLC 운영체제 위해도 요소
PLC 

소프트웨어 
관련 여부

안전 
중요도

1 PLC 에 공 되는 원이 상실되는 경우 간  련 4

2
PLC 운 체제 구성요소(kernel, system tasks, bihs, 

…)들의 작동불가 
간  련 4

2.1 구성요소간의 interaction 실패에 의한 기능상실 직  련 4

2.2
l사용자 task를 scan time 내 작동 실패 (user task, 

진단 task 기능 실패)
직  련 4

2.3
l진단 task가 오류발견시 LED on 후 무한 loop 로 

인한 보호기능 상실
직  련 4

2.4
리셋 후 복구 시 안  상태로 제 로 복구 가능한가? 

(Fail-as-is, fail-safe)
직  련 4

2.5
통신 task 기능 실패 (주기내 송수신 실패, 

deterministic 통신 실패)
직  련 4

2.6
pSET task 기능상실 (불건 한 안 계통 소 트웨어 

모듈 수행으로 안 기능 상실)
직  련 4

2.7
pSET task 기능상실 (download 시 serial 통신 실패 

가능성, 특히 형 task download 시 험)
직  련 4

2.8
pSET task 기능상실 (download 시 용량부족에 의한 

험)
직  련 4

2.9
pSET task 기능상실 (불건 한, virus, 안 계통 

소 트웨어)
직  련 4

3 PLC 기기의 내부 화재 간  련 4

4 PLC 운 체제의 작동모듈 실패 직  련 3

5 PLC 운 체제(kernel)의 동작실패 

5.1 태스크 생성 시스템호출(Task creation system call) 직  련 4

5.2
스 러의 태스크 리 기술 (Task management 

technique of Scheduler)
직  련 4

5.3 인터럽트 신호(Interrupt Signal) 직  련 4

5.4
Watch Dog Timer 작동신호 (Watch dog timer 

operation Signal)
직  련 4

5.5
ITC 의 송수신 신호 (Inter Task Communication 

Send/Receive Signal)
직  련 4

5.6 자원에 한 엑세스 (Resource Access) 직  련 4

5.6.1 1. Deadlock 직  련 4

5.6.2 2. Priority inversion 직  련 4

[표 7-19] 안 등  PLC 로세스모듈 비 해도의 안  요도



- 169 -

PLC 시스템 설계요건서에서 시스템 해도 일부를 도출하여 사용하 다.  

" 비 안 성 분석 합성 검토"에 그 결과를 기록하 다.

완 성, 일 성, 추 성, 정확성, 비모호성, 검증가능성 등 공정 특성 미비로 

인해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공정특성의 확인  검증 결과에 

해 안 성 검토를 하 고, 일부 부정확한 설계명세가 발견되어 확인  검증 

보고서 부록에 부 합 보고서로 첨부되었고 QA에서 그 반 여부를 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설계 기능특성 상세 안 성 분석에서는 정확도, 타이 , 사이징, 기능성, 강

인성, 보안성에 한 안 성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 Guide Phrase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험의 원인과 향을 악하 고 험도를 4단계로 나

어 표시하 으며 설계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RTOS 개정시 하드웨어 오류에 의한 측하지 못한 집 인 Interrupt 발

생 문제, Interrupt buffer size 문제, Nested interrupt 문제 등에 한 방어 

책 강구가 필요함을 악하고 해결책 마련을 권고하 다.

RTOS로 인한 험을 방지하기 해 응용 로그램 작성도구인 pSET에서 

방어기능을 제공하거나, 응용 로그램 작성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사용자 매뉴얼에 한 안 성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 다.

재 설계에서 진단  감시 기능이 빈약하고, 특히 RTOS 고장 시 시스템

의 격한 단으로 운 원 개입 등 다른 책 강구시간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을 확인하 다. 안 계통 설계시 다 설계  다양성 설계로 극복해야할 사항으

로 단되었다.

Static memory 리 기능 제공으로 Memory fragmentation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Stack size를 200% 여유를 으로써 Stack overflow 등의 발생가

능성을 낮추는 노력을 하 다. 

pSET에서 작성한 응용 로그램에 의한 RTOS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상되어 보완 조치를 지 하 다.

다. 안 등  PLC 통신망 (HR-SDL)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안 성 분석 

안 등  PLC 요구사항 명세 안 성 분석 차서(KNICS-PLC-SVP122)를 

사용하여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KNICS-PLC- 

SRS121-05)에 한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 으

로 다음 3가지 규제  기술표 을 사용하 다.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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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1228-1994, Standards for Software Safety Plan 

Standard Review Plan(SRP)의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14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 비 작업을 하 다. 여기서는 

PLC 통신모듈의 험요소  험범주를 악하 다. 이 때 각 험요소의 발

생빈도와 결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험 정도(risk)를 포함하고, 각 험요소와 

제어범주와 련한 소 트웨어 요도를 악하 다. , 각 요구사항의 요도

를 정하기 해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필수 안  요구사항들을 통신

모듈 험요소  험범주와 배치작업을 하 다. "안 등  PLC HR-SDL 통

신모듈 비 해도의 안  요도"에 그 결과를 기록하 다.

둘째,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공정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공정특성에 

한 확인  검증 결과에 해 Checklist를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를 실시하

고, 요구사항 기능특성에 한 요구사항 안 성분석 차서에서 제시한 차

에 따라 HAZOP 기법을 이용한 상세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안 성 분석 결과  자원을 검토하 다. 이를 해 분석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고 안 성 검토를 시행하 고, 분석결과와 안 성 분석에 참여한 조직

과 사용한 자원의 안 성 검토를 시행하 다.

 

    이러한 차에 따른 안 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 성 요구사항 에서 "HR-SDL 통신 모듈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정지

하면 안  상태에 있다고 본다"는 가정은 부 하다. 보호계통, 공학 안 설

비 등 상  안 계통의 입장에서 통신 정지를 안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그 타

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 통신모듈 안 성 요구사항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통신 독립성 보장 요건 

안 여유도: Worst-case 통신응답시간 요건 (타이 )

안 여유도: Worst-case 통신 bandwidth 요건 (사이징)

결정론  통신 요건

PLC HR-SDL 기능 고장으로 인한 계통 험을 가정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한 PLC 시스템 설계요건서에서 시스템 해도 일부를 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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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PLC 시스템 해도 분석을 수행한 후 변경된 해요소에 해서

는 개정시 다시 수행하 다. 

완 성, 일 성, 추 성, 정확성, 비모호성 등 공정 특성 미비로 인해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공정특성의 확인  검증 결과에 해 안

성 검토를 하 고, 일부 부정확한 요구사항이 발견되어 확인  검증 보고서 부

록에 부 합 보고서로 첨부되었고 QA에서 그 반 여부를 리하고 있음을 확

인 하 다. 

요구사항 기능특성 상세 안 성 분석에서는 정확도, 신뢰성, 타이 , 사이

징, 기능성, 강인성, 보안성에 한 안 성 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 Guide 

Phrase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험의 원인과 향을 악하 고 

험도를 4단계로 나 어 표시하 으며 설계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HR-SDL 개정 시 하드웨어 오류에 의한 측하지 못한 집 인 

Interrupt 발생 문제, Interrupt buffer size 문제, Nested interrupt 문제 등에 

한 방어 책 강구가 필요함을 악하고 권고하 다.

재 설계에서 진단  감시 기능이 빈약하고, 특히 HR-SDL 고장 시 통

신시스템의 격한 단으로 운 원 개입 등 다른 책 강구시간이 부족할 우

려가 있음을 확인하 다. 안 계통 설계시 다 설계  다양성 설계로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단되었다.

비안  통신계통과의 통신 독립성 보장과 HR-SDL 통신자체에 한 악의

의 개발자에 의한 잠재  바이러스 책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책이 보완되어

야 함을 지 하 다.

라. 안 등  PLC 통신망 (HR-SDL)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안 성 분석 

안 등  PLC 설계 명세 안 성 분석 차서(KNICS-PLC-SVP132)를 사

용하여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KNICS-PLC- 

SRS331-05)에 한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 으

로 다음 3가지 규제  기술표 을 사용하 다.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228-1994, Standards for Software Safety Plan 

NUREG-0800-1997, Standard Review Plan(SRP),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14 

USNRC Reg. Guide 1.152, Rev.02, 2006, Criteria for use of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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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eg. Guide 1.152, Rev.02는 안 성분석 차서 개발 이후 발행된 

규제기 이며 이 기 에서 요구하는 생명주기 단계별 보안성 분석요건  설계

단계 보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 다.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PLC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 비작업을 하 다. 각 설계의 

요도를 정하기 해 소 트웨어 설계 명세서에서 필수 안  설계들을 요구사항 

단계에서 악한 통신모듈 험요소  험범주와 배치작업을 하 다. 표 5.4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비 해도의 안  요도"에 그 결과를 

기록하 다.

둘째, 소 트웨어 설계명세 공정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공정특성에 한 

확인  검증 결과에 해 Checklist를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를 실시하

고, 설계 기능특성에 해 그림 5-1과 같은 차에 따라 HAZOP 기법을 이용

한 상세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한 Reg Guide 1.152 Rev.02 (2006) 요건

에 따라 설계 보안성에 한 정성  해도 분석을 수행하 다. 

셋째, 안 성 분석 결과  자원을 검토하 다. 이를 해 분석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고 안 성 검토를 시행하 고, 분석결과와 안 성 분석에 참여한 조직

과 사용한 자원의 안 성 검토를 시행하 다. 

이러한 차에 따른 안 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 등  PLC HR-SDL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에서 새로 추가된 오류 

리 모듈의 기능에 의해 오류에 의한 험이 부분 으로 해소되었으나, 로세

스 모듈로 오류를 송하고 LED에 표시 하는 것만으로 험이 완 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상  안 계통의 입장에서 통신 정지를 안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계통설계에서 다양성  다 방호 분석에 의해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완 성, 일 성, 추 성, 정확성, 비모호성 등 공정 특성 미비로 인해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공정특성의 확인  검증 결과에 해 안

성 검토를 하 고, 일부 부정확한 설계가 발견되어 확인  검증 보고서 부록에 

부 합 보고서로 첨부되었고 QA에서 그 반 여부를 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자세한 결과는 "설계 공정특성에 한 안 성 검토"에 기록되어 있다.

설계 기능특성 상세 안 성 분석에서는 정확도, 신뢰성, 타이 , 사이징, 기

능성, 강인성, 보안성에 한 안 성 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 Guide Phrase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험의 원인과 향을 악하 고 험도를 4

단계로 나 어 표시하 으며 설계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HR-SDL 개정시 하드웨어 오류에 의한 측하지 못한 집 인 Inte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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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문제, Interrupt buffer size 문제, Nested interrupt 문제 등에 한 방어 

책 강구가 필요함을 악하고 권고하 다.

비안  통신계통과의 통신 독립성 보장과 HR-SDL 통신자체에 한 악의

의 개발자에 의한 잠재  바이러스 책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책이 보완되어

야 함을 지 하 다.

마. 안 등  PLC 통신망 (HR-SDN)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안 성 분석 

안 등  PLC 요구사항 명세 안 성 분석 차서(KNICS-PLC-SVP122)를 

사용하여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 PLC-SRS321-07)에 한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 으로 다음 3가지 규제  기술표 을 사용하 다.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228-1994, Standards for Software Safety Plan" 

Standard Review Plan(SRP)의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14-1997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 비작업을 하 다. 여기서는 

PLC통신모듈의 험요소  험범주를 악하 다. 이 때 각 험요소의 발생

빈도와 결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험 정도(risk)를 포함하고, 각 험요소와 제

어범주와 련한 소 트웨어 요도를 악하 다. , 각 요구사항의 요도를 

정하기 해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필수 안  요구사항들을 통신모

듈 험요소  험범주와 배치작업을 하 다. 

둘째,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공정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공정특성에 

한 확인  검증 결과에 해 Checklist를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를 실시하

고, 요구사항 기능특성에 한 요구사항 안 성 분석 차에 따라 HAZOP 기

법을 이용한 상세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차에 따른 안 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 성 요구사항 에서 "HR-SDN 통신 모듈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정

지하면 안  상태에 있다고 본다"는 가정은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 등 상  

안 계통의 입장에서 특정 PLC 통신 정지시 fail-safe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설

계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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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HR-SDN 기능 고장으로 인한 계통 험을 가정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한 PLC 시스템 설계요건서에서 시스템 해도 일부를 도출하여 

사용하 다. 

요구사항 기능특성 상세 안 성 분석에서는 정확도, 신뢰성, 타이 , 사이

징, 기능성, 강인성, 보안성에 한 안 성 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 Guide 

Phrase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험의 원인과 향을 악하 고 

험도를 4단계로 나 어 표시하 으며 설계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HR-SDN 요구사항명세서(Rev.01)에서 진단 기능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

다. 특히 HR-SDN 통신 고장 시 통신시스템의 단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 다. 

안 계통 설계시 다 (Redundancy)설계  다양성(Diversity) 설계로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단되었다.

비안  통신계통과의 통신 독립성 보장과 HR-SDN 통신자체에 한 악의

의 개발자에 의한 잠재  바이러스 책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책이 보완되었

음을 확인하 다. 해도 분석 동안 수집된 정보는 설계단계이후 소 트웨어 개

발  검증에 사용될 정이다. 다양한 소 트웨어 요구사항에 부과된 험도는 

추후 개발, 검증, 테스트 등에 투여할 자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된다.

바. 안 등  PLC 통신망 (HR-SDN)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안 성 분석 

안 등  PLC 설계 명세 안 성 분석 차서(KNICS-PLC-SVP132)를 사

용하여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KNICS- 

PLC-SDS331-07)에 한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기 으로 다음 4가지 규제  기술표 을 사용하 다.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1228-1994, Standards for Software Safety Plan 

NUREG-0800-1997, Standard Review Plan(SRP), Branch Technical 

Position (BTP)-14-1997 

USNRC Reg. Guide 1.152, Rev. 2, 2006, Criteria for use of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여기서 Reg. Guide 1.152, Rev.02는 안 성분석 차서 개발 이후 발행된 

규제기 이며 이 기 에서 요구하는 생명주기 단계별 보안성 분석요건  설계

단계 보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 다.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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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PLC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 비작업을 하 다. 각 설계의 

요도를 정하기 해 소 트웨어 설계 명세서에서 필수 안  설계들을 요구사항 

단계에서 악한 통신모듈 험요소  험범주와 배치작업을 하 다. 

둘째, 소 트웨어 설계명세 공정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공정특성에 한 

확인  검증 결과에 해 Checklist를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를 실시하

고, 설계 기능특성에 해 안 성 분석 차에 따라 HAZOP 기법을 이용한 상

세 안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차에 따른 안 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 등  PLC HR-SDN 통신모듈 소 트웨어 설계에서 새로 추가된 오류 

리 모듈의 기능에 의해 오류에 의한 험이 부분 으로 해소 되었으며, 안

성 요구사항 에서 "HR-SDN 통신 모듈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정지하면 안

 상태에 있다고 본다"는 가정은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 등 상  안 계통

의 입장에서 특정 PLC HR-SDN 통신 정지시 fail-safe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완 성, 일 성, 추 성, 정확성, 비모호성 등 공정 특성 미비로 인해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공정특성의 확인  검증 결과에 해 안

성 검토를 하 고, 일부 부정확한 요구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소 트웨어 설계명

세서 (Rev.01)에서 모두 수정되었음을 확인하 다.

설계 기능특성 상세 안 성 분석에서는 정확도, 신뢰성, 타이 , 사이징, 기

능성, 강인성, 보안성에 한 안 성 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 Guide Phrase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험의 원인과 향을 악하 으며 설계단계

에 새롭게 추가된 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비안  통신계통과의 통신 독립성 보장과 HR-SDN 통신자체에 한 악의

의 개발자에 의한 잠재  바이러스 책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책이 마련되었

음을 확인하 다.

사. 안 등  PLC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 성 분석 

    pIAOS1  pOAOS1 요구사항 안 성 분석(확인  검증 결과의 안 성 

에서 평가 포함)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 차

서”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에는 HAZOP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그 결과, 발생한 이상상태가 다음과 같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여 종결하

다. 

교착상태를 탐지하여 시스템을 재시작 하도록 안 성 요구사항을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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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역 근을 한 포인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요구사항명세서의 개정에 반 되었다.

NMI 신호입력 실패에 하여 WDT 고장탐지  동작상태 감시 기능을 

보완하여 요구사항명세서에 반 되었다. 

사용자 인증에 의한 시스템 시작 ( 로세서 모듈의 운 체제에 기능 

구 )을 추가하여 보안성 요건을 요구사항명세서에 반 되었다.   

응용 재시작 실패에 하여 기화 요구사항을 완 하게 명세하여 

건 성 확보하도록 요구사항명세서에 반 되었다.  

안 성분석 결과물은 “pIAOS1  pOAOS1 요구사항 명세 안 성 분석 보

고서”이다. 

 

아. 안 등  PLC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소 트웨어 설계단계 안 성 분석  

    pIAOS1  pOAOS1 설계 안 성 분석 (확인  검증결과의 안 성 

에서 평가 포함)은 “안 등  PLC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 차서”의 

HAZOP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검토, 구조설계  상

세설계의 안 성 분석, 그리고 확인  검증 결과의 안 성 검토, 그리고 안

성 분석에 참여한 조직과 자원의 안 성 향 검토를 수행하 다. 박동 신호 출

력, 교착상태 탐지, 하드웨어 트립 탐지, Ring counter 출력 기능의 안 성 향

을 고려하고 설계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결과물은 “pIAOS1  pOAOS1 설계명세 안 성 

분석 보고서” 이다.

4. 안 등  PLC 특정기술주제보고서

가. 목

안 등  PLC, POSAFE-Q는 (주)포스콘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동원  

 신규원 의 모든 안 계통에 사용을 목표로 개발한 디지털 안 등  제어기

기이다. 

본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POSAFE-Q에 한 설계, 제작에 련된 기술  

사항에 한 방법론  안 성에 해 기술하고 있는바, 이는 원자력법 시행규

칙 128조 ②항 1호  2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정기술주제보고서로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의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취득하여 가동 

 신규원 의 모든 안 계통에서 안 등  제어기기를 사용하기 한 것이다. 

나. 배 경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분야는 기존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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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날로그 보호계통 신 디지털 보호계통 설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

유는 기존 원자력발 소에 사용되던 아날로그 기기와 릴 이가 생산이 감소되

거나 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발 소에서는 노후화된 아날

로그 보호계통 교체에 디지털 제어기기를 용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발 소

의 보호계통 설계와 나아가 안 등  제어계통과 감시계통에도 디지털 제어기

기를 용하고 있다. 

원자력발 소 안 등  계측제어계통에 디지털 제어기기를 용할 경우에 

기 되는 효과는 비부품의 확보  부품단종의 문제  해결, 기기노후화로 인

한 드리 트 제거, 자가진단 기능 사용으로 인한 이용률 증가 등 많은 장 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제어기기는 소 트웨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품질  신

뢰도 확보가 어렵고,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업무의 증 , 자 장해에 비

한 설계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통신망 기술의 도입은 계통설

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 도 있지만 상용화된 안 등 의 통신망이 없으므

로 이의 개발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제어기기 개발을 해서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 한 련법규, 규제지침  기술표 에 따라서 설계.제작해야 

한다.

다. 내용  범

본 보고서에서는 가동  신규원 의 모든 안 계통에 사용될 디지털 안

등  제어기기인 POSAFE-Q의 설계  제작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하여, 개

발과정에서 용한 용법규, 규제지침  기술표 과 이들에 한 합성 평

가, POSAFE-Q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설계내용  사양, 기능  성능시험, 기

기검증 시험, 하드웨어 신뢰도 분석, 소 트웨어 개발  확인검증, 상용 소 트

웨어 인증, POSAFE-Q 개발과정에서 용한 품질보증 체계  설계 차 등에 

해 기술한다.

라. 결  론 

POSAFE-Q의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 소 안 계통에 POSAFE-Q를 용할 경우에 기 되는 효과 

비부품 확보  부품 단종, 보수유지 문제  해결

부품 노후화로 인한 드리 트 향 감소 

온-라인 자가진단으로 인한 이용률 향상 

통신망 용으로 타 계통과의 연계 간소화 

향후 발 소 설계개선 는 변경은 소 트웨어 수정만으로 가능 

섬유 이블 통신망 사용으로 기  격리 용이  자  장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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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감소 

(2) 원자력발 소 안 계통에 POSAFE-Q를 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POSAFE-Q 각 모듈  체 구성이 안 계통 신뢰도 요건을 

만족하도록 높은 신뢰도를 갖는 부품 사용

소 트웨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한 확인  검증 방안 수립

안 등  통신망의 응답시간 확보

기능  성능, 내환경 검증, 내진검증, 자 장해시험 등 안 등  

기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한 방안 강구

(3) 상기 (2) 항을 고려한 POSAFE-Q의 설계방식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POSAFE-Q 하드웨어  소 트웨어는 련 규제 법규  기 에 따라 

설계되며, 특히 IEEE Std. 7-4.3.2에서 제시한 련 조항을 설계에 

반 하 다. 

안 등  통신망은 결정론  로토콜을 가지며 보호계통과 다른 

안 등  계측제어계통에서 요구하는 응답시간을 만족한다.

소 트웨어 개발에서 폐기까지의 주기 (Software Life Cycle) 동안 

수행되는 소 트웨어 운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 트웨어 신뢰성 

 안 성을 확보 하 다.  

기기검증,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에 따라, POSAFE-Q를 개발하여 

품질을 확보 하 다.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 고장유형  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과 고장률 분석 결과를 회로설계에 반 하여 

제작하 다. 

안 -필수 소 트웨어(Safety-Critical Software)에 해 소 트웨어 

해도 분석 (Software Hazard Analysis)을 각종 소 트웨어 설계문서 

검토, 코드검사  소 트웨어 시험을 통해 수행하 고 해요소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 다. 

(4) POSAFE-Q의 신뢰도분석 결과, 기능  성능시험 결과와 기기검증 결과, 

소 트웨어 확인  검증결과는 안 등  제어기기 설계문서로 작성된다. 따라

서 본 보고서는 가동  신규원 의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

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안 변수 감시계통 등 모든 안 계통에 POSAFE-Q

를 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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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검증  

1.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개요

원자로보호계통은 4개의 채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채 에는 비교논리

로세서 (BP, Bistable Processor), 동시논리 로세서 (CP, Coincidence 

Processor),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ATIP, Automatic Test & Interface 

Processor),  캐비닛 운 원모듈 (COM, Cabinet Operator Module)의 4개의 

로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의 로세서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는 이 화가 되어 

있어서 동일 기능을 독립 으로 수행하여 각각 별도의 최종출력을 생성한다. 원

자로보호계통은 세 개의 워치독 타이머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워치독 타이

머는 이 화된 동시논리 로세서의 기능을 감시하며 나머지 하나의 워치독 타

이머는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의 기능을 감시한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는 비교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 동시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  캐비

닛 운 원모듈 응용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는 원자로보호계통 데이터 취득모듈에서 

센서로부터 취득한 신호와 노심보호연산기계통 (CPCS,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에서 제공되는 노심 련 트립변수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이

들 신호가 각각의 트립 설정치를 과하는지 악하여 어느 트립변수 값이 설

정치를 과하는 경우에 해당변수 상태를 트립상태로 결정한다. 

동시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는 원자로보호계통 4개 채 에서 결정된 

각각의 트립변수의 상태를 안  통신망을 통하여 입력으로 받아서 2/4 동시논

리를 수행한 후, 2개 이상의 채 에서 트립상태인 경우 최종 트립신호를 생성한

다. 동시논리 로세서는 생성된 최종 트립신호를 디지털 출력모듈을 통하여 트

립개시회로로 송하여 원자로정지  공학 안 설비 작동이 개시되도록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발되는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의 응용 

소 트웨어는 원자력발 소가 비정상상태이거나 박한 운 상황인 경우 원자

로와 핵증기공 계통의 건 성을 보호하기 한 원자로 정지  공학 안 설

비 개시와 같은 방어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직 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는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의 기능, 

특히, 두 로세서에 장착된 응용 소 트웨어의 기능이 건 한지 악하기 하

여 기능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주 기능으로 이러한 기능은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에 장착된 응용 소 트웨어가 담당한다. 시험은 수동시험, 수동개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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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자동주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험은 직/간 으로 캐

비닛 운 원모듈을 통한 운 원의 개입하에 시험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는 시험 수행시 시험개시와 같은 기능은 캐비닛 운 원모듈로

부터 송되는 개시신호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

세서의 소 트웨어 상으로 구 된 트립기능을 시험한 후 시험결과와 일부 시험

결과의 정을 수행한 후 캐비닛 운 원모듈로 시험정보를 송하여 운 원이 

재의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의 기능건 성을 단하도록 한다.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의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와의 

시험기능 연계는 채 내부통신망(ICN)을 통하여 수행된다.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는 채 간 데이터통신망(ICDN)을 통하여 다른 채 의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와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타 채 의 시험상태를 악하여 

시험을 수행할 지 결정하며 아울러 운 상황  이상상태를 받아서 해당 캐비

닛 운 원모듈에 송하여 운 자가 해당 채 에서 타 채 의 운 상태까지도 

악할 수 있도록 한다. 

캐비닛 운 원모듈은 사용자 연계화면(GUI, Graphic-User Interface)을 가지

고 있어서 채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연계된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

서, 그리고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의 운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운 자가 

악할 수 있도록 하며, 운 자의 시험 련 명령을 수신하여 시험개시  시험 

값을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에 송하여 시험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원자로보호계통 내부 로세서에 장착되는 응용 소 트웨어는 각각

의 기능에 따라 안 등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업무의 범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업무의 범 가 결정된다. 

소 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단계는 NUREG-0800/BTP HICB-14의 생명주기 

단계를 따르며, 생명주기 모델은 나선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주

기 모델  단계는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를 하여 작성한 계획서에 상세

하게 나타나 있다.

2.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업무는 KNICS-RPS-SEP110, 

Rev.01,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에 명시된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 별로 주요 수행된 업무에 하여 기술한다.

가. 계획단계

계획단계에서는 검증 의 계획서 작성과 개발 의 설계문서  계획서 검토

로 구분된다. 계획서 작성은 원자로보호계통에 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

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안  



- 181 -

계획서를 작성하 으며, 설계문서 검토는 원자로보호계통 최상  요건인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요건서(KNICS-RPS-SR101)에 하여 규제요건  기술기  반

여부에 하여 검토를 수행하 고, 개발 계획서 검토는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개발계획서, 리계획서, 통합계획서, 설치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에 

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하 다.

(1)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총  수행하는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요구사

항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단계, 검증단계, 설치단계 등의 소 트웨어 개

발 생명주기상의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KNICS-RPS- SEP110)를 작

성하 다.

원자로보호계통의 소 트웨어에 한 확인  검증을 수행하기 하여 확인 

 검증 조직과 조직의 책임을 정의하 고, 이를 기반으로 확인  검증 과 개

발, 안   품질보증의 다른 과의 연 성  개발 과의 독립성에 하여 

기술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개발계획서(KNICS-RPS-SEP102)에서 설정한 

소 트웨어 생명주기  이정표를 기 으로 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의 각 장치-비

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캐비닛 운

원 모듈-내 소 트웨어 개발 일정에 따라 확인  검증 업무, 업무수행 기간, 

결과물, 그리고 소요 자원에 한 일정을 확립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내 각 장치별 안 등 을 분류하여 소 트웨어 통합수 을 

결정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IEEE Std 1012 (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에서 명시한 확인  검증 업무 공

정을 선정하 고 선정된 단계별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확인 

 검증 기법, 필요 도구, 시험 환경에 하여 기술하 다.

원자로보호계통에 한 확인  검증 공정은 IEEE Std 1012 (1998)에 따라 

리 공정, 취득 공정, 공  공정, 개발 공정, 그리고 운   유지보수 공정으

로 나 었으며 각 공정단계 별로 확인  검증 업무, 방법  차, 입력  출

력, 일정  자원, 험성  가정, 역할과 책임 등에 하여 상세히 명시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확인  검증 업무는 기본 으로 각 생명주기 

단계별로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수행한 업무, 검증 결과, 불일치 사항 

해결, 품질 분석,  권고사항에 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단계 완료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 고 이상상태 해결 차, 업무반복정책, 일탈정책

에 해서 기술하 다.



- 182 -

(2)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서  

원자로보호계통을 하여 개발되고 사용될 소 트웨어를 악하고 통제하기

한 방법  도구를 명시하기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 계

획서(KNICS-RPS-SEP 111)를 작성하 다. 본 계획서는 형상항목 도출  도출

된 형상항목에 한 기 선 리를 포함하고 형상항목 변경에 한 검토, 승인, 

통제, 그리고 추   보고를 포함하며 소 트웨어 생산물 진행에 따른 감사와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원자로보호계통 리계획서(KNICS-RPS-SEP101)에서 명시된 개발 조직을 기

반으로 다음 그림 8-1과 같이 원자로보호계통 형상 리 조직을 구성하 다.

형상관리평가자

형상관리위원/단위과책
(안전계통개발과책, 한원연)

형상관리위원/단위과책
(기기설계/제작과책, 두산중㈜

계통설계/
개발자
(문건)

계통분석/
개발자
(문건)

기기검증/
개발자
(문건)

H/W 개발/
개발자

S/W 개발/
개발자

RPS 형상관리위원회

한원연
형상

관리자

형상관리위원장
(인허가과책)

두산중㈜
형상

관리자

형상관리평가자

형상관리위원/단위과책
(안전계통개발과책, 한원연)

형상관리위원/단위과책
(기기설계/제작과책, 두산중㈜

계통설계/
개발자
(문건)

계통분석/
개발자
(문건)

기기검증/
개발자
(문건)

H/W 개발/
개발자

S/W 개발/
개발자

RPS 형상관리위원회

한원연
형상

관리자

형상관리위원장
(인허가과책)

두산중㈜
형상

관리자

[그림 8-1] 원자로보호계통 형상 리조직

의 그림과 같은 조직에 하여 형상 리 원장, 원, 리평가자,  개

발자에 한 책임  권한을 명시하 으며, 조직 담당자에 한 명시를 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에 한 형상항목을 도출하여 항목명을 부여하 고, 

련 소스 일  기록매체에 한 항목유형  번호체계를 확립하 다. 형상항

목은 자 일 형태로 컴퓨터서버에 보 하되 백업을 확보하고 문서형태로도 

보 하여 형상항목의 유지 리에 안 을 기하도록 하 다.

형상항목을 통제하기 하여 형상항목의 변경에 한 차, 평가,  승인에 

한 업무를 기술하 고, 형상 리 원회  각 단 과제 별 형상통제를 한 

기 선  비기 선 리 차, 양식, 업무에 하여 기술하 다. 소 트웨어 개

발 생명주기상에 한 형상 리 업무를 명시하 고, 형상 리 자원으로 

NuSCM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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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품질보증을 하여 IEEE Std 730 (1998)의 

항목목차를 수하여 안 계통 개발과제에서 개발하는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

웨어의 모든 생명주기상에서 소 트웨어의 품질보증이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증  확인하여 원자로 보호계통 소 트웨어  시

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하여 품질보증 계획서를 작성하

다. 

품질보증 상 소 트웨어는 비교논리 로세서용 소 트웨어, 동시논리 로

세서용 소 트웨어,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용 소 트웨어,  캐비닛 운

원 모듈 소 트웨어이며 품질보증 조직간에 이루어져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다.

소 트웨어 품질제어

소 트웨어 공 자와 품질보증과의 연계

검토  감사

품질척도  평가

신뢰도

소 트웨어의 품질보증 책임을 하여 물리 인 역할보다는 

NUREG-0800/BTP HICB-14 인허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능 인 것을 

심으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개발, 품질보증, 확인  검증, 형상 리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과 련이 있는 업무와 책임사항에 하여 기술하 다. 소

트웨어의 품질보증을 하여 정량/정성  품질평가표  정성  상세 품질평가

표를 도출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검토  감사를 한 차 

 권한에 하여 기술하 다. 

소 트웨어 검토는 리  에서는 품질보증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 인 검토는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확보 과제의 검증조직에서 수행한다. 

검토는 리  요소 검토, 확인  검증 계획서 검토, 형상 리 검토, 요구사항

명세서 검토, 설계사양서 검토, 소스코드 검토, 시험 검토, 확인  검증 결과 

보고서 검토  검안 검토를 수행하고, 감사는 임의 감사, 기능  형상감사, 물

리  형상감사를 수행한다.

(4)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체 생명주기 동안 안 을 확보하기 한 소

트웨어의 안  계획서(KNICS-RPS-SEP109)를 작성하 다. 안 성 분석은 계

통 안 성 분석  신뢰도 분석과 연계하여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는 방향에서 기술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안 을 유지하기 하여 디지털 계측제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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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확보 과제 내에 별도의 안 을 두며, 이 조직은 소 트웨어 안 계획 수

립, 안 구 에 필요한 인 /물  자원 확보/할당, 타 조직과 안 업무 조정, 소

트웨어 안 계획에 한 조정, 소 트웨어 안 련 기술  안 조정, 소

트웨어 안 행 에 한 기록  보 , 소 트웨어 안 계획 구  참여, 소 트

웨어 안 련 방법, 기술  도구사용에 한 훈련 업무를 수행한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단계별 안 성 분석 종류는 다음

과 같으며 IEEE Std 1228 (1994)에서 제시한 안 성 분석행 를 수행하며 

NUREG/CR- 6430에서 제시한 세부방법을 선별하여 용한다.

소 트웨어 안 성분석 비: 비 험요소 목록 작성. 각 험요소에 

한 결과 수   확률 배정. 리스크 추정  수  악.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 필수성, 명세서, 타이   규모 분석.

소 트웨어 설계 안 성 분석: 논리, 데이터, 연계, 제약사항, 기능, 모듈, 

타이   규모 분석.

소 트웨어 코드 안 성 분석: 논리, 데이터, 연계, 제약사항, 로그래  

스타일, 비필수 코드, 타이   규모 분석.

소 트웨어 시험 안 성 분석: 단 시험, 연계시험, 하부시스템 시험, 

시스템수  시험, 스트 스시험, 회귀시험 분석.

소 트웨어/ 안 성 변경사항 분석.

(5)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리계획서 평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리계획에 한 평가를 수행하 으며, 그 평

가 결과를 기술하 다. 

소 트웨어 리계획의 평가는 소 트웨어 공정모델, 조직구조 , 조직경계 

 연계, 로젝트 책임, 로젝트 우선순 , 가정/의존성/제약, 험 리, 감시 

 제어 구조, 인력투입, 방법/도구/기법, 소 트웨어 문서화, 로젝트 지원기

능, 최종마무리에 하여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의 세부 평가항목에 

하여 평가되었다. 소 트웨어 리계획의 평가는 NUREG-0800/BTP 

HICB-14(3a)의 검토기 에 따른 소 트웨어 리계획의 검토와 IEEE 

Std.1058-1998 표 에 한 검증이 요구된다. 

검증 차를 수하여 NUREG-0800/BTP-HICB14(3a) 기   IEEE Std. 

1058-1998기 에 따라 평가한 결과, 거의 모든 부분이 평가기 을 만족하는 것

으로 명되었다. 일부 경미한 검토이견 결과에 해서 문서개정(Rev.01) 시 반

되어 수정조치가 이루어졌다.

(6)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계획서 평가

원자로보호계통의 소 트웨어 통합계획에 한 평가는 NUREG-0800/B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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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B-14의 허용기 을 검토기 으로 수행하 으며, IEEE Std 1012  7-4.3.2, 

그리고 NUREG/CR-6101의 소 트웨어 통합계획서에 한 요건을 검증기 으

로 수행하 다. NUREG-0800/BTP HICB-14는 리특성(목 , 조직, 책임), 구

특성(측정, 차), 그리고 자원특성(방법, 도구)에 한 검토를 요구하며, 

NUREG/CR-6101은 통합공정, 제한조건, 통합조직, 통합 차, 통합활동, 그리고 

통합 안 성 분석에 한 검증을 요구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의 소 트웨어 통합계획서는 검토에 합한 문서형식과 기술

표 에 따라 기술되었으나 부분 으로 추가기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에 한 보완이 Rev.01로 문서개정 시 이루어졌다.

(7) 원자로 보호계통 소 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서 평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 계획서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서의 평가는 NUREG-0800/BTP HICB-14의 허용기

을 용하여 리특성, 구 특성, 그리고 자원특성에 하여 검토하 다. 

NUREG-0800/BTP HICB-14, 3a에서는 소 트웨어 보수계획에 한 검토기

을 제공하며, IEEE Std. 1219-1998의 Annex A, Maintenance Guidelines에서는 

보수요건(maintenance requirements)의 확인검증을 해 IEEE Std. 1012-1998

의 참조를 요구한다. 

원자로보호계통의 소 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서는 검토에 합한 문서형식과 

기술표 에 따라 기술되었으나, 소 트웨어 보수조직의 권한에 한 정의,  문

서보호를 한 소 트웨어 바이러스의 오염방지 방법( 는 책)의 추가기술과 

각 소 트웨어 보수단계에서 요구되는 문서보호 수 , 보수도구는 소 트웨어 

안 성의 요도에 따라 그 품질의 보증 등, 부분 인 사항에 하여 추가기술

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반 하여 문서개정이 이루어 졌다.

나. 원자로보호계통 설계요건서 검토

원자로보호계통 설계요건 검토는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개발과제에서 생

산한 원자로보호계통 설계요건서(KNICS-RPS-SR101)가 원자력발 소 안 계

통 기술기 인 IEEE Std. 603-1998,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의 요건을 충분히 반 하 는

지 검토하 다. 비교항목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고시)과 원

자로 시설의 계측제어계통에 한 규제기 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용 기

(IEEE와 KEPIC기 ), 보호계통 설계요건, 용여부(Y/N), 검토결과 등이다. 표 

8-1은 설계요건 검토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개발과제에서 생산한 원자로보호계통 설계요건은 

규제기 에서 요구하는 규제요건을 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일부 반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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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은 검토결과 란에 기술하 고 개발 은 본 검토결과를 반 하여 설계

요건을 개정하 다.

[표 8-1]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요건 검토 결과 

다.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1)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

요구사항단계 확인  검증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개발 에서 개발

한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캐비닛 

운 원모듈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한 자연어 검증과 정형명세된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에 한 정형검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자연어 확인  검증

자연어 확인  검증은 자연어로 작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

항 명세서에 하여 검증을 수행한 것으로 인허가 합성 검증, 상세검증,  추

성분석이 주요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인허가 합성 검증은 NUREG-0800/BTP HICB-14에서 요구하는 기능특성

과 공정특성에 해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평가하 다. 상세검증은 

NUREG-0800/BTP HICB-14, IEEE Std. 1012, NUREG/CR, IEC60880을 참고

로 한 페이건 인스펙션 기법을 기반으로 완 성, 일 성,  정확성 에서의 

기능정의, 입/출력정의, 행 명세, 인터페이스 에서 평가하 다. 상세검증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검증을 수행하 다. 추 성 분석은 상  계통요건에 

하여 요구사항으로의 요건 추 을 수행하 고, 상 요건으로는 설계요건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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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양서, 기능요건서,  연계요건서에 하여 요구사항명세서로의 순방향과 

역방향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인허가 합성 에서의 문서검증과 상세검증을 하여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확보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각 소 트웨어 속성에 한 체크리스트를 도

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검토를 체계 으로 수행하 다. 표 8-2는 상세검

증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와 이에 한 분석결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추 성분석은 자연어로 명세된 요구사항에 해서는 문서검색기능을 이용하

여 추 성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일부 요건은 자체 개발한 SIS-RT 도구를 사

용하여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8-2는 추 성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SIS-RT를 이용한 정형 추 성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제어 인출 지 기능

명세가 완 하지 않음을 악하 다. 아울러 기능 모듈 간에 입/출력변수 연계 

명세가 필요함을 권고하 다.

[표 8-2] BP SRS 상세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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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제어 인출 지 신호  우회신호에 한 상세 검증 결과

요구사항 단계에서의 자연어 명세서의 검증 상은 다음과 같다.

KNICS-RPS-SRS22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RPS-SRS22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RPS-SRS22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RPS-SRS22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상기와 같이 자연어로 기술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에 한 검증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

(KNICS-RPS-SEP110)”에 정의된 요구사항단계 검증 공정  활동을 효율 이

고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 차서 (KNICS-RPS-SVP121)”를 용하여 NUREG-0800/BTP 

HICB-14에서 명시한 기능특성과 공정특성에 한 인허가 합성 검토, 소 트

웨어의 완 성, 일 성, 정확성에 한 상세 검증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2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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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S-RPS-SVR12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2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2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검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

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반 되었으며, 다음 개발

주기에서 문서 개정시 검증결과를 반 하여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수정/보완

하여 요구사항 단계에서 발견된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나) 정형 검증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동연구기 에서 개발한 정형검증 도구인 NuSRS를 

사용하여 정형명세를 수행하 으며, 정형검증은 이에 하여 정형명세시 활용된 

변수검증과 Symbolic Model Verifier(SMV) 자동 검증도구를 활용한 모델체킹

(Model Checking)에 의한 기능검증을 수행하 다.

그림 8-3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에 사용된 정형명세 도구인 NuSRS 

2.0을 이용하여 정형명세 언어인 NuSCR상에서 명세된 비교논리 로세서 트립

기능의 정형명세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3]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정형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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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CR 정형명세 언어는 FOD(Function Overview Diagram), 

SDT(Structured Decision Table), FSM(Finite State Machine)  

TTS(Timed-Transition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3에서 좌측 후면에 보이는 흐름도는 FOD으로 체 로그램 흐름

을 나타내는 것으로 로그램 구조를 기술할 때 사용된다. 그림 8-3의 앙 하

단에 있는 그림은 SDT로 과거 이력이 필요하지 않는 논리연산에 사용된다. 그

림 8-3의 우측 상단의 그림은 TTS로 지연시간이 존재하는 트립기능 명세에 사

용되며, 우측 하단의 그림은 FSM으로 상태 과거이력이 존재하고 지연시간과 

같이 타이  기능은 필요 없는 트립기능 명세에 사용된다.

그림 8-3과 같은 정형명세에 하여 Cadence SMV를 사용하여 정형명세에 

한 정형검증을 수행하 다. Cadence SMV는 범용 상용도구로써 NuSRS 2.0

에 자동으로 연계하여 구동한다. 한 NuSRS 2.0은 변수 검기능이 있어서 정

형명세에 사용된 변수가 일 성 있고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검하여 오류 발생

시 변수정의가 잘못된 것을 표시하여 나타낸다. 그림 8-4는 NuSRS 2.0에서 명

세된 NuSCR 정형명세를 Cadence SMV의 모델체킹(model checking) 정형검증

이 가능하도록 CTL (Computational Temporal Logic)으로 변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NuSRS 2.0에서 자동으로 변환하여 생성한다. 

[그림 8-4] 정형검증 속성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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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의 하단부의 “PROPERTY" 부분에 검증하고자 하는 속성을 CTL 

형태로 입력하고 하단부 ”Apply" 버튼을 르면 그림 8-5와 같은 정형검증 결

과가 생성된다. 이러한 정형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기능상의 오류를 악하 다.

[그림 8-5] 정형검증결과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정형명세에 한 정형검증 시 사용한 주요 속성

은 다음과 같다.

Deadlock Freeness: System can never be in a situation where no 

progress is possible

Non-Determinism: System never has some conflicting transitions

Trip by Error: If module/channel/input error occur, trip signals are 

fired immediately

Trip by Logic: Trip signal is fired if the process value rises above 

the setpoint and this condition lasts for pre-defined time

Normal Status: If trip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then trip signal 

shall never be fired

Trip with OB: Trip signal is never be fired during operating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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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정형검증은 다음과 같다.

KNICS-RPS-SRS121-1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정형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RPS-SRS121-1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정형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RPS-SRS121-1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정형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검증결과는 다음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보

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21-1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정형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21-1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정형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21-1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정형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검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

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반 되었으며, 다음 개발

주기에서 정형명세 상의 오류는 정형명세 문서 개정시 검증결과를 반 하 고 

운 우회 오류와 같은 요구사항 기능자체의 오류는 정형명세뿐 만 아니라 자연

어 명세에도 수정/반  하 다.

(2) 설계단계 V&V

설계단계 확인  검증은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개발과제의 원자로보호계

통 소 트웨어 개발 에서 개발한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

험  연계 로세서,  캐비닛 운 원모듈의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한 자

연어 검증과 POSAFE-Q PLC에 사용되는 로그램 언어와 호환 가능한 FBD 

(Function Block Diagram)으로 상세설계 명세된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에 한 정형검증으로 이

루어져 있다.

(가) 자연어 확인  검증

자연어 확인  검증은 자연어로 작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

명세서에 하여 검증을 수행한 것으로 요구사항 단계의 자연어 검증과 같이 

인허가 합성 검증, 상세검증,  추 성분석이 주요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인허가 합성 검증은 NUREG-0800/BTP HICB-14에서 요구하는 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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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기능특성(정확도, 신뢰성, 강인성, 안 성, 보안성, 타이 )과 공정특성(완

성, 일 성, 정확성, 스타일, 추 성, 확인성)에 해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평가하 다. 

상세검증은 NUREG-0800/BTP HICB-14, IEEE Std. 1012, NUREG/CR, 

IEC60880을 참고로 한 페이건 인스펙션 기법을 기반으로 완 성, 일 성,  정

확성 에서의 기능정의, 입/출력정의, 행 명세, 인터페이스 에서 평가하

다. 상세검증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검증을 수행하 다. 

추 성 분석은 상  해당 로세서 요구사항 명세에 하여 설계명세로의 

요건 추 을 순방향과 역방향의 양방향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설계단계에서의 검증 상 문서는 다음과 같다.

KNICS-RPS-SDS23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KNICS-RPS-SDS23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KNICS-RPS-SDS23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KNICS-RPS-SDS23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상기와 같이 자연어  논리식, 그리고 FBD로 상세명세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한 검증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

증계획서(KNICS-RPS-SEP110)”에 정의된 설계단계 검증 공정  활동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설계명세 검증

차서 (KNICS-RPS-SVP121)”를 용하여 NUREG-0800/BTP HICB-14에서 명

시한 기능특성과 공정특성에 한 인허가 합성 검토, 소 트웨어의 완 성, 

일 성, 정확성에 한 상세 검증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아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악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보

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3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3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3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3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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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

되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반 되었으며, 다음 개

발주기에서 문서 개정시 검증결과를 반 하여 소 트웨어 설계사양을 수정/보

완하여 설계단계에서 발견된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나) 설계명세 정형검증

디지털 보호논리 설계명세 정형검증은 탁기 인 KAIST에서 수행한 “디

지털 보호논리 정형검증  자동시험 소 트웨어 검증” 과제에서 수행하 다. 

정형검증의 상은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를 비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동시논리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원자로보호계통을 한 각종 시험을 담당하는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로 이에 한 정형검증은 모델체킹 기법

을 이용하 다.  

설계단계에서 정형검증을 수행하기 하여 FBD로 명세된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의 상세설계를 

Cadence SMV로 모델체킹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하여 변환도구 FBD2V를 

개발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SDS의 정형명세는 POSAFE-Q PLC 로그램 편집도구인 

pSET에서 작성한 FBD로 기술되어 있다. FBD에 한 정형검증을 수행하기 

해 먼  FBD를 Verilog 코드로 변환하고, Verilog 코드에 해 정형검증을 수

행하 다. 그림 8-6은 정형검증을 한 FBD에서 Verilog로 변환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pSET 도구에서 FBD는 *.lda 일 형태로 장된다. 자체 구 한 

FBD2V 도구를 사용하여 *.lda 일로 장된 FBD를 불러 읽어 들여 Verilog 

코드로 자동 변환하 다. 이후 자동 변환된 코드에 검증할 속성을 삽입하고, 

Cadence SMV 모델체커를 이용하여 Verilog 코드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설계단계에서 정형검증에 사용된 입력은 다음과 같다.

KNICS-RPS-SDS23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FBD 상세 설계명세 일

KNICS-RPS-SDS23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FBD 상세 설계명세 일

KNICS-RPS-SDS23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FBD 상세 설계명세 일

KNICS-RPS-SDS23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FBD 상세 설계명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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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FBD로 기술된 RPS SDS 정형명세에 한 정형검증

검증결과는 설계단계 확인  검증보고서에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악

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검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

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반 되었으며, 다음 개발

주기에서 문서 개정시 검증결과를 반 하여 소 트웨어 설계사양을 수정/보완

하여 설계단계에서 발견된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3) 구 단계 V&V

구 단계에서는 단 모듈 소스코드의 인허가 합성 검토, 소스코드 검사, 

소스코드 추 성 분석, 단 모듈시험 계획서, 차서,  보고서 평가, 그리고 

시험 추 성 분석을 포함한다.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험  연계 로

세서,  캐비닛 운 원모듈 각각의 단 모듈 소스코드에 하여 

NUREG-0800/BTP HICB-14에서 명시한 기능특성과 공정특성에 한 인허가 

합성 검토를 수행하 다. 

인허가 합성 평가는 구 단계 기능특성(정확도, 강인성, 안 성, 보안성, 

타이 )과 공정특성(완 성, 일 성, 정확성, 스타일, 추 성, 확인성)에 있는 속

성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KNICS-RPS- 

SVP141)에 기술되어 있는 인허가 합성 에서 도출한 체크리스트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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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 모듈 소스코드에 하여 검토를 수행하 다.

구 된 단 소스코드에 하여 상 요건인 설계명세와의 순방향  역방향

의 양방향 추 성 분석을 수행하 고, NUREG/CR-6463, “Review Guidelines 

on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에 기술된 FBD 코딩 지침  C 언어 코딩 지침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 스타일 에서의 소스코드 검사를 수행하 다. 이 외에도 소스 로그램

의 기능검사를 하여 pSET이나 PhAB의 로그램 편집도구를 이용하여 단

모듈 소스코드를 실행하여 기능  성능 에서 소스코드 상세검사를 수행하

다.   

구 단계에서 수행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단 모듈 시험 계획서/

차서/보고서에 하여 시험항목  시험사례에 한 검토를 수행하 으며, 설계

명세서의 요건이 시험항목에 반 되어 있는지 추 성 분석을 수행하 고, 시험

결과의 정확성에 하여 검토를 수행하 다. 

구 단계에서의 검증 상은 다음과 같다.

KNICS-RPS-STG140,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단 /모듈 시험 

계획서

KNICS-RPS-STP14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차서

KNICS-RPS-STR14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보고서

KNICS-RPS-STP14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차서

KNICS-RPS-STR14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보고서

KNICS-RPS-STP14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차서

KNICS-RPS-STR14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보고서

KNICS-RPS-STP14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차서

KNICS-RPS-STR14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단 모듈시험 보고서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단 모듈 로그램 소스코드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단 모듈 로그램 소스코드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단 모듈 로그램 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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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단 모듈 로그램 소스코드

상기와 같은 구 단계의 검증 입력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KNICS-RPS-SEP110)”에 정의된 구 단계 검증 공정  

활동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 (KNICS-RPS-SVP141)”를 용하여 

NUREG-0800/BTP HICB-14에서 명시한 기능특성과 공정특성에 한 인허가 

합성 검토를 수행하 고, NUREG/ CR-6463에 따른 소스코드 작성 스타일 검

토, 소스코드 기능검토, 소스코드 추 성 검토, 시험문서 평가,  시험항목  

사례에 한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4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구 단계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4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구 단계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2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구 단계 확인  검증보고서

KNICS-RPS-SVR12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구 단계 확인  검증보고서

검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

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 개발

주기에서 소스코드 개정  회귀시험 수행 시 검증결과를 반 하여 구 단계에

서 발견된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4) 통합단계 V&V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자동시험  연계 로

세서,  캐비닛 운 원모듈의 각 통합 소스코드에 하여 NUREG-0800/BTP 

HICB-14에서 명시한 통합단계 기능특성(안 성, 강인성, 보안성)과 공정특성(완

성, 일 성, 정확성, 스타일, 추 성, 확인성)에 한 인허가 합성 검토를 수

행하 다.

각 로세서에 한 통합 소스코드의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추 성 분

석은 각 로세서에 해 구 단계의 단 모듈 소스코드에 하여 통합 소스코

드의 순방향  역방향의 양방향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한 단 모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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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추 성을 분석하면서 통합 소스코드에 오류와 단 모듈 기능에서 악되

지 않은 기능추가에 하여 소스코드 검사를 수행하 다.

통합 소스코드에 수행한 통합시험 계획서/ 차서/보고서에 한 검토를 수

행하 다. 차서와 보고서간 시험항목  시험사례에 한 추 성 분석을 수행

하 고, 시험항목, 시험사례,  시험결과에 한 상세검토를 수행하 다. 

통합단계에서의 검증 상은 다음과 같다.

KNICS-RPS-STG151,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시험 계획서

KNICS-RPS-STP15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시험 차서

KNICS-RPS-STR15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KNICS-RPS-STP15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시험 차서

KNICS-RPS-STR15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KNICS-RPS-STP15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시험 차서

KNICS-RPS-STR15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KNICS-RPS-STP15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 차서

KNICS-RPS-STR15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소 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통합 로그램 소스코드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통합 로그램 소스코드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통합 로그램 소스코드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 원모듈 통합 로그램 소스코드

상기와 같은 통합단계의 검증 입력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KNICS-RPS-SEP110)”에 정의된 통합단계 검증 공정  

활동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 (KNICS-RPS-SVP151)”를 활용하여 

NUREG-0800/BTP HICB-14에서 명시한 기능특성과 공정특성에 한 인허가 

합성 검토, 통합 소스코드 기능검토, 통합 소스코드 추 성 검토, 시험문서 평

가,  시험항목  사례에 한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 199 -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51,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확인  

검증보고서

검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

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 개발

주기에서 통합 소스코드 개정  통합시험에 한 회귀시험 수행 시 검증결과

를 반 하여 통합단계에서 발견된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5) 검증단계 V&V

검증단계에서는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의 시험사례  시험 차에 해서 

계통 요건에서의 성능요건  기능요건을 검토를 수행하 다. 한 소 트웨어 

구 이 계통 요건  소 트웨어 요건을 잘 반 하지 못하거나 소 트웨어 거

동에 오류가 없는 지 검토를 수행하 다.

NUREG-0800/BTP HICB-14의 추 성 분석을 하여 계통시험 사례  

차가 계통요건을 잘 반 하는지 추 성 분석을 하 다. 추 성 기 문서는 “원

자로보호계통 기능요건서(KNICS-RPS-DS102)”를 추 성 기 문서로 하 고, 

계통시험에서 설치된 통합 소스코드가 통합단계에서 구축된 통합 소스코드와 

일치하는지에 한 코드 간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한 계통시험 계획서의 

시험항목이 계통시험 차서에 시험사례에 반 되어 있는지 계획서와 차서에 

한 문서 간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이 수행된 검증단계에서의 검증 상은 다음과 같

다.

KNICS-RPS-STG261,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계획서

KNICS-RPS-STP261,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차서

KNICS-RPS-STR261,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보고서

비교논리 로세서 통합 응용 소 트웨어 (KNICS-RPS-SCM001)

동시논리 로세서 통합 응용 소 트웨어 (KNICS-RPS-SCM002)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통합 응용 소 트웨어 

(KNICS-RPS-SCM003)

캐비닛 운 원모듈 통합 응용 소 트웨어 (KNICS-RPS-SCM004)

상기와 같은 검증 입력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KNICS-RPS-SEP110)”에 정의된 검증단계 검증 공정  활동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

계 검증 차서 (KNICS-RPS-SVP151)”에서의 계통시험 부분의 검증 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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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문서(시험계획서/시험사례/시험 차서) 

평가, 검증단계 험요인 확인,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결과(시험보고서) 평

가,  원자로보호계통 기능요건에 한 시험항목의 추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61, 원자로보호계통 검증단계 확인  검증보고서

검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

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 개발

주기에서 계통시험에 한 회귀시험 수행 시 검증결과를 반 하여 검증단계에

서 발견된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3.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분석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분석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검증

을 하여 확인  검증 업무와 별도로 하되, 확인  검증 업무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분석은 KNICS-RPS-SEP110의 원

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에 명시된 안 성-필수 등 으로 

분류된 비교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와 동시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

어에 하여 수행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안 성분석 업무는 RPS 소 트웨어 계획단계에 작성된 

KNICS-RPS-SEP109, Rev.01,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에 명시

된  바와 같이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 별로 수행되었다.

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해요소 악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을 수행하기 해서 먼 , 원자로보

호계통 응용 소 트웨어에 의하여 원자로보호계통이나 발 소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험요소를 악하 다. 만약 이러한 험요소가 없다면 소 트웨

어 자체로는 험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 트웨어 상에서 안 성 분석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

소 트웨어에 기인하는 원자로보호계통 해요소를 악하기 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에 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한 KNICS-RPS-AR102, 원자로보호계통 

고장유형  향분석 보고서와 KNICS-RPS-AR103, 원자로보호계통 불가용도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계통 해요소  소 트웨어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

는 해요소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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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KNICS RPS 소 트웨어 해요소

번호 소프트웨어 유발 RPS 위해요소 중요도

1 트립 신호를 발생할 상황에서, 트립 신호를 생성하지 못함. 1

2 트립 신호를 발생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트립 신호를 생성함. 2

3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여 운전자가 원자로보호계통

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
3

표 8-3의 요도는 3개의 해요소에 하여 상 인 요도를 나타낸 것

으로, 첫 번째 해요소는 원자로를 보호하는 기능에 직 으로 역행하는 험

인자이기 때문에 원자로보호계통의 요건뿐 만 아니라 원자력발 소 안 에 

한 향을 미칠 수가 있다. 두 번째 해요소는 원자로를 보호하는 신호를 

기   물리 으로 생성하는 원자로보호계통 고유의 목 에는 부합하나 합

한 환경과 한 조건 하에서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 한 시간에 

신호를 생성하여 원자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되, 발 소 운 을 방해하

는 방향으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발 소 기기나 구조물에 악 

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발 소 안 에는 치명 인 향을 직 으로 미치는 

험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요소보다는 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

다. 세 번째 해요소는 원자로보호계통 로세서 내의 응용 소 트웨어가 정확

한 정보를 생성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락하는 경우, 는 로세서 고장이

나 통신 기능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어실의 안 변수 표시장치에 원자로보호계

통의 재 운  상태를 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운 자가 원자로보

호계통의 운  상황을 오 할 수 있는 험 요소이다. 이러한 험 상태에서는 

운 자는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수동트립 스 치를 이용하여 원

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이 해요소는 원자로의 치명 인 험요소는 아

니지만, 발 소 운  측면에서 경제  손실을 야기하고 원자로보호계통의 신뢰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험요소이다. 

상기 세 개의 해요소는 원자로보호계통이 유발할 수 있는 발 소에 향

을 미치는 험요소이므로 계통 안 성 분석이나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시 

고려되어야 할 해요소이다. 

이 들 세 개의 해요소가 소 트웨어와 연 이 있는지 계통설계 문서에 있

는 원자로보호계통 설계요건을 악하고, 원자로보호계통 고장모드  향 분

석 보고서와 불가용도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와 

계통 해요소와의 연 성(Interface Point)을 악하 다.

검토 결과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의 소 트웨어는 첫 번째

와 두 번째 해요소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 번째 해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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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에서 통신 련 구동 소 트웨어 오류가 요한 향을 미치나, 비

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에서 정보 값을 생성하는 

기능이 정확하거나 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채 에서 오류를 자동시험  연

계 로세서에서 이러한 오류를 악할 수 있으나 그 채 에 해서는 운 자

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수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나. 요구사항단계

안 성 분석은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

(KNICS-RPS-SEP109)에 정의된 요구사항단계 안 성 분석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소 트웨어 안  련된 규제기   기술표 의 요건들을 체크리스트로 

도출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 성 분석 차서에 따라 

공정특성에 하여 검토하고, 기능특성에 하여 Software HAZOP을 수행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에 사용된 Software HAZOP 분석기

법은 기존의 HAZOP 분석기법과는 약간 다른 형태이다.

기존의 HAZOP에 의한 안 성 분석은 P&ID 나 기 회로도와 같은 흐름도

에서 선택한 하나의 물리량(quantity)에 임의의 이탈(deviation)을 가하 을 때 

계통이나 기 회로에 악 향을 미치는 해요소가 있는지 악하는 기법이다. 

HAZOP은 물리 , 기계 이 시스템뿐 만 아니라 소 트웨어 시스템에서도 용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제시한 방법은 소 트웨어 구조 설계를 일반 공정에서의 

P&ID와 유사하게 Flowchart와 같은 데이터 는 제어 흐름도를 활용하거나 없

는 경우 작성하여 데이터/제어 흐름 입력의 이탈에 한 소 트웨어 시스템의 

해도 향을 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소 트웨어 설계단계에서 유용

한 기법이다.

KNICS 과제에서 개발된 안 계통은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반에 걸쳐서 

HAZOP 기법을 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의 변경이 필요하며,  RPS 소 트

웨어의 HAZOP에서 이탈을 가하는 물리량은 기존의 온도나 압력 는 데이터 

정보 등 정량 인 값이 아니라 정성 인 에서 소 트웨어 특성에 하여 

이탈을 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하여 용

하 다. 

따라서 기존의 HAZOP은 유도 단어(Guide Words)를 기반으로 체크리스트가 

도출되었으나, KNICS 과제에서 활용하는 Software HAZOP은 유도 구문(Guide 

Phrases)를 기반으로 체크리스트가 도출되었다.

KNICS RPS 소 트웨어에서 HAZOP 에 의한 안 성 분석은 설계에서 상

한 운용을 하 을 경우 정성 인 물리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탈

과 그와 련된 모든 해요소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공정에서 HAZO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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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특성
Guide Phrases Deviation Checklist

정확도 Wrong variable name
논리기능에 잘못된 입출력 변수를 사용한 경우 어떤 위험

을 초래하는가?

정확도 Incorrect variable initialization
논리기능에서 입력변수의 초기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어떠한 위험이 초래하는가?

정확도 Wrong variable name
논리기능에 잘못된 내부 변수를 사용한 경우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정확도 Incorrect variable initialization
논리기능에서 내부변수의 초기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어떠한 위험이 초래하는가?

정확도 Wrong constant value 내부상수 값을 잘못 설정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정확도 Incorrect update of history variables
입력을 가지는 변수의 갱신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정확도 Formula or equation is wrong
가변설정치 연산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성능 Message volume is erratic
ICN통신자료가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가?

성능 Message volume is erratic
SDL통신자료가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가?

성능 Input signal occurs unexpectedly
예상치 않은 입력신호가 도착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

는가?

성능 Untimely operator action
운전자가 적절치 않을 때에 설정치 리셋이나 운전/트립우

회를 입력하는 경우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용되는 물리량(quantity)은 KNICS RPS 소 트웨어 시스템에서는 소 트웨C

어의 어떤 측면을 표 하는 정성 인 특성이다. KNICS RPS 뿐 만 아니라 

KNICS 과제에서의 HAZOP에 용하기 한 정성 인 특성은 소 트웨어 기능 

특성이며, 이러한 기능 특성은 NUREG-0800/BTP HICB-14에 나타나 있는 것

을 기반으로 한 정확도, 성능, 기능성, 신뢰성, 강인성, 안 성, 보안성이다. 설계

요소의 종류에 따라 분석해야 할 안 련 기능 특성 종류의 집합도 달라야 하

며, HAZOP시 사용할 체크리스트의 깊이도 히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유도구문은 NUREG/CR-6430, "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에서 제시

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문헌과 KNICS 안 계통 검증 경험을 통

하여 도출된 체크리스트를 조합하여 생성하 으며, 각 생명주기 단계에서는 이

러한 유도구문에서 해당 생명주기 단계에서 해당 소 트웨어에 용 가능한 유

도구문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요구사항 단계에서의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 

응용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에 용하기 하여 구축한 Software HAZOP 유

도구문과 체크리스트의 소 트웨어 기능특성 각각에 하여 일부분 발췌된 것

이 표 8-4에 나타나 있다.

[표 8-4] RPS SRS 검토용 유도 구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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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RA)

Function is not carried out as 
specified (for each mode of operation)

특정 기능이 각 운전 모드에 대해 명세 된 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기능성
Function is not initialized properly 
before being executed

기능이 실행하기전 적절한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기능성
Function executes when trigger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실행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기능이 구동하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기능성
Termination conditions are not 
satisfied but function terminates

종결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는데 기능이 종료하면 어떠한 위
험을 초래하는가?

기능성

Function terminates before necessary 
actions, calculations, events, etc. are 
completed

기능이 필요한 연산, 사건 등이 완료되기 전에 종료하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신뢰성 Software is less reliable than required
소프트웨어가 필요수준보다 신뢰도가 덜하면 어떠한 위험

을 초래하는가?

신뢰성
Software is more reliable than 
required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것보다는 더 신뢰도 있으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신뢰성
Reliability varies among the different 
modes of operation

운전모드에 따라 신뢰도가 변하는 경우 어떠한 위험을 초
래하는가?

신뢰성 Software fails 소프트웨어가 fail되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강인성
(RA)

Software fails in the presence of 
unexpected input data

예상치 않은 입력신호에 대해 소프트웨어가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강인성
(RA)

Software fails in the presence of 
incorrect input data

부정확한 입력신호에 대해 소프트웨어가 원래 기능을 상실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안전성
S/W causes system to move to a 
hazardous state

SW가 시스템을 위험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어떠한 위험

을 초래하는가?

안전성
S/W fails to recognize hazardous 
reactor state

SW가 원자로의 위험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면 어떠한 위험

을 초래하는가?

보안성
Unauthorized person has access to 
S/W system

비인가자가 SW를 접근하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보안성
Unauthorized changes have been 
made to S/W

SW에 허가되지 않은 변경이 되면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는

가?

보안성
Unauthorized changed have been 
made to plant data

공정 데이터에 불법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위험이 초래

하는가?

표 8-4에 일부 나타나 있는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단계에서

의 용을 한 HAZOP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명세된 비교논리 로세서  동

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모든 요구사항에 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HAZOP에 의한 소 트웨어 용을 하여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를 분

석하여 소 트웨어 구조를 분석하 으며, 아울러 소 트웨어 모듈의 요도

(criticality)도 악하 다. 악된 소 트웨어 모듈단  별로 표 8-4의 체크리스

트를 순차 으로 용하면서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요구사항 단계에서의 안 성 분석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다.

KNICS-RPS-SRS22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RPS-SRS22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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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세서

KNICS-RPS-SVR12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증보고서

KNICS-RPS-SVR12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증보고서

상기와 같은 검증 입력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

(KNICS-RPS-SEP102)”에 정의된 안 업무를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

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 성분석 차서

(KNICS-RPS-SVP122)”를 활용하여 비 안 성분석 합성 검토, 분석 입력

자료 확인, 공정특성에 한 안 성 검토, HAZOP에 의한 기능특성 안 성 분

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22,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 성 분석보고서

안 성 분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반 되었으며, 다음 

개발주기에서 문서 개정시 안 성 분석결과를 반 하여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요구사항 단계에서 발견된 안 련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다. 설계단계

(1) 설계명세 안 성분석

설계명세 안 성분석은 소 트웨어 HAZOP  소 트웨어 고장수목분석

(Fault Tree Analysis, FTA)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소 트웨어 HAZOP은 안

성 분석 차서에 제시한 유도구문을 이용하여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에 FBD로 기술된 상세설계명세를 악하여 용 가능한 기능특성 별 

이탈(deviation) 체크리스트를 도출하 으며,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

세서 상세설계를 한 모든 FBD 모듈에 용하 다. 

소 트웨어 FTA는 상기한 HAZOP을 통하여 악된 결함이 많거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소 트웨어 (FBD) 모듈에 해서만 분석을 수행하 으며, 소

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확률론 이 아니라 결정론  거동을 가지며 논

리 인 체계(logistic construct)에 의하여 어느 한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소

트웨어 FTA를 수행하기 해서는 FBD 모듈의 각 함수 블록(function block)에 

하여 고장수목 템 릿(fault tree template)을 구축하고, 이러한 템 릿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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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특성
Deviation Checklist 원인 검토결과

위험영향

(결과)

위

험

도

권고사항

정확도

센서 입력값이 물리적 하

한치보다 작으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가?

센서오

류

앞의 모든 연산을 수행한 후 맨마

지막 Trip Decision 모듈에서 센서

입력값 범위오류 트립결정. 

Operability 
측면에서 매
우 좋지 않
음.

2

입력값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트립신호생성하

는 것 바람직

함.

정확도

센서 입력값이 물리적 상

한치보다 크면 어떠한 위

험을 초래하는가?

센서오

류

앞의 모든 연산을 수행한 후 맨마

지막Trip Decision 모듈에서 센서입

력값 범위오류 트립결정.

Operability 
측면에서 매
우 좋지 않
음.

2

입력값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트립신호생성하

는 것 바람직

함.

정확도

센서 입력값이 물리적 범

위 내에 있지만 오류일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센서오

류

AD 정확도 문제이며, 계통차원에서

고려할 사항

트립기능에 

영향심각.
4

이 위험요소는 
SW상의 문제

가 아님.

정확도

내부상수 값을 잘못 설정

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

는가?

상수값

오류

트립논리에서 MAXCNT가 0이면 항
상 트립 상황이건 아니건 트립이 
발생  Operability에 치명적.

Operability 

치명적 영향
3

상수값 정의가

잘되어 있으나

구현시 주의 요
망.

MAXCNT가 매우 큰 값이면 트립이

너무 늦게 발생  계통응답시간 요
건을 위배할 수도 있다.

계통응답요건

위배
3

상수값 정의가

잘되어 있으나

구현시 주의 요
망.

성능

예상치 않은 입력신호가 
도착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ATIP 
오류

ATIP 시험기능에서 오류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음.

오류발생시 
시험기능이 
정확하지 
않음

1
시험 값과 고정

값 선택 기능 
강화 요망

기능성

특정 기능이 각 운전 모드

에 대해 명세 된 대로 수
행하지 못할 때 어떤 위험

을 초래하는가?

기능명

세기술

부정확

MANUAL_RATE_FALLING 모듈에

서 공정 값이 예비트립 설정치와 

같은 값을 유지하면 예비트립이 생

성하자마자 해제되는 논리이므로 
예비트립이 발생하지 않음.

예비트립 발
생하지 않음.

3
예비트립논리수

정요망.

문서 84 페이지 및 FBD (3)에서, 
MANUAL_RATE_FALLING에서 트
립이 발생하면 히스테리시스만큼 
즉시 증가하나 (3)번 논리에서 트립

이 일어나면 설정치가 19번째 설정

치(1초 전의 설정치)로 변경함. 따
라서 히스테리시스가 반영되지 않
음.

트립기능에 
영향.

4
트립논리수정요

망.

으로 소 트웨어 FTA를 작성하 다. 

표 8-5는 FBD로 명세된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상세 설계명세에 

한 소 트웨어 HAZOP 분석결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소 트웨어 HAZOP은 모든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

어 상세 설계명세에 하여 용하며, 안 성과 가용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표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 트웨어 HAZOP은 해당 소 트웨어 모듈에 해서 

해요소 원이, 검토결과, 험요소가 미치는 향, 향의 험수 ,  이를 

방지하기 한 책이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8-5] 증기발생기-1 유량 트립 HAZOP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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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FTA는 소 트웨어 HAZOP 분석결과 표 8-5의 험도 란에 

험수 이 제일 높은 4로 정의된 표 8-2의 첫 번째 험요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소 트웨어 모듈에 해서 용하 다.

소 트웨어 FTA는 FBD의 상세 설계명세에 사용된 기능함수(Function 

Block) 각각에 한 고장수목 템 릿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KNICS 과제를 통

하여 각 기능함수의 고장유형과 고장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장수목 템 릿을 구축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BP  CP의 소 트웨어 상세 

설계명세를 하여 사용된 기능블록은 다음과 같다.

논리연산 블록: AND, OR

비교논리 블록: GE, GT, LE, LT, EQ

선택논리 블록: SEL

수논리 블록: ADD, SUB, MUL, DIV, ABS

타이머 연산 블록: TON

고장수목 템 릿은 상기한 각각의 기능블록에 해서 템 릿이 만들어 지고, 

이외에도 고장수목에서는 FBD 모듈 최종 출력단에 한 템 릿과 최종 입력단

(Leaf node)에 한 고장수목 템 릿이 만들어 진다. 최종 입력단에 한 고장

수목 템 릿은 입력이 변수인지 상수인지에 따라서 두 유형으로 나뉘어 고장수

목이 만들어 진다.

그림 8-7은 AND 기능함수에 한 고장수목 템 릿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8는 소 트웨어 HAZOP 분석을 통하여 표 8-4의 첫 번째 험요소를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명난 "DNBRLo"의 핵비등이탈율(Lo DNBR) 트립논리에 

한 FBD 상세 설계명세이다. 소 트웨어 HAZOP 분석결과 이 소 트웨어 모듈

은 표 8-5과 같은 험도 4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모듈에 하여 소 트웨어 

고장수목분석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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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AND 기능블록 템 릿

[그림 8-8] “DNBR_Lo" FBD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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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등이탈율 트립논리에 한 소 트웨어 FTA는 그림 8-9에서부터 그림 

8-12에 나타나 있다.

[그림 8-9] 핵비등이탈율 트립논리 소 트웨어 FTA #1

[그림 8-10] 핵비등이탈율 트립논리 소 트웨어 FT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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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핵비등이탈율 트립논리 소 트웨어 FTA #3

[그림 8-12] 핵비등이탈율 트립논리 소 트웨어 FT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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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에서 그림 8-12에 나타난 핵비등이탈율 트립논리에 한 고장수

목은 고장수목 템 릿을 용하여 필요 없는 것이나 해당되지 않는 고장유형은 

제외하고 최종 으로 정리한 소 트웨어 FTA이다. 분석결과 그림 8-10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그림 8-7의 AND1 기능함수의 “TEMP_LOGIC" 변수의 논리이상

으로 트립상태가 발생하 을 때 트립신호가 “1”로 개시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

니라 “1”과 “0” 사이를 토 하듯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러한 논

리 결함은 개발자에게 입력되었고, 다음 단계의 상세설계 개정에 반 되어 명세

가 수정되었다.

(2) 연계명세 안 성분석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은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의 응용 소 트웨어에 하여 기능결함에 따른 원자로보호계통 안 기능 

향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원자로보호계통의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와 캐비닛 운 원모듈은 트립기

능을 수행하지 않는 소 트웨어라서 안 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

자로보호계통 시험기능에서는 이들 로세서가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에 연계하여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에 의하여 비교논

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의 트립기능을 수행하는 안 기능 소 트웨어

가 향을 받는지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등 이 다

른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나 캐비닛 운 원모듈에 의해서 안 성-필수 등

으로 분류된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의 소 트웨어가 향을 받

는지에 해서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가) COM에 의한 트립기능 향분석

COM에 하여 악된 BP/CP와의 연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COM은 트립변수와 련되어 BP/CP에 직  입력을 가하는 경우는 

없음.

COM은 BP/CP로부터 트립  운 련 정보만 받음.

COM은 트립채 우회  채 우회 련 CP로 실배선으로 입력을 

가할 수 있음. 

세 번째 실배선 입력으로 인한 트립기능의 안  향 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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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 우회 련 운 자가 버튼을 잘 못 른 경우

CP는 트립채 우회 련 두 채  이상의 동시 채 우회 입력시 처방안이 

명세되어 있음. 한 기존 어느 한 채 에서 트립채 우회일 경우 다른 채

에서 트립채 우회 요구신호가 들어온 경우 처방안이 명세됨.

CP는  채 우회 련 어느 한 채 에서 두 개의 버튼이 입력되는 경우 

오류를 발생시키며 오직 한 채  버튼만 입력되도록 명세되어 있으며, 우회 

개시는 3/4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명세하고 있다.

② 채 우회 련 실배선 단락이나 입력카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

CP는 DI 카드 오류시, 입력되는 신호를 "0"으로 설정하여 COM으로부터의 

실배선 입력신호를 무시하도록 함.

(나) ATIP에 의한 트립기능 향분석

ATIP은 트립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나 시험 련 시험값과 시험개시 등 시험

정보를 BP/CP에 직  달한다. 따라서 ATIP 시험 달신호가 이상이 발생하

는 경우에 BP/CP는 향을 받으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 을 때 BP/CP의 안

성, 즉, 트립기능의 향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① ATIP이 잘못된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경우

ATIP이 잘못된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험요소가 

있다. 첫 째는 ATIP의 BP/CP로 출력변수가 연계사양에 설정된 ICN 통신 

메모리 역에 할당되지 않고, 임의 PLC 메모리 역에 할당되어, ATIP 연

계 변수가 BP/CP 트립 련 변수가 장된 PLC 내부 메모리 역의 어드

스에 할당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BP/CP의 입력변수인 ATIP의 연계 출

력변수가 ICN 통신 메모리 역에 할당되어 있으나, BP/CP와 변수 연계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이다.

첫번째 해요소는 트립변수 값을 직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안 에 치명

이다. 두 번째 해요소는 ATIP과 BP/CP 간 시험 련 변수 맵핑 오류로 

상치 않은 시험 개시 상황이 되거나 시험기능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이

다. 첫 번째 해요소 련 ATIP SDS (KNICS-RPS-SDS231-03, Rev.02)

의 부록 A에 있는 신호 연계 메모리 맵을 검사하 으며, BP와 CP의 연계

는 ICN 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PLC의 ICN용 통신 유형으로 

"%MW5."은 ICN 통신망이 사용하는 FMS 통신 방식의 쓰는 부분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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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역이고 메모리 용량은 32768개 이다. "%MW6."은 FMS 통신방식에서 

읽는 부분이고 메모리 용량은 32768이다.

ATIP이 BP나 CP의 트립변수나 트립설정치가 장되어 있는 메모리 번지

로 근하지 않기 해서는 ATIP의 ICN을 통한 BP/CP 신호 송용 모든 

변수에 할당된 ICN 메모리 번지가 이 범  안에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PLC 내부 데이터 메모리에 장된 트립변수와 트립 설정치 값을 변동시킬 

수가 없다. ATIP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KNICS-RPS-SDS231-03, Rev.02)

의 부록 A에서 BP/CP에 신호를 송하는 "%MW5." 역에 쓰여진 모든 

변수에 하여 할당된 메모리 번지를 검사한 결과 32767 범  안에 값에서 

할당된 것을 확인하 다. 한 BP/CP의 변수 메모리 맵을 확인한 결과 트

립변수가 메모리 역에서 읽어 들이는 부분은 없었다.

상기와 같은 물리  메모리 번지 오류 분석 다음에, BP/CP의 ICN 통신망 

ATIP 연계변수  메모리 번지와 ATIP SDS에 명세된 ICN 통신망 BP/CP 

연계변수 목록을 비교하여 두 명세가 상호 일 성 있고 정확하게 연계가 되

는 지 악하 다. 악 결과, ATIP과 잘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ATIP SDS 부록 A의 많은 변수  메모리 번지("ATIP Address")로 

복되어 할당되는 변수는 없는 것을 확인하 다.

② ATIP과 BP의 연계변수는 정확하나 시험기능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ATIP 고장으로 ATIP이 박동신호가 갱신되지 않거나, ATIP은 정상이나 

ICN 통신 오류로 ATIP이 비정상 인 시험개시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BP

는 ATIP 박동신호 감시기능(BP SDS 6.2.3.2 )  ICN 통신오류 감지기능

(BP SDS 6.2.5.4 )에 의해 ATIP에서 입력되는 시험 련 신호는 모두 무시

한다.

BP는 BP SDS 6.2.8.7   BP SDS 6.2.8.16 의 입력값 선택 논리블록에 

의해 시험값과 공정값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값을 할당한 후 

장하는 방식도 6.2.8.8   6.2.8.17 의 출력값 선택 논리블록에 의해 별

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ATIP의 박동신호가 정상이고, ICN 통신도 건 한 상태에서 ATIP

으로부터 시험값이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거나, 시험개시를 계속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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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동개시자동시험과 자동주기시험의 경우에는 (트립)운 스캔과 시험

스캔이 독립 으로 구동함으로 트립기능이  향을 받지 않는다. (4채

 ATIP 동시고장도 수용)

수동시험의 경우, ATIP의 박동신호가 정상이고, ICN 통신도 건 한 상태에

서 ATIP의 오류로 계속 시험을 요구하더라도 BP는 해당 채 에 TCB가 된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수동시험은 개시하지 않음(BP SDS 6.2.6.1 ). 

TCB가 된 상태에서 비정상 수동시험을 ATIP 계속 개시하는 경우에는 4채

의 CP에 의해 해당 채 의 트립신호는 TCB 조건에 의해 무시됨. (4채  

ATIP 동시고장도 수용)

한 운 자가 개입된 상황에서 수동시험시, ATIP 오류는 운 자가 시험상

태를 항상 감시하고 있으므로, 운 자가 이러한 이상상태를 악하여 ATIP

에 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ATIP과 CP의 연계변수는 정확하나 시험기능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ATIP은 CP와 정확한 변수로 연계되어 있고 시험 련 정확한 메모리 번지

에 값을 쓰고 있지만, ATIP의 오류로 수동시험/수동개시자동시험/자동주기

시험을 동시에 입력한 경우 시험선택 논리모듈에 의해 시험우선순 에 따라 

상  시험만 수행.

ATIP의 오류로 수동시험이 개시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경우, CP는 ICN 통

신오류 상태가 감지되는 경우 시험신호를 무시하며, 동시에 ATIP의 박동신

호를 감시하여 오류 발생시 시험신호를 무시한다. 

ICN  ATIP 박동신호는 건 성을 보이나 ATIP이 수동시험을 비정상 으

로 계속 요구하는 경우 수동시험은 CP에서 계속 수행될 수 있음. 그러나 

BP로부터 트립상태가 송되면 수동시험 값과 트립신호 값은 OR-ing 되어 

입력되므로 트립신호는 개시됨. (4채  ATIP 동시고장도 수용)

수동개시자동시험  자동주기시험의 경우, 시험개시를 ATIP이 계속 요구

하는 경우, CP는 ICN 통신오류 상태가 감지되는 경우 시험신호를 무시하

며, 동시에 ATIP의 박동신호를 감시하여 오류 발생시 시험신호를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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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ATIP 박동신호는 건 성을 보이나 ATIP이 수동개시자동시험 는 

자동주기시험을 비정상 으로 계속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험은 CP에서 계

속 수행. 그러나 BP로부터 어느 한 트립변수에서 트립상태가 송되면, CP 

수동개시자동시험/자동주기시험의 시험조건에 의해 수동개시자동시험/자동

주기시험 개시를 단하고 입력변수로 BP 트립변수 값을 할당 받게 되고, 

이러한 트립 정보가 보 논리에 입력되게 된다. 따라서 트립조건(2/4)이 만

족하면 트립신호가 생성됨. (4채  ATIP 동시고장도 수용)

설계단계에서의 안 성 분석 상문서는 다음과 같다.

KNICS-RPS-SRS23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KNICS-RPS-SRS22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상기와 같은 검증 입력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

(KNICS-RPS-SEP109)”에 정의된 안 업무를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

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명세 안 성분석 차서(KNICS-RPS- 

SVP132)”를 활용하여 비 안 성분석 합성 검토, 분석 입력자료 확인, 공정

특성에 한 안 성 검토, 소 트웨어 HAZOP과 소 트웨어 고장수목분석에 의

한 기능특성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32,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명세 안 성 

분석보고서

안 성 분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반 되었으며, 다음 

개발주기에서 문서 개정시 안 성 분석결과를 반 하여 소 트웨어 설계명세를 

수정/보완하여 설계단계에서 발견된 안 련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라. 구 단계

구 단계 안 성 분석을 하여 먼  단 모듈 소스코드의 구조분석을 수행

하여 각각의 구조에 한 요도를 악하 다.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상인 

비교논리 로세서  동시논리 로세서는 시험기능  데이터 송기능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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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기능은 원자로보호계통 트립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의 요

도를 가짐을 악하 다. 

단 모듈 소스코드에 하여 소 트웨어 HAZOP 기법을 용한 기능 특성

에 한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HAZOP은 설계단계의 안 성 

분석에 자세히 기술된 방식과 유사하며, 기능특성 각 속성에 한 이탈 체크리

스트(deviation checklist)를 기반으로 수행하 다. 이탈 체크리스트는 

NUREG/CR-6430의 구 단계 유도구문을 기반으로 도출하 다.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의 모든 소 트웨어 모듈에 하여 모

든 속성의 이탈 체크리스트를 용시키는 방식으로 하여 HAZOP 분석을 수행

하 다. HAZOP 분석결과 단 모듈 소스코드 상의 논리기능 오류를 악하

고, 이들에 한 분석결과는 이상상태보고서로 발간하 다. 표 8-6은 단 모듈 

소스코드에 한 소 트웨어 HAZOP 결과의 한 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시논

리 로세서 트립채 우회 기능을 구 한 단 모듈 소스코드에 한 HAZOP 분

석결과 부분의 체크리스트에서 험요소는 없으나, 표 8-6와 같은 부분에 

해서는 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악하 다.

[표 8-6] CP 트립채 우회 기능에 한 코드 HAZOP 분석결과

품질

특성
Deviation Checklist 원인 검토결과

위험영향

(결과)
위험도 권고사항

성능

예상치 않은 입력신호가 
도착했을 때 어떤 위험

을 초래하는가?

ATIP
오류

COM으로부터hardwired 통해 전송되는 우회신

호가 혹 CP DI 모듈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 신
호에 문제(OFF상태를 ON상태로 유지함)가 있
도록 하는 경우 TCB가 아닌데도 TCB로 인식

하게 되고 이를 대처하는 기능이 없음. 따라서 
이 경우 정상 Logic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인

데 그 채널은 TCB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트립상황에

서 트립을 
발생하지 못

함.

1

그 채널의 DI 

오류를 감지

하여 대처하

는 기능필요.

기능성

(RA)

특정 기능이 각 운전 모
드에 대해 명세 된 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기능명세

기술부정

확

TCB는 각 BP에서 우회요구신호를 입력 받고, 
2 스텝이전 정보와 자체 우회상태 변수와 
조합하여 채널우회를 결정하고 자가 채널 
우회상태정보만 해당 BP/ATIP으로 전송함. 
각각의 기능은 위험요소가 없음.  타 채널에서 
연산한 정보를 BP로부터 받지 않으며, 어느 
BP에서 이상시 이에 대한 대처기능 없다. 또한 
2스텝 이전정보 활용하는 논리가 실제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여러 채널 동시 우회가 
가능하다.

트립기능 
영향

1
논리기능 검

토요망.

ATCB시 해당채널만 TCB 기능 없음. ATIP은 
해당 TCB도 설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ATIP 
정보표시 
오류 가능

3
논리검토 및 

수정

상기 소 트웨어 HAZOP에 의한 단 모듈 소스코드의 안 성분석과 병행

하여  연계에 한 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ATIP과 COM에 의한 BP

와 CP의 소 트웨어 트립기능 향 악은 설계명세를 구 한 코드에 해서 

확인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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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비교논리 로세서와 동시논리 로세서의 소스코드는 설계명세에 

기술된 로 구 되어 ATIP과 COM으로부터 향이 트립기능에 미치지 않음

을 확인하 다.

구 단계에서의 안 성 분석 상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 소스코드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단 모듈 소스코드

상기와 같은 검증 입력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

(KNICS-RPS-SEP109)”에 정의된 안 업무를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

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안 성분석 차서(KNICS-RPS- 

SVP142)”를 활용하여 비 안 성분석 합성 검토, 분석 입력자료 확인, 공정

특성에 한 안 성 검토, 소 트웨어 HAZOP에 의한 기능특성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42,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안 성 

분석보고서

안 성 분석결과를 통하여 발간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입력되어 검증자와 이상상태결과 검토를 통하여 이상상태가 반 되었으며, 다음 

개발주기에서 소스코드 변경시 안 성 분석결과를 반 하여 수정/보완하여 소

스코드에서 발견된 안 련 오류와 결함을 해결하 다.

마. 통합단계

통합단계 안 성 분석은 통합 구축(build)에 한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통합 인터페이스에 한 안 성 분석,  통합 제약사항에 한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한 통합 안 성 분석 결과 검토와 안 성 분석 기록에 한 검

토,  안  조직과 자원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상기와 같은 안 성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안 성분석 차서(KNICS-RPS-SVP152)”에 기술되어 있는 

KNICS 과제를 통하여 도출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표 8-7는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에 한 통합구축에 한 안 성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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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검토의견 위험영향(결과) 위험도 설계 권고사항

설계

반영 
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안전성-필수 통합기준에 맞

게 구현되었는가?

Yes
(BP/CP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험기

능과 트립기능이 구분된 모듈형태

로 통합되어 있음.)

트립기능 오류시 
트립신호 생성못함

4 반영

소프트웨어 요소들이 정확

하게 실행되는 것을 소프트

웨어 단위 수준시험이 보증

하고 있는가?

Yes
(BP/CP/ATIP/COM 단위시험 보고

서에 단위모듈이 기능요건을 만족

하는 것을 보이고 있음.)

트립기능 오류시 
트립신호 생성못함

4 반영

소프트웨어 단위 모듈들이 
사양에 맞는 연계기능을 수
행하고 있는가?

통합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연계

맵을 반영하고 있음. 통합시험에서

연계기능을 보완 시험.

트립기능 오류시 
트립신호 생성못함

4 반영

소프트웨어 통합이 과도 및 
비상운전 설계를 고려하여 
구현하였는가?

Yes
(SRS/SDS에서의 운전환경은 모두

반영하고 있음.)

과동상황 대처미비

시 트립기능 지연
3

과도 및 비정상 상
황은 상위단계에서

명시하고 구현단계

이후는 상위요건을

잘 반영하도록 함.

반영

소프트웨어 성능이 전체 시
스템 성능의 한도 내에서 
구동하는가?

Yes
(각각의 PLC 및 산업용 PC의 성
능 내에서 구동함.)

트립기능 지연 4 반영

비 예측 입력 값 또는 비정

상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위험 요소를 유발하지 않도

록 되어 있는가?

Yes
(통합시험에서 반영하고 있음.)

트립신호를 생성하

지 못할 수 있음
4 반영

[표 8-7] KNICS RPS 소 트웨어 통합 구축 안 성 분석 결과

통합단계에서의 안 성 분석 상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 소스코드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로세서 소 트웨어 통합 소스코드

상기와 같은 검증 입력에 하여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서

(KNICS-RPS-SEP109)”에 정의된 안 업무를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하여 작

성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안 성분석 차서(KNICS-RPS- 

SVP152)”를 활용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검증결과는 다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이상상태는 이상상태

보고서에 일련번호(ID)를 부여하여 보고되었다.

KNICS-RPS-SVR152,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안 성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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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보호계통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원자로보호계통은 규제기 의 인허가를 받기 하여 2007년 반에 특정기술

주제보고서를 제출하 으며, 규제기 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사항을 받

아서 이에 한 답변을 작성하여 규제기 에 제출한 상태이다.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확보기술 개발과제의 원자로보호계통 검증 은 원자

로보호계통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규제기 의 질의 사

항  소 트웨어 검증에 련된 질의에 하여 답변을 작성한 바 있다.

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입력자료 작성

본 과제의 목표인 원자로보호계통 인허가심사 지원을 하여 인허가 심사

상인 원자로보호계통 IDiPS-RPS에 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제 8 장 소 트

웨어 개발  검증부분의 내용을 작성하 다.

IDiPS-RPS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제 8 장은 크게 소 트웨어 개발(8.1 )

과 소 트웨어 검증(8.2 )으로 나뉘어 있다. 소 트웨어 개발에서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단계를 정의하고, 각 소 트웨어 단계 별 개발 차  결과물

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 소 트웨어 검증에서는 검증을 한 계획 수립, 수립

된 계획에 따른 소 트웨어 품질보증, 확인  검증, 형상 리  안 성분석에 

하여 기술하 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은 정의된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

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 분석 방법,  결과물에 하여 기술하 다.

나.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내용 보완

IDiPS-RPS에 한 규제기 의 심사결과 질의는 재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 졌으며, 두 번에 걸친 질의에 하여 본 과제에서는 검증부분에 한 질

의에 해서 답변을 작성하 다. 답변 내용을 반 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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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검증

1. 개요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Engineered Safety Features- 

Component Control System)에 한 소 트웨어 검증은 다음과 같은 기 에 따

라 수행하 다. 

10CFR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IEEE Std 7-4.3.2-20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Std 603-1998,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인 계획, 요구사항, 설계, 구 , 통합, 검증, 설치, 

운   유지보수 단계를 거치면서 ESF-CCS 소 트웨어 설계문서 검증을 

해 NUREG-0800/BTP HICB-14, "Guidance on Software Reviews for Digital 

Compute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요건에 따라 개발된 소

트웨어 결과물에 해 확인  검증, 안 성분석  형상 리 체제 하에 소

트웨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 다. 이를 한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공정은 

IEEE Std 1074 기 을 만족하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ESF-CCS에 한 검증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청구범 가 요구사항단계까

지로 결정되어 요구사항 단계까지는 검증업무를 으로 수행하여 모두 종

결하 고 추가 으로 설계단계에서 설계명세서에 한 확인  검증보고서를 

발행하 다. 

2. 소 트웨어 계획서 작성

가.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SQAP)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에 사용

되는 소 트웨어의 계획, 요구사항, 설계, 구 , 통합, 검증, 설치, 운   유지

보수의 소 트웨어 생명주기 상의 소 트웨어의 품질보증이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

통 소 트웨어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의 활동 범 는 디지털원자로 안 계통 개발과제  두

산 공업㈜의 기기설계  제작 개발과제에서 생산한 설계 결과물에 해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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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요건에 합한지의 여부를 리, 감독하고 수시로 소 트웨어 의 임의 

감사(in-process audit)  검사(inspection)를 수행한다. 한 필요 시, 상용 소

트웨어의 인증 결과를 검토하여 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상세내용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KNICS-ESF-SEP103, 

Rev.01)에 기술되어 있다.

나.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은 소 트웨어 건 성을 보증하기 해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확인  검증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확인  검증 개

요에서 조직  책임,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종합일정, 소 트웨어 통합

수  분류, 자원, 책임, V&V 도구, 기법  환경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공정에서 각 생명주기 단계별로 V&V 업무, 방법  차, 

입력, 출력, 일정, 자원, 험성  가정 등에 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소 트웨

어 검증에 한 보고서 작성 지침인 생명주기 단계별 확인  검증보고서, 최종 

V&V 보고서, 이상상태보고서  시험문서 등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상세내

용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 

(KNICS-ESF-SEP110, Rev.01)에 기술되어 있다.

다.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

ESF-CCS 소 트웨어 련 문서, 도면  소스코드 등을 형상 리하기 

한 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획서에서는 소 트웨어 형상 리 개요, 련 기

, 형상 리 조직  책임사항, 형상식별, 형상통제, 형상상태 기록, 형상감사 

 검토, 연계성 통제, 하도 /공 자 통제, 배포 리 등에 해서 기술하 다. 

그밖에 형상 리 일정  평가, 형상 리 자원, 계획서 유지 리, 각종 형상 리 

양식  체크리스트 등에 해서 기술하 다. 상세사항은 공학 안 설비-기기

제어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서 (KNICS-ESF-SEP111, Rev.01)에 기술되

어 있다.

라. 소 트웨어 안  계획

ESF-CCS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을 한 계획으로 계통 안 성 분석  

신뢰도 분석과 연계하여 소 트웨어 안 성분석에 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안

성 분석 활동은 안 -필수 등 으로 분류된 그룹제어기(GC: Group 

Controller) 모듈  루 제어기(LC: Loop Controller) 모듈에 해서 수행하도

록 하고 있다. 이 계획서에서는 소 트웨어에 한 안 성 험분석을 해 

IEEE Std. 1228-1994에서 제안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행 에 해 기술하고 

있으며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을 한 세부방법은 NUREG/CR-6430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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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선별 으로 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소 트웨어 안 리에서는 조

직과 책임, 자원, 분석요원 자격  훈련, 소 트웨어 생명주기, 문서화 요건, 안

 로그램 기록 등에 해서 기술되어 있으며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에서는 

안 성 분석 비, 요구사항, 설계, 코드, 시험  변경 안 성 분석에 해서 

기술되어 있다. 상세 사항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

서(KNICS-ESF-SEP109, Rev.01)에 기술되어 있다.

3. 소 트웨어 확인  검증방법

ESF-CCS 소 트웨어 확인  검증방법으로는 인허가 합성 검토, 상세 

검증을 한 페이건 인스펙션, 추 성 분석 등을 이용한다. 검토  검사는 계

획단계, 요구사항 단계  설계단계 동안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에 한 평가  

분석에 용한다. 인허가 합성 검토는 BTP HICB-14에서 제시한 기능특성과 

공정특성의 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페이건 인스펙션은 소 트웨어 개발문서 

(계획문서, 요구사항명세서  설계명세서 등)를 입력으로 하여 정확성, 일 성, 

완 성, 추 성에 해 검토를 수행한다. 

ESF-CCS 각 설계문서 간의 요구사항  설계사항 추 을 해 SIS-RT 

도구나 스 드 시트를 이용하여 계획단계, 요구사항 단계  설계단계의 일

성, 완 성  정확성에 해 검증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소 트웨어 검증 차서를 작

성하여 확인  검증 업무에 용하 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차서 

(KNICS-ESF-SVP121, Rev.00)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차서 

(KNICS-ESF-SVP131, Rev.00)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 

(KNICS-ESF-SVP141, Rev.00)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차에는 기능  특성으로 정확도, 기능성, 신

뢰성, 강인성, 안 성, 보안성  타이 에 해서 검증 항목이 기술되어 있고 

공정특성으로 완 성, 일 성, 정확성, 스타일, 추 성, 명료성  확인성에 해

서 기술되어 있다. 상세검증에서는 추 성, 정확성, 일 성, 완 성  필수성에 

한 검증 차가 기술되어 있다. 소 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차에는 구조설계 

 상세설계 검증 차가 기술되어 있다.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에서는 

구 언어, 안  로그래 의 일반  속성, 코드 검토  검증환경, 구  검토사

항, 추 성 분석 차, 인터페이스 검토/분석 차, 코드 검증 차, 시험설계/

차  검증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해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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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확인  검증

가. 계획단계 평가

계획단계에서의 평가는 ESF-CCS와 련된 개발 의 주요 계획서의 기  

수  계통 설계요건 수 여부에 해서 평가를 하 다. 

(1) 주요 계획서 평가

개발 에서 작성한 네 가지 주요 계획서(Rev.00)에 해서 검증 에서 평가

를 하여 개발 에서 이 평가의견을 토 로 계획서 개정(Rev.01)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가) 소 트웨어 리계획 평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리계획서 (KNICS-ESF- 

SEP101, Rev.00)에 한 평가 보고서 (KNICS-ESF-SVR101, Rev.00)를 발행하

다. 합성 검토  평가 차를 수하여 BTP HICB 14, (3a) 기   IEEE 

Std 1058-1998 기 에 따라 평가하 다. 평가 결과, 거의 모든 부분이 평가기

을 만족 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나) 소 트웨어 개발계획 평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개발계획서 (KNICS-ESF- 

SEP102, Rev.00)에 한 평가보고서 (KNICS-ESF-SVR102, Rev.00)를 발행하

다. 소 트웨어 개발계획에 한 합성을 검토하 으며, 검토 후 소 트웨어 

개발 계획서를 BTP HICB 14 기 과 IEEE-1074 기 에 따라 평가하 다. 

(다) 소 트웨어 통합 계획 평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통합계획서 (KNICS-ESF- 

SEP104, Rev.00)에 한 평가보고서 (KNICS-ESF-SVR104, Rev.00)를 발행하

다.  통합계획서의 평가는 BTP HICB 14 기 을 용하여 리특성, 구 특

성, 그리고 자원특성에 해 검토하고, NUREG/CR-6101 의 통합 공정, 제한조

건, 통합조직, 통합 차, 수행완수(follow-through), 통합 활동  통합 안 성

분석에 해서 평가를 수행하 다. 

(라) 소 트웨어 유지보수 계획 평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서 (KNICS-ESF- 

SEP106, Rev.00)에 한 평가보고서 (KNICS-ESF-SVR106, Rev.00)를 발행하

다. 유지보수계획서의 평가는 BTP HICB 14 기 을 용하여 리특성, 구

특성, 그리고 자원특성에 해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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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요건서 평가

설계요건서 평가의 목 은 원  안 계통에 한 기술기 과 공학 안 설

비-기기제어계통 설계요건((KNICS-ESF-SR101)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설계

요건이 기술기 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반 하 는지를 검토하여 규제요건

에서 요구하는 기술기 을 만족함을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10 CFR 50.55a(h)에서는 원  안 계통은 IEEE Std 603-1998의 기술표

을 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에 한 일부 요건에 해서 IEEE 

Std 7-4.3.2-2003의 기술표 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설계요건 검토보고서(KNICS-ESF-AR101, Rev.01)에서는 이  설계

요건 검토보고서(KNICS-ESF-AR101, Rev.00)에서 제안된 검토사항에 해서 

반  여부를  추 하 고 검토 결과 모두 반  는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개정된 설계요건서(KNICS-ESF-SR101, Rev.01)가 일반 으로 요구하는 규

제요건들을 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일부 반 하지 못하는 부분은 발 소 설계 

시 검토할 사항에 해당되었다. 기타 일반  검토의견에 해서 추가로 기술하

다. 

나. 요구사항명세 확인  검증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ESF-CCS 계통 요건  사양을 반 한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검토하 다. 설계문서에서 정의된 ESF-CCS의 소 트웨어의 기능, 

성능  안  요건에 부합되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들에 해 인허가 합성 

분석, 페이건 인스펙션에 의한 검증, 추 성 분석 등을 수행하 다. 

개발 에서 작성한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서” (KNICS-ESF-SRS221, Rev.00)에 해서 검증업무를 완료하고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ESF-SVR121, Rev.00)를 발간하 다. 인허가 합성 검토 상 설계문

서는 요구사항명세서(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와 함께 추가로 

다음과 같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설계요건서(KNICS-ESF-SR101, Rev. 00)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설계사양서(KNICS-ESF-DS101, Rev. 00)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연계사양서(KNICS-ESF-IR101, Rev. 00)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기기제어 기능요건서 

(KNICS-ESF-FR201, Rev. 00)

기능  특성 검토  공정 특성 검토를 수행하 으며, 상세 검증에서는 추

성, 정확성, 일 성  완 성 분석을 수행하 다. 반 으로 SRS 명세 수

, 신호목록 불일치, 연계문서와의 추 성 문제, 기능요건서 확충 필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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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공정 특성에 한 검토, 타이 에 한 고려 등에 해서 검증 결과 요약 

 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검증 결과를 토 로 이상상태보고서는 Rev.00 검증

보고서에서 총 4건을 발행하 다.

확인  검증보고서(KNICS-ESF-SVR121, Rev.00)의 검증결과를 토 로 개

발 에서 SRS를 개정하여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KNICS-ESF-SRS221, Rev. 01)를 발행하 다.  이 개정본에 한 확

인  검증을 해서 인허가 합성 검토 (검증보고서 KNICS-ESF-SVR121, 

Rev.00에서 검토한 합성 검토 반  여부 체크 포함), 기능  특성 검토  공

정 특성 검토를 수행하 으며, 상세 검증에서는 추 성, 정확성, 일 성  완

성 분석을 수행하 다(그림 9-1 참조).  

Rev.01 검증보고서 발행 시 새로운 발행된 이상상태보고서는 없었고 Rev.00 

검증보고서에서 발행된 4건의 이상상태보고서 (ANR-001-KNICS-ESF- 

SVR121, Rev.00 ~ ANR-004-KNICS-ESF-SVR121, Rev.00)를 모두 종결처리 

하 다(그림 9-2 참조). 신호목록 락/입출력 계 락, 연계문서와의 추 성, 

기능  특성/공정 특성에 한 검토, 타이 에 한 고려 등에 해서 검증 결

과 요약  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SRS Rev.01에 한 검증 결과, Rev.00에서 검증 결과를 반 한 요구사항명

세서이므로 완성도가 높다고 단되었고 일부 미 반 되거나 신호 락으로 체

크된 사항만 개정된다면 검증 에서의 더 이상의 추가 검증은 필요 없다고 보

며 반  여부에 한 검토만 수행하면 될 것으로 검증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림 9-1] ESF-CCS 검증보고서 련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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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ESF-CCS SRS 이상상태보고서 해결사항

다. 설계명세서 확인  검증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는 모듈별로 다음과 

같이 총 7가지 문서가 발행되었다.

ESF-CCS 그룹제어기 설계명세서 (KNICS-ESF-SDS101, Rev.00)

ESF-CCS 루 제어기 설계명세서 (KNICS-ESF-SDS231-02, Rev.00)

ESF-CCS 시험  연계 로세서 설계명세서 (KNICS-ESF-SDS103, 

Rev.00)

ESF-CCS 캐비닛운 원모듈 설계명세서 (KNICS-ESF-SDS104, Rev.00)

ESF-CCS 제어채  게이트웨이 설계명세서 (KNICS-ESF-SDS105, 

Rev.00)

ESF-CCS 제어반신호다 기 설계명세서 (KNICS-ESF-SDS106, Rev.00)

ESF-CCS 소 트제어기 설계명세서 (KNICS-ESF-SDS107, Rev.00)

ESF-CCS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한 확인  검증은 소 트웨어 구조

설계와 상세설계에 하여 BTP HICB-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특성  공정

특성에 따라 검토하 다. 상세검증에서는 추 성, 정확성, 일 성  완 성 

에서 검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된 검증문서를 발행하 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검증보고서, 

KNICS-ESF-SVR131, Re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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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ESF-CCS 소 트웨어 설계명세 상세검증 결과 테이블 

그림 9-3은 설계명세서 상세검증 결과 테이블 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계

명세 검증을 통해 SDS 명세 수 , 용어 정의  약어, 표기법 불일치, 신호목록 

불일치, 기능  특성/공정특성에 한 검토, 타이 에 한 고려, 보안에 한 

고려, 운 환경  운 모드 기술 미흡, SRS 논리 기술 락, SRS에만 기능 기

술이 있고 SDS에서는 기능 기술이 없음, SRS-SDS 신호 분류 불일치, 

SRS-SDS 연계사항 도표 신호 불일치, SRS-SDS 추 성 체계 미흡, 단순 

mistyping 오류 등에 해서 검증 결과를 제공하 고 이상상태보고서는 총 10

건 (ANR-001-KNICS-ESF-    SVR131, Rev.00 ~ 

ANR-010-KNICS-ESF-SVR131, Rev.00)을 발행하 다.

5. 소 트웨어 안 성분석

가. 안 성분석 차서 

ESF-CCS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의 목 은 소 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설

계 검토와 소 트웨어 시험에서 악되지 않은 험조건들을 식별하여 안 을 

확보하는 것이다. 요 험요소는 구체 인 원인을 규명하기 해 추가 으로 

평가한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 성분석

차서 (KNICS-ESF-SVP122, Rev.00)를 발행하 다. 

소 트웨어 개발공정 단계  요구사항 단계에서의 안 성 분석은 소 트웨

어와 연계 요구사항을 평가하여 해도(Hazard)에 향을 미치는 오류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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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악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해도 분석을 수행하며 본 차서에서는 요

구사항명세 단계에서 해도 분석을 수행하기 하여 HAZOP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의 안 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지침구문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소 트웨어 HAZOP 차

를 제공하고 있다.

나. 요구사항명세 안 성분석

ESF-CCS 소 트웨어 안 성 분석에서는 안 기능을 해할 가능성이 있

는 험요소(비정상 조건과 사건)를 악한다. 험요소 도출을 해 안 기

과 산업 표 을 사용하여 기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 고,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시 체크리스트에 의한 HAZOP 기법을 이용하여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 단계의 해도 식별 공정은 소 트웨어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험상황을 래할 수 있는 오류나 결함을 식별한다. 

해도 분석을 생명주기 단계에 따라 수행하고 해도 분석 계획, 차, 결

과를 문서화 한다. 요구사항명세 Rev.00  Rev.01을 상으로 안 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보고서를 발간하 다. Rev.00에서는 총 2건의 이상상태

보고서 (ANR-001-KNICS-ESF-SVR122, Rev.00  ANR-002-KNICS-ESF- 

SVR122, Rev.01)가 발행되었으며 Rev.01 보고서 작성시 모두 종결처리 하 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 성분석보고서, KNICS-ESF-SVR122, Rev.00 & Rev.01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의 안 -필수 소 트웨어에 해당하는 그룹제

어기  루 제어기에 해서 특정지침을 활용하여 각 요구사항에 해서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공정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공

정특성에 한 확인  검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요구사항 공정

특성에 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를 실시하 고, 요구사항 

기능특성에 한 요구사항 안 성 분석 차에 따라 HAZOP 기법을 이용한 상

세 안 성 분석을 그림 9-4와 같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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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ESF-CCS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 성분석 테이블 

개정된 ESF-CCS 요구사항명세서(KNICS-ESF-SRS221, Rev.01)를 분석한 

결과 정확도, 신뢰성, 타이 , 기능성, 강인성, 보안성  안 성에 해서 요구

사항 기능특성을 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정확도의 경우 입출

력 카드의 자가진단 기능 락, 허용범 를 벗어난 데이터 처리논리의 명확성 

등에 한 보안이 필요하 고, 보안성의 경우 데이터 변경에 한 보안체계 구

비가 요구되었다. 

계통 반 인 에서 볼 때, 안 성분석 상인 GC, LC모듈들은 입출력 

모듈 는 특정 모듈이 Fail되더라도 정상 인 타 그룹 는 타 디비젼의 정상

인 기능으로 계통 체의 작동기능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통

모드고장과 같은 계통의 격한 Crash가 발생될 경우에 ESF-CCS는 자동 작동

기능 정지를 유발하지만 고장-안  구조에 의하여 작동기능이 발생하고  다

양성 수동수단에 의해 작동기능이 유효하다고 검토되었다. 기기 오작동에 해

서는 기기 별 설정모드와 기기배열로 공통모드 고장 향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SF-CCS는 결정론 으로 설정된 입력 처리에 따라 수행되고 CRC 검사, 

박동신호 검사  PLC의 순차 인 처리 특성상 입력신호의 타이  문제에도 

안 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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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 트웨어 품질보증

소 트웨어 품질보증은 ESF-CCS의 모든 설계 결과물에 해 소 트웨어 

품질보증 요건에 합한지 여부를 검토, 감사  평가하는 것이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은 소 트웨어 공정 품질보증과 소 트웨어 제품 품질보증으로 구분한

다. 소 트웨어 공정 품질보증은 시스템 차원의 품질보증활동과 더불어 소 트

웨어 확인  검증업무,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업무, 소 트웨어 형상 리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소 트웨어 제품 품질보증은 소 트웨어 생명주기의 마

지막 단계에서 제품설명서, 실행코드, 매뉴얼 등을 근간으로 소 트웨어 세부 

품질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참조: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

어 품질보증계획서, KNICS- ESF-SEP103, Rev.01).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의 소 트웨어 품질보증은 모든 생명주기 단

계에서 수행하며 상 소 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그룹제어기 응용 로그램

루 제어기 응용 로그램

자동시험  연계 로세서 응용 로그램

제어채 게이트웨이 응용 로그램

캐비닛 운 원 모듈 응용 로그램

검증 도구

가. 소 트웨어 공정 품질보증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소 트웨어 공정 품질보증 활동으로 간

주하며 주로 검토  감사 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한 상세사항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서" (KNICS-ESF-SEP103, 

Rev.01)에 기술되어 있다.

(1) 검토

검토는 두 가지 형태로 수행하는데 리   (품질보증 계획  차서 

수 여부 등)의 검토는 시스템 품질보증조직에서 수행하며, 기술 인 측면의 

검토 ( 리  요소  독립성, 스  공정, 인력  산에 한 검토, 확인  

검증 계획서 검토, 소 트웨어 형상 리 검토,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검토 

등)는 소 트웨어 검증 에서 수행한다.

 

(2) 감사

임의 감사(In-process Audit)는 소 트웨어 감사의 일환으로 개발 에 한 

감사를 임의의 시 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시스템 품질보증조직에서 수행하는 

내부 감사가 이를 신한다. 기능  형상감사는 소 트웨어 배포 이 에 소 트

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기술된 모든 요건이 일치하는지를 감사한다. 물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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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사는 소 트웨어  이와 련된 문서가 내부 으로 일치하는지 그리고 소

트웨어 패키지를 인도(Delivery) 해도 물리 인 하자가 없는지를 감사하는 것

이다. 기능  형상감사와 물리  형상감사는 시스템 품질보증조직과 연계하여 

소 트웨어 검증 (소 트웨어 형상 리 조직)에서 수행한다.

나. 소 트웨어 제품 품질보증

ESF-CCS 개발에 해서는 요구사항 단계까지의 개발이므로 생명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품질보증에 해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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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형상 리

1. 개요

소 트웨어 형상 리(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란 소 트

웨어 련 형상항목(CI: Configuration Item)들의 기능 , 물리  특성을 식별하

고, 변경사항을 악하고,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변경이 히 시행되었음을 확

인하기 한 기술  는 리 인 활동을 말한다. 소 트웨어 형상 리는 소

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오류 없이 신뢰성 있는 소 트웨어 개발을 해 요하다. 

소 트웨어 형상 리에서는 Reg. Guide 1.169, NUREG-0800/BTP HICB-14, 

IEEE Std 828  ANSI/IEEE Std 1042 같은 용법규  기술표 들을 따르고 

있다. 

소 트웨어 형상 리는 그림 10-1과 같이 소 트웨어 생명주기 반에 걸쳐

서 발생되는 모든 형상항목 (설계문서, 소스코드  도면)에 해서 이력 리, 

형상 식별, 형상 통제, 상태 기록/보고, 그리고 형상감사  검토 차를 수행하

는 업무이다. 소 트웨어 형상 리 업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상태기록 형상감사/검토

연계성 통제 하도급/공급자 통제

과제 진행 중 감사
기능/물리적 감사
품질감사

형상항목 보관/도구사용

형상관리 업무 수행

형상관리위원회

운영체제/ 개발도구
조직간 연계

개념계획단계 /    요구사항단계 /    설계단계 /    구현단계 /     통합단계 /    검증단계 /    설치단계 /    운전 및 유지보수단계

형상상태기록장부
형상관리위원회 보고

형상식별
형상 명명
형상기준선 관리

형상관리계획서

변경업무 수행

NuSCM하드카피 보관

계획서 이슈 설계문서
SRS 체크인

형상기준선
구축

SDS 체크인 소스코드
통제

결재/보고
검증 요청

형상관리평가보고서
(단계별)

개발자/
형상관리자

체크인/
체크아웃

QA 부서

계획서 수정
형상감사

계획 시행

계획서 유지관리

하도급 통제/운영체제, 
컴파일러, DB 버전 통제

변경 시 QA 부서 승인

• 설계문서
• 소스코드
• 도면

소프트웨어
형상항목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상태기록 형상감사/검토

연계성 통제 하도급/공급자 통제

과제 진행 중 감사
기능/물리적 감사
품질감사

형상항목 보관/도구사용

형상관리 업무 수행

형상관리위원회형상관리위원회

운영체제/ 개발도구
조직간 연계

개념계획단계 /    요구사항단계 /    설계단계 /    구현단계 /     통합단계 /    검증단계 /    설치단계 /    운전 및 유지보수단계

형상상태기록장부
형상관리위원회 보고

형상식별
형상 명명
형상기준선 관리

형상관리계획서형상관리계획서

변경업무 수행

NuSCM하드카피 보관 NuSCMNuSCM하드카피 보관하드카피 보관

계획서 이슈 설계문서
SRS 체크인

형상기준선
구축

SDS 체크인 소스코드
통제

결재/보고
검증 요청

형상관리평가보고서
(단계별)

형상관리평가보고서
(단계별)

개발자/
형상관리자

체크인/
체크아웃

QA 부서QA 부서

계획서 수정
형상감사

계획 시행

계획서 유지관리

하도급 통제/운영체제, 
컴파일러, DB 버전 통제

변경 시 QA 부서 승인

• 설계문서
• 소스코드
• 도면

소프트웨어
형상항목

[그림 10-1] KNICS 소 트웨어 형상 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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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상항목의 개발에 따른 기록  문서화

형상항목에 한 이력 리  기 선 리

모든 형상항목에 한 식별

형상항목 변경시 한 통제 (체크인, 체크아웃)와 승인

소 트웨어 형상 리 업무에 한 조직 식별

소 트웨어 이상상태보고서(ANR: Anomaly Report) 리  추

소 트웨어 시험부 합사항보고서(TER: Test Exception Report) 리 

 추

형상항목에 한 정기 인 백업 리

형상항목에 한 근 통제  소 트웨어 바이러스에 비한 

형상 리도구 서버 리.

KNICS 형상 리 업무 수행을 해  각 상 기기/계통 (즉, 안 등  PLC, 

RPS  ESF-CCS) 별로 별도의 형상 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 다. 

안 등 PLC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KNICS-PLC-SEP111, Rev.01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KNICS-RPS-SEP111, 

Rev.01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형상 리계획서, KNICS-ESF-SEP111, 

Rev.01

2. 형상 리 조직

형상 리조직은 그림 10-2와 같이 안 등  PLC, RPS  ESF-CCS 별로 

별도로 구성하여 운 하 다. 형상 리 조직은 체 로젝트 차원에서 형상

리 업무를 총  리하는 형상 리 원회와, 각 단  과제별로 책임을 맡은 기

 내에서 개발되는 형상항목들에 한 형상 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  형상

리 조직으로 구성된다. 

체 개발업무를 주 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디지털원자로안 계통 개발" 

과제, 안 등  PLC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콘(주), RPS  ESF-CCS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두산 공업(주), 소 트웨어에 한 확인  검증 업무를 수행

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디지털계측제어 인허가확보기술 개발" 과제로 구성된

다. 형상 리 원회는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과제책임자를 형상 리 원장으로 

하고 각 단  과제책임자가 형상 리 원으로 구성하여 형상 리자  체 형

상 리업무를 평가 지원하는 형상 리평가자 등으로 구성하 다. 그림 10-3은 

형상 리조직간의 업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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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상기기/계통별 형상 리조직 구성

[그림 10-3] 형상 리조직간의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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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상 리 업무

가. 소 트웨어 형상항목 식별

모든 소 트웨어 형상항목은 과제에서 특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체계를 갖춘 고유의 번호로 명명한다. 고유의 번호체계는 형상항목의 특성 확인 

 변경 이력에 해 추 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한 특정 기능에 한 개

발 소 트웨어는 개정번호  특성 등의 확인이 용이한 단일 번호체계를 갖도

록 하고 있다.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형상항목 목록은 각 형상 리계획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각 형상항목의 변경, 추가  삭제는 형상 리 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모든 형상항목들에 한 식별은 품질보증 조직과 연계하여 

"KNICS QAP 번호부여체계 차서," KNICS-PPS-QAP102, Rev.00에 따라 

체 과제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고유의 번호체계로 그림 10-4와 같이 특정하

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 다. 

KNICS – XXX– ZZ000,   Rev. XX

(1) 과제번호: KNICS
(2) XXX: 세부 계통 영문약어 (PPS, PLC, RPS, ESF, CPC)
(3) ZZ: 형상항목 종류 약어 (AR, SRS, SVP, SVR,…)
(4) XX: 개정번호 (00, 01, 02,…)

설계문서 형상항목 번호 체계

예) KNICS-PLC-SEP111, Rev.00KNICS – XXX– ZZ000,   Rev. XX

(1) 과제번호: KNICS
(2) XXX: 세부 계통 영문약어 (PPS, PLC, RPS, ESF, CPC)
(3) ZZ: 형상항목 종류 약어 (AR, SRS, SVP, SVR,…)
(4) XX: 개정번호 (00, 01, 02,…)

설계문서 형상항목 번호 체계

예) KNICS-PLC-SEP111, Rev.00

[그림 10-4] KNICS 형상항목 번호 부여 체계

신규 형상항목이 발생하면 형상 리도구 NuSCM에서 분류하는 체계는 그림 

10-5와 같이 로젝트 ID, 생명주기별 액티비티 분류 코드에 따라 분류하 다. 

크게 인허가 과제와 안 계통 개발 과제로 로젝트 구분을 하고 각 로젝트

에 해서   생명주기별로 계획단계, 요구사항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단

계, 검증단계, 설치단계  운   유지보수 단계로 구분하 다. 

나. 소 트웨어 형상통제

형상통제 업무는 형상항목에 한 1) 변경 요청, 2) 변경 평가  3) 승인/

비승인, 그리고 4) 변경 실행의 네 단계 업무로 구성된다. 형상항목의 기 선 변

경은 형상항목 변경 차를 통해 통제한다. 변경 요청은 형상항목에 해서 이

상상태 발견 는 기능 개선 시 개발자 는 검증자에 의해서 형상 리 원회

에 의뢰한다. 형상 리 원회에서는 변경에 한 평가를 거쳐 결재를 하도록 되

어 있다. 승인된 변경의뢰 요청에 해 변경 실행 (즉 형상항목을 체크아웃하여 

변경하여 업데이트된 형상항목을 다시 체크인)을 통해 형상항목에 한 최종

인 변경 차를 종료하게 된다 (그림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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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생명주기별 형상항목 등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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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형상항목 통제 차

(1) 형상항목 변경요청

변경 요청자는 그림 10-7과 같은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형상 리 원회에 

제출한다.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는 요건 변경 번호, 일

자/요청자, 변경 상 이름/작성자/ 버 번호/ 개정번호, 완료 상 기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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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변경 /변경 후/변경 사유, 향 정도 등이다.

[그림 10-7] 변경요청서 양식

(2) 변경평가  승인

변경 요청서가 제출되면 형상 리 원장의 책임하에 평가  승인을 한 

차를 수행한다. 검토 결과에 따른 승인 여부는 형상 리 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형상 리 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다. 평가  승인 과

정에서 변경 요청서에 기록해야 하는 정보는 원회 검토 결과, 검토자 서명, 

검토날짜, 승인자/승인날짜, 변경승인 여부 등이다. 

(3) 변경 실행

형상 리 원회로부터 변경요청서에 한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과제책임자

는 변경요청서에 기록된 변경 내용에 따라 련 개발 담당자들에게 변경 작업

을 지시한다. 작업이 종료된 후 변경된 소 트웨어  련 설계 문서는 형상

리 원회로 제출하며, 과제 내의 형상 리를 하여 변경 내역을 형상항목 상태 

기록장부에 기록한다. 형상 기 선의 리를 해 제출된 소 트웨어  문서에 

한 정보는 형상 기 선 목록에 기록 한다.

다. 소 트웨어 형상상태 기록

소 트웨어 형상상태 기록은 형상 리 업무의 효율성을 해 과제 체를 

총 하여 정기 으로 형상항목 상태에 해서 스 드 시트에 입력하고 형상

리도구에도 입력하는 업무이다. 

(1) 형상상태기록장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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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리자는 매주 단 로 그림 10-8과 같이 형상상태기록장부를 새로 갱

신하여 형상 리 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형상상태기록장부에는 향상항목 ID, 

형상항목명, 과제별 생명주기 단계, 개정번호, 발행일자, 작성자, 작성기 , 검토

자 등에 한 형상항목 이력사항에 해서 MS Excel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있

다. 그림 10-9는 KNICS 생명주기별 형상상태기록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8] KNICS 형상상태기록장부

[그림 10-9] KNICS 생명주기별 형상상태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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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상태보고서 리

인허가 에서 발행하는 검증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되는 이상상태보고서는 소

트웨어 형상 리   품질보증 이 리한다. 안 등  PLC에 해서는 총 

107건의 ANR이 발행되었으며 원자로보호계통은 총 113건이 발행되었으며 모두 

종결처리되었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에 해서는 총16건의 ANR이 발

행되었다.

(3) 시험부 합사항보고서 리

개발 에서 발행하는 시험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되는 시험부 합사항보고서

TER(Test Exception Report)는 소 트웨어 형상 리   품질보증 이 리

한다. 안 등  PLC에 해서는 총 12건의 TER이 발행되었으며 모두 종결되

었다. 원자로보호계통에 해서는 개발주기 1, 2, 3을 거치면서 총 75건이 발행

되었으며 모두 종결되었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에 해서는 설계단계

까지 검증이 수행되었으므로 발행된 TER은 없다.

라. 소 트웨어 형상감사  검토

(1)  1차 형상감사 실시

1차 형상 감사  검토회의를 포스콘㈜ (2005. 7. 6일 실시), 두산 공업

(주)(2005. 7. 5일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2005. 7. 8일 실시)에서 품질보증 과 

연계하여 각각 실시하 다(그림 10-10 참조).  이때 과제 진행  감사 

(In-process Audit)를 주로 실시하 으며 소 트웨어 형상 리 업무가 형상 리

계획서에 따라 히 진행되는지 검토하 다. 리  에서의 검토는 품질

보증 , 기술  측면에서의 검토는 형상 리 에서 주로 수행하 다. 주요 체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형상항목 결과물 체크

검증 상 형상항목 결과물 체크

형상항목 변경사항 는 개정된 버  리스트 체크

각 단 과제의 형상항목 상태기록장부와 체 과제의 형상기 선 목록 

검토, 형상항목 ID와 같은 불일치 사항 체크  해결

운 체제, 개발도구나 상용 소 트웨어 버  체크 

형상 리 조직 변경사항 체크

형상항목 상태기록장부 체크

이상상태보고서  시험부 합사항보고서 체크

형상 리도구 NuSCM 운 상태 체크

각 기 별 연계사항 체크  하청계약 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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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0] KNICS 1차 형상감사  검토회의 (포스콘㈜/KAERI)

(2)  2차 형상감사 실시

2차 형상감사  검토회의를 포스콘(주) (2006. 7.25-26일), 한국원자력연구

원 (2006. 8. 3일)  두산 공업(주) (2006. 8.9-10일)에 해서 각각 품질보증

과 연계하여 실시하 다(그림 10-11 참조). 안 등  PLC에 해서 총 7건의 

형상감사 시정조치/보고서를 발행하 다. 원자로보호계통에 해서는 총 6건의 

형상감사 시정조치/보고서를 발행하 다. 

 

[그림 10-11] KNICS 2차 형상감사  검토회의 (포스콘㈜/두산 공업㈜)

(3)  3차 형상감사 실시

안 등  PLC에 한 3차 형상 감사  검토회의를 품질보증 과 연계하여 

포스콘㈜ (2007. 7. 11-13일)에서 실시하 고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

-기기제어계통에 한 3차 형상 감사  검토회의를 두산 공업㈜ (2007. 

8.22-24일)과 한국원자력연구원 (2007. 10. 8-10일)에서 각각 실시하 다 (그림 

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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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 KNICS 3차 형상감사  검토회의 

(포스콘㈜/두산 공업㈜/KAERI)

3차 형상감사에서 안 등  PLC에 해서는 소스코드 베이스라인  3을 설

정하 고 이때 Freezing된 PLC 하드웨어 보드 버 을 체크하 다 (그림 10-13 

참조). 형상감사 시정조치 요구/보고서를 안 등  PLC에 해서 6건, RPS에 

해서 5건, ESF-CCS에 해서 3건을 각각 발행하 다 (그림 10-14 참조).

[그림 10-13] 안 등 PLC 베이스라인 3 하드웨어 보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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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4] KNICS 형상감사 시정조치요구/보고서 발행 

4. 형상 리 도구

문서, 도면, 소스 코드 통제, 장, 버  리  기록 매체 백업 등의 소 트

웨어 형상 리를 해 NuSCM (Nuclea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이라는 형상 리도구를 과제 목 에 맞게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10-15 참조). NuSCM은 크게 로젝트 ( 로젝트, Activity), 형상항목 (형상항

목, Check in, Check out), 요청서 (신규의뢰, 변경의뢰, 변경완료, 폐기의뢰), 조

직 (부서, 사용자), 조회, 리자 (변경정보 리, 장소 정보 리, 직책정보 

리)  감사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0-16 참조). 

로젝트 메뉴는 로젝트와 Activity의 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하는 오퍼

이션을 수행한다. 형상항목 메뉴는 하부 메뉴로 형상항목 화면, check in화면, 

check out화면, V&V도구 화면이 있고, 문서를 생성, 수정, 삭제를 하는 오퍼

이션과 문서를 서버에 등록하고 서버로부터 다운을 받는 오퍼 이션을 수행한

다. 

형상항목 메뉴에서는 문서와 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요청서 메뉴는 사용자

가 새로운 문서를 등록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수정된 문서를 

다시 서버에 업로드 하거나,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결재  승인을 수행하

기 해 필요하다. 요청서에는 신규의뢰, 변경의뢰, 변경완료의뢰, 폐기의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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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 형상 리도구 (NuSCM) 서버

 

[그림 10-16] 형상 리시스템 메뉴 구조

조직 메뉴는 부서와 사용자로 구성되어 조직 메뉴를 통해서 부서화면과 사

용자화면에 근할 수 있다. 부서화면을 이용해서 회사의 각 부서를 리, 검색

할 수 있고 사용자 화면을 이용해서 회사의 모든 사원에 한 리와 검색을 

할 수 있다. 리자와 일반 사용자에 따라서 근 권한이 달라진다. 

리자 메뉴는 리자 메뉴를 통해서 변경정보 리화면, 직책정보 리화면

에 근할 수 있다. 리자와 리자는 각 화면을 통해서 변경, 직책에 한 입

력, 수정, 삭제와 검색을 할 수 있고 리자 이 외의 사용자는 각 화면을 통해

서 기종, 업무, 유형, 변경, 직책에 한 검색만을 할 수 있다. 리자와 일반 사

용자에 따라서 근 권한이 달라진다.



- 244 -

5. 형상 리 평가 보고서 작성

KNICS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본 으로 상기기/계통별, 소 트웨어 생명주

기 단계별로 형상 리평가보고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보고서는 소 트

웨어 형상 리계획서의 틀을 기 으로 작성되며 단계별로 발생한 형상 리 업

무내용에 한 평가  보고를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림 10-17은 KNICS 형상

리 평가에 용된 평가 항목 테이블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17] 형상 리 평가항목 테이블 

가. 안 등  PLC 형상 리 평가

안 등  PLC의 경우, 기에는 생명주기 단계별로 따라가며 평가보고서를 

발행하 으나 과제가 수행되면서 특정 시 에서 여러 모듈 별로 서로 다른 생

명주기 단계별로 개발되는 특성이 있어 개발주기 2, 설계단계까지만 형상 리평

가보고서를 순차 으로 발행하 고 그 이후에는 과제 종료 직  “형상 리종합

평가보고서”로 체하도록 방침을 정하 다. 따라서 생명주기 별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소 트웨어 형상 리평가 보고서를 발행하 다.  

안 등  PLC 소 트웨어 요구사항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PLC-SVR123, Rev.00 & Rev.01 (개발주기 1 & 2)

안 등  PLC 소 트웨어 설계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PLC-SVR133, Rev.00 & Rev.01 (개발주기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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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  PLC 소 트웨어 구 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PLC-SVR143, Rev.00 (개발주기 1)

안 등  PLC 소 트웨어 통합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PLC-SVR153, Rev.00  (개발주기 1)

안 등  PLC 소 트웨어 검증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PLC-SVR163, Rev.00  (개발주기 1)

안 등  PLC 소 트웨어 형상 리종합평가보고서, 

KNICS-PLC-SVR164, Rev.00. 

나. 원자로보호계통 형상 리 평가

원자로보호계통에 해서는 개발주기(1: Rev.00, 2: Rev.01, 3: Rev.02)별로 

형상 리평가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순차 으로 발행하 다.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RPS-SVR123, Rev.00, Rev.01, Rev.02 (개발주기 1, 2, 3)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RPS-SVR133, Rev.00, Rev.01, Rev.02 (개발주기 1, 2, 3)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RPS-SVR143, Rev.00, Rev.01, Rev.02 (개발주기 1, 2, 3)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RPS-SVR153, Rev.00, Rev.01, Rev.02 (개발주기 1, 2, 3)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검증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RPS-SVR163, Rev.00, Rev.01, Rev.02 (개발주기 1, 2, 3)

원자로보호계통을 개발을 하면서 개발주기 3에서 소 트웨어 생명주기 단계 

 실질 으로 개발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검증단계를 거치면서 형상 리업무에 

해서 개발 의 반 인 업무수행 보고  형상 리 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

다. 

실질 인 검증단계의 형상항목은 계통검증보고서(KNICS-RPS-SVR161, 

Rev.02) 문서 1건이며  2008. 04.28일을 기 으로 발행되었다. 반 으로 원자

로보호계통 형상 리계획서에 따라서 개발 의 형상 리 업무가 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검증단계에서 발행된 계통 검증보고서에 해서 형상 리가 

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발주기 2에서 발행된 ANR은 총 4건이며 

모두 해결되었다. 그림 10-18은 ANR/TER 종결 처리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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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8] 원자로보호계통 ANR/TER 종결 처리 

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형상 리 평가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에 해서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청구범 가 

요구사항단계까지이므로 개발 의 요구사항명세서 신규 등록  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발주기 1, 2에 걸쳐서 형상 리평가보고서 Rev.00  Rev.01을 

발행하 다.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단계 

형상 리평가보고서, KNICS-ESF-SVR123, Rev.00 & Rev.01 (개발주기 

1 & 2)

실질 으로 2008. 04. 28일 형상 수일 기 으로 발행된 형상항목들을 상

으로 ESF-CCS 개발주기 2 요구사항단계에 한 형상 리평가보고를 하 다. 

반 으로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형상 리계획서 Rev.01에 따라서 개

발주기 2에서도 형상 리 업무를 히 수행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발주기 

1 요구사항단계에서는 이상상태보고서는 총 6건이 이슈되었고 개발주기 2에서 

모두 해결되었다. 개정된 검증보고서나 안 성분석보고서에서는 추가 발행 

ANR은 없었다. 소 트웨어 소스코드 리는 주로 구  단계 이후부터 발생되

므로 요구사항 단계까지는 주로 설계문서 리에 한 형상 리 업무가 부분

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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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상용 소 트웨어 인증

1. 개요

상용 (COTS: Commercial Off-The Shelf) 제품(소 트웨어)이란 안 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기기, 부품으로서, 10 CFR 50 APP. B의 품

질보증 차에 따라 설계, 제작되지 않았으며, 승인(Dedication) 차를 득하지 

못한 제품으로서 Vendor로부터 구매 가능한 품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기 상용소 트웨어 정의에 의하면 안 등  PLC인 POSAFE-Q의 정보통

신용으로 사용되는 FMS(Fieldbus Message Specification)  Driver 부분이 상

용 소 트웨어 부분에 해당된다. FMS는 1980년  반부터 생산 장의 필드에 

설치된 각종 제어  자동화 련 장비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실시간 통

신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필드버스가 개발되기 시작할 때 즈음에 출

하 다. 존하는 필드버스들 가운데 생산자동화 환경에 가장 합한 것이 

PROFIBUS이다.  PROFIBUS 아키텍처는 개방형 통신(ISO 7498)에 한 

ISO/OSI 모델에 기 한다. PROFIBUS 규격은 계층1(물리 계층, PHY), 계층2

(데이터 연결 계층, FDL)  계층7(응용 계층)을 사용한다. PROFIBUS의 계층

7(응용 계층)인 FMS는 스테이션들간의 통신  사용자에게 실질 인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1-1의 Field, Cell, Factory Level  Cell  Level 부분

이 PROFIBUS-FMS에 해당된다.

      

[그림 11-1] PROFIBUS 아키텍처

KNICS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안 등  PLC인 POSAFE-Q의 상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이 PROFIBUS FMS인데 PROFIBUS FMS 소 트웨어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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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ommunication Processor Board) 소 트웨어와 Driver 소 트웨어로 구성

된다. 이  CPB 소 트웨어는 KNICS 로젝트를 통하여 소 트웨어 수명주기

에 따라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고 개발 산출물을 검증하므로 상용인증 상 범

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PROFIBUS FMS Driver 소 트웨어 부분이 상용모듈

로써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이다.

본 보고서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에 한 내용으로 상용 소 트웨어 분류, 

상용소 트웨어 인증 상,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상용 소 트웨어 인증결과 순으로 기술하 다.

2. 상용소 트웨어의 분류

안 등 의 소 트웨어의 분류목 은 설계자/검증자//규제자/운 자가 안

을 담당하는 계측제어계통의 요구사양요건, 설계, 제작, 설치, 유지보수  품질

보증, 시험시 안 등 에 따라 한 수 의 주의  노력을 기울이기 한 것

이다.

즉, 소 트웨어 안 등 의 분류목 은 소 트웨어의 안  요도에 상응하

는 안  등 을 부여하여 안 등 에 걸 맞는 소 트웨어 설계  검증(V&V), 

소 트웨어의 신뢰성 확보  개발비용 등 경제성을 제고하기 함이다.

상용 소 트웨어의 안 등 은 그림 11-2  표 11-1의 기 에 따라 분류 

하 다.(NUREG/CR-6421)

Categorization of Reusable Software

Use of Pre-Existing Software Products (PES/PDS)

COTS In-House Developed(Re-use)

Applications Tools S&E      Appendix B Non-Appendix B
(new Part 21 makes this same as COTS)

Used in                     not used in                         Breakdown same      
basic component      basic component                            as COTS

Produce        execute      other
basic             with
component   application

e.g. OS

[그림 11-2]  COTS 소 트웨어 분류 계층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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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Failure 

Impact Type

Items Important to 

Safety
Non-Safety System

Safety-
Critical

Safety-
Related

Items Not Important to 
Safety

Type I 1 2 3 4(GP)

Type II 1 2 3 4(GP)

Type III 2 3 4(GP) 4(GP)

그림 1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 소 트웨어는 기성 소 트웨어(Pre 

Development Software(PDS)/Pre Existing Software(PES)) 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운 체제, 컴 일러/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 도구, 로그래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상용 소 트웨어의  안 등 은 표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측제

어 계통의 안 등 과 안 요도(Safety Impact)  Risk Ranking 확률에 따

라 Safety Integrity Level(SIL) 1, 2, 3  4 {GP(General Purpose)}로 할당된

다.

[표 11-1] Software Integrity Level (SIL) of Each Software Class

주1) Type I : 고장이 발 소 보호기능  안 에 향을 미치는 

소 트웨어 즉각 인 원자로 정지 는 Reactor Trip이 요구될 경우

주2) Type II : 고장이 발 소 보호기능, 안  는 정상운 에 즉각 인 

향을 미치지 않아서 즉각 인 원자로정지 는 Reactor Trip이 요구 

되지 않거나 일정시간 이후에 출력감발 혹은 원자로정지가 요구될 경우

주3) Type III : 고장이 원자로 정지 는 출력감발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그림 11-2의 상용 소 트웨어 분류 계층구조도와 표 11-1의 소 트웨어 분

류기 에 의거하여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인 FMS Driver COTS는 안 등

 SIL2로 분류되었고 SIL2에 해당되는 수 의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과정을 거

쳤다.

3.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

안 등  POSAFE-Q의 상용 소 트웨어인 PROFIBUS FMS Driver(PNDOS1)

가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이다. 인증 상의 상용 소 트웨어의 공 회사는 



- 250 -

도   구 이   름 버    전 알려진 결함

PROFIBUS FMS 

통신 Driver

PROFIBUS 

FMS-DRV

PROFIBUS-FMS 

Driver(PNDOS1)

[PB-COMBIV01.070]

Revision 

List-Firmware 

PROFIBUS 

Combimaster 

독일의 하테스하임에 있는 힐쉐어(Hilsher)사 으며 인증 상의 이름, 버   

알려진 결함등 상세범 는 표 11-2와 같다.

[표 11-2] COTS 소 트웨어 인증 상 목록

4.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

다음의 내용들은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에 한 내용이다. 인증계획의 내

용은 일반 으로 포 인 내용들로써 구성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인증 상이 명

시 으로 선정된 내용을 심으로 기술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의 상용 소 트

웨어 인증계획부분의 내용들은 자인 포 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인증계획

상용 소 트웨어의 인증을 해서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인증계획서에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한 COTS평가기 , 최소한

의 공 자 요구문서가 요구된다. 공 자의 요구문서  락문서가 있을 경우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장모드 향분석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이고 둘째는 제3자 특별시험

(Method 1: 제품시험이 가능할 경우)이다.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계획을 이행

하기 해 ASME/NQA-1에 의한 품질평가 기 에 따라 Method2인 

"Commercial Grade Survey"라 불리는 공 자 장실사 방법을 선택하 다. 

FMS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의 경우 Method2의 결과 이외에 Method4인 운 경

험이력평가를 조합하여 평가하 다. 이 과정에서 공 자 락문서가 많았기 때

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Method 1인 특별시험을 추가의 인증방법으로 

선택하 다. 

따라서 인증계획시 설정한 인증방법으로는 Method 1(TTA에 의한 특별시

험), Method 2(공 자 장실사 방법)  Method 4(운 경험이력평가)의 조합

에 의한 평가방법을 최종 으로 선택하 다.

(1) COTS 평가기

POSAFE-Q의 상용 소 트웨어인 PROFIBUS FMS Driver(PNDOS1)의  

평가기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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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Software Engineering Practices(개발공정, 방법론, 산출물 등)

엄격한 소 트웨어 품질보증(Software QA Plan)하에서 개발되었는지의 

여부

상기의 2가지 기 을 상용 소 트웨어 평가기 으로 삼았다.

(2) 최소한의 요구문서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한 최소한의 요구문서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매뉴얼(User Documentation)

소 트웨어 기능요건서(Formal Functional Requirement)

소 트웨어 설계 문서(Software Design Documentations)

테스트 차서(Test Procedures)

테스트 결과 보고서(Test Result Report)

산업체 운 이력(Experience Operating History) 자료

형상 리 자료

Known bug lists, error recovery procedures, error tracking and report, 

error notification process, miscellaneous error reports 등

상기의 문서들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었으며 독일 회사의 지  재산권 자료

로써 열람은 할 수 있었으나 자료의 실질 인 취득은 어려웠다 따라서, 다음

에 기술한 최소한의 요구문서에 한 Missing Document를 보완할 수 있는 방

법으로 Method 1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부분의 상용 소 트웨어 회사의 

경우 상기의 요구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자료취득을 할 수 없는 것

이 실이다.

(3) 최소한의 요구문서에 한 Missing Document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요구문서  일부가 락 되거나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공 자의 교육.훈련(Sufficient Vendor Training) 는 

지식(Knowledge) 을 수받음

Method 1: 특별시험(생산(Product) 제품의 제3자 시험)

FMEA (if possible) : 자체 으로 평가.

상기의 3가지 방법  실 으로 용 가능한 방법이 Method 1: 특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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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구문서의 Missing Document 보완 방법으로는 Method 

1의 특별시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Method 1의 특별시험은 서울 인근의 분

당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회(TTA)에 의뢰하여 결과를 얻었다.

(4) 장실사Auditing Vendors Checklist

상용소 트웨어 인증계획 단계에서 장 실사를 하여 계획단계에서 사  

비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소 트웨어 구조도(Software Architecture)

소 트웨어 버 리(Software Version Control)

고객서비스  불평사항(Customer Service and Complaints)

공 자 성능이력 코드(Supplier/Item Performance Record)

사용자 문서(User Documentation)

(5) ASME/NQA-1에 의한 평가

공 자가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를 가지고 품질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계획단계에서 숙지하여야 한다. 

ASME/NQA-1의 18개 항목  소 트웨어와 련된 항목은 10개 항목이다. 산

업체의 경우 ISO 9000-3을 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품질보증 로그램

에 따라 철 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단하면 된다. 독일 힐쉐어사의 경우 

ISO 품질보증 인증마크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철 한 품질보증 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 다.

(6) COTS 평가보고서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 단계에서 규제기  제출용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기획하여야 하는데 상용 소 트웨어 인

증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계획단계에서 수립하 다. 

나. 인증 계획 이행 비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의 이행을 해서는 제품 설명자료를 수집하고 검

토항목  승인기 을 설정한다. 한, 인증방법 4가지  어떤방법이 실 으

로 용가능한지를 단하여 이들의 방법을 조합한다.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은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상용 소 트웨어 인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의 내용들은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나열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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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설명자료 수집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 단계에서 인증할 상 상용 소 트웨어에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자료를 수집한다.

제품명 (Product Name)

버  (Version)

배포일 (Release Date)

회사 (Company)

인증 수행  상기의 자료를 인터넷  독일의 힐쉐어사로 부터 취득하 다.

(2) 검토항목(Review items)  승인기 (Acceptance criteria) 설정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계획단계에서 상용 소 트웨어 공 자 회사에 하여 

정형화된 소 트웨어 개발 차가 있는지를 비(preliminary) 평가한다. 만약 

이러한 개발 차가 없다면 유사 산업안 (항공안 , 군사, 의료  산업) 분야

에 우수한 이력 코드  철 한 형상 리로 이러한 미비 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지를 우선 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것으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외 으로 formal한 소 트웨어 개발

차를 인증 차에 맞게 다시 Build up 할 수 있도록 비시켜야 한다.  Method 

2(공 자 조사에 의한 방법)의 이행을 하여 다음의 항목들에 하여 주안 을 

두었다.

소 트웨어 구조도(Software Architecture)

버 리  소 트웨어 통 (Version control and Software Lineage)

Method 4(공 자 이력(Supplier/Item Performance)에 의한 

평가방법)에서는 다음의 5가지 항목에 을 두었다.

고객 서비스  불만족 사항(Customer Service and Complaints)

오류추   보고(Error Tracking and Reporting)

고장조사  시정조치 (Failure Investigation and Corrective Action)

상 COTS의 산업안 분야 응용사례 정보

사용자 매뉴얼 (User documentation)

Method 2의 미비  보완을 하여 Method1을 추가할 것을 상용 소 트웨

어 인증계획단계시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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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 자 실사(Sit Audit)

다음의 내용들은 공 자 실사의 소 트웨어 구조도 검토, 버 리 검토, 고

객서비스  불만족 사항, 공 자 성능이력 코드 평가, 사용자 문서 등에 

한 내용들로써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 수립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한 기   

검사항 등을 기술한 내용이다. 기술된 내용들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어

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공 자 실사시 공 회사의 자료부족  지 재산권 문

제로 인하여 실 으로 이러한 모든 기   검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었던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의 실 인 문제 이었다.

(1) 소 트웨어 구조도 검토 (Software Architecture Review)

소 트웨어 구조도 검토에서는 소 트웨어 내부 구조도를 검하여야 하는

데 주로 기능분할(functional allocation), 데이터 흐름(data flow), 제어흐름

(control flow), 실시간 조건 등의 구조  분석  구조  설계 에서 소 트

웨어의 설계사양을 검한다.  한, 소 트웨어의 모듈화  코딩의 실례

(practices)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버 리 검토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 제품에 하여 버 리의 존재여부에 한 실

증성은 요한 기능이 변경된 최 의 버 에서부터 재의 버 까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장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버 리의 이력을 철 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어

야 한다.

(3) 고객서비스  불만만족 사항

고객들로 부터 수된 불만족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 으며 추 하 는지 

등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부서에 한 감사(audit)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 자 성능이력 코드 평가

이 부분은 품질보증 에서의 문제  보고  시정조치사항, 실사용자에

게 통지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하여 을 맞춘다. 운  경험 이력은 장에

서 사용된 성능을 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인증하고자 하는 소 트웨어 상

용제품과 경험이력 데이터와의 버   배포는 철 한 형상 리가 이루어 졌다

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오류보고, 추   해결 로세스는 패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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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포되고 일 성을 유지하 는지 검하여야 한다. 운 이력 검의 궁극

인 목 은 발견된 오류들에 하여 요한 미해결 사항들이 없는지를 검하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

다.

(5) 사용자 문서

사용자 문서는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일정(Schedule)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과 공  회사간에 상호 합의한 상용 소 트웨어 인

증 일정(schedule)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정은 공식 인 문서로 존재하

여야 한다. 공식 인 문서에는 검토 범 에 한 개요, 일정, 감사 방법 등에 

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마. 략 (logistics)

공 자 장에 도착하여 가장 먼  하여야 할 사항은 감사 과 피감사 의 

감사의 범   방법들에 하여 충분한 설명이 제 되어야 한다.  감사 의 

장은 피감자의 명단을 감사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 활동은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서에 기술된 계획에 따라 계획 로 수행하며 비해

간 상용 소 트웨어 차서를 분수하여야 한다.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계획에 

따라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수행할 때 장 감사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로 인한 추가의 특별 질문들에 하여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방해하는 어

떠한 제약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Non-conformances에 해서는 감사후(post-audit) 회의 이 에 

Non-conformances 발견 타당성에 한 논의가 공 자측 회사의 엔지니어와 함

께 논의되어야 한다.  장감사는 한번에 끝낼 수는 없으며 2차, 3차 등의 연속 

회의 때 Non-conformances 사항들을 추 감사(Thread Path Audit) 할 수 있어

야 한다. 감사 동안에 반드시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정의 자격을 갖춘 

감사자(auditor)의 요건을 수하여야 한다.

바. ASME/NQA-1에 의한 COTS 소 트웨어 평가

ASME/NQA-1에 있는 18개 항목  상용 소 트웨어 인증에 련된 10개 

항목을 평가하여야 한다. 상용 소 트웨어 인증에 용 가능한 10개 항목을 열

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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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로그램)

설계 리

구매 리

품목의 식별  리

제작(소 트웨어 생성) 로세스

검사  시험 리

핸들링, 장  선

측정  시험장비

부 합 사항의 리

공 업체(기술 문성) 평가

이들의 10개 사항들은 ISO 9000-3의 품질보증 로그램과 매핑 가능하다. 

독일 힐쉐어사 공 자는 회사 자체 내의 시스템 수 의 품질보증 로그램  

목표가 분명히 존재하 음을 직  확인하 고 품질보증메뉴얼  품질보증 차

서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직  확인하고 검하 다.

사. 감사보고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계획단계에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결과 감사보고서

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기획하 다. 감사보고서(상용 소 트웨어 인증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범 에 한 설명, 감사항목  감사 날짜

감사자의 신원

감사동안에 한 사람들의 목록

감사의 결론

발견된 결함 는 오류 해결방안에 한 권고사항 ( . 특별시험  

감사 등)

사용하고 하 던 상 상용제품에 한 최종 인증결론

5.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상용 소 트웨어의 인증 차는 모든 상용 소 트웨어를 상으로 용 가능

한 차서를 작성한 것이다. 즉, 특별히 정해진 인증 상을 한정한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모든 용 가능한 상의 상용 소 트웨어를 인증 상으로 한 것이

기 때문에 각각의 용 상 상용 소 트웨어가 명시 으로 정해지면 용 상

에 알맞게 본 차서의 내용을 카테고리화 하여 실에 알맞게 용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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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는 가장 엄격한 기 의 

인증 차로써 공 자의 환경  여건에 따라 실 으로 용할 수 없는 부분

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어렵게 하는 부분

이다. 즉, 차  기 은 엄격한데 실 인 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일반 으로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의 경우 주로 Method2  Method4의 조

합으로 평가한다. KNICS 로젝트에서는 Method 1, Method 2  Method 4를 

용하 기 때문에 이들의 차를 심으로 기술하 다. 기술된 차서의 순서

는 요도에 따라 Method 2, Method 1  Method 4 순으로 기술하 다.

본 보고서에 기술하는 차서의 내용은 상용소 트웨어 인증 차에만 국한 

하 다. 즉, 계통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펌웨어, 인터페이스 등의 상용 하

드웨어 인증은 범주 상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기 때

문에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가. Method 2 :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상용 소 트웨어 인증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Method 1, Method 2, Method 

3, Method 4의 4가지 방법이 있다.

 

Method 1 : 특수실험  감사

Method 2 : 공 자 조사

Method 3 : 소스검증

Method 4 : Qualification Vendor List  운 이력 데이터에 의한 승인

그림 11-3의 인증 차와 같이 상용 소 트웨어 인증시 Method 2  

Method 4를 조합하여 용하고 ASME/NQA-1에 의한 품질평가를 추가로 용

한다. 이외 락문서 보완을 하여 추가로 Method 1을 선택할 수 있다.



- 258 -

[그림 11-3]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흐름도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차를 따른다.

인증 차 수립(Survey of Procedure)

스 (Schedule)

성능조사(Survey of Performance)

결과  확인사항에 한 조사(Survey of Results and Findings)

즉,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계획에 한 승인을 받고 승인 차를 확인한 다

음, 인증 스 을 작성한 후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

한다.  상용 소 트웨어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내용과 결과를 통하여 상용 소

트웨어 평가기 에 부합하는지를 최종 평가하고 승인한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요도에 따라 Method 2의 차, Method 1의 차  

Method 4의 순으로 기술하 는데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ethod 2에 의한 상세 인증 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 사 의(Pre-Survey Meeting)

단계 2 : 제품설명서 취득 

단계 3 : 시스템  소 트웨어 요구사항 조사(Survey of 

System/Software +Functional Requirement)

단계 4 : 소 트웨어 설계 조사(Survey of Software Design) 

단계 5 : 소 트웨어 개발과정 조사(Survey of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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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 조사(Survey of HW/SW 

Integration) 

단계 7 : 시스템 검증 조사(Survey of System Validation(Testing)) 

단계 8 : 사용자 매뉴얼 조사(Survey of User Documentation) 

단계 9 : 소 트웨어 유지보수 조사(Survey of SW Maintenance) 

단계1 에서 단계 9까지의 상세한 차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1 : 사 의(Pre-Survey Meeting)

상용 소 트웨어 평가 과 상용 소 트웨어 련 업체 담당자들과 사 에 

Survey 방법에 하여 회의를 가진다.  상용 소 트웨어 평가 은  제 로 된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차에 의하여 소 트웨어를 개발하 는지 여부를 가장 

먼  논의를 하게 되며 상용 소 트웨어는 일반 산업계 표 을 수한 만큼 

ISO 9001 Part 3 의 수 여부를 단한다.  상용소 트웨어 평가 은 승인의 

기 이 되는 우선순 (Acceptable Priority)를 설정한다. 

첫째, 계획문서(Planning Documentation)를 검토(review) 한다.

둘째, 소 트웨어 생명주기 공정을 수하 는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주안

을 두어 평가한다.

계획(Planning) : 시장조사(Market research),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정의(Definition) : 상세요건 정의  타입 테스  계획(Type testing 

planning)

시스템 설계(System Design) : 통합(Integration)  시험을 한 

상세설계  계획

모듈설계(Module Design)  : 상세설계 단계

통합(Integration) : 시스템 부분들에 한 통합  시험

타입테스트(Type Test) :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요원에 의한 

단 시험(Unit test)  시스템 시험(System test)

셋째, ISO 9001 Part 3에 따른 일반산업체 소 트웨어 품질보증 요건을 

수하 는지 조사한다.

넷째, 자체 Qualification 여부를 조사한다.

다섯째, 외부조직에 의한 Requalification 여부를 조사한다.

첫번째부터 다섯째까지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우선순

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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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정의(Priority define)

Priority 1 : 매우 심각함(Most critical : system crashes)

Priority 2 : 심각함 (Function Spec 에 따라 수행되지 않음)

Priority 3 : 사소한 오류(Functionality에 향을 주지 않음)

Priority 4 : 기성 Functionality에 따른 다른 해석

사 의 과정에서 Priority 1 ~ Priority 2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 을 

경우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를 단하여야 한다.

(2) 단계 2 : 제품설명서 취득

단계1을 통과하면 상용 소 트웨어 공  회사로부터 제품설명서  배포 보

고서(Release Report)를 취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한다.

① 새로운 기능의 추가  변경정의

② 개정 벨(Revision Level), 최소한의 하드웨어 요건  개정 벨 이 에 확

인된 오류들의 교정을 포함한 소 트웨어 개정이력

③ 하드웨어  소 트웨어 제품설명서에 련된 데이터를 취득한다.

④ 새로운 컴포 트에 하여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와 링크 여부

(3) 단계 3 : 시스템  소 트웨어 요구사항 조사 

시스템  소 트웨어 요구사항에 하여 기능 인 측면과 성능 인 측면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 한 요구사항명세서는 존재하는

지, 요구사항 명세서 한 검토기록이 있는지 등 다음과 같은 이슈에 하여 조

사한다.

① 시스템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System/Software Functional  

Requirement)가 존재하는가?

② 기능설계명세서(Functional Design Description)

③ 기능설명서(Description of Function) 는 요구사양명세서

④ 개발환경, 요구된 도구들

⑤ 요구사항명세서(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s) 는 요구사항항목들의  

목록의 List 취득

⑥ 제품에의 기능요건(Functional Requirement) 반 여부 

⑦ 새로운 출시제품에 새로운 기능요건(new functional requirement)을 명세서 

반 했는지 여부 

⑧ 이외의 Requirement 존재유무 

⑨ 소 트웨어 요구사항 검토(Software Requirement Review)의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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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4 : 소 트웨어 설계 조사(Survey Software Design)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에 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한다.

① 소 트웨어 설계 요건(Software Design Requirement)이 작성되어 있는가?  

② 소 트웨어 설계 요건을 취득할 수 없다면 어떤 설계정보(Design  

Information)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소 트웨어 설계 로세스(Software 

Design Process)에 하여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검토한다.

- 비  상세설계의 검토가 있었는가?

- 비  상세설계의 검토가 있었다면, 이들 검토에 참여한 사람들은?

③ 소 트웨어 설계, 구 , 통합, 시험  최종사용에 한 설계차원의 

기 요건검토

④ 공정입력 변수들(ranges, accuracy, sampling intervals, EUC)

⑤ 운 체제, 유틸리티, 루틴 는 보조 로그램 사용여부

⑥ 비정상 입력조건들의 처리 방법

⑦ 공학 단 변환, 심볼릭 이름 등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구되는 데이터

⑧ 일  데이터 검토

⑨ 범 (Range), 정확도  갱신주기(Accuracy, and Update interval)를 포함한 

출력(Human Factor Requirement 포함)

⑩ 기화 요건(Initialization requirements) 검토

⑪ 변수 기값, Start up Sequence 등

⑫ 컴퓨터 시스템에서 Detected failure에 반응하는 로그램 로직 검토

⑬ Operator Interface 검토(Keyboard inputs, Control panels, Display 등)

⑭ In-Service Test Features  진단(Diagnostics)의 검토

⑮ 반 인 시스템 응답시간을 포함한 타이 요건 검토이외, HW Capability와 

일치하는 processing idle time  excess memory 검토. 보안(Security) 요건

(Password, Access control 등)을 검토한다.

(5) 단계 5 : 소 트웨어 개발과정 조사(Survey Software Development)

소 트웨어 개발과정상에서의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가 존재했었는지 

여부. 만약 존재했다면 소 트웨어품질보증계획서는 가 검토하 는지를 검

한다.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소 트웨어 설계 결과물 생산의 

요한 지침이 되는 소 트웨어 개발 지침서가 존재했는지 여부다. 소 트웨어 

개발 지침서가 있다면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가) 일반사항

표 시스템개발 로젝트 모델



- 262 -

(나) 계획

제품설명, 개발계획 등

(다) 기능정의

소 트웨어 시스템 요건, 소 트웨어 시스템 기능

(라) 시스템 설계

소 트웨어 분석  설계 지침

소 트웨어 설계사양서의 포맷

(마) 모듈 개발(C언어를 를 들면...)

C++ 스타일 지침

C 스타일 지침

C/C++ 이식성 지침서

소 트웨어 재사용 지침서

(바) 통합(Integration)

간단한 시스템 사양서

(사) 타입 테스트(Type Test)

타입 테스트 목록 개요(Type Test List Skeleton)

타입 테스트 설명 개요(Type Test Description Skeleton)

타입 테스트 기록 개요(Type Test Record Skeleton)

검토회의 기록 개요(Review Meeting Record Skeleton)

상기와 같은 검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한다.

① 소 트웨어 개발환경  소 트웨어 개발도구에 한 충분한 문서가  존재 

하는가 ? (조직의 정의 : 개발자와 검토자의 독립성 정도)

② 어떤 표 을 이용하는가 ?

③ 어떤 차서를 이용할 수 있는가 ? ( , 형상 리, 코드속성 : 사용언어, 

모듈성, 구조, 개정이력, 오류처리 등 )

④ In-process audit의 수행여부 ?

⑤ 문서화는 잘 되어 있는가 ?

⑥ V&V process를 채택하 는가 ?

⑦ V&V process의 기록 문서화 ?

⑧ 코드검토 로세스(Code Review Process)

코드 검토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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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계획(Planning)

(2) 역할(Roles)

(3) 입회(Initiation)

(4) 자의 비사항(Author’s Preparations)

(5) 작동 워크스루(Operational Walkthrough)

(6) 코드읽기(Reading the Code)

(7) 수집  보고통계(Collecting and Reporting Statistics)

(8) 이력기록회의(Defect Logging Meeting)

(9) 요약회의(Sum-up Meeting)

(10) 검회의(Follow-up Meeting)

(11) 스타일 가이드  체크리스트(Style Guides and Checklists)

⑨ 소 트웨어 개발 매뉴얼 검토

⑩ 소 트웨어 구 에 한 검토

⑪ 소 트웨어 개발 계획(Plan)을 수하 는가 ?

⑫ 소 트웨어설계(Software Design)가 히 구 되었는가 ?

⑬ 품질을 보증하기 하여 수행한 테스   차

⑭ 언제 소 트웨어 형상 리를 시작하 는가 ? 

⑮ (SCM은 Code개발 기에 한다.)

  - Code Walk-through는 수행하 는가 ?

    (소스코드 개정이력 검토)

(6) 단계 6 :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 조사(Survey HW/SW Integration)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

다.

①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 계획이 존재했는가 ?

②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의 합성을 입증하기 한 통합 테스트 

차  련 승인기 (acceptance criteria)이 존재했는가?

③ 통합 컴퓨터 시스템에 한 테스트 환경구성은?

④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 변경제어(Changing Control)에 한 

품질보증계획(Quality Assurance Plan)이 존재했는가 ?

⑤ 어떤 로세스가 시스템 비휘발성 메모리 로그래  되었는가?

(7) 단계 7 : 시스템 검증 조사(Survey System Validation(Testing)

시스템 검증(System Validation)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조

사한다.

① 테스트 계획이 존재했는가 ?

② 테스트 차가 있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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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 Step으로의 구성여부 ?

④ 완결성 여부 ?

⑤ 요구사항 검증, 기능성(Functionality) 검증, 의도하지 않은 기능 는 효과 

(undesired function or effects)가 없다는 검증

⑥ 테스트 차서의 이행여부 ?

테스트 차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사항(General)

참고문헌(Reference)

테스트 상항목의 기능(Functions of the Tested Item)

타입 테스트의 범 (Scope of the Type Test)

테스트 상항목의 생성(Production of the Item to be Tested)

타입테스트 책임사항  승인(Type Test Responsibility and Approval)

타입테스트 장비(Type Test Equipment)

타입테스트 기록(Type Test Record)

상세 타입테스트 차서(Detailed Type Test Procedures)

(목 , 차, 입력데이터  상값 등 기술)

⑦ 동 조건 뿐만 아니라 정 인조건하에서 테스 이 수행되었는가?

⑧ 시스템 검증 시험에 한 조사(Survey System Validation Testing)

⑨ 개발 과 Tester 사이의 조직 계는 ?

⑩ Big Configuration Test는 SQA 이 수행

⑪ 테스트 보고서는 이용 가능한가 ?

⑫ 테스트 보고서에 한 평가는 하 는가 ?

⑬ 테스트 Resolved동안 모든 오류가 발견되었는가 ?

⑭ 검증시험(Validation Testing) 동안 하드웨어  코드 정확도의 향에 해

서 고려하 는가 ?

(8) 단계 8 : 사용자 매뉴얼 조사(Survey User Documentation)

사용자 매뉴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

① 사용자문서(매뉴얼)에 한 검토

② 사용자문서가 요구사항  설계와 일치하는가 ?

③ 사용자문서가 명확성(Clear), 일치성(Consistent), 비모호성(Unambiguous)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9) 단계 9 : 소 트웨어 유지보수 조사(Survey SW Maintenance)

소 트웨어 유지보수에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

① Original Release가 Resolved된 이래로 문제 들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② 모든 하드웨어  소 트웨어 문제 들에 한 Log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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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상에서 오류가 사용자에게 통지되는 로세스는?

④ 사용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오류들의 기록  추 은 어떠한 차를 

이용하 는가?

⑤ 변경통지 차에 한 감사(Audit) 수행은?

⑥ SW가 선 되기  기능  감사(Functional Audit)  물리 감사(Physical 

Audit)가 수행되었는가?

⑦ 소 트웨어 소스  실행코드에 한 근  형상제어(configuration 

control)를 히 유지하고 있는가?

나. ASME/NQA-1에 의한 품질평가 차

ASME/NQA-1에 있는 18개 항목  COTS 소 트웨어 Dedication에 련된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COTS 소 트웨어 Dedication에 용 가능한 10개 항목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로그램)

설계 리

구매 리

품목의 식별  리

제작(소 트웨어 생성) 로세스

검사  시험 리

핸들링, 장  선

측정  시험장비

부 합 사항의 리

공 업체(기술 문성) 평가

상기 10개 항목에 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로그램) 평가 차

6개의 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① 공 자의 조직의 설정되어 있으며 기능  책임사항  권한 정의가 분명히 

되어 있는가?

② 품질활동을 수행하는 요원들에게 품질문제의 식별, 문제 해결, 해결된 

문제에 한 확인 등의 수행 권한이 주어여 있는가?

③ 공 자는 문서화된 품질 리 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④ 공 자는 품질 향과 련된 충분한 증빙자료를 보증할 수 있는 

조직체제가 되어 있는가?

⑤ 공 자는 주문 리를 하고 있는가?

⑥ 공 자는 인증 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를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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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리

설계 리에 하여 4가지 사항을 검한다.

① 설계요건에 따른 용 가능한 시방서에 의한 설계결과물(문서, 도면 등)이 

제 로 리되고 있는가?

② 최 의 설계를 변경할 경우 보상인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③ 제품설명서에 있는 부품번호(part number)로 설계문서를 추 할 수 있는가?

④ 설계인자 변경에 따른 부품번호(part number) 변경이 가능한가?

(3) 구매 리

5개의 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① 품질보증요건이 구매서류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는가?

② 구매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작업의 범 (Scope of Work)

   - 기술요건(Technical Requirements)

   - 문서화 요건(Documentation Requirements)

   - 품질요건(Quality Requirements)

③ 구매서류의 변경은 특별한 차에 규정하지 않는 한 원구매서류(Original 

document)의 발행시와 동일한 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가?

④ 구매서류와 일치하는 구매항목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⑤ 상용 소 트웨어 인증방법인 공 자 평가, 소스검사(Source Verification), 

인수검사, 시험  인증 방법을 히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4) 품목의 식별  리

4개의 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① 부 한 사용 는 결함항목을 히 방지하기 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가?

② 테스트 보고서, 기타 문서 등 련문서에 한 추 성과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소 트웨어 개발과정에 재사용 컴퍼 트를 활용 는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④ 제품을 임의로 샘 링 하 을 때 균질성(homogeneity)을 유지하는가?

(5) 제작(소 트웨어 생성) 로세스

2개의 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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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특성(Critical Characteristics)에 향을 주는 공정에 하여 

검사 (Holdpoint  Witness Point)에 한 입회를 실시하고 있는가?

② 필수특성(Critical Characteristics)에 향을 주는 소 트웨어 개발도구  

정보 데이터를 감사(audit)하고 있는가?

(6) 검사  시험 리

2개의 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① 시험계획서에는 시험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포함한 주의사항, 제한사항, 

시험공정  통과기 (pass/fail criteria)이 포함되어 있는가?

② 설계 합성  품질을 보증하기 한 기능시험, 성능시험을 하 는가?

(7) 핸들링, 장  선

1개의 항목에 하여 4가지를 세부 으로 평가한다.

    공 자는 핸들링, 처리, 장, 보존, 포장  선 에 하여 보증하고 식

별유지와 손상 는 손실  훼손 방지를 한 한 리방법을 이행하고 있

는가?

① 손상, 변질  분실을 방지하기 한 포장  보존

② 필요시, 특수 용범 (Special Coverage), 특수장비,  특수 보호환경의 조

건

③ 선 동안 유해오염  물리  손상을 방지하기 한 합한 포장

④ 운송  장매체에 손상이 없도록 정확하게 보호 패킹되었는지

(8) 측정  시험장비

2개의 주요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특히 시험장비의 정확도  정 도 유

지 리 부분은 4가지를 포함한다.

① 공 자는 측정  시험장비의 검  교정 기록 리를 잘 이행하는가?

② 다음 4가지 사항에 하여 리를 잘 하고 있는가?

   - 국가표 연구기  는 국가공인 교정검사기 에 의한 정기 인 교정

   - 측정  시험장비의 라벨링  식별

   - 검 는 교정 련 품질보증기록

   - 부 합 장비의 리(Evaluation of nonconforming M&TE)

(9) 부 합 사항의 리

2개의 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①  부 합으로 보고된 품목에 한 부 한 사용방지 는 선 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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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 합 사항의 식별  격리를 이행하고 있는가?

②  공 자는 부 합사항의 검토, 승인, 거 , 수리 는 재작업에 한 리를 

이행하고 있는가? (부 합사항처리 차를 수하고 있는가?)

(10) 공 업체(기술 문성) 평가

4개의 항목에 하여 평가한다.

①  확인된 필수특성(Critical characteristics)과 련된 설계 리의 합성을 평

가한다.

②  확인된 필수특성에 용 가능한 품질 리의 합성  승인 기 에 하여 

평가한다.

③  규정된 승인기 의 용을 포함한 확인된 필수특성에 하여 인수, 제작  

최종제품의 승인 동안에 수행한 공 자 검사/시험의 합성을 평가한다.

④  교육, 훈련, 기술, 경험  인정에 한 기록의 작성  유지를 하고 있는

가?

(11) 공 자 평가 차

         부분의 안 등  POSAFE-Q 소 트웨어는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때문에 공 자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본 차서에 따라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이 되는 소 트웨어 공 자는 엄격한 형상 리계획에 따라 리되어

야 한다. (KNICS-PLC-SEP 103 형상 리계획서 참조) 

(12) 품질보증 기록자료 리

디지털 안 계통 개발과제의 품질보증 차서 17.1항의 품질보증기록자료 

리 차에 따라 수집, 보 , 유지한다.

다. 특별 시험(Method 1) 평가 차

특별시험 평가는 상용소 트웨어 인증 상  테스트베드 환경 여건에 따

라 특별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특별 시험 평가는 자체 시험시설(내부)을 이용할 경우와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TTA)와 같은 외부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체 시험시설(내부)을 이용할 경우 

특별시험 평가를 외부 시험시설(ex, TTA)에 의뢰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즉, 경제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엔지니

어가 소 트웨어 테스트의 빈도, 외부기 에 의뢰하 을 경우의 테스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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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할 COTS 소 트웨어 상의 요성 정도, 테스트할 테스트 이스의 평

균수, 인건비, 테스트에 요구되는 숙련의 정도, 테스트 장비의 비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내부테스트 는 외부테스트를 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요한 사항은 경제성이다. COTS소 트웨어의 테스트가 가능하다면 간단하면서

도 빈도가 높은 테스트의 경우 내부 테스트를 이용한다. 상기의 자체 시험을 

해서는 시험도구(Testing Tool)가 정확성, 신뢰성, 작동의 용이성, 검.교정  형

상 리 등의 요건을 필수 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러

한 사항들이 엔지니어가 자체의 내부 시험을 고려하여 필수특성을 선정하는데 

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다. (즉, 기술  독립성 확보가 필수 임.) 

(2) 외부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독특한 필수특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테스  자체가 복잡한 경우, 내부 시험

을 이용하기에는 경제  문제 이 있을 경우 TTA와 같은 외부 소 트웨어 

문 시험기 을 이용한다. 물론 이러한 시험기 은 10 CFR 50 App. B 는 

ISO9000-3의 품질보증 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

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상용 소 트웨어 테스 은 필요한 산업계 표 에 따라 히 

수행되어야 한다. 

테스트 베드들은 공 자의 권고사항에 따라 갱신(Updating)되고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테스트 베드의 정확성은 승인기   오류 허용 범  내에 있어야 한다. 

상용 소 트웨어 테스 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테스터에 의해서 테스트 

계획  테스트 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설치후 시험(post installation testing) 

장 설치후 시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수행할 수 있다. 

상용 소 트웨어를 직  설치해 보지 않고는 품질특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울 때.

다른 시스템과 연 된 품질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나 상 

상용소 트웨어가 종합 인 시스템 검(checkout)이 요구될 때 

상용 소 트웨어를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고는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때 

상기의 3가지   하나 는 그 이상과 련이 될 때 설치 후 시험을 한다.

라. Method 4 : 이력자료에 의한 평가

통계 인 방법에 의한 경험이력자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상용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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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회사 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차서에서 별도로 기술하

지 않는다. (다만, Method 2의 실 인 제약을 극복하기 하여 인터넷 는 

자우편을 통하여 공 업체 자료수집 평가, 공 업체 내부의 오류추 정보, 고

객 요구사항에 의한 수정사항, 형상 리를 포함한 공 자 이력사항 들을 수집할 

수 있다.)

마. 조합에 의한 평가

상기에 기술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방법 차  2가지 이상을 상호 조합

하여 사용한다.

6. 상용소 트웨어 인증결과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서에 따라 

PROFIBUS FMS-DRV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수행하 다.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결과보고서는 PROFIBUS FMS-DRV COTS 감사범

, 감사항목  감사날짜, 감사동안에 한 사람들의 목록, 감사의 결론, 발

견된 결함 는 오류 해결방안에 한 권고사항, TTA 특별시험, PNO 인증시

험 순으로 기술하 다.

가. PROFIBUS FMS-DRV COTS 감사범 , 감사항목  감사날짜, 감사자의 

신원

(1) 감사범   감사항목

PROFIBUS FMS통신모듈은 그림 1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로세서 모

듈, 로세서 모듈과 통신 로세서 보드 사이의Dual Port 메모리(DPM-CPB), 

통신 로세서 보드인 Communication Processor Board(CPB), CPB와 

PROFIBUS FMS 통신 Driver사이의 Dual Port  메모리(DPM-DRV), 

PROFIBUS FMS 통신 Driver보드 부분(상용모듈)로 구성되는데 PROFIBUS 

FMS 통신 Driver하나당 2개의 통신 포트로 구성된다. 상용 소 트웨어의 감사 

상  범 는 그림11-4의 가운데 블럭  오른쪽 부분인 PROFIBUS FMS 통

신 Driver보드 부분(상용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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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모듈

16bit Bus

NBUS-1Q(2Q)

통신프로세서보드 부분

(Communication Process 
Board )

Dual Port Memory
DPM-CPB

FMS 통신 모듈

FMS

통신

D river

보드

부분

(상용모듈)

통신 채널

원격

통신

장치

CPU

Dual Port Memory
DPM -DRV

[그림 11-4] PROFIBUS FMS 통신모듈의 하드웨어 구성

PROFIBUS FMS 소 트웨어는 크게 CPB 소 트웨어와 Driver소 트웨어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CPB 소 트웨어는 소 트웨어 수명주기에 따라 개발하고 개발 결과물

을 검증하므로 상용인증 상에서 제외된다. Driver 소 트웨어는 그림11-4의 

(상용모듈)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상용 소 트웨어로서 인증 상 범 이다.

안 등  PLC POSAFE-Q의 상 통신인 PROFIBUS FMS의 Driver에 

한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하여 "원  안 계통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

서(KNICS-PPS-EQP102)"   "원  안 계통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

(KNICS-PPS-EQP103)"에 따라 수행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상 감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PROFIBUS FMS Driver(PNDOS1) [PB-COMBIV01.070]

상기 상용 소 트웨어 인증을 하여 EPRI-TR-106439에서 권고하고 있는 

4가지 방법  Method 1(특별시험  검사), Method 2(공 자조사에 의한 방법) 

 Method 4(성능이력에 의한 검증방법)의 조합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 다.

Method 1(특별시험  검사)에서는 TTA의 특별시험과 PNO인증 시험을 

용하 으며 Method 2(공 자 조사에 의한 방법)을 해서는 독일의 Hilscher

사를 직  방문하 다. Method 4(성능이력에 의한 검증방법)는 Hilscher사 측으

로부터 입수한 Revision 이력 데이터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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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날짜

2005년 6월 24일부터 2005년 6월 30일 까지 독일 하테스하임(Hattersheim)

에 있는 힐쉐어(HilScher)사를 방문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1명, 포스콘 기

술연구소 직원 2명의 감사자와 힐쉐어사 직원 3명(Christof Hunger, Mirko 

Kroll, Michael Fritsch)이 모여 장실사  감사회의를 가졌다.

(3) 감사자의 신원

감사자의 리더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1명,이었고 감사반원은 포스콘기술

연구소의 직원 2명이 참여하 다.

(4) 감사동안에 한 사람들의 목록

감사기간 동안 독일 하테스하임에 치한 힐쉐어사에서 한 사람들은 다

음과 같다.

Hans-Jurgen Hilscher, CEO, Hilscher Company

Christof Hunger, Engineer, Hilscher Company

Mirko Kroll, Engineer, Hilscher Company

Michael Fritsch, Engineer, Hilscher Company

(5) 감사의 결론

Method 2(공 자 조사에 의한 방법)에 따라 "원  안 계통 상용 소 트웨

어 인증계획(KNICS-PPS-EQP103)"을 기반으로 감사회의를 진행하 다. 

PROFIBUS FMS-DRV는 한 때 산업계 수요가 많았으나 재는 기술 분류상 

the Old Technology 분야에 속해서 힐쉐어사측에서는 이를 체할 새로운 

ProfiNET(CBA,I/O)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PROFIBUS FMS-DRV와 련된 

모든 문서는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지 자산(Confidential 

information)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했다. 

품질보증시스템의 검에서는 ISO9000-3에 하는 품질보증 메뉴얼, 품질

보증 차서  기술업무 차서(Technical Activity Procedure)를 보유하고 있었

으며 품질보증시스템의 문제 은 발견할 수 없었다. (참고 : 품질보증 메뉴얼 

 품질보증 차서 공히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음.)

Method4(성능이력에 의한 검증방법)는 산업분야에서 여러 사이트의 매실

  용 이력을 구두로 해 들었으며 이와 련된 이력 데이터(Revision 

List-Firmware PROFIBUS Combimaster)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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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견된 결함 는 오류 해결방안에 한 권고사항

발견된 결함과 이들 버그에 한 수정과 련된 자료(Revision 

List-Firmware PROFIBUS Combimaster)를 확보하 다. 한, Method 2 + 

Method 4의 조합에 의한 방법만 가지고서는 PROFIBUS FMS Driver COTS에 

한 충분한 상용 인증 데이터를 자체 으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성 

련 보상인자 확보 차원에서 국내 시험 문기 인 TTA(Telecommunication 

Test Association)에 의한 제3자의 특별시험(Method 1)을 수행함(PROFIBUS 

FMS용 통신장치 시험결과서)과 동시에 독일의 PNO인증 시험을 하 다. 

나. TTA 특별시험

"원  안 계통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서(KNICS-PPS-EQP102)"   "

원  안 계통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KNICS-PPS-EQP103)"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일정으로 제3자에 의한 Method 1(특별시험)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수행하 다.

2006년 2월 23일  : 제3자 특별시험 업무 의

2006년 3월 17일  : PROFIBUS FMS-DRV COTS 인증추진 배경  

계약문제 의

2006년 4월 18일 : 구체 인 시험일정  시험계획, 차,  사례생성 

2006년 6월 7일  : 실무차원의 시험계획수립, 시험환경구축  이행에 

따른 제반 의 착수

2006년 6월 7일~6월 23일 (총 13일간 하루 8시간씩 시험함)

2006년 6월 16일 : 시험 간결과 검회의

2006년 6월 23일 : 시험결과 최종회의(토큰상실, 결정론  타이  시험 

등이 연기됨)

2006년 6월 28일 : 토큰상실  결정론  타이  시험완료. 재시험  

최종회의. 특별시험 완료.

TTA 시험환경 구성도는 통신장치(시스템 버스(NBUS-1Q), 원

(NSPS-1Q), CPU(NCPU-1Q), CPB(NCPB-1Q), DRV(NDRVE-1Q)), 모니터링 

도구(SyCON, pSET, Mon_Station, Code Composer, Analyzer  Oscilloscope), 

통신망(PROFIBUS FMS통신장치간의 통신은 RS485/FO 이블로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1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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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3 의 통신장치간 데이터 통신 에서 토큰 상실  토큰링시 통신상태 

확인 (첨부B참조)

주2) 장시간 시험(Long Run Test) 수행

[그림 11-5] TTA 시험환경구성도

상기 일정에 따라 수행한 주요 기능  성능 시험은 다음과 같다.

기화 기능

LED 표시기능

로그램 동작시험

형상정보 시험

통신 환경 설정기능

라미터 송시험

데이터 송(CPU/CPB/DRV) 기능시험

통신장치의 데이터 송

Power-on

RESET

오류진단

통신방향

Token 상실시험

결정론  주기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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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세부 시험항목수 Pass 개수 Fail 개수

기능

초기화 기능 3 3 -0

LED 표시 기능 8 8 -0

형상정보 표시 기능 1 1 -0

통신환경 설정 기능 1 1 -0

CPU/CPB/DRV의 통신 기능 7 7 -0

통신장치간 데이터 통신 기능 13 13 -0

리셋 기능 2 2 -0

오류 진단 기능 6 9 -0

성능 데이터 통신 안정성 2 2 -

데이터 전송 주기의 일관성 1 1 -

계 441 414 0

시험항목 세부 시험항목수 Pass 개수 Fail 개수

성능

데이터 통신 안정성 2 2 0

데이터 전송 주기의 일관성 1 1 0

계 3 3 0

PROFIBUS FMS-DRV COTS 자체는 Black Box로서 자체만을 가지고는 

특별시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PROFIBUS FMS통신 장치의 기능시험  성

능시험을 통하여 PROFIBUS FMS DRV의 건 성을 입증하는 근 략을 선택

하 다.

TTA시험 결과, 주어진 시험환경에서 표 11-3  표 11-4와 같이 통신장치

간 데이터 통신 기능을 포함한 41개 기능시험 항목과 데이터 통신의 안정성을 

포함한 3개의 성능시험 결과를 모두 만족시켰다.

[표 11-3] 기능 시험 결과

[표 11-4]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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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NO 인증시험

PNO 인증시험의 주요목표는 그림 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OSI 7 Layer

에 입각하여 볼 때 PROFIBUS FMS Profiles 과 PROFIBUS DP Profiles이 1

계층  2계층에서 동일한 하드웨어 드라이버 보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PNO 

인증시험을 통하여 이들의 1,2계층에 한 건 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했

기 때문이다.

[그림 11-6] PROFIBUS 로토콜 구조도

PROFIBUS DP Master(POSCON, NDPM-1Q, Revision : HW Version 

1.000, SW Version 1.203, GSD: POS109D8.gsd, Revision 1.0)에 하여 PNO인

증을 하여 사 시험은 힐쉐어사에서 수행하 으며 실제 PNO 인증 한 시험

은 뮌헨의 ITM Lab{Master-Slave(지멘스, ABB등 타사의 통신장치를 연결한 

표 통신시험}에서 수행하 다. 이들 모든 시험은 "Test Specifications for 

PROFIBUS DP Masters, Version 2.95, February 2003"의 기 에 따라 수행되

었다.  사 시험  인증시험 모두를 통과하여 PROFIBUS 인증 원회로 부터 

2005년 10월 25일자로  인증서를 받았다.

이들 인증시험 과정에서 수행된 태스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Tasks

   - 일반시험

     .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

     . 장치설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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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션 주소 지원

     . 버스 라메터 설정지원

     . 기능  진단시험

   - PROFIBUS Master Firmware V01.203 사 인증 시험

     . MMAC1 (Master-Master)

     . MSCY1M(Master-Slave DPV0)

     . MSAC1M(Master-Slave DPV1)

     . FSPMM(Statemaschine)

   - 인증을 한 모든 서류의 비  수집

     . EMC Declaration

     . 구조도 다이아그램

     . 인증을 하여 필요한 SyCon(pCON) 비

     . GSD 일들

     . PNO 식별번호 확인

     . Master 인증을 한 정보서류 등

라. 상용제품 인증에 한 최종 인증결론

상용 소 트웨어의 인증은 실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하나이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   차를 실 으로 모두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는 공 회사의 지 재산권  자료열람을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 으

로 공 회사가 상용 소 트웨어 인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거의 가지고 있

지 않은 것이 실이기 때문이다. 이외, 상용 소 트웨어의 인증을 로젝트 

기에 결정하여야 하나 개발과정에서 략들이 여러 번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상용소 트웨어 인증계획, 상용소 트웨어 인증 차서를 일 되게 용하

기 어려운 도 존재하는 것이 실이다.

KNICS 과제를 통하여 선정된 상용 소 트웨어의 인증 상은 Profibus 

FMS Driver(PNDOS1)와 Profibus FMS-DRV이었다. 선정된 FMS-DRV는 안

등  PLC의 상 통신 드라이버로써 작동되는 상용 소 트웨어이다. 당  

Method 2(공 자 조사에 의한 방법)  Method4(성능이력에 의한 검증방법) 

조합에 의한 상용 인증을 추진하 으나 공 자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시험 문기 인 TTA를 통하여 Method1 1 (특별시험)을 

보상인자 확보 차원에서 수행하 으며 이와 병행하여 추가로 PNO인증시험을 

수행하여 PNO인증을 획득하 다. 따라서 Method 1(TTA특별시험 + PNO인증) 

+Method 2(독일 힐쉐어사 방문실사)+Method 4(힐쉐어사 Revision 이력 데이터 

확보)의 3가지 조합 방법을 용하 다. Method 1의 방법에서는 통신장치간 데

이터 통신기능을 포함한 41개 기능시험 항목  데이터 통신의 안정성을 포함

한 3개의 성능시험을 시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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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3가지 조합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근거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에 하여 종합 으로 단할 때 안 등  PLC인 POSAFE-Q의 PROFIBUS 

FMS통신 Driver를 기존의 산업용에서 등 을 상향조정하여 원 용 안 등  

PLC인 POSAFE-Q의 PROFIBUS FMS통신 장치의 소 트웨어 Driver로 사용

하는데 크게 문제 이 없는 것으로 단하 다.

그림 11-7은 TTA 제3자 시험결과서이며 그림 11-8은 PNO 인증시험결과

서이다.

  

[그림 11-7] TTA 제3자 시험결과서   [그림 11-8] PNO 인증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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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1. 개요

가. 배경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기술은 컴퓨터 간 정보교환 기술  통신망 보

이 보편화되면서 발생되기 시작하여, IT 분야에서부터  산업으로 확산되었

다. 생산공장이나 석유 생산시설  일반 기산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군사, 항

공우주  원자력 산업에까지 확 되어 2006년에는 미국 NRC가 련 규제지침

을(Reg. Guide. 1.152 Rev.02) 공포하므로써 이를 원  계측제어설비 설계에 반

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산업을 포함하는 에 지 산업에서는 통 으로 계

측  제어설비 운용을 폐회로(closed), 강결합(tightly coupled) 네트워크로 운

하여 왔으나, 인터넷 등의 일반 IT 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정보공유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외부의 사이버 험 요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로

부터의 근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설비를 보호하기 한 사이버보안기술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Cyber Attack에 의해 공공의 안 성 확보가 어렵거

나 경제  손실이 막 할 때는 이들로부터의 설비보호가 필수 이 된다. 그러나 

유용성이 증가하면 사이버보안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한 추가비용 뿐만 아

니라 유지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정성을 평가하여 용범 를 최 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필요성

원  계측제어계통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됨에 따라 자장비 

 통신망에 한 보안이  세계 인 안으로 두되고 있다. 원 에 사용되

는 디지털 시스템은 은행 등 상용 디지털 시스템과 일반산업용 제어시스템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한 방법도 달라야 한다. 

재 원자력 분야에서는 이에 한 방법  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사이

버 보안의 요성으로 인하여 최근 원  사이버보안과 련하여 미국 NRC 규

제지침(Reg. Guides 1.152, Rev.02)이 개정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국내 규제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도 2007년에 련 규제지침을 발표하 다. 그리고 

규제기 은 재 건설 인 신고리 3&4 원 에서 이 규제지침의 용을 공식화

하고 있으며, 이는 한 재 정보산업의 발 추세에 비추어 가동원 에서의 

용도 목 에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원 에서 사이버보안과 련하여 핵심부

분으로 주목되는 계측제어계통과 산기계통  주제어실의 제어 련 계통, 기

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한 사이버보안 책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발 소 체의 사이버 테러에 한 정책  운 방안 수립에 기 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발 소의 안 성과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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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S 사업을 통해 2001년부터 개발되고 있는 안 등  제어기기

(POSAFE-Q)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원  보호계통 캐비닛(IDiPS-RPS, 

IDiPS-ESF-CCS)은 실용화되는 시 이 2010년 반 이후임에 비추어, 인허가

를 획득하기 해서는 사이버보안 기술요건을 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KNICS 개발품의 설계  제작 공정을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기술요건을 

설계에 Backfitting 하기 한 략을 제시하고, KNICS 개발품이 실제 원 에 

용되었을 때 사이버보안 요건을 어떻게 만족하고 있음을 기술한다. 

다. 수행방법

재 IT 산업에서는 사이버보안에 한 책기술이나 솔루션 들이 다양하

게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개발에서는 일반산업에서 상용화된 기술

을 원자력산업에 용하여 원  안 계통을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이를 

해 IT 사이버보안 문가와 원  안 계통 설계자가 공동으로 원  사이버보

안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에 용하기 한 상세 이행계획을 작성하

다.    

라.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로그램

(1) 목

KNICS 안 계통은 어떠한 비인가  부 한 근으로부터 보호되어 원

 보호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련 규제지침을 만족하도록 기술기 을 반

하여 안 계통을 설계, 제작, 설치  시험함.

(2) 개발 략

생명주기 개발단계별로 보안요건을 설계 반 하여 안 성확보하며

보안기능으로 인한 안 계통 기능수행  성능이 하되지 않아야 하며

안 계통은 비안 계통으로부터 격리하여 원격 근이나 외부통신망 

연계를 지함.

(3) 상  설계요건

(가) KNICS 안 계통의 Cyber Security 목 과 방향을 수립

보안 목  : 기 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

방향 : 사이버보안 요건도 안 성 확보를 한 하나의 설계요소로 평가

(나) Cyber Security의 평가 상은 소 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로토콜  통
신 포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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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 험도 분석  평가

보안 과 보안 취약  분석  향 평가

분석결과로부터 보안 취약부분과 보안수단/ 책 도출

(라) 상세 사이버보안 설계요건 개발

험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단계별, 설계문서별 상세 보안요건 

개발

(마) 설계/구 /운 을 한 문서화된 차를 수립

(바) 보안 특성을 용한 설계/구 /운  이행  감사를 통한 확인

2. 연구내용

가. 연구범

본 연구는 개발된 KNICS 안 계통 랫폼이 사이버보안에 처하고 있음

을 인허가 문서로 제출되어 심사되는 특정주제기술보고서(Topical Report)를 통

해 공식 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KNICS 안 계통의 개발계획  공정을 고려하여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정책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허가기 에서 

심사하게 한다. 

 

(1) 설계  구성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정책  이행계획을 작성하기 하여 안 등

 PLC 개발자, KNICS 안 계통 개발자,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자, IT 산업시설 

사이버보안회사로 설계 을 구성하 다.  

(2) 사이버보안 분석 범

그림 12-1에서 원내에 표시된 안 등  PLC (POSAFE-Q)  KNICS 안

계통(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에서 용된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상으로 한다. 

(3) 결과

연구결과로는 KNICS 안 계통을 사이버보안 에서 분석하고 험요소

별로 응기술  략을 제시하는 험도평가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향후 

KNICS 안 계통을 실제 원 에 용할 때 수행하여야 할 상세설계요건을 기술

하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각 설계단계별 상세이행계획서가 있다.



- 282 -

나. 인허가요건

(1) US NRC Reg. Guide 1.152 Rev.02

(가) 규제개념

안 계통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소 트웨어, F/W, Interfaces)은 

자 으로 취약하지 않아야 함.

컴퓨터시스템의 안 을 해 비인가자나 부 한 근 방지

컴퓨터시스템의 보안 달성을 해 사업자 보안요건을 만족하는 

보안특성을 설계하고,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컴퓨터 코드를 

문서화하며, 사업자 보안 로그램과 행정 차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 운   유지보수함.

(나) 규제입장

이 규제요건은 물리  보안  사이버보안에 동시에 용함.

디지털 안 계통에 하여 Waterfall Life cycle 모델을 로 각 단계별 

보안활동을 권고함.

각 생명주기 단계별로 사업자  설계자의 역할 제시하고 있음.

(2) KINS/GT-N27, Rev.00

(가) 규제 배경

원 의 안   정상운 에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디지털-기반 기술의 취약성을 이용한 에 

응하도록 설계되고 운 되어야 함.

이를 하여 디지털 계측계통의 모든 수명주기 동안 한 사이버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나) 규제 입장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가능성  그에 따른 

향에 한 분석을 수행

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이버보안 활동을 수행

사이버보안 활동은 기 성, 무결성, 가용성 특성을 만족하도록 수행

이 규제요건은 안 련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용하지만 안 에 

향을  수 있는 비안 련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한 사이버보안 

분석도 포함함.

(3) IAEA Guidance on the Security of Computer Systems at NPP

(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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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이 원 에 사용됨에 따라 원 의 안 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들과 컴퓨터 문가들이 컴퓨터시스템에 한 과 취약 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시스템은  수명주기 동안 보호되어야 함.

원자력 시설에서 수명주기 동안 컴퓨터시스템  구성기기의 보안에 

한 안에 해 지침  고려사항을 제공

 

[그림 12-1]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분석범  

다.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험도평가

(1) 평가 상 분석  평가모델 

(가) 평가 상

① 안 등  PLC (POSAFE-Q)

그림 12-2와 같이 로세스 모듈과 통신모듈  CPU가 있는 입출력 모듈을 

분석하 으며, 특히 응용 로그램을 생산하는 설계도구인 pSET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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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안 등  PLC 사이버보안 분석범

② KNICS 안 계통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그림 12-3과 같이 로세서 간의 통신망과 주제어실과의 연계기기, 기타 운

원 입출력 장치가 주요 분석 상이다. 

 

[그림 12-3]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분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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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모델

  사이버보안 험도 분석범 를 바탕으로 그림 12-4와 같이 평가를 한 

모델을 작성하 다. 

[그림 12-4]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평가모델

(2) 자산분석

분석 상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기 성, 무결성, 가용성 에서 분석하

며, 각 구성요소가 고장이나 오동작했을 때 공공이나 시스템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분석하 다(표 12-1 참조). 

[표 12-1] 자산분석 결과 

(3) 분석

(가) 목

시스템에 불법 이고 의도 으로 악 향을 미치는 일체의 과정과 행 를 

악하여 이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심층방어 략을 수립하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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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에 한 Design Basis를 설정하 다. 

(나) 분석내용

분석은 내부 , 외부로부터의   복합 인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내부 

o 주로 인가자이나 비인가자도 포함

o 운 , 시험, 유지보수 과정에서 고려

o 특히, 불만있는 자, 운 원 상태나 사보타지 등 포함

외부 

o 주로 비인가자임

o 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Attack이나 Virus 유포 : 해커, 테러리스트, 퇴직자 
등

복합 인 

o 시스템   복합  요인들

o 인 실수, 보안인식의 부재, 허술한 리  근통제 등(표 12-2 참조)

[표 12-2] 분석 결과 

        

(4) 취약성분석

시스템 설계, 구 , 운   리상에서 존재하는 취약 (결함이나 약 )을 

상세히 악하여 그 험수 을 결정하는 분석업무이다. 컴퓨터나 통신망 등 

자장비들에서 악된 취약 들을 근거로 분석 상으로부터 취약 을 악하고 

이들이 시스템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분석하 다(표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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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취약성분석 결과 

    

(5) 험도분석

앞서 분석된 시스템에 가해질 수 있는 과 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 으

로부터 험목록 도출하여, 각각의 험목록에 한 험발생 가능성과 험발

생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에 앞서 험발생 가능성 

 향 정도에 따른 각각의 기 을 개발하고 다음 험도 계산식에 따라 험

도를 산출하 다(표 12-4 참조).

험도 계산식 : 험도 (R) = 발생가능성 (P) * 향도 (A)

[표 12-4] 험도분석 결과 

       

 

(6) 시연을 통한 취약성 확인

시연은 앞서 분석한 험도분석 결과를 실제 분석 상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 해커를 통해 그림 12-5에서처럼 험요소를 가하는 

공격지 을 선정한 후, 표 12-5의 계획에 따라 그림 12-6과 같이 악된 험

을 발생시킨 후, 시스템의 반응을 그림 12-7에서처럼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

으로 응기술이나 략에 한 개략 인 방안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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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취약  발생가능 구간

[표 12-5] 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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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험발생 

[그림 12-7] 험발생에 따른 시스템 응답결과 

(7) 응기술  략

험도분석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표 12-6의 험별 응기술  략

과 표 12-7의 자산별 응기술  략을 도출하 다. 이 결과는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정책  이행계획서 작성을 한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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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험별 응기술  략

  

      

[표 12-7] 자산별 응기술  략 

라.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정책

KNICS 안 계통에 한 사이버보안 험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문서

를 작성하여 인허가를 한 자료로 활용하 다. 정책문서는 KNICS 안 계통의 

사이버보안 로그램  상  설계기 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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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CS 사이버보안 로그램

안 계통 데이터에 한 정책

랫폼에 한 정책

통신정책

작업자 정책

형상 리  감사에 한 정책

애 리 이션(application)에 한 정책

물리  방호  수동운  정책 등

마. KNICS 안 계통 사이버보안 상세계획

계획문서는 Waterfall life cycle에 따른 개발단계별 상세업무  각 정책에 

한 설계방안을 기술한다. 

3. 결론

KNICS 안 계통 개발에 새로이 공표된 사이버보안 인허가요건을 반 하기 

하여 인허가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로 악된 KNICS 안 계통 사이버

보안 정책  계획 문서를 작성하기 하여 사이버보안 로그램과 상  설계

요건을 개발하 으며, 한 험도 평가를 수행하므로써 기 자료를 확보하

다.   

안 계통을 외부연계 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 을 때 사이버 으로부터 안

이 보장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사이버보안의 목표를 확보하기 

해서는 근통제 등 물리 보안과의 연계가 필수 임을 알았다.

한 재 국내에는 IT 산업에서 인 라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이버보안과 

련한 세부 인 기술은 충분한 것으로 단되며, 따라서 원  안 계통 설계 

용을 한 체계 인 설계  개발, 시험  운  차를 충실히 따른다면 어

떠한 사이버 으로부터도 원 의 안 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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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ISTec 제 3자 검증 

1. 안 등  PLC  독일 ISTec 제3자 검증 

KNICS 과제에서는 국산화 결과물의 해외수출과 국내원  용을 한 인허

가 확보를 해 공인된 외국 기 (독일, GRS/ISTec)에 의한 객  제3자 검증

(Phase B)을  실시하 다. GRS/ISTec은 TUV 등과 함께 오래 동안 독일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원자력, 철도 등 안 필수 분야 규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독

일 표   국제 표 (IEC, IAEA) 제정  개정 분야에 극 활동하고 있다. 

Framatome/Siemens 사의 Teleperm XS는 재 국산화 인 KNICS 안 등

제어기기(PLC)와 경쟁 계에 있는 기기  하나이며 이러한 GRS/ISTec의 제3

자 검증을 통해 미국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GRS/ISTec이 제3자 검증을 해 사용하는 검증 방법은 다음 그림 13-1과 

같이 Consistency Check, Formal Check, Functional Check을 수행하여 미해결

문제 목록(List of Open Point)를 발행하여 개발자가 LOP에 따라 설계를 변경

하게 된다.

[그림 13-1] ISTec 제3자 검증 방법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워크 을 통한 검증 결과 KNICS 과제에서 용하고 있

는 미국 NRC 기 과 IEEE 기  기반 KNICS 안 등  PLC 개발  검증 기

이 제3자 검증 기 으로 충분하나, 유럽  러시아 수출과 WTO체제를 비

하여 표 13-1과 같은 국제기 인 IEC 60880 기 을 추가로 용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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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ndard

1 IEC 61513, Nuclear power plants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for 
systems important to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for systems, 2001.

2 IEC 61226, Nuclear Power Plants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mportant for safety Classification, 1993.

3 IEC 60880, Softwa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stations, 1986.

4

IEC 60880-2, Softwa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Stations – Software Aspects of Defence against 
Common Cause Failures, Use of Software Tools and of 
Pre-Developed Software, 2000.

5
IEC 60880 Ed. 2, Nuclear Power Plants - I&C systems important to 
safety - Software aspects for computer based systems performing 
category A functions (CDV).

6
IEC 62138, Nuclear Power Plants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for 
systems important to safety – Software for computer-based I&C 
systems supporting category B or C functions, 2002.

7 IEEE 603,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98.

8
IEEE/ANS 7-4.3.2, Application Criteria for Programmable Digital 
Computer System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Stations (ANSI), 2003.

9 IEEE 1012-1998,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1998.

10 IEEE 1028-1997, Standard for Software Reviews, 1997.

[표 13-1] 제3자 검증기

Phase B 제3자 검증기간 동안 안 등  PLC (POSAFE-Q) 설계 결과  실

시간 운 체제  고신뢰도 안  데이터 링크 통신망에 하여 개념보고서(기

능요건서, 설계요건서, 인터페이스 요건서), 요구사항명세서, 설계명세서, 요구사

항명세 검증보고서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소스코드사양서, 시험계획서, 컴포

트 시험 차서, 컴포 트 시험결과서, 컴포 트 시험로그, 통합 시험계획서, 

통합 시험 차서, 통합 시험결과서, 통합 시험로그 등 총 24종의 KNICS 설계문

서에 한 KAERI측 설명이 있었고, 이에 한 ISTec측의 지 사항(List of 

Open Point) 설명이 있었으며, 설계개선  해결 방안을 의하 다(표 13-2, 

표 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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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title ID Rev. Date

Safety PLC (POSAFE-Q) Design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KNICS-PLC-
CR101E

01 16.01.2006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for Safety PLC 
(POSAFE-Q) Processor Module Real Time Operating 
System

KNICS-PLC-
SRS121-01E

01 16.01.2006

V&V Report of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for 
Safety PLC (POSAFE-Q) Processor Module Real Time 
Operating System

KNICS-PLC-
SVR121-01E

01 06.02.2006

Design Specification for the Operating System (pCOS) of 
the Safety Class PLC(POSAFE-Q) Processor 
Module(NCPU-1Q)

KNICS-PLC-
SDS331-01E

01 06.02.2006

The V&V Report on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for 
the Operating System (pCOS) of the Safety Class PLC 
(POSAFE-Q) Processor

KNICS-PLC-
SVR131-01E

01 30.05.2006

Source Code Implementation Specification (SIS) for pCOS 
RTOS

KNICS-PLC-
SCL0001-010
0E

01 16.10.2006

Component Test Plan for the Operating System Software 
of the Process Module for the Safety Grade PLC

KNICS-PLC-
STG101-01

02 16.01.2006

Component Test Procedure for the Operating System 
(pCOS) of the Processor Module(NCPU-1Q) for the 
Safety Grade PLC (POSAFE-Q)

KNICS-PLC-
STP141-01

02 17.04.2006

Component Test Report for the Operating System (pCOS) 
of the Processor Module(NCPU-1Q) for the Safety Grade 
PLC(POSAFE-Q)

KNICS-PLC-
STR141-01

02 01.09.2006

Integration Test Plan for the Operating System (pCOS) of 
the Processor Module (NCPU-1Q) for the Safety Grade 
PLC (POSAFE-Q)

KNICS-PLC-
STG102-01

02 16.10.2006

Integration Test Procedure for the Operating System 
(pCOS) of the Processor Module (NCPU-1Q) of the 
Safety Grade PLC (POSAFE-Q)

KNICS-PLC-
STP152-01

02 16.10.2006

Integration Test Procedure for the Operating System 
(pCOS) of the Processor Module (NCPU-1Q) of the 
Safety Grade PLC (POSAFE-Q)

KNICS-PLC-
STP152-01

02 21.08.2006

Document title ID Rev. Date

Safety PLC (POSAFE-Q) Design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KNICS-PLC-
CR101E 01 16.01.2006

SRS for HR-SDL Communication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for Safety Class PLC 
(POSAFE-Q)

KNICS-PLC-
SRS121-05E 01 16.01.2006

Ver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 on the SRS for 
HR-SDL Communication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for Safety Class PLC (POSAFE-Q)

KNICS-PLC-
SVR121-05E 01 17.04.2006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for HR-SDL Communication KNICS-PLC- 01 02.08.2006

[표 13-2] KNICS PLC 실시간 운 체제 제3자 검증 문서

[표 13-3] KNICS PLC 안 통신망 (HR-SDL) 제3자 검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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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for Safety PLC 
(POSAFE-Q) SDS331-05E

Verification & Validation Report on the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for HR-SDL Communication Module 
Software (PNMOS4&PNDOS4) for Safety 
PLC(POSAFE-Q)

KNICS-PLC-
SVR131-05E 01 01.09.2006

Source Code Implementation Specification (SIS) for the 
HR-SDL Communications Module CPB Software 
(PNMOS4)

KNICS-PLC-
SCL04100-50
0-1E

01 16.10.2006

Source Code Implementation Specification (SIS)for the 
HR-SDL Communications Module DRV Software 
(PNDOS4)

KNICS-PLC-
SCL04100-50
0-2E

01 16.10.2006

Component Test Plan for the HR-SDL Communications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of the Safety 
Class PLC (POSAFE-Q)

KNICS-PLC-
STG101-05E 01 21.08.2006

Component Test Procedure for the HR-SDL 
Communications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of the Safety Class PLC (POSAFE-Q)

KNICS-PLC-
STP331-05E 01 21.08.2006

Component Test Report for the HR-SDL Communications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of the Safety 
Class PLC (POSAFE-Q)

KNICS-PLC-
STR341-05E 01 21.08.2006

Integrated Test Plan for the HR-SDL Communication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of the Safety 
Class PLC (POSAFE-Q)

KNICS-PLC-
STG102-05E 01 16.10.2006

Integrated Test Procedure for the HR-SDL 
Communication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of the Safety Class PLC (POSAFE-Q)

KNICS-PLC-
STP352-05E 00 02.10.2006

Integrated Test Report for the HR-SDL Communication 
Module Software (PNMOS4 & PNDOS4) of the Safety 
Class PLC

KNICS-PLC-
STR352-05E 00 22.10.2006

Teleperm XS 검증등 ISTec의 오랜 검증 경험으로부터 나온 단순하지만 의

미있는 지 이 설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KAERI-ISTec 제3자 검증결과

로 아래와 같은 제3자 검증 보고서(그림 13-2 참조)와 안 등  PLC 

(POSAFE-Q)  실시간운 체제 (pCOS)  고신뢰도 안  데이터 링크 통신망

(HR-SDL) 소 트웨어에 한 인증서(그림 13-3 참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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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안 등  POSAFE-Q 소 트웨어 제3자 검증 보고서 

[그림 13-3] KNICS POSAFE-Q 실시간 운 체제 소 트웨어 제3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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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요건분석  

기  확보

디지털 안 계통 측면, 하드웨어 측면, 소

트웨어 측면으로 구분하여 규제법규, 규

제지침, 기술기 , 참고문서등을 분석

기술보고서: KAERI/TR-1942/2001, "디지

털 계측제어계통 규제요건 분석" 발간

인허가 련 정보  자료 실시간 공유 

DB 구축  지속 인 보완 

5 100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요건분석

디지털 원자로 

안 계통 품질보증 

차 구축

품질보증계획서(QAM) 작성  개정 

품질보증 차서(QAP) 25 종목 작성 

품질보증 통합감사 실시

 -포스콘: 시정조치 3건, 2003. 10.20-21

 -두산 공업: 시정조치 2건, 2003.10.22-24

 -원자력연: 시정조치 2건, 2003. 11.4-5 

5 100

과제 참여 3사 

합동으로 

품질보증체계 

구축 완료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안 해결 

기술 개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실시간 성능, 

EMI/EMC, 통신 소 트웨어 검증, 심층방

어  다양성 등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안 평가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에 한 해결 방안 제시

2 100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 분석에 

한 해결 

방안 제시

안 등  제어기기 인

허가 차서 개발

 -하드웨어검증 

차서 개발

하드웨어 검증계획 수립 

 .안 등  제어기기 하드웨어 

검증계획서(KNICS-SED-EQP101) 작성 

 .원자로 안 계통 하드웨어 

검증계획서(KNICS-PPS-EQP101) 작성 

 -안 등  제어기기  원자로 안 계통 

하드웨어 시험계획서 작성

3 100

하드웨어 

검증계획 수립

(2차년후 

하드웨어 

검증업무는 

안 계통과제

에서 수행)

안 계통인허가 차

서 개발 

 -소 트웨어검증 

차서 개발

  

소 트웨어 Life cycle 체계 개발

 -소 트웨어 생명주기 설계공정 검토

 -소 트웨어 생명주기 차계획 

요구사양, 설계공정 구  요구사양, 각 

안 계통 소 트웨어 생명주기 차 

제공

소 트웨어 분류체계 확립

 -소 트웨어가 탑재되어 작동되는 

시스템의 요도에 따라 결정

 -소 트웨어 확인.검증 심도에 한 기  

확보

기술보고서, KAERI/TR-2140/2002, 

“KNICS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를 

한 소 트웨어 생명주기 차  분류지

침” 발간 

Planning 단계 소 트웨어 검증 문서 작

4 100

자체의 

소 트웨어 

Life cycle  

분류체계 

개발후 

Planning 단계 

소 트웨어 

검증 문서 

작성  차 

개발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1단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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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성  차 개발

 -소 트웨어 개발/ 리계획서    

 -소 트웨어 통합계획서  

 -소 트웨어 보수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서 

 -소 트웨어 안 계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안 계통인허가 차

서 개발-요구사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IEEE Std. 830-1998에 기반을 둔 요구사

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원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 

요구사항단계 검증 차서 발간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단

계 검증 차서 발간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

어 요구사항단계 검증 차서 발간

2 100

IEEE Std. 

830-1998에 

기반을 둔 

요구사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안 계통인허가 차

서 개발

 -설계단계 소 트웨

어 검증 차 개발

IEEE Std. 1028-1997에 기반을 둔 설계단

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원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 

설계단계 검증 차서 발간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단계 검

증 차서 발간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

어 설계단계 검증 차서 발간

2 100

IEEE Std. 

1028-1997에 

기반을 둔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안 계통인허가 차

서 개발

 -구 단계 소 트웨

어 검증 차 개발

IEEE Std. 1012-1998에 기반을 둔 구 단

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원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 발간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 발간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구 단계 검증 차서 발간

2 100

IEEE Std. 

1012-1998에 

기반을 둔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안 계통인허가 차

서 개발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차 

개발

IEEE Std. 1012-1998에 기반을 둔 구 단

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원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 발간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 발간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통합단계 검증 차서 발간

2 100

IEEE Std. 

1012-1998에 

기반을 둔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세부 차 

개발

안 계통인허가 차

서 개발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차 개발 

IEEE Std. 1228, NUREG/CR-6430에 기

반을 둔 생명주기 단계별 안 성분석 

차서 개발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분석 차서 발간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설계 

3 100

IEEE Std. 

1228, 

NUREG/CR-6

430에 기반을 

둔 생명주기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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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안 성분석 차서 발간 

-원자로보호계통 소 트웨어 구  

안 성분석 차서 발간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요구사항 안 성분석 차서 

발간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설계 안 성분석 차서 발간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구  안 성분석 차서 발간

안 성분석 

차서 개발

안 등  제어기기 인

허가 련업무 수행

 -시스템 요건검증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요건 검토보고서

 -기술기 에 한 규칙, 계측제어계통에 

한 고시, 보호계통 설계요건에 용여

부, 용 Code & Standard (KEPIC 기

) 

공학 안 설비-제어계통 설계요건 검토

보고서

3 100

Code & 

Standard에 

따른 설계요건 

검증 완료

안 계통 인허가 련

업무 수행  

 -Planning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원  안 계통 소 트웨어 개발계획 검토 

원  안 계통 소 트웨어 리계획 검토

원  안 계통 소 트웨어 통합계획 검토 

원  안 계통 소 트웨어 보수계획 검토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 검토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 검토 

원  안 계통 소 트웨어 안 계획 검토 

소 트웨어 품질보증 계획 검토 

3 100

Planning 단계 

소 트웨어 

검증  완료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요구사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PLC) 

안 등  제어기기 요구사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소 트웨어 요구사항 인허가 합성 

검토  기술 검토

 +페이건 인스펙션(Inspection)을 이용한 

소 트웨어 요구사항 상세검증 (정확성, 

일 성, 완 성)

 +소 트웨어 요구사항 Technical review

 +소 트웨어 요구사항 Graphical Back 

Animation  시뮬 이션: 정형명세 

부분 검증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서  동연구기 에서 개발한 

형상 리도구 활용하여 형상 리 수행

7 100

요구사항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요구사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RPS)

원자로 보호계통 요구사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검증 상 

 +BP 소 트웨어: 트립설정치와 공정 

계측치를 비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CP 소 트웨어: 동시논리 알고리즘 

처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6 100

요구사항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

어 확인  검

증, 안 성 분

석  형상

리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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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ATIP 소 트웨어: 원자로보호계통 한 

각종 시험 담당   

-검증 수행:  검토와 인스펙션 수행,   

검증 결과를 요구사항명세에 반

-“원자로 보호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서”에 따른 형상 리 평가

 - SRS에 한 안 성분석 

  + 해도분석 한 비 검토  

  +요구사항 공정특성에 한 안 성 검토  

  +요구사항 기능특성 상세 안 성분석 

(HAZOP) 수행 

  +안 성분석 결과  자원검토 보고서 

발간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요구사항단계 

소 트웨어 검증

(ESF-CCS)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요구사항 

단계 소 트웨어 검증

-BTP-14에서 기술된 기능  특성과 공정 

특성에 따른 체크리스트 도출  검토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NuSCM 

활용하여 형상 리 진행/평가

-안 성 분석

 +확인  검증 결과에 해 수행.

 +소 트웨어 요구사항 공정특성에 한 

Checklist 이용한 종합  안 성 검토

 +소 트웨어 요구사항 해도 분석

6 100

요구사항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PLC) 

안 등  제어기기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소 트웨어 설계단계 인허가 합성 

검토  평가

 +페이건 인스펙션을 이용한 소 트웨어 

설계명세 상세검증

 +소 트웨어 설계명세 기술  검토

 +소 트웨어 설계명세 안제시

 +안 데이터 링크(SDL)용 통신장치 

소 트웨어 컴포 트 시험계획서 작성

- 안 성 분석

 +설계명세 공정특성 안 성검토

 +설계명세 기능특성 상세 안 성분석 

(HAZOP) 수행

- 형상 리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NuSCM 활용하여 

설계단계 형상 리 수행/평가

6 100

설계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설계단계 소 트웨어 

원자로 보호계통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검증 상 

5 100

설계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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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검증

 (RPS)

 +BP 소 트웨어: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를 비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CP 소 트웨어: 동시논리 알고리즘 

처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ATIP 소 트웨어: 원자로보호계통 한 

각종 시험 담당   

-검증 수행:  검토, 인스펙션 수행, 검증 

결과를 설계명세에 반

-컴포 트 시험  소 트웨어 통합 시험 

계획서 작성, 시험 설계

-원자로 보호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NuSCM 활용하여 

형상 리 수행

 -SDS에 한 안 성분석 

  + 해도 분석 한 비 검토  

  +설계 공정특성에 한 안 성 검토  

  +설계 기능특성 상세 안 성분석 

(HAZOP  FTA) 수행 

  +안 성분석 결과 보고서 발간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ESF-CCS)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설계단계 

소 트웨어 검증

 -검증 상

  +그룹제어기 (GC)

  +루 제어기 (LC)

  +시험  연계 로세서 (ETIP)

  +캐비닛 운 원 모듈 (COM)

 -검증수행

  +인허가 합성 검토: 81건 검토의견

  +페이건 인스펙션

  +추 성 분석: 80건의 불일치 검토 의견 

제시

  +통합 시험계획서와 컴포 트 

시험계획서 작성

 -SDS에 한 안 성 분석 수행

 -NuSCM을 이용한 형상 리  평가

5 100

설계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PLC) 

안 등  제어기기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 소스코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인스펙션

 + 커   안 데이터 링크(SDL)용 

소 트웨어 테스트 이스(Draft) 생성

 + 안 데이터 링크(SDL)용 통신장치 

소 트웨어 컴포 트 시험 차서 작성

 + 안 등 제어기기 소 트웨어 기능  

성능시험 차서 안 작성 

6 92

구 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 302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KNICS-SED-SVR121)

 + 안 데이터링크(SDL)용 통신장치 

소 트웨어 통합시험 차서 

작성(KNICS-SED-SVR123)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RPS)

원자로 보호계통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검증 상 

 +BP 소 트웨어: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를 비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CP 소 트웨어: 동시논리 알고리즘 

처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ATIP 소 트웨어: 원자로보호계통 한 

각종 시험 담당   

-검증 수행:  검토, 인스펙션 수행 

-컴포 트 시험 사례 생성 , 소 트웨어 

통합 시험  시스템 시험 사례 개발 

 시험 차서 작성

-“원자로 보호계통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충남 에서 개발한 

형상 리도구 활용하여 형상 리 수행

5 94

구 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ESF-CCS)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구 단계 

소 트웨어 검증

 -검증 상

  +그룹제어기 (GC)

  +루 제어기 (LC)

  +시험  연계 로세서 (ETIP)

  +캐비닛 운 원 모듈 (COM)

 -검증 수행  

  +소스코드에 한 검토

  +인스펙션 

  +각종 시험 사례  차 생성 

  +컴포 트 시험 수행 

 -안 성 분석 비작업

  + 험요소  험 범주 악  

 -NuSCM을 이용한 형상 리  평가 

5 94

구 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PLC) 

안 등  제어기기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통합시스템 테스트 차서에 따라 

부분 (기능  성능) 시험수행

3 86

통합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원자로 보호계통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2 80

통합단계 

검증 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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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RPS)

-검증 상 

 +BP 소 트웨어: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를 비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CP 소 트웨어: 동시논리 알고리즘 

처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ATIP 소 트웨어: 원자로보호계통 한 

각종 시험 담당   

-검증 수행: 계통시험 수행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안 계통 인허가 

련업무 수행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ESF-CCS)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통합단계 

소 트웨어 검증

 -검증 수행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추 성 분석 

  +소 트웨어 통합 시험 

  +계통통합 시험

 -안 성 분석 비작업

  + 험요소  험 범주 악  

 -NuSCM을 이용한 형상 리  평가

2 80

통합단계 

검증 차서에 

따라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 분석  

형상 리 평가 

수행

상용기기 하드웨어 인

증 기술 개발

 ( 탁)  

인증 상 품목 선정: 계 기 (Relay),    

스 치 (Switch), 퓨즈 (Fuse), 단자  

(Terminal Block), 지시계 (Annunciator)

상용기기에 하여 품질인증(Dedication)

과 성능검증을 통한 상용기기 인증 방법 

 차를 연구, 개발하 음.

품질인증 일반사항, 허용기 , 품질인증

차 확립

성능검증 일반사항, 환경조건, 성능검증

차 확립

2 100

상용 하드웨어

인증 로세스 

확립

상용 소 트웨어 인증 

기술 개발

상용 소 트웨어 련 규제  기 요건 

체계 분석

상용 소 트웨어 인증 로세스 확립

상용 소 트웨어 제품 인증 랜 작성 

“원  안 등 제어기기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KNICS-SED-COTS 100, Rev. 

00) 작성: 상용 운 체제, 통신 펌웨어, 컴

일러 는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 도구 등에 한 인

증 해 작성

Profibus FDL와 FMS에 해 필요시 상

용 인  수행

3 100

상용 소 트웨

어 인증 로

세스 확립후 

실제 상용인증 

비 완료

비안 등  제어기기

의 인허가 련기술 

지원

내진등  II 설계기  작성

비안 등  제어기기 EMI/EMC 설계기  

작성

세미나를 통한 비안  소 트웨어 검증 

차  검증 기술 소개: 3회 실시

1 100

비안 등  제

어기기의 련 

하드웨어  

소 트웨어 분

야 지원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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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안 등  PLC 

검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안 성계획서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차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요건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시험단계, 시스템통합단계)

 - 로세서 모듈(pCOS)

 -안 통신망(HR-SDL, HR-SDN)

 -안 련 통신망(FMS)

 -아날로그 입출력

 -CPLD 모듈 

 -엔지니어링 도구(pSET)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성분석 

(요건단계, 설계단계)

 - 로세서 모듈(pCOS)

 -안 통신망(HR-SDL, HR-SDN)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형상 리평가 

(요건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시험단계, 시스템통합단계)

∙상용 소 트웨어 인증 

 -Profibus FMS 통신 Driver(안 련)

∙해외수출  국제경쟁력 提高를 한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제3자 검증을 한 검증자료 작성(25종)

  +pCOS(실시간 운 체제)

  +안 통신망(HR-SDL)

 -지 사항(List of Open Point) 발행  해결

 -소 트웨어 제3자 인증서(2종) 획득

∙특정기술주제보고서(PLC)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내용 보완 

40 98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분석, 

형상 리평가 

보고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작성

-상용 

소 트웨어 

인증, pCOS 

 HR-SDL 

안 통신망에 

한 제3자 

인증

원자로보호계통 검

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안 계획서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차서/안 성분석 차서 작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요건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시험단계, 시스템통합단계)

30 100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안 성분석, 

형상 리평가 

보고서  

특정기술주제

보고서 작성

2. 2단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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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Automatic Test and Interface Processor

 -Cabinet Operator Module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성분석 

(요건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시험단계)

 -Bistable Processor

 -Coincidence Processor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형상 리평가 

(요건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시험단계, 시스템통합단계)

∙특정기술주제보고서(RPS)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내용 보완

공학 안 설비-기

기제어계통 검증

∙계획단계문서 작성

 -소 트웨어 확인검증계획서

 -소 트웨어 품질보증계획서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서

 -소 트웨어 안 계획서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요건단계, 설계단계)

 -Group Controller

 -Loop Controller

 -시험  연계 로세서

 -캐비닛 운 원 모듈

 -제어채  게이트웨이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안 성분석 

(요건단계)

 -Group Controller

 -Loop Controller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형상 리평가 

(요건단계)

∙특정기술주제보고서(ESF-CCS) 입력자료 

작성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내용 보완

 15 95

-인허가 획득을 

한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범 까지 완료

품질보증 지원  

감사

∙품질보증체계 운   평가

 -QAM/QAP 작성  개정

 -QAM 요건만족성  QAP 장성 평가

 -지 사항 개선

∙품질감사

 -품질보증요건 이행 검

  +자체감사

  +합동감사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내용 보완

7 100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품질보

증 업무 지원 

 품질감사 

수행

KNICS 비안  

소 트웨어 확인 

∙원 용 DCS 시스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3 100

-DCS  비안

계통 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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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검증지원- 

DCS/PCS

 -KNICS DCS 확인  검증 업무  

문서작성 지침서

∙출력제어계통(PCS)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KNICS 비안 계통 소 트웨어 확인/검증 

업무  문서 작성 지침서

웨어 확인/검

증 업무  문

서작성 지침서 

지원

소 트웨어 안 성 

련 용기술 

개발

∙사이버보안

∙CPLD 검증

∙사이버보안

 -디지털 안 계통 사이버보안 험도분석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

 -사이버보안 계획수립

∙CPLD 검증

 - 로세서 모듈 CPLD

 -HR-SDL 안 통신 CPLD

 -디지털 입출력 모듈 CPLD

5 100

-최근의 규제요

건으로 채택된 

사이버보안에 

히 처

-CPLD에 해 

소 트웨어와 

같은 수 으로 

검증

총계 10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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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 목표달성도

∙안 등  PLC 검증: 규제요건 

합성  인허가 획득 여부

∙안 등  PLC 검증은 수립한 품질보증체계하에서 독

자 으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 분석  소 트웨어 형상 리를 포 하는 소 트웨

어 검증체계를 구축한 다음, 이에 따라 철 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특정기술주제보고서로 작

성하여 규제기 에 심사를 신청하므로 인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

∙최근에 개정된 IEEE 7-4.3.2-2003  이를 배서한

(endorse)한 Reg. Guide 1.152, Rev.02 (Jan. 2006)에서 

요구하는 보다 심도 있는 해요소분석과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 인허가 획득

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함. 

 ∙ 로세서 모듈에 한 Statechart를 이용한 정형명세 

 정형검증을 수행하여 인허가시 실시간 커 의 검증

에 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함. 

∙ 로그래  가능한 논리소자인 CPLD/FPGA를 소 트

웨어와 동일하게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제환경의 변

화에 따라 소 트웨어와 동일하게 문서화하고, 검증을 

수행하여 인허가 획득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함.

∙해외수출  국제경쟁력 提高를 

한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국외 인

증기 으로부터의 인증서 획득 

여부

∙안 등  PLC의 해외수출  국제경쟁력 提高를 해

서는 세계 으로 권 있는 인증기 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기술에 한 객 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하여 독일의 ISTec과 공동연구로 로세서 모듈

(pCOS)과 안 등  통신망(HR-SDL)의 소 트웨어 개

발  검증에 해서 각각 12종의 문 설계  검증 문

서를 제공하여 제3자 검증을 수행함.

∙2006년 11월 독일 ISTec에서 개최된 최종 Workshop

에서 지 까지 제공한 문서의 검토 결과 규제요건을 만

족한 것으로 단하 음.

∙2007년 2월 pCOS  HR-SDL 각각에 한 평가보고

서(Assessment report)와 인증서(Certificate)를 수

함. 평가 결과 안 등  PLC를 원 에 용 가능함을 

인증 받았으므로 연구결과에 한 우수성과 객  타

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평가함.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규제요

건 합성  인허가 획득 여부

∙안 등  PLC와 마찬가지로 소 트웨어 검증체계를 

구축한 다음, 이에 따라 철 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임.

∙주요 모듈인 BP, CP와 ATIP에 하여 FBD로 작성된 

소 트웨어 설계명세(SDS)에 해서 FBD를 Verilog

로 변환하는 도구인 FBD2V를 자체 개발하여 Verilog

3.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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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 목표달성도

를 이용한 정형검증을 수행하여 인허가시 보호계통의 

주요 논리 검증에 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

으로 단함. 

∙설계단계에서 소 트웨어 안 성분석에서 소 트웨어 

HAZOP 수행후 해도 항목을 포함하는 모듈에 해

서 소 트웨어 폴트트리분석을 수행하여 규제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하여 인허가 획득성을 증 한 것으

로 평가함.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규

제요건 합성  인허가 획득 

여부

∙보호계통과 유사한 소 트웨어 검증체계를 구축한 다

음, 이에 따라 철 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임.

∙주요 제어논리에 해서는 정형명세 도구 평가후 선정

한 SCADE를 이용한 정형명세를 수행하여 인허가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 할 것임.

∙품질보증 지원  감사

∙품질보증은 안 등  PLC를 비롯한 디지털 안 계통 캐

비닛을 심으로 설치되는 모든 간공정제품들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활동과 결과물, 그 결과물들이 나오기까

지 설계, 구매, 제작, 시험, 검사, 인수에 이르기까지 단

계  업무를 상으로 수행되어 인허가 획득에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함.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검토  개정을 통하여 품질시

스템 수립후 3사 통합 품질보증감사  각사별 내부품

질평가, 안 계통 캐비닛 장검사, 러시아 품질평가/

실사를 통하여 디지털 안 계통의 품질보증 업무를 철

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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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에의 기여도 

1. 안 -필수 소 트웨어 검증

국.내외 규제요건 는 지침을 참고하여 창의성을 발휘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 안 성분석, 그리고 형상 리로 구성되는 독자 인 안 -필

수 소 트웨어 검증 패러다임을 도출하 다.

확인  검증체계는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서와 소 트웨어 생명

주기에 따른 요구사항단계, 설계단계, 구 단계  통합단계 검증 차서

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이들 검증 차서는 실제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완  개정되어 우수한 결과를 생산하여 디지털 안 계통의 인허가 확

보에 기여하 다. 

소 트웨어 안 성분석체계는 새로 개정된 IEEE 7-4.3.2-2003의 Annex 

D의 내용을 반 하여 설계 로세스  신뢰도분석 로세스와 연계하

여 요구사항단계  설계단계에서는 HAZOP 방법을 주로 사용하 다. 

한 설계단계에서 HAZOP을 통하여 악된 결함이 많거나 심각한 결

과를 야기하는 소 트웨어 모듈에 해서는 소 트웨어 고장수목분석을 

수행하여 규제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하여 디지털 안 계통의 인허가 

확보에 기여하 다. 

형상 리체계는 형상 리계획서와 1단계에서 자체 개발한 NuSCM 형상

리도구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이 형상 리체계에 따라 인허가를 획득

할 수 있는 수 의 형상 리평가 업무를 수행하 다. 

2. 정형명세  정형검증

안 등  PLC의 로세서 모듈(pCOS)의 요구사항명세의 주요부분은 

Statemate Magnum과 모델 체킹기법(Model Checker와 Model Certifier)을 이

용하고, HR-SDL 안 통신망은 SDL을 이용하여 정형명세  정형검증을 수행

하여 보다 안 하고 신뢰성 있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하여 안 등  

PLC의 인허가 확보에 기여하 다. 

원자로 보호계통 BP와 CP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명세의 주요 논리 부분에 

해서는 NuSRS을 이용하여 정형명세 하 으며, 정형명세에 해서는 SMV 

도구를 이용하여 정형검증을 수행하 다. 히, Function Block Diagram (FBD)

로 작성된 원자로 보호계통의 설계명세를 Verilog로 변환하는 도구인 FBD2V

를 자체 개발하여 Verilog를 이용한 정형검증을 수행하여 인허가시 보호계통의 

주요 논리 검증에 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디지털 안 계통의 인허

가 확보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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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상용(Commercial-Off-The-Shelf, COTS) 소 트

웨어를 원  디지털 안 계통에 사용하기 해서는 주어진 차에 따라서 인증

을 받은 후에 용하여야 한다. IEEE Std 7-4.3.2(2003)  EPRI TR-106439를 

참고하여 실 으로 용할 수 있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서와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차서를 작성하 다. 이를 근간으로 안 등  PLC의 Profibus 

FMS에 한 상용 소 트웨어에 인증 업무를 수행하 다. 이 결과는 앞으로 원

 계측제어계통 체를 국산화 할 경우 발생하는 상용 소 트웨어 인증 업무

에 기여할 수 있다.

4. 사이버 보안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인허가시 용되는 주요 규제요건인 IEEE Std 

7-4.3.2-2003 을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NRC)에서 배서(endorse)한 Reg. 

Guide 1.152 Rev.02 (January 2006)에 따라 규제 안으로 부상한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요건에 해서 국내 규제기 에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사이

버보안에 한 규제지침”을 발간함에 따라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사

이버보안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 등  PLC 제어기기와 디지털 안

계통에 한 자산분석과 취약성분석을 포함하는 험도 평가 결과를 반 하

여 사이버보안 정책과 사이버보안 계획을 수립하 다. 이는 앞으로 건설되는 신

규 원 에 필수 으로 용하여야 하는 사이버보안에 한 기술  토 를 마련

하여 이 분야 기술 발 에 기여하 다. 

5. CPLD/FPGA 검증 

 로그래  가능한 논리소자인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CPLD/FPGA)의 검증에 해서 IEC 61508 표 에

서 소 트웨어로 취 하며, 최근에 규제기 에서도 이를 소 트웨어로 간주하여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안 등  PLC 개발 에서는 CPLD/FPGA의 

논리에 해서 소 트웨어와 동일하게 문서화(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설

계 명세서  테스트 련 계획서/ 차서/결과보고서) 하고, 이에 따라 소 트

웨어와 동일하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로그래  가능한 논리소자에 한 검

증 업무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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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기술  측면

디지털 안  소 트웨어 확인  검증기술, 형상 리 평가 기술  소 트웨

어 안 성분석 기술 등을 확보하여 안 등  제어기기와 디지털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 검증에 용함으로써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품

질 향상과 안 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한 순수한 국내 기술로 특정기술주제보

고서를 작성하여 안 등  제어기기  디지털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

기제어계통의 인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원  계측제어 인허가 확보 기술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독자 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다.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  계통의 인허가 획득에 필

요한 기술은 상용원 (PWR)과 연구용원자로, 수소생산 원자로, 이외에 고신뢰

도 소 트웨어  제어기기가 필요한 핵융합 장치, 가속기, 핵의료장비 등의 개

발에도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서 비원  안 계통인 국방, 우주항공, 고속철, 

통신, 의료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제의 최종 결과물로 제시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는 인허가기 에 제

출되어 인허가 안이 해결된 경우, 개발된 디지털 안 계통을 가동 원 의 

Upgrade나 신규 원 에 용하기 해 활용된다.

디지털 계측제어 소 트웨어가 안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게 확보된 소 트웨어 검증 기술은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액체 속로, 고온가스로, 소형로 등 모든 신형 원 의 안  소 트웨어 검증

활동에 활용한다.

무엇보다도 본 과제의 수행은 우리 실정에 맞는 확인  검증 기술을 확립한

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동 원 의 계측제어계통 설비  차후 건설

될 원 의 계측제어계통 설비에 한 안  소 트웨어에 한 검증 업무를 독

자 인 국내 기술로 해결하므로써 인허가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독일 ISTec에서 수행한 안 등  PLC(제어기기)의 실시간 운 체제(pCOS) 

 통신망(HR-SDL)에 한 제3자 검증 결과인 평가보고서  인증서는 규제

기 의 심사에 객 인 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안 등  PLC의 해외 수출 시

에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안 등  PLC 는 PLC를 장착한 디지털 안 계통을 해외 수출하려면 해외 

규제기 의 인허가가 필수 이다. 인허가 신청을 해서는 안 성 확보의 주요 

근거가 되는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과 안 성분석 결과가 필수 이므로 이에 

활용이 가능하다.

확보한 소 트웨어 검증 기술을 원 에 기기를 납품하는 국내 소기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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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인텍 기 자, 포커스 테크놀로지 등)에 이 하여 상 으로 기술력이 취약

한 이 분야의 국내 기술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 용  활용도가 높아질 상용기기(Commercial-Off-The-Shelf)

의 원  안 련등  용과 련하여 상용 소 트웨어의 인증계획과 차서

를 작성하여 안 등  PLC의 FMS 통신모듈에 한 상용 소 트웨어에 용하

여 인증보고서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 다.

품질보증 체계 구축  지원  감사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안 계통 개발

에 참여하는 산업체인 두산 공업  포스콘으로 수하여 추후 산업체에서 자

체 으로 원자력 안 등  제어기기나 계통을 개발할 수 있는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구축된 품질보증체계  기술기 체계

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자가 요구하는 KEPIC 인증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제 2  경제․사회  측면

원  디지털 안 등  제어기기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

어계통의 인허가를 한 검증 기술을 확보하여 특정기술주제보고서 (Topical 

report) 작성후 인허가기 에 제출한 다음, 필요시 디지털 안 계통 제작업체에 

기술을 이 하여 추후 제작업체에서 자체 으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신뢰도  안 성을 확보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국산화

하여 기술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독자 인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

이다. 이 때 인허가 지원 기술만 외국 기술을 도입할 수 없으며, 당연히 인허가 

지원기술도  국산화된 기술을 가지고 진출하여야 한다.  

원  디지털 안 계통의 소 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능화된 확인  

검증 도구를 이용하여 용하게 되면 원  이용률의 향상을 기 할 수 있고, 

한 외국의 소 트웨어에 으로 의존하고 있는 안  소 트웨어 개발을 순수 

국내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국산화함으로써 수입 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커다란 경제  효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

구는 안 이 요한 계통을 한 소 트웨어 개발 산업의 필요성에 한 인식

이 산업계에 확산될 수도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 등을 통한 경제  산업  측

면의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추가연구의 필요성 

1. 상용인증 

본 과제에서 개발한 상용 소 트웨어 인증계획서  상용 소 트웨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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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에 따라 안 등  제어기기의 Profibus FMS 드라이버에 해서만 상용

인증 업무를 수행하 으나 추가 으로 원  안 계통에 용되는 실시간 운

체제나 산업용 컴퓨터 등에 한 상용인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재 

용하는 상용인증 차보다 보다 실 인 여건을 반 하여 체계 으로 용

할 수 있는 상용인증 계획  차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CPLD 검증

로그래  가능한 논리소자인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CPLD/FPGA)의 검증에 해서 IEC 61508 표 에

서 소 트웨어로 취 하며, 최근에 규제기 에서도 이를 소 트웨어로 간주하여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안 등  PLC 개발 에서는 CPLD/FPGA의 

논리에 해서 소 트웨어와 동일하게 문서화(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설

계 명세서  테스트 련 계획서/ 차서/결과보고서) 하고, 이에 따라 소 트

웨어와 동일하게 검증 업무를 수행하 다. 그러나 CPLD는 하드웨어와 소 트

웨어가 복합 으로 결합된 firmware로 순수한 소 트웨어와는 다른 특성이 있

으므로 CPLD의 특성을 반 하는 검증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3. 사이버보안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인허가시 용되는 주요 규제요건인 IEEE Std 

7-4.3.2-2003 을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NRC)에서 배서(endorse)한 Reg. 

Guide 1.152 Rev.02 (January 2006)에 따라 규제 안으로 부상한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요건에 해서 국내 규제기 에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사이

버보안에 한 규제지침”을 발간함에 따라  소 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사

이버보안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 안 등  PLC 제어기기와 디지

털 안 계통에 해서 제어기기  계통의 취약성 분석을 용역으로 수행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 등  PLC 제어기기와 디지털 안 계통에서 공통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사이버보안 계획 문서를 발간하 다. 

발간된 사이버보안 정책과 사이버보안 계획문서를 바탕으로 소 트웨어 생명주

기에 따른 사이버보안 련 업무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제 4  기업화 추진방안

본 과제의 연구 결과만을 활용하여 기업화를 추진하는 경우는 소 트웨어 

기에는 무리가 있고, 디지털 안 계통 개발과제의 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원  

계측제어계통을 공 하는 기업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 으로 국내에서 원  

계측제어계통 체 패키지를 공 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업으로 기

술을 이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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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NICS-PPS-DG101 KNICS 적용법규 및  기술표준 (Code and Standards) Rev.01

5 KNICS-PPS-DG104 KNICS 용어  및 약어 Rev.00

6 KNICS-PPS-DG104E Definitions and Acronyms for KNICS Rev.00

7 KNICS-PPS-EQP102 원전  안전계통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절차서 Rev.00

8 KNICS-PPS-EQP103 원전  안전계통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계획 Rev.00

9 KNICS-PPS-EQP104 상용  소프트웨어 PROFIBUS FMS Driver(PNDOS1) 인증 결과

보고서
Rev.00

10 KNICS-PLC-SEP103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서 Rev.01

12 KNICS-PLC-SEP111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서 Rev.01

13 KNICS-PLC-SEP110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서 Rev.02

14 KNICS-PLC-SVR101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관리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5 KNICS-PLC-SVR102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6 KNICS-PLC-SVR104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7 KNICS-PLC-SVR106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8 KNICS-PLC-SVP121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  절차서 Rev.00

19 KNICS-PLC-SVR121-01 안전등급 PLC(POSAFE-Q) 프로세서모듈(NCPU-1Q) 운영체제

소프트웨어(pCOS) 요구사항 명세서 검증보고서
Rev.02

20 KNICS-PLC-SVR121-02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운영체제 요구사항 명세 검
증보고서

Rev.02

21 KNICS-PLC-SVR121-03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출력모듈  운영체제 요구사항명세 검
증보고서

Rev.02

22 KNICS-PLC-SVR121-04 안전등급 PLC pSET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

보고서
Rev.02

23 KNICS-PLC-SVR121-05 안전등급 PLC(POSAFE-Q)용 HR-SDL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PNMOD4및 PNDOS4) 요구사항명세서 검증보고서
Rev.02

24 KNICS-PLC-SVR121-07 안전등급 PLC (POSFAE-Q)용 HR-SDN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PNOS4 및  PNIOS4) 요구사항 명세검증보고서
Rev.00

25 KNICS-PLC-SVR121-10 안전등급 PLC 디지털 입력모듈(NI-D23Q) PLD 로직

(NLID23Q)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1

KNICS-PLC-SEP109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서11 Re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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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NICS-PLC-SVR121-11 안전등급 PLC 디지털 출력모듈(NQ-D23Q) (NLOD23Q) 요구사항

명게  검증보고서
Rev.01

27 KNICS-PLC-SVR121-14 안전등급 PLC(POSAFE-Q) 펄스  입력모듈(NHSC-2Q) PLD 로직  요
구사항 명세 검증  보고서

Rev.00

28 KNICS-PLC-SVR121-16 안전등급 PLC 디지털 입력모듈(NI-A11Q) PLD 로직  (NLIA11Q) 요
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0

29 KNICS-PLC-SVR121-19 안전등급 PLC 디지털 출력모듈(NQ-A11Q) PLD 로직(NLOA11Q)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0

30 KNICS-PLC-SVR121-21 안전등급 PLC 디지털 출력모듈(NQ-A24Q) PLD로직  (NLIA24Q)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0

31 KNICS-PLC-SVR121-22 안전등급 PLC(POSAFE-Q) FMS 통신모듈 (PNOS1 및  PNIOS1) 소
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1

32 KNICS-PLC-SVR121-27 안전등급 PLC(POSAFE-Q) 프로세서모듈  PLD 로직(NLCPU1)요구

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1

33 KNICS-PLC-SVR121-31 HR-SDL 통신모듈 PLD 로직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0

34 KNICS-PLC-SVP122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전성분석 절차서 Rev.00

35 KNICS-PLC-SVR122-01 안전등급 PLC 프로세스모듈 운영체제 요구사항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Rev.01

36 KNICS-PLC-SVR122-02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운영체제 (PIAOS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Rev.02

37 KNICS-PLC-SVR122-03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출력모듈  운영체제 요구사항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Rev.02

38 KNICS-PLC-SVR122-05 안전등급 PLC HR-SDL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전

성 분석 보고서
Rev.01

39 KNICS-PLC-SVR122-07
HR-SDN 통신모듈 소프트웨어(PNOS4 및  PNIOS4) 요구사항 명세

안전성분석  보고서
Rev.01

40 KNICS-PLC-SVR123 안전등급 PLC 요구사항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서 Rev.01

41 KNICS-PLC-SVP131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검증 절차서 Rev.00

42 KNICS-PLC-SVR131-01 안전등급 PLC 프로세서모듈 운영체제 설계명세서 검증보고서 Rev.02

43 KNICS-PLC-SVR131-02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운영체제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1

44 KNICS-PLC-SVR131-03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출력모듈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1

45 KNICS-PLC-SVR131-04 안전등급 PLC(POSAFE-Q) pSET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1

46 KNICS-PLC-SVR131-05 안전등급 PLC(POSAFE-Q) HR-SDL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PNMOS4및 PNDOS4) 설계명세서  검증보고서
Rev.02

47 KNICS-PLC-SVR131-07 안전등급 PLC (POSFAE-Q)용 HR-SDN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PNOS4 및  PNIOS4)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1

48 KNICS-PLC-SVR131-10 안전등급 PLC 디지털 입력모듈(NI-D23Q) PLD 로직(NLID23Q) 설
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1

49 KNICS-PLC-SVR131-11 안전등급 PLC 디지털 출력모듈(NQ-D23Q) PLD 로직(NLOD23Q)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0

50 KNICS-PLC-SVR131-14 안전등급 PLC(POSAFE-Q) 펄스  입력모듈(NHSC-2Q) PLD 로직  설
계명세 검중보고서

Re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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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NICS-PLC-SVR131-16 안전등급 PLC 디지털 입력모듈(NI-A11Q) PLD 로직(NLIA11Q) 설
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0

52 KNICS-PLC-SVR131-19 안전등급 PLC 디지털 출력모듈(NQ-A11Q) PLD 로직(NLOA11Q)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0

53 KNICS-PLC-SVR131-21 안전등급 PLC 디지털 출력모듈(NQ-A24Q) PLD 로직(NLOA24Q)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0

54 KNICS-PLC-SVR131-22 안전등급 PLC(POSAFE-Q) FMS 통신모듈 (PNOS1 및  PNIOS1) 소
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보고서

Rev.02

55 KNICS-PLC-SVR131-27 안전등급 PLC(POSAFE-Q) 프로세서 모듈(NCPU-1Q) PLD로직

(NLCPU1) 설계 명세  확인  및 검증보고서
Rev.01

56 KNICS-PLC-SVR121-31 HR-SDL 통신모듈 PLD 로직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Rev.00

57 KNICS-PLC-SVP132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안전성 분석 절차서 Rev.00

58 KNICS-PLC-SVR132-01 안전등급 PLC 프로세서모듈 운영체제 설계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

서
Rev.02

59 KNICS-PLC-SVR132-02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운영체제 설계명세 안전성분석

보고서
Rev.01

60 KNICS-PLC-SVR132-03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출력모듈  운영체제 설계명세 안전성분석

보고서
Rev.00

61 KNICS-PLC-SVR-132-05 안전등급 PLC HR-SDL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안전성 분
석 보고서

Rev.00

62 KNICS-PLC-SVR-132-07 HR-SDN 통신모듈 소프트웨어(PNOS4 및  PNIOS4) 설계 명세  안전

성분석보고서
Rev.01

63 KNICS-PLC-SVR133 안전등급 PLC 설계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서 Rev.00

64 KNICS-PLC-SVP141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검증절차서 Rev.00

65 KNICS-PLC-SVR141-01 안전등급 PLC 프로세서 모듈 운영체제  구현단계 검증보고서 Rev.03

66 KNICS-PLC-SVR141-02 안전등급 PLC(POSAFE-Q)아날로그입력모듈(NAD8-1Q)소프트웨

어(Piaos1)구현단계 검증 보고서
Rev.01

67 KNICS-PLC-SVR141-03 안전등급 PLC(POSAFE-Q)아날로그출력모듈(NDA8-1Q)소프트웨

어(Poaos1)구현단계 검증보고서
Rev.01

68 KNICS-PLC-SVR141-04 안전등급 PLC(POSAFE-Q) pSET 구현단계  검증  보고서 Rev.01

69 KNICS-PLC-SVR141-05 안전등급 PLC(POSAFE-Q 용) HR-SDL 통신모듈 구현단계 검증보

고서
Rev.02

70 KNICS-PLC-SVR141-07 안전등급 PLC(POSAFE-Q) HR-SDN 통신모듈 소프트웨어(PNOS4
및 PNIOS4) 구현  검증보고서

Rev.01

71 KNICS-PLC-SVR141-10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입력모듈(NI-D23Q) PLD 로직

(NLID23Q) 구현 검증보고서
Rev.00

72 KNICS-PLC-SVR141-11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출력모듈(NQ-D23Q) PLD 로직

(NLOD23Q) 구현 검증보고서
Rev.00

73 KNICS-PLC-SVR141-14 안전등급 PLC(POSAFE-Q) 펄스  입력모듈(NHSC-2Q) PLD 로직  구
현 검증보고서

Rev.00

74 KNICS-PLC-SVR141-16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입력모듈(NI-A11Q) PLD 로직

(NLIA11Q) 구현 검증보고서
Rev.00

75 KNICS-PLC-SVR141-19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출력모듈(NQ-A11Q) PLD 로직

(NLOA11Q) 구현 검증보고서
Re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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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KNICS-PLC-SVR141-21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출력모듈(NQ-A24Q) PLD 로직

(NLOA24Q) 구현 검증보고서
Rev.00

77 KNICS-PLC-SVR141-22 안전등급 PLC(POSAFE-Q) FMS 통신모듈 (PNOS1 및  PNIOS1) 소
프트웨어 구현 검증보고서

Rev.00

78 KNICS-PLC-SVR141-27 안전등급 PLC(POSAFE-Q) 프로세서 모듈(NCPU-1Q) PLD로직

(NLCPU-1Q) 구현  검증보고서
Rev.00

79 KNICS-PLC-SVR141-31 안전등급 PLC(POSAFE-Q) HR-SDL 통신모듈 PLD 로직 구현 검증

보고서
Rev.00

80 KNICS-PLC-SVP142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안전성 분석 절차서 Rev.00

81 KNICS-PLC-SVR142-02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운영체제 코드 안전성 분석 보
고서

Rev.01

82 KNICS-PLC-SVR142-03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출력모듈  운영체제 코드 안전성 분석 보
고서

Rev.01

83 KNICS-PLC-SVR143 안전등급 PLC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서 Rev.00

84 KNICS-PLC-SVP151 안전등급 PLC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검증절차서 Rev.00

85 KNICS-PLC-SVR151-01 안전등급 PLC(POSAFE-Q) 프로세서모듈(NCPU-1Q) 운영체제  소
프트웨어(pCOS) 통합시험 검증보고서

Rev.01

86 KNICS-PLC-SVR151-02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입력모듈  소프트웨어(pIAOS1)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1

87 KNICS-PLC-SVR151-03 안전등급 PLC 아날로그 출력모듈  소프트웨어(POAOS1) 통합단계

검증  보고서
Rev.01

88 KNICS-PLC-SVR151-04 안전등급 PLC(POSAFE-Q) pSET Compiler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1

89 KNICS-PLC-SVR151-05 안전등급 PLC(POSAFE-Q ) HR-SDL 통신모듈 통합단계  검증보고

서
Rev.01

90 KNICS-PLC-SVR151-07 안전등급 PLC(POSAFE-Q) HR-SDN 통신모듈 소프트웨어(PNOS4
및 PNIOS4)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1

91 KNICS-PLC-SVR151-10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입력모듈(NI-D23Q) PLD 로직

(NLID23Q)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92 KNICS-PLC-SVR151-11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출력모듈(NQ-D23Q) PLD 로직

(NLOD23Q)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93 KNICS-PLC-SVR151-14 안전등급 PLC(POSAFE-Q) 펄스  입력모듈(NHSC-2Q) PLD 로직  통
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94 KNICS-PLC-SVR151-16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입력모듈(NI-A11Q) PLD 로직

(NLIA11Q)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95 KNICS-PLC-SVR151-19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출력모듈(NQ-A11Q) PLD 로직

(NLOA11Q)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96 KNICS-PLC-SVR151-21 안전등급 PLC(POSAFE-Q) 디지털 출력모듈(NQ-A24Q) PLD 로직

(NLOA24Q)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97 KNICS-PLC-SVR151-22 안전등급 PLC(POSAFE-Q) FMS 통신모듈 (PNOS1 및  PNIOS1) 소
프트웨어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98 KNICS-PLC-SVR151-27 안전등급 PLC(POSAFE-Q) 프로세서 모듈(NCPU-1Q) PLD 통합단

계 검증 보고서
Rev.00

99 KNICS-PLC-SVR151-31 안전등급 PLC(POSAFE-Q) HR-SDL 통신모듈 PLD 로직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0

100 KNICS-PLC-SVR153 안전등급 PLC 통합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서 Re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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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KNICS-PLC-SVR161 안전등급 PLC 시스템 시험 검증보고서 Rev.01

102 KNICS-PLC-SVR163 안전등급 PLC 검증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평가 보고서 Rev.00

103 KNICS-RPS-AR101 원자로보호계통 설계요건  검토보고서 Rev.01

104 KNICS-RPS-SEP103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서 Rev.01

105 KNICS-RPS-SEP109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서 Rev.01

106 KNICS-RPS-SEP110 원자로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Rev.01

107 KNICS-RPS-SEP111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Rev.01

108 KNICS-RPS-SVR104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09 KNICS-RPS-SVR106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10 KNICS-RPS-SVR101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관리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11 KNICS-RPS-SVR10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12 KNICS-RPS-SVP121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절차서 Rev.00

113 KNICS-RPS-SVR12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
세 (자연어) 확인 및 검증 보고서

Rev.02

114 KNICS-RPS-SVR12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자연어) 확인및 검증 보고서
Rev.02

115 KNICS-RPS-SVR12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명세  (자연어) 확인  및 검증 보고서
Rev.02

116 KNICS-RPS-SVR12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자연어) 확인및 검증보고서
Rev.02

117 KNICS-RPS-SVR121-1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정형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Rev.01

118 KNICS-RPS-SVR121-1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정형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Rev.01

119 KNICS-RPS-SVR121-1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정형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확인및 검증 보고서
Rev.01

120 KNICS-RPS-SVP12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전성 분석 절차

서
Rev.00

121 KNICS-RPS-SVR12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

서
Rev.02

122 KNICS-RPS-SVR123 원자로보호계통 요구사항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

서
Rev.01

123 KNICS-RPS-SVP131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절차서 Rev.00

124 KNICS-RPS-SVR13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확
인 및검증보고서

Rev.02

125 KNICS-RPS-SVR13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확
인 및 검증 보고서

Rev.02

126 KNICS-RPS-SVR13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Rev.02

127 KNICS-RPS-SVR13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Rev.02

128 KNICS-RPS-SVP13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안전성  분석  절차서 Rev.00

129 KNICS-RPS-SVR13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Rev.02

130 KNICS-RPS-SVR133 원자로보호계통 설계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평가보고서 Re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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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서번호 제목 비고

131 KNICS-RPS-SVP141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검증 절차서 Rev.00

132 KNICS-RPS-SVR141-01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
증 보고서

Rev.02

133 KNICS-RPS-SVR141-02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
증 보고서

Rev.02

134 KNICS-RPS-SVR141-03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검
증보고서

Rev.02

135 KNICS-RPS-SVR141-04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검증보고

서
Rev.02

136 KNICS-RPS-SVP14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안전성 분석 절차서 Rev.00

137 KNICS-RPS-SVR14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Rev.02

138 KNICS-RPS-SVR143 원자로보호계통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서 Rev.00

139 KNICS-RPS-SVP151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검증절차서 Rev.00

140 KNICS-RPS-SVR151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검증보고서 Rev.02

141 KNICS-RPS-SVP15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안전성 분석 절차서 Rev.00

142 KNICS-RPS-SVR152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Rev.02

143 KNICS-RPS-SVR153 원자로보호계통 통합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서 Rev.01

144 KNICS-RPS-SVR161 원자로보호계통 검증 보고서 Rev.02

145 KNICS-RPS-SVR163 원자로보호계통 검증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평가보고서 Rev.01

146 KNICS-ESF-AR101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설계요건 검토 Rev.01

147 KNICS-ESF-SEP111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Rev.01

148 KNICS-ESF-SEP103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서 Rev.01
149 KNICS-ESF-SEP109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서 Rev.01

150 KNICS-ESF-SEP110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서 Rev.01

151 KNICS-ESF-SVR101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관리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52 KNICS-ESF-SVR102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53 KNICS-ESF-SVR104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평가보고서 Rev.00

154 KNICS-ESF-SVR106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획  평가보고

서
Rev.00

155 KNICS-ESF-SVP121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절차

서
Rev.00

156 KNICS-ESF-SVR121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  보고

서
Rev.01

157 KNICS-ESF-SVP122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안전성  분
석절차서

Rev.00

158 KNICS-ESF-SVR122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전성 분
석 보고서

Rev.01

159 KNICS-ESF-SVR123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요구사항단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평가보고서
Rev.00

160 KNICS-ESF-SVP131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절차서 Rev.00

161 KNICS-ESF-SVR131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및 검증 보
고서

Rev.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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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원  계측제어시스템 개발 사업의 연구보고

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원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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