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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V&V 기반 Bayesian Nets를 이용한 원전 보호계통 안전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 방안

II.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개발 환경이나 신뢰도 계산에 필요한 특정한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게 V&V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모듈화되고 정형화된 BN을 만들어

서 원전 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실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하고 KNICS RPS 소프트웨어의 결함 추정에 적

용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

o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V&V 기반 BN을 Object-Oriented BN과 Dynamic BN 기술이 구현된 도구

(AgenaRisk)를 사용하여 작성.

o KNICS V&V 체계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별로 결함의 도입과

제거를 반영하는 BN 그래프를 만들고 V&V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하여 BN을 구

성하는 노드의 노드 확률 테이블 (Node probability table)을 작성.

III. 결론 및 활용 방안

o 기존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론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원전 안전 소

프트웨어의 신뢰도 정량 평가를 BN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을 시도하였으며 추

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등 관련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

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o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BN 방법론과는 달리 모듈화된 BN을 활용하여 전체

BN을 작성하므로 실용성과 검증성에서 우수함.

o 신뢰도 정량화의 기본이 되는 BN 변수들의 node probability table의 작성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V&V를 수행할 때

신뢰도 평가를 고려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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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Overview

Bayesian Nets (BN) has been used in many researches to evaluate a software 

reliability or safety by considering its development process. One of the serious 

difficulties in the earlier works was that the user had to build a different BN for 

each development environment such as a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which is 

very laborious and time-consuming work.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he 

repetitive use of modular BN templates which are not restricted to a particular 

development environment. This idea was applied to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the 

safety-critical software for a nuclear power plant with the help of the recent progress 

in BN research such as Object-Oriented BN and Dynamic BN. 

In order to connect BN models of each software development phase (such as 

requirement, design, implementation, and validation phase) to other phase models, and 

to connect between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a development phase, we suggest to 

use ‘the number of defects in the software’ as a connecting parameter. It also has 

clear physical meaning to be understood by software engineers. 

A case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software which was 

developed as part of the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KNICS).

o Background Information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evidence for updating a BN model.

  - Hard evidence: observed status

  - Soft evidence: expectations or observe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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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rocedure for developing a BN model

  ① Node determination in a target system

  ② Graph development

  ③ NPT quantification

  ④ Evidence (test results, V&V quality) collection

  ⑤ Inference (updating BN)

Even though BN models have many advantages for quantifying the software 

reliability, the possible limitations are

  -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BN model (dependency among nodes)

  - Quantification uncertainty (NPT, evidence) if subjective probabilities are used

  - Validation of target node value

  - Conversion of results for the use of PSA

Documents reviewed for model development and quantification are

  - Development document

  - RPS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s (OM, AC) 

  - RP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s (BS, CL, OM, AC) 

  - RPS software unit module test report (BS, CL, OM, AC) 

  - RPS software integrated test report (BS, CL, OM, AC) 

  - RPS software system test report 

  - V&V document

  - RP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s V&V report (BS, CL, OM, AC) 

  - RP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s safety analysis report 

  - RPS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s V&V report (BS, CL, OM, AC) 

  - RPS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s safety analysis report 

  - RPS software implementation V&V report (BS, CL, OM,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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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S software implementation safety analysis report 

  - RPS software integration V&V report 

  - RPS software integration safety analysis report 

  - RPS software validation V&V report 

* Bistable processor (BS), Coincidence logic processor (CL), Operator module 

(OM), Automatic test/communication processor (AC)

Proposed BN development strategy in this report.

  - Development of characteristics BN classes 

  - Development of phase BN classes using characteristics BN classes

  - Integrate phase BN classes into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SDLC) model

  - Quantification with NPT and evidences

2. BN Graph for SW Reliability Assessment BN model

The BNs in our work was made for estimation of software faults and was based 

on the V&V frame which governs the development of safety-critical software in the 

nuclear field. Fig. 1 is the structure of the BN developed for this purpose.

Figure 1 BN structure for SW fault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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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level of the BN structure is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BN (SDLC 

BN). This means that SW faults included in the final software product are estimated 

through the entire SW development phases such as requirement phase, design phase, 

etc. Each development phase BN is composed of a "fault estimation" BN (Fig. 5.) 

and "characteristic" BNs. These BNs are the main part in which the quantification 

process occurs. The purpose of the "fault estimation" BN is to calculate the number 

of faults introduced in a software development phase. The "characteristic" BN is 

derived from the V&V frame of KNICS. Its purpose is to quantify the qualitative 

results of checklists included in V&V reports. There are three instances in the 

"characteristic" BN class – a process characteristic BN, a function characteristic BN, 

and an inspection characteristic BN. The "characteristic" BN class consists of 

properties (nodes in the BN). Properties in the "characteristic" BN class are the same 

as those defined in the V&V reports 

2.1 Characteristics BN Class

o Basic characteristics BN classes: 

  - Function characteristics

  - Process characteristics

  - Inspection characteristics (traceability, inspection, detailed inspection*, 

evaluation)

* Detailed inspection is specialized checklists made by KNICS project V&V team 

to inspect the RPS SW development documents.

o Direction of arc in BN graphs

We applied the diverging connection rather than converging connection.  The value 

of parent node could not be specified in our case. In addition to that,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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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s are considered not separated from each other but correlated. If we use 

converging connection, the child nodes (characteristics) are d-separated in our case.

Figure 2 Process characteristic class BN

Figure 3 function characteristic class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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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spection class BN

2.2 Phase BNs

A phase BN represents a single software development phase, such as a requirement 

phase, a design phase, etc. Fig. 5 is an example phase BN model. Fig. 6 is the 

expression of the phase BN model in AgenaRisk (BN tool which we used in this 

report). In Fig. 6, triangular arrow heads represent an input node within a BN class. 

Rounded arrow tails represents output nodes. The output node of one object replaces 

the input node of a connected object. Input nodes act effectively as parameters for a 

BN class. The inner structure of the BN class in Fig. 6 is Fig. 7.

* : BN class, Has sub-BNs  : Connection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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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hase BN for development phases

Figure 6 Expression of development phases

Figure 7 Phase BN for valid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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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ntegration of BN Classes for SDLC BN

The SDLC BN was modeled by linking a series of phase BNs and their classes. 

Fig. 8 is the SDLC BN graph for the RPS software in this study. Each phase BN 

in the SDLC model is connected by a time-indexed variable. Node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of each phase BN is connected to "Defects from previous phase" in 

the following phase BN as shown in Fig. 8. 

Figure 8 Integration of BN Classes

For design phase, there are two V&V stages for structure design and detailed 

design. Thus this phase BN requires two ‘Function’ and ‘Process’ BN classes 

respectively (Fig. 9).

Figure 9 Details of design phase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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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wo kinds of node values for characteristics BN classes:

  ■ Process, function and inspection characteristics: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of parent node value. Variance is used for expressing the uncertainty. 

  ■ Others: 5 ranks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  converted into 

0-1

o Values in phase BN classes:

  ■ Defects from previous phase: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 Fun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5 ranks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

  ■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5 ranks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

  ■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5 ranks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

  ■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mean= 

(1-"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x max(possible defects inserted) + 

(1-"fun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x max(possible defects inserted)

  ■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Binomial distribution, number 

of trials: "defects inserted in documentation in current phase" value, probability of 

success: "Inspection level of current phase"value x conversion parameter

  ■ Current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Defects inserted in 

documentation in current phase" -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Binomial distribution, 

number of trials: "defects from previous phase" value, probability of success: 

"Inspection level of current phase" value x conversion parameter

  ■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Defects from previous 

phase" –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 "Current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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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o Under discussion

  ■ Operation environment: 5 ranks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

  ■ Failure per year: Binomial distribution, number of trials = defects number, 

probability of success = value of node "Operation environment"

3. Case study models (KNICS RPS)

3.1 BN graphs for each development phase

Fig. 10, 11, and 12 show the requirement phase, design phase, and validation 

phase, respectively. The inputs for the BN model were mainly derived from the 

V&V results of the RPS software. 

Figure 10 Req. specification phase (other development phase models ar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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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esign phase

Figure 12 Validation phase

3.2 Basis of case study NPT quantification

For quantification of maximum number of possible defects, we analyzed anomaly 

reports. BP and CP softwares are treated as in the same group. Maximum of 

estimated defects in a single phase is 10.5. By multiplying 1.5, we estimate "the 

maximum number of possible defects"of each phase of BP/CP development a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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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maly Report (#)
Estimated 

defectsDegree of SW defect
High

(*1)

Medium

(*0.5)

Low

(*0.0)
Total

BP
Req. 2 2 2 6 3

Design 7 7 2 16 10.5
Implementation 1 1 1 3 1.5

CP
Req. 4 2 1 7 5

Design 5 3 2 10 6.5

ATIP

Req. 1 1 0 2 1.5
Design 2 3 0 5 3.5

Implementation 1 0 0 1 1
subtotal 4 4 0 8 6

COM

Req. 1 0 0 1 1
Design 1 1 0 2 1.5

Implementation 0 0 0 0 0
subtotal 2 1 0 3 2.5

BP/CP/ATIP
/COM

Integration 2 2 0 4 3

Similarly for ATIP/COM group, "the maximum number of possible defects" in a 

phase is 5.

For proces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characteristics, we assign the same 

"maximum number of possible defects". That is, the "maximum number of possible 

defects" of process characteristics is the half of total "maximum number of possible 

defects". And for design phase, there are two V&V stages. In consideration of 

importance, 1/5 of total to structure design and 4/5 to detailed design.

For the conversion parameter of inspection level to possibility of defect detection, 

we applied 0-90% to the current phase defect detection and 0-50% to the previous 

phase defect detection. That is highest level of inspection activity implies that 90% 

of defects which are inserted in current phase will be detected and removed, but 

50% of previous phase defects will be detected. Following table show the basis of 

this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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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A Expert -B Expert -C Expert -D
current phase 

defects
Around 90% Around 90%

Higher than 
90%

Higher than 
90%

previous 
phase defects

90% of 
current phase

Lower than 
10%

Lower than 
10%

Around 90%

Expert’s field RPS V&V
PLC/OS 
V&V

SW safety 
assessment

RPS/PLC 
V&V

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type NPT / Initial value
Defectsin System 

Req Spec defects_systemRQ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Process 
characteristicof RQ

CPL_RQ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of RQ

DCL_RQ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RQ defects_conv_RQ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RQ)*7.5 + 

(1-DCL_RQ)*7.5
Variance: 56, Bound: 0~30

Inspection 
characteristicof RQ

inspection_RQ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RQ RQ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docu_RQ, 

success = inspection_RQ*0.9
Defects after 

inspectionRQ RQ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ocu_RQ - 
defects_corr_inspection)

sys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RQ

sysdefects_corr_inspetc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systemRQ, success = 

inspection_RQ*0.1/0.5/0.9
sysDefects after 
inspectionRQ sys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systemRQ 

- sysdefects_corr_inspecion)
Final defects in 

requirement phase
finall_defects_RQ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sysdefects_after_inspecion

RQ+ defects_after_inspection

3.3 Case study NPT quantification

Req. specification phase (BP/CP)  *ATIP/COM will use different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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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type NPT / Initial value

Defects in RQ defects_RQ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Process 
characteristic of SD CPL_S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 of SD DCL_S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Process 
characteristicof DD CPL_D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 of DD DCL_D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SD defects_SD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SD)*1.5 + 

(1-DCL_SD)*1.5
Variance: 2, Bound: 0~10

Defects inserted 
in DD defects_DD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DD)*6 + 

(1-DCL_DD)*6
Variance: 36, Bound: 0~20

Defects inserted 
in DSN defects_DSN Integer 

Interval:0~30 defects_SD + defects_DD

Inspection level 
of DSN

inspection_DSN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DSN DSN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50

Binomial:
trials = defects_DSN, success 

= inspection_DSN*0.9
Defects after 

inspectionDSN DSN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ocu_DD - 
defects_corr_inspection)

RQ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DSN
RQ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RQ, success 

= inspection_RQ*0.1/0.5/0.9
RQdefects after 

inspectionDSN RQ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RQ - 
defects_corr_inspecion)

Final defects in 
design phase

finall_defects_DSN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RQdefects_after_inspecion+ 
DSNdefects_after_inspection

Design phase (BP/CP)  *ATIP/COM will use different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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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type NPT / Initial value

Defects in DSN defects_DSN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Conversion 
process level of 

IMP
CPL_IMP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ocumentationleve
l of IMP DCL_IMP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conversionIMP defects_conv_IMP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IMP)*7.5

Variance: 14, Bound: 0~30
Defects inserted 

in 
documentationIMP

defects_docu_IMP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DCL_IMP)*7.5

Variance: 14, Bound: 0~30

Inspection level of 
IMP

inspection_IMP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MP IMP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efects_docu_IMP, 

success = spection_IMP*0.9
Defects after 
inspectionIMP IMP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ocu_IMP - 

defects_after_inspection)
DSN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MP
DSN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DSN, 

success = inspection_req*0.5
DSNdefects after 

inspectionIMP DSN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SN - 
DSNdefects_after_inspecion)

Final defects in 
implementation 

phase

finall_defects_IMP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IMPdefects_ater_inspecion+ 
DSNdefects_after_inspection

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type NPT / Initial value

Defects in IMP defects_IMP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Conversion process 
level of INT CPL_INT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Implementation phase (BP/CP)  *ATIP/COM will use different constants

Integr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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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level 
of INT DCL_INT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conversionINT defects_conv_INT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INT)*7.5

Variance: 14, Bound: 0~30

Inspection level of 
INT

inspection_INT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NT INT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docu_INT, 

success =inspection_INT*0.9
Defects after 
inspectionINT INT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ocu_INT - 

defects_after_inspection)
IMP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NT

IMP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IMP, 

success =inspection_INP*0.5
IMPdefects after 

inspectionINT IMP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IMP - 
IMPdefects_after_inspecion)

Final defects in 
integration phase

finall_defects_INT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INTdefects_ater_inspecion+ 
IMPdefects_after_inspection

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type NPT / Initial value

Defects in INT defects_INT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Inspection level 
of Validation

Inspection_VL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VLD

VLDdefects_corr_inspect
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INT, 

success = inspection_VLD*0.9
Defects after 
Validation Final_defects_after_VLD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INT - 

Final_defects_after_VLD)

Operation 
Environment op_env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ailure per Year failure_per_year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Final_defects_after_V
LD, success = op_env

Valid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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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ase study quantification

Evaluation results in the V&V reports were all qualitative form such as "good, 

bad, normal, or abnormal." These qualitative evaluation data were converted into real 

number (probability) between 0~1 by V&V experts. For example, 1 is excellent, 0.5 

is medium, and 0 is very poor. Then these numbers were mapped to 5 status of a 

NPT as shown in the table below. The input data used in our BNs were not from 

the final  V&V report, but from the progress report in the middle of the spiral-type 

development life-cycle. Thus the calculation results appearing in this paper do not 

mean the current status of programs of the case study. 

Table: Mapping of a checklist’s value to a node’ value

Checklist score Node value
1 ~ 0.95 Very High

0.95 ~ 0.90 High
0.90 ~ 0.85 Medium
0.85 ~ 0.80 Low

0.80 ~ Very Low

When each checklist items are fully satisfied, the score is 1.0.

Figure 13 RPS-BP SW Rq. Spc. Proces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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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PS-BP SW Rq. Spc. Function Characteristics

Figure 15 RPS-BP SW Rq. Spc.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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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PS-BP SW Rq. Spc. Phase BN

Figure 17 RPS-BP SWValidation Phase BN

3.5 Case study results

Number of defects estimation with the assumption of System Rq. Defect = soft 

evidence (mean=0, variance=56(BP/CP) or 6(ATIP/COM), truncated normal 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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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prob. of previous phase faults = 0.1

BP CP ATIP COM

BN ANR BN ANR BN ANR BN ANR

Rq. Spec. 6.38 6/3 6.47 7/5 1.77 2/1.5 1.71 1/1

Design 7.97 16/10.5 7.57 10/6.5 2.0 5/3.5 2.02 2/1.5

Implementation 9.80 3/1.5 9.15 3/2.5 2.46 1/1 2.77 0/0

Integration 10.99 * 10.39 * 2.82 * 3.11 *

Validation 3.14 * 2.97 * 0.81 * 0.80 *

Detection prob. of previous phase faults = 0.5

BP CP ATIP COM

BN ANR BN ANR BN ANR BN ANR

Rq. Spec. 4.45 6/3 4.59 7/5 1.26 2/1.5 1.19 1/1

Design 4.85 16/10.5 4.38 10/6.5 1.12 5/3.5 1.16 2/1.5

Implementation 5.49 3/1.5 4.88 3/2.5 1.31 1/1 1.67 0/0

Integration 5.27 * 4.90 * 1.34 * 1.56 *

Validation 1.51 * 1.40 * 0.38 * 0.40 *

Detection prob. of previous phase faults = 0.9

BP CP ATIP COM

BN ANR BN ANR BN ANR BN ANR

Rq. Spec. 1.54 6/3 1.66 7/5 0.75 2/1.5 0.67 1/1

Design 1.02 16/10.5 0.86 10/6.5 0.60 5/3.5 0.63 2/1.5

Implementation 1.04 3/1.5 0.89 3/2.5 0.79 1/1 1.15 0/0

Integration 0.85 * 0.81 * 0.78 * 0.88 *

Validation 0.24 * 0.23 * 0.22 * 0.23 *

Number of ANRs in Integration phase and Validation phase includes the cases 

which are caused by the faults inserted at other phases. Thus we do not compare the 

result of BN calculation and number of ANRs for those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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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ANRs in 
validation phase 

#/Weighted/Max

Number of Faults (BN)

Detection prob. of 

previous phase fault

RPS 

Total
BP CP ATIP COM

4/2.5/3.75

0.9 0.92 0.24 0.23 0.22 0.23

0.5 3.69 1.51 1.40 0.38 0.40

0.1 7.72 3.14 2.97 0.81 0.80

For validation phase

The case study showed that results were sensitive on;

  - # of system requirement faults

  - Maximum number of faults assumption for each phase

  - Standard deviation from mean (uncertainty)

  - Fault dete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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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력발전소의 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에 사용되는 소프

트웨어와 같은 안전 소프트웨어(safety_critical software)의 정량적(quantitative)

신뢰도 평가는 현재의 기술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고 신뢰도를 요하는 안전 소

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외에 정성

적으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많기 때문이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측

정 방법들은 모두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2]. 한편으로, 원전의 확률론

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

성에 의하여 원전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에는 그 속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평가가 필수적이다[3].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Bayesian Nets (BN)를 이용한 연구도 그 중 한가지이며 가능성이 높은 기

술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BN을 이용한 안전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및 안전성 평가에 있

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나 환경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BN을 바닥(scratch)부터 구축해야 하는 점이었다. 즉 개발 방법론

이나 환경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명주기는 대부분 비슷한 세부 개

발 단계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를 위한 BN 모델

을 만들 때 내용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형태가 다른 BN을 만들어야

했다[4,5]. 이는 시간과 노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는 일이어서 BN의 실용화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은 소프트웨어 개

발 생명주기에 따른 개발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과 행위를 도출하

여 이를 모듈 형태의 BN 템플릿(BN template 또는 BN subnet)으로 만들고 이

를 이용하여 전체 평가 모델을 구축 하는 것이다. 원전에 사용되는 안전소프트웨

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작단계부터 운영까지 매우 엄격하게 인허가 기

준과 산업 표준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에 있어서 매우 정형적인 과정과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V&V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형성

(V&V 등)을 기반으로 모듈 형태의 BN subnet을 만들어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포함한 개발 방법론이나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보다 간편하고

용이하게 전체 신뢰도 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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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도 얼마 전까지는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N subnet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정성적으로는 이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

지만 이를 BN으로 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도구(BN 모델링 소프트웨어) 측

면에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에 Object-Oriented BN (OO-BN) [6] 및

Dynamic BN (DBN) [7]과 같은 새로운 BN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이를 소프트

웨어로 구현한 도구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

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BN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을 구

현한 도구인 AgenaRisk를 활용하여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

가를 위한 V&V 기반의 모듈화 된 BN subnet을 작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원전

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안전소프트웨어(KNICS RPS SW)에 적용한

사례를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BN에 대한 개요와 BN을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

에 적용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용 모듈화 된 BN의 subnet 작성과 이를 결합하여 전체 생명주기 BN을 구

성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 4장에서 이렇게 만들

어진 V&V기반 BN 방법을 원자로 보호계통 소프트웨어(KNICS RPS SW)의 신

뢰도 평가에 적용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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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Bayesian Nets (BN)

1 절. BN 개요

BN은 BBN, Bayesian Belief Nets, Belief Networks, Bayesian Networks,

Causal Probabilistic Networks라고도 하며 이론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 1970년대

에 주로 이루어졌고 실용적 문제에는 1990년대 초부터 인공지능(전문가 시스템),

의료, IT, 기계의 고장진단에 적용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소프트웨어/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평가분야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실용적 문제의 해

결에 적용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복잡한 확률 계산을 위한 효과적인 알고

리즘의 개발 및 이를 구현한 컴퓨터 도구(BN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등장 이후부

터이다.

BN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면 그래프 이론과 확률 이론이 결합되어 모델링을

할 때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다루기 적합하고 다른 지식기반 도구에 비해 불확실

성을 효과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수학적으로 처리 가능한 점이다. 한편, 다른

통계적 분석 도구와의 차이점을 보면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베이시안

(bayesian) 통계를 사용하고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8,9].

BN은 인간의 추론을 표현하는데 적절한데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서 BN의 개

념을 소개한다. 본 예는 BN의 대표적인 입문서인 Finn V. Jensen의 "An

Introduction to Bayesian Networks" [9]에서 가져왔다.

o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간단한 BN 모델링 문제

BN으로 표현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미스터 홈즈는 로스엔젤레스에 산다.

- 어느 날 아침 홈즈가 일어나서 정원에 나갔더니 그의 정원 잔디가 젖어있

었다(variable "H-wet"). -> 이 사건을 변수 "H-wet"로 정한다.

- 홈즈는 젖은 잔디를 보고 간밤에 비가 와서 그런 것인지 (variable "Rain")

아니면 그가 스프링클러를 끄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인지(variable

"Sprinkler")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홈즈의 믿음(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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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은 모두 커진다.

- 그 다음, 홈즈는 이웃인 왓슨 박사의 정원을 살펴보고는, 왓슨 박사의 정

원도 역시 젖어있는 것을 발견한다(variable "W-wet").

- 여기서 홈즈는 간밤에 비가 왔다는 것을 거의 확신한다. 그와 왓슨 박사

두 사람이 모두 스프링클러 끄는 것을 잊어버릴 확률보다는 간밤에 비가 왔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즈의 추론(비정형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추론-1: 홈즈는 그의 정원 잔디가 젖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두 가지 사

건 "Rain"과 "Sprinkler"의 가능성을 높여 생각한다.

(2) 추론-2: 비가 왔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홈즈는 이웃인 왓슨 박사의 정

원 잔디도 젖었을 가능성을 높인다(변수 "W-wet").

(3) 추론-3: 따라서 홈즈는 왓슨 박사의 잔디를 살펴보고 그것 역시 젖었다

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상황에 이르면 홈즈는 간밤에 비가 왔을 가능성에 대해

훨씬 높게 점수를 주고 스프링클러 때문에 젖었을 가능성은 다시 낮아져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o 홈즈의 예를 BN으로 모델링

BN은 노드(node)와 화살표(arcs) 그리고 노드확률테이블(node probability

table: NPT, or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로 구성된 그래프이다. 노드는

이산 무작위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를 나타내며, 위의 예에서는 "Rain",

"Sprinkler", "W-wet" 그리고 "H-wet"이 여기에 해당된다.

모든 변수는 상태(states in the NPT)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드 "Rain"

은 두 가지 상태 ("yes"와 "no")를 가지고 있다(비가 왔다. 오지 않았다).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는 NPT에서 표현된다.

화살표는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스프링클러가 홈즈의 잔디를

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BN으로 이를 표현할 때 "Sprinkler" 노드에서 "H-wet"

노드로 화살표를 긋는다. 그림 1은 위의 홈즈 예를 BN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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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젖은 잔디에 대한 홈즈의 추론

구조를 나타낸 BN 그래프

불확실성을 추론하기 위해 그림-1의 BN 그래프에 있는 각 노드의 NPT를 만

들어야 한다. 이 예에서는 노드 "W-wet"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Rain" = yes "Rain" = no
Pr(W-wet = yes) 1 0.2
Pr(W-wet = no) 0 0.8

이 테이블의 값은 변수 “Rain"에 근거한 변수 “W-wet"의 조건부 확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만약 비가 온다면 왓슨 정원의 잔디는 모든 경우에 젖는다(젖을 확률: 1).

-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왓슨 정원의 잔디는 젖어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젖을 확률: 0.2)

같은 방식으로 변수 "H-wet"과 이 변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

("Rain" and "Sprinkler") 의 NP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ain Yes No
Sprinkler Yes No Yes No

Pr(H-wet = yes) 1 1 0.9 0
Pr(H-wet = no) 0 0 0.1 1

BN그래프에는 루트(root) 노드가 있는데 본 예에서는 노드 "Rain"과 노드

"Sprinkler"가 여기에 해당되며 부모 노드(parent node)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루트 노드의 각 상태("yes"와 "no")에 어떤 확률 값을 정해 주게 된다. 본

예에서는 Pr(Rain = yes) = 0.2, 그리고 Pr(Sprinkler = yes) = 0.1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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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의 확률 값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비가 올 확률은 과거 비가 온 빈도에 근거하여 정한다(강우량 0.2mm 이상

의 날)

- 만약 그런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주관적 확률 값을

사용한다.

BN은 주관적 확률과 통계 자료에 근거한 확률을 동일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o 증거의 입력과 계산 결과에 따른 추론

본 예에서 기술된 추론은 만들어진 BN(그림-1)의 각 노드에 값을 입력하고 계

산하면 자동적으로 얻어진다. 각 노드의 사전 확률은 다음의 테이블과 같다고 가

정한다.

Sprinkler Rain W-wet H-wet

0.1 0.2 0.36 0.272

이 값을 가지고 확률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

Pr(W-wet) = Pr(W-wet | Rain) * Pr(Rain) + Pr(W-wet | no Rain) *

(1-Pr(Rain)) = (1*0.2) + (0.2*0.8) = 0.36

위의 0.36은 (예제) BN 노드들의 실제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건(W-wet)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다.

BN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관찰된 증거(노드의 입력 값)에 근거하여 네트워

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확률 값을 갱신하는 것이다. 예로 든 BN모델에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증거 1 -> 홈즈는 그의 정원 잔디가 젖은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BN에서는 Pr(H-wet = yes)을 1로 하고 BN 전체를 다시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결과는,

Pr(Rain = yes)의 값이 0.2에서 0.735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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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prinkler = yes)은 0.1에서 0.338로 증가한다.

이런 결과는 앞서 비공식적으로 추론했던 추론-1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추론-1: 홈즈는 그의 정원 잔디가 젖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두 가지

사건 "Rain" and "Sprinkler"의 가능성을 높여 생각한다.]

한편, Pr(W-wet = yes)은 0.36에서 0.788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앞서의 추론-2

와 일치한다. (추론-2: 비가 왔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홈즈는 이웃인 왓슨 박사

의 정원 잔디도 젖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2) 증거2-> 홈즈는 왓슨의 잔디를 관찰하고 그것 역시 젖은 것을 확인한다.

이 증거는 예의 BN에서 Pr(W-wet = yes)을 1로 한 후 BN을 계산하면 된다.

계산 결과는 Pr(Rain = yes)이 0.735에서 0.933으로 증가하고, Pr(Sprinkler =

yes)은 0.338에서 0.16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앞서의 비공식적인 추론-3과 일치한다. (추론-3: 따라서 홈즈는

왓슨 박사의 잔디를 살펴보고 그것 역시 젖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상황에 이

르면 홈즈는 간밤에 비가 왔을 가능성에 대해 훨씬 높게 점수를 주고 스프링클

러 때문에 젖었을 가능성은 다시 낮아져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기술된 예를 기준으로 BN의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Ÿ BN은 변수들과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화살표로 구성된다.

Ÿ 각 변수는 정해진 수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Ÿ 변수와 여기에 연결된 화살표가 합쳐서 방향성을 가진 비순환 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 DAC)를 구성한다. DAC는 A1에서 An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없는 경우에 비순환적이다.

Ÿ 부모 노드 B1 … Bn을 가진 각 변수 A는 조건부 확률 테이블(a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P(A|B1…Bn)을 가진다.

BN 모델에서 인과관계(causation)와 추론(reasoning)은 원인-결과 방향

(Causal statement, 화살표 방향)과 역 원인-결과 방향(Inversion of causal

statement, 화살표 반대 방향) 있다.

원인-결과 방향의 추론은 확률의 기본 계산법과 marginalisation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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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P(B) = P(A, B), P(a) = ∑P(a, bi) 이며, 예제에서, W-wet 확률 계산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원인-결과 역방향 추론은 진단 추론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베이스 계산법

을 사용한다. P(B|A) = P(A|B)P(B) / P(A). 예제에서, H-wet = 1경우 Rain 확

률 계산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o 사전 확률(Prior certainties, unconditional probabilities for root nodes)

루트 노드에 부여하는 사전 확률은 모델에 편향(치우침)을 도입하게 될 가능성

이 있지만, 이를 방지하는 계산법이 개발되었다. 사전 확률은 수학적 이유에서

뿐 아니라 인간이 어떤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 본 예제에서 H-wet =1 일 때에도 여전히 Rain의 가능성(확

률)은 그것의 사전 조건(특정 지역: London or Los Angeles의 기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추론 방식이기 때문이다.

o Explaining away

BN의 특성 중 하나인 "Explaining away"는 인간의 사고에서는 자연스러운 현

상이지만 컴퓨터나 기계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본 예제에서 노드

H-wet의 상태는 변수 Rain의 상태에 의해 설명되고 그래서 스프링클러에 의해

잔디가 젖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확률은 원래

의 크기(값)로 되돌아가는데 이를 Explaining away라고 한다.

o 노드의 연결 형태와 d-separation(conditional independence)

BN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d-separation(조건부 독립성)이다. 일반적으로

BN에서 노드들이 연결되는 형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림-2는

직렬연결이라고 하고 그림-3은 분기연결, 그리고 그림-4는 수렴연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separa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9 직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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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분기 연결 그림 31 수렴 연결

o d-separation의 정의

두 개의 노드 X와 Y가 있고 이 두 노드 사이의 경로에 중간 노드 A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두 노드 X, Y는 "d-separated".

Ÿ 직렬 연결과 분기 연결 경우, 노드 A의 상태가 확실하게 알려 질 경우 (즉,

노드 A에 hard evidence가 입력 된 경우)

Ÿ 수렴 연결의 경우, 노드 A와 A의 child 노드들에게 어떠한 증거(hard or

soft evidence)도 입력되지 않은 경우

두 노드 A, B가 "d-separated" 상태가 아닌 경우 이를 "d-connected"라고 한

다.

o 조건부 독립성

변수들 간의 종속성 관계(dependence/independence)가 획득한 증거(다른 변수

의 입력 내용)에 의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예의 수렴 연결(diverging connection)에서,

- 변수 Rain의 상태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

⇒ W-wet과 H-wet은 서로 종속적이다. 즉 Holmes는 자기 집 잔디가 젖은

것을 발견하고("H-wet = 0.272" -> "1"), 이어서 Rain의 가능성을 높이고,

Watson집 잔디가 젖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W-wet = 0.36" -> "0.788").

- 밤에 비가 온 것을 라디오 뉴스나 다른 형태로 확인을 하게 되면,

⇒ W-wet과 H-wet은 독립적이 된다. 즉 W-wet에 대한 정보는 H-wet(all

1)의 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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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ing away(예제의 converging connection)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Ÿ H-wet의 상태를 모를 때: Rain과 Sprinkler는 독립적(independence) 상태.

Ÿ H-wet의 상태가 알려지면(H-wet=1): Rain가능성과 Sprinkler가능성은 함께

높아지며 진다 (dependence).

o d-separation의 허가 (Admittance of d-separation)

만약 노드 A와 노드 B가 BN 내에서 증거 e가 입력되어 d-separated 된다면,

P(A | B, e) = P(A | e)가 된다. 이로 인하여 추론과 계산의 간략화가 가능하게

된다.

o 의존성(dependency)과 확률 계산

다섯 개의 변수(노드) A, B, C, D, E로 구성되어 있는 BN을 가정할 때, 명시

적으로 이들 노드 사이의 종속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변수들이 서로

종속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다. 즉,

p(A,B,C,D,E) = p(A|B,C,D,E)*p(B|C,D,E)*p(C|D,E)*p(D|E)*p(E)가 된다.

그러나 변수들 사이의 종속성이 BN에서 다음 그림-3과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

된다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p(A,B,C,D,E)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다.

p(A,B,C,D,E) = p(A|B)*p(B|C,E)*p(C|D)*p(D)*p(E)

그림 32 종속 형태의

BN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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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거(evidence) 형태

BN에서 노드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증거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Ÿ Hard evidence (확정 증거)

이 증거는 변수 X의 상태가 특정한 값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야구 게임에

서 {승리, 패배, 무승부}의 3가지 상태값처럼 변수는 최종적으로 어느 한 가지 상

태로 귀결한다.

Ÿ Soft evidence(추정 증거)

이 증거는 어떤 변수의 사전 확률 값(prior probability values for the states

of X)을 갱신시킬 수 있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전반전 현재 3-0으로 이기고 있

는 게임은 그 팀의 승리 확률을 한층 높여주고 패배나 무승부 확률은 낮춰준다.

이런 형태의 증거는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 것도 모를 때보다는

사전 확률을 높이는 모든 증거를 포함한다.

o BN으로 가능한 추론 형태

BN으로 추론이 가능한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Ÿ Causal relationship (BN에서 그래프 구조를 만드는 기본 가이드) 추론

Ÿ Deterministic relationship 추론

그림 6, 7은 대표적인 Deterministic relationship의 예로서, 불리안 로직에서의

OR, AND 로직을 BN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3 OR node BN 그래프 그림 34 AND node BN 그래프

OR node NPT는 다음의 표와 같이 설정된다. 노드 A와 B가 모두 false 상태

일 때만 노드 OR의 false 상태 값이 1로 되어 false 상태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

는 모두 노드 OR의 true 상태 값이 1로 되어 true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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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rue A-false

B B-true B-false B-true B-false

OR-true 1 1 1 0
OR-false 0 0 0 1

노드 AND의 NPT는 다음의 표와 같이 설정된다. 노드 A와 B가 모두 true 상

태일 때만 노드 AND의 true 상태 값이 1로 되어 true 상태가 되고 그 외의 경

우에는 모두 노드 AND의 false 상태 값이 1로 되어 false 상태가 된다.

A A-true A-false
B B-true B-false B-true B-false

AND-true 1 0 0 0
AND-false 0 1 1 1

o BN의 모델링 순서

BN의 일반적인 모델링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노드(변수) 확인 (in a target system)

(2) 그래프 작성

(3) 노드 확률 테이블(NPT) 작성

(4) 증거 확보(시험 결과, V&V 결과 등)와 모델에 입력

(5) 계산 및 분석(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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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안전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와 BN

BN을 안전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에 적용하는 배경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Ÿ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객

관적 증거 뿐 아니라 정성적이며 주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확률과 통계에 근거한 확률 모두를 통일된 프레임워크 안에서 일

관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BN는 추론을 위한 정성적 측정과 정량적

측정의 결합이 가능하다.

Ÿ 그래프 형식으로 되어있어 복잡하고 얼듯 보기에 모순된 추론을 이해하기

쉽다.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특히 V&V 평가

자료와 같은 경우 그 양이 많고 또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어서 문서에만

의존하여 평가할 경우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BN의 그래프 형식은

이런 점을 해결한다.

Ÿ 추정을 할 때 명시적으로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다. BN 외의 대부분의 모

델이나 방법론은 불확실성을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별도로 취

급하지만 BN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모델에 포함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Ÿ 인과 관계에 의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추정하

여 분석 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하여 통계적이 아닌 인과 관계적 해석이 가

능하다.

Ÿ 모델을 위한 엄밀한 수학적 의미(semantics)를 가지고 있다.

Ÿ 기존 기법이나 모델을 통합할 수 있다. Fault Tree Analysis (FTA)나 테스

트와 같은 신뢰도 평가 기법을 동일한 내용으로 BN으로 구현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하나의 변수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Ÿ 부분적으로 데이터가 없더라도 목표 변수의 예측이 가능하다. 다른 모델이

나 기법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나 파라미터가 없으면 계산 자체가 불

가능하지만 BN은 필요한 데이터(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불확실성이 높은

형태로 하나의 값으로 사용하여 전체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Ÿ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숨겨진 가정을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계통에 사용되는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재의 규제

프레임은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들을 개발 전체 단계에 걸

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B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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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은 이러한 현재의 규제 프레임을 시스템적이고 정형적으로 구현할 수 있

게 해 주는데, 이는 다른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이나 모델에서는 매우 힘

든 점이다.

반면, BN이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안전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들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Ÿ 첫 번째로는 BN 그래프 검증 문제이다. 신뢰도 평가를 위한 BN 그래프는

기존의 관련 표준이나 규제 프레임에 따른 정성적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하

게 되는데 이런 정성적 구조를 BN 그래프로 변환할 때 모델링 전문가 또

는 분야 전문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은 다른 전문가에

의해 주로 수행되지만 여기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하

는 방법론이나 기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 문제는 다음에

기술할 정량화 문제에 비하면 그래프 작성에 필요한 이미 정성적 체제와

구조가 잘 확립되어 있는 편이어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Ÿ 두 번째로는 정량화 문제이다. BN에서 정량화는 대부분 NPT의 확률 값을

정하는 것과, 정성적인 입력 값을 BN 계산을 위해 확률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객관적인 자료는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성

적인 자료는 주관적 확률 (subjective probability)로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

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Ÿ 마지막으로, 목표 노드(소프트웨어 결함의 수와 신뢰도 값)의 검증 문제이

다. BN의 계산 결과는 분석적 방법으로는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며, 궁극적

으로는 대상 소프트웨어가 실제 운전이 되면서 쌓여진 경험 자료로 검증되

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BN을

적용하여 정량적 신뢰도를 추정한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safety_critical)가

아직까지는 실제로 운영된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안전 필수 등급 외

의 소프트웨어는 BN을 적용하여 신뢰도 계산을 하고 실제 운영 경험으로

이를 검증한 자료가 최근 나오고 있다[10]. 이들 비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의

연구 결과가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계산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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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전 안전 SW의 신뢰도 정량화를 위한

모듈화 BN 모델

1절. 개요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위한 V&V 기반의 모듈화 된

BN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SW 생명주기 모델, SW 개발 방법론, 그리고 원

전 안전 SW의 인허가 관련 문서와 국제 표준을 조사 분석하고 2개의 후보 SW

생명주기 모델(Waterfall Model, Spiral Model)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2개의 SW 생명주기 모델에 대하여 Object Oriented BN과 Dynamic BN 기법을

응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1].

원자력분야 안전 SW의 인허가 환경[12]을 반영하기 위해 4종의 SW (RPS 비

교논리, 동시논리, 캐비닛 운전원 모듈, 자동시험 및 연계모듈 SW) 각각에 대한

요구명세 단계, 설계명세 단계, 구현 단계 V&V 보고서, 그리고 RPS SW의 통합

및 검증 단계 V&V 보고서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개발 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통합시험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보고서

(V&V 문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SW 요구사항 명세 V&V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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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SW 요구사항 명세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SW 요구사항명세 V&V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V&V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SW 설계명세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SW 구현단계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V&V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확인 및 검증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Ÿ 원자로보호계통 검증단계 확인 및 검증보고서

일반 산업 분야에 비해 안전성을 보다 우선시하는 원자력분야의 특수성을 고

려하고 또한 그 핵심이 되는 V&V를 기반으로 모듈화된 BN 모델을 개발하였으

며 이를 이용한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BN

모델의 기본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35 안전소프트웨어 신뢰도 정량평가용 모듈화 된 B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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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용 BN의 가장 상위 레벨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SDLC) BN이다. 이 SDLC

BN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구성하는 개발단계 BN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은 일반적으로 요구명세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통합단계, 그리고 검증

(Validation)단계이지만 나선형 개발 모델(spiral model)처럼 이들 개발 단계가 반

복되는 경우도 있다. 각 개발단계 BN은 결함 추정 BN 클래스(class)와 특성 BN

클래스로 구성된다. 여기서 클래스(class)는 어떤 개발단계 BN이나 SDLC BN을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틀과 같은 BN 템플릿(template)을

의미한다. 결함 추정 BN 클래스는 하나의 개발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며 특성 BN 클래스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 결

함 수 추정을 위한 계산을 수행한다. 특성 BN 클래스는 KNICS V&V에서 나타

난 특성(characteristics)을 BN으로 구현한 것으로 인허가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공정(process), 기능(function)특성 그리고 결함의 발견과 관련된 검사(inspection)

특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특성 BN 클래스는 각각 속성(property) BN 노드

(node)로 구성되는데 속성은 정확도(accuracy), 강인성(robustness), 완전성

(completeness)처럼 KNICS V&V에서 다루는 속성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속성 BN 노드는 BN 그래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V&V 보고서에 나타난 체크

리스트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체크리스트의 평가 값이 속성 BN 노드

의 값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BN 클래스와 노드를 이용한 안전 소프트웨어 신

뢰도 평가용 BN의 구축 순서는, ① 특성 BN 클래스를 이용하여 대상 SW의 특

성 BN 작성, ② 결함 추정 BN 클래스를 사용하여 대상 SW의 개발 단계 별 결

함추정 BN 작성, ③ 이와 같이 작성된 특성 BN과 개발 단계 별 결함 추정 BN

을 결합하여 개발단계 BN 작성, ④ 최종적으로 각 개발 단계 BN을 연결하여 전

체 SW 개발 생명주기BN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SDLC BN에 특성

BN을 구성하는 속성 노드의 값을 입력하고 BN을 계산하면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의 개수가 계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 본 보고

서에서 제안된 방법론이다.

2절. 안전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용 BN 그래프

본 절에서는 안전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BN을 구성하는 특성 BN 클래스, 결

함 추정 BN 클래스, 개발 단계 BN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체 BN

그래프의 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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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 BN 클래스

특성 BN 클래스는 각 개발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V&V 행위들을 도

출하여 만들어졌으며 기능 특성(functional characteristics) BN 클래스, 공정 특

성 (process characteristics) BN 클래스, 그리고 검사 특성(inspection

characteristics) BN 클래스 3가지가 있다.

기능 특성 BN 클래스는 어느 개발 단계의 소프트웨어(요구명세, 설계 등)가

정확도(correctness), 타이밍(timing), 신뢰성(reliability), 강인성(robustness), 보안

성(security), 안전성(safety), 기능성(functionality)과 같은 속성(property)의 측면

에서 소프트웨어에 부여된 요건을 얼마나 만족시키는 가를 평가하는 클래스로서

KNICS V&V의 기능 특성(functional characteristics)을 BN으로 구현한 것이다.

공정 특성 (process characteristics) BN 클래스는 어느 개발 단계의 소프트웨

어 문서(요구명세서, 설계 명세서 등)가 일관성(consistence), 확인가능성

(verifiability), 명료성(unambiguity), 추적성(traceability), 스타일(style), 정확성

(correctness), 완전성(completeness)과 같은 속성(property)을 얼마나 만족시키는

가를 평가하는 클래스로서 KNICS V&V의 공정 특성(process characteristics)을

BN으로 구현한 것이다.

검사 특성(inspection characteristics) BN 클래스는 하나의 개발 단계에서 결함

을 찾아내는 검사(inspection) 성격과 관련된 BN 클래스로서 KNICS V&V에서

추적성 분석, 상세검증, 그리고 그 외의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BN으로 구현한

클래스이다.

여기서 KNICS 상세검증에 포함된 속성들 중 일부는 공정 특성 BN 클래스에

있는 속성들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뺀 모델도 생각할 수 있으

나 V&V의 의도가 다중 확인을 통하여 보다 완전하게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검

증한다는데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KNICS 상세검증 부분을 검사 (inspection)

특성 BN 클래스에 포함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특성 BN 클래스에 해당하는

기능 특성, 공정 특성, 검사 특성 BN 클래스의 BN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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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공정특성(process

characteristic) BN 그래프

그림 37 기능특성(function characteristic)

BN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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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검사특성(inspection characteristic) BN 그래프

특성 BN 클래스 (공정/기능/검사 클래스)를 작성할 때 부모 노드(공정 특성

노드, 기능 특성 노드, 검사 특성 노드)와 자식 노드들(속성 노드 : correctness,

consistency, safety 등) 사이의 인과관계(화살표)는 분산연결 형태로 하였다. 이

는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개별 속성들이 부모 노드의 상태에 대한 표시자

(indicator)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노드에 확정 값 (hard

evidence)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속성 노드의 값을 이

용하는 것 외에 부모 노드인 특성 노드의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자

식 노드인 속성들(correctness, consistency, safety 등) 사이에 어느 정도 종속성

(dependency)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수렴 연결보다는 분산 연결이 더 적합하다

고 보인다.

만약, 이를 수렴연결 방식으로 할 경우 개별 속성들 사이는 d-separated되기

때문에 하나의 세부 속성 값이 다른 속성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분산

연결로 하면 개별 속성들 사이가 d-connected가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개별 속성 중 하나인 명확성의 값이 크게 나왔다면 이것은 명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다른 개별 속성인 스타일이나 신뢰성의 값에도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산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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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합하다. 수렴 연결로 하면 세부 속성들 사이의 연관관계가 d-separated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명확성의 값이 커져도 스타일이나 신뢰성 같은 다른 속성

값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의 V&V 상황과는 다르다고

보인다.

2. 결함 추정 BN 클래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구성하는 어떤 한 개발 단계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수와 검사(inspection) 활동으로 제거되는 결함의 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들로부터 그 단계의 최종 개발 문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클래스로서 앞에서 만들어진 특성 BN 클래스로부터 입력

값을 받는다. 이 클래스는 직전 개발 단계의 최종 문서에 내재된 결함의 수, 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개발 작업의 품질과 그 품질의 수준에 따른 결함의 발생 수,

그리고 검사 활동의 수준과 그에 따른 제거된 결함의 수를 인과관계에 따라 구

성하였다.

결함 추정 BN 클래스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구명세단계, 설계단계, 구

현단계, 통합단계에 사용되는 type-1의 결함 추정 BN 클래스의 그래프는 그림

12와 같고 검증(validation) 단계에 사용되는 type-2의 결함 추정 BN 클래스의

그래프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39 결함 추정 BN 클래스(type-1)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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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결함 추정 BN 클래스(type-2)의 그래프

위의 그림 12에서, 노드 "Process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Fun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그리고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는 앞서 설명한 특성 BN 클래스이고, 노드 “Defects from previous

phase"는 바로 직전 단계의 최종 개발 문서에 포함된 결함의 수이며, 노드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는 현재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의 수

이고, 노드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은 현재 개발 단

계의 inspection 활동으로 제거되는 결함의 수이다.

노드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는 현재 개발 단계의 작업으

로 발생한 결함 개수에서 검사 활동으로 제거된 결함의 개수를 뺀 수치를 나타

낸다. 노드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는 현재

단계의 검사 활동으로 제거된 직전 개발 단계의 결함 개수이며 노드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는 현재 단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직전

단계의 결함 개수를 나타낸다. 노드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는 현재 개

발 단계의 최종 소프트웨어 문서에 내재된 결함의 수로서 ”Current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와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두 노드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림 13은 최종 개발 단계에 속하는 검증 (validation) 단계를 위한 BN클래스

이다. 검증 단계용 BN 클래스는 RPS의 계통시험에 포함되는 검증단계이므로

개발 활동에 수반되는 결함의 도입 과정이 없고 시험과 같은 검사 활동만 있으



- 23 -

므로, 앞에서 기술된 첫 번째 BN 클래스와는 달리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와 관련된 노드가 없고 그 대신 소프트웨어 결함의 수를 신뢰도로 변환하

기 위한 RPS 소프트웨어의 운전 환경(operation environment) 노드가 포함되어

있다.

노드 “Defects from integration phase"는 직전 개발 단계인 통합단계

(integration phase)의 최종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결함의 개수이며 노드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validation"은 검증 단계의 검사 수준을 나타내는 노

드로서 검사 특성 BN 클래스의 결과 값이 넘어온다. 노드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validation phase"는 검증 단계의 검사 활동으로 제거된 결함의 수

이며 ”Defects after Validation"은 검증 단계의 최종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는

결함의 수로서 통합단계의 결함의 개수에서 검사에 의해 제거된 결함의 개수를

뺀 수치이다.

노드 ”Operation environment"는 평가 대상 소프트웨어의 운영 환경으로서

RPS 소프트웨어에 입력되는 발전소 운전 변수가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을

고장으로 유도하는 정도(심각성)를 나타낸다. 즉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결함이 고

장으로 발현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노드로서, 이 노드의 값이 커지면 소프트웨어

에 포함된 결함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고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

로 이 노드의 값이 작아지면 그 반대의 상태가 된다.

노드 “Failure per year"는 부모 노드 ”Defects after validation"과 ”Operation

environment" 두 노드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연간 소프트웨어 고장 건수를 의

미하여 RPS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계산을 위한 최종 목표 노드이다.

이 개발 단계의 결함 수 추정 BN 클래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각 단계에서 아

래의 표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클래스는 각기 다른 개발 단계

프로세스를 결함의 도입과 제거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BN 그래프

로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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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노드

SW

개발 단계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현재 단계의

개발 중에 발생한

결함 수)

Defects from

previous phase

(시스템명세에

존재하는 결함 수)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추적성분석과

상세검증으로

제거되는 결함 수)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현재 단계의

최종 결과물에

존재하는 결함 수)

요구명세분

석 단계

-요구명세서의 작

성과 분석 시 도

입되는 결함

-시스템 설계문서

에 존재하는 결함

-요구명세분석 단

계의 V&V와 개발

팀의 Review and

Audit

-요구명세서에 존

재하는 결함

설계 단계

-요구명세서로부

터 설계명세서를

작성 할 때 도입

되는 결함

-요구명세서에 존

재하는 결함

-설계 단계의

V&V 활동과 개발

팀의 Review and

Audit

-설계명세서에 존

재하는 결함

구현 단계

-설계문서를 기반

으로 코딩 작업

시 도입되는 결함

-설계명세서에 존

재하는 결함

-코딩 단계의

V&V 활동과 개발

팀의 Review and

Audit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

통합/테스팅

단계

-테스트 계획 및

실행 시 도입되는

결함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

-테스팅에 의한 결

함 제거 및 이 단

계의 V&V 활동

등

-최종 바이너리

형태의 SW에 존

재하는 결함

표 1 개발 단계별 결함추정 BN 클래스 적용 예

3. 개발 단계 BN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구성하는 각 개발 단계를 모델링하는 BN이다. 이

BN은 특성 BN 클래스와 결함 추정 BN 클래스로 구성되는데, 아래의 그림 14와

같이 특성 BN 클래스의 계산 결과가 개발 단계의 결함 추정 BN 클래스의 입력

으로 사용되고 개발 단계 BN의 최종 목표 노드(그 단계의 최종 결함 수)는 다음

개발 단계 BN의 입력 노드가 되어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

성한다. 그림 좌측에 있는 “Process in current phase"는 V&V의 공정특성

(process characteristic) BN 클래스를 나타내는 BN이며 ”Function in current

phase"는 V&V의 기능특성(function characteristic) BN 클래스를 나타내는 BN이

고, “Inspection in current phase"는 V&V의 추적성 분석과 상세검증 항목을 포

함하는 검사특성(inspection characteristic) BN 클래스를 나타내는 BN이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Defect_Estimation in current phase"는 하나의 개발 단

계에 속한 결함 추정 BN 클래스로서 위에서 기술한 3개의 특성 BN 클래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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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입력을 받아 해당 개발 단계의 결함 개수를 추정하기 위한 BN이다.

그림 41 개발 단계 BN 그래프

4.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용 개발생명주기 BN 그래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최종 BN이며, 위에서 만들어진

각 개발 단계 BN을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라 차례로 연결하여 전체 BN을 구

성한다. 시작하는 단계는 요구명세 단계로 아래의 그림 15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사각형 “Defect_Estimation_Requirement Phase" BN과 여기에 입력을 제공하는

”Function in requirement phase", "Process in requirement phase", "Inspection

in requirement phase" BN으로 구성된다. 이 요구명세단계에서의 최종 목표 노

드는 “Defect_Estimation_Requirement Phase”에 속한 “Final defects in

requirement phase"이며 이 노드의 값은 다음 개발 단계인 설계단계의 노드

”defects in requirement phase"로 전달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개발단

계인 검증(Validation) 단계까지 연결되며 각 개발 단계마다 수행된 V&V 결과는

해당 개발단계의 특성 BN에 입력되어 그 단계의 결함 추정에 사용된다.

특기사항으로는, 설계단계의 경우에 다른 개발단계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구조

설계와 상세 설계 2개의 단계에 걸쳐 V&V가 수행되므로 특성 BN인 “Function"

과 ”Process" BN이 두 번 나타나는 것과, 검증 단계의 경우에는 특성 BN인

“Function"과 ”Process" BN이 없고 “Inspection" BN만 있다는 점인데 이는 실제

로 수행된 KNICS V&V 체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개발 단계의 연결과 데

이터 전달에는 Object-Oriented BN [6]과 Dynamic BN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7],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전 안전 SW의 신뢰도 평가용 개발 생명주기

(Software Development Live-Cycle: SDLC) BN을 구성하면 아래의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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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PS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용 생명주기 BN

3절. 정량화

BN 모델에서 정량화는 주로 NP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 모델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NPT는 KNICS V&V를 수행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본으로 하

고, 그 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평가 분야의 BN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특성 클래스를 구성하는 노드의 NPT

공정 특성, 기능 특성, 검사 특성 (추적성 분석 그리고 그 외에 인허가 범위에

속하지 않은 KNICS V&V 팀의 상세 검증에 해당하는 항목들) BN 클래스에 속

한 노드들은 모두 5개의 상태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를

가진 ranked 노드로 작성되었으며 NPT는 아래의 표 2와 같은 테이블 구조이

다.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0.2 0.2 0.2 0.2 0.2

표 2 특성 BN 클래스의 부모 노드 NPT

Ranked 노드는 본 보고서의 BN 모델링을 위해 사용한 도구(AgenaRisk)에서

미리 설정된 노드의 타입 중 하나로 노드를 구성하는 상태 값이 0~1사의 값을

가지며 상태의 순서대로 값이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한편, 이들 특성 BN에 속한 개별 속성(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등) 노드도 동

일하게 5개의 상태(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를 가진 ranked

노드로 작성되었으며 NPT는 정규분포 구조인데 부모 노드의 값을 평균으로 하

고 분산 값을 가진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BN 도구인 AgenaRisk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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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분포 사용하였다. NPT를 테이블 구조로 하지 않

고 정규분포 구조로 사용한 이유는 노드에 입력되는 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산

값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의 부모 노드(공정 특성, 기능 특성, 검사 특성)에 속하는 자식 노

드(속성)들은 모두 동일한 NPT 구조와 값을 가지는데, 이는 어떤 개별 속성 노

드가 다른 속성 노드에 비해 부모 노드(특성 노드)와의 관련성이 더 강할 수도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또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

* 본 보고서의 BN 모델링을 위해 면담을 했던 한 V&V 전문가는 어떤 개별

속성 노드에 속한 체크리스트의 개수가 그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능 특성에 속한 개별 속성인

“정확도”에 속한 체크리스트가 5개이고, “타이밍”에 속한 체크리스트 개수가 18

개이면 속성 “타이밍”이 속성 “정확도”에 비해 부모 노드인 기능 특성과의 연결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견은 당초 개별 속성의 평가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만들 때 그 속성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체크리스트의 개수를 정하지 않

았으며 또한 개별 속성이 가지는 체크리스트 개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최

소 1개~ 최대 130개) 또 개수의 차이에 따른 중요도의 비례 관계가 일관성이 없

는 것으로 보여 본 보고서의 BN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 결함 추정 BN 클래스를 구성하는 노드의 NPT

여기에는 직전 개발단계 BN의 최종 목표 노드 값을 전달받는 “Defects from

previous phase" 노드와 3개의 특성 BN 클래스로부터 값을 전달받는 노드인

"Process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 "Fun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 그리고

현재 개발 단계의 결함 개수를 추정(계산)하기 위한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노드,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그리고 현

단계의 최종 결과물(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의 개수를 나타내는 최종 목표 노

드인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노드가 있다(그림 12 참조).

o “Defects from previous phase" 노드는 전 단계의 마지막 개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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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의 수를 나타내는 노드(변수)로서 값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NPT 구조는 정규분포 형태를 취하지만 개발 첫 번째 단계인 요

구명세 단계에서만 분산 값이 적용이 되고 그 이후 개발단계인 설계단계부터는

전 단계의 값을 전달 받아서 사용하므로 이때는 일반적인 테이블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적용된다. 결함 추정 BN 클래스의 최종 목표 노드인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노드로부터 값을 전달 받으므로 그와 동일한 노드 타입(integer

type)과 상태 개수(30개)를 가진다. 이 노드의 분산 값이 클수록 요구명세 단계에

서 계산되는 시스템 명세의 결함 개수가 커지고 이것이 그 후의 개발 단계별 최

종 결함 개수에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값을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o "Process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와 "Fun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 그리고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는 앞서 기술한대로 노드 타입은 ranked이며 5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노드로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특성 BN 클래스에서 정의된

NPT 구조를 가진다.

o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정규분포 구조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노드 값의 불확실성을 분산 값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처리하

기 위해서다. 그리고 정규분포의 평균을 설정할 때 개발 단계에서 최대한 도입될

수 있는 결함의 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견해 또는 개발 단계 별 소

프트웨어 이상상태 보고서(ANR)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설

정된 최대로 도입 가능한 결함의 개수는 공정 특성과 기능 특성의 평가 값에 비

례하여 계산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아래의 공식에 따라 특성의 평가 결과에 비

례한 삽입 가능한 결함 개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 (1 - process characteristic 값) * 최대

도입 가능 결함 개수 + (1 - function characteristic 값) * 최대 도입 가능 결함

개수

Process characteristic 값과 function characteristic 값을 1에서 뺀 이유

는 이들 값의 최대치가 1이며 그 값이 커질수록 결함의 도입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분산 값의 크기는 이 노드에서 계산되는 결함 수의 크기에 영향

을 미치므로 이를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또는 관련 경험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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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binomial 분포로 설정하였다. 어떤 개발 단계에서 도입된 결함을 찾아낼 가능성

은 그 단계의 검사 활동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number of

trials는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의 값(해당 개발단계에서 도입된 결

함 개수)으로 하고, probability of success는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검사 활동의 수준에 따른 결함을

찾아낼 가능성의 비율이 0.9라고 가정하면 probability of success의 값은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 0.9가 된다.

o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현재 개발 단계에서 도입된 결함의 개수)

에서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검사에 의해

제거된 결함의 개수)을 빼는 형태이며, 현재의 개발 단계에서 도입된 결함 중에

서 검사 활동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결함의 수를 나타낸다.

o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직전 개발 단계의 결과물에 내재된 결함 중에서 이번 개발단계의 검사

활동으로 인해 제거된 결함의 개수를 계산하는 형태이며 binomial 분포로 설정되

었는데 앞서 설명한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와 동일한 이유다. Number of trials는 "defects from previous phase"의 값

이고, probability of success는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

값이 된다. 예를 들어, Inspection의 수준에 따른 직전 단계의 결함을 찾아낼 가

능성이 0.5라면 probability of success의 값은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 0.5가 된다.

o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현재 개발단계의 inspection 활동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직전 개발 단계의 결

과물에 내재된 결함의 개수를 계산하는 형태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Defects from

previous phase" -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o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과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을 합친 것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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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o "Operation environment" 노드는 5단계로 나누어진 ranked 노드이며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 값은 최종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결함이 고장으로 유

도되는 정도를 결정한다. 즉 이 값이 커지면 내재된 결함이 고장으로 전파될 가

능성은 높아진다.

o "Failure per year" 노드의 NPT는 binomial로 규정하였고 number of

trial 값은 ”defects inserted in documentation"의 값이며, probability of success

의 값은 “operation environment" 노드의 값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결함의 개수와 그 소프트웨어의 운전 환경(소프트웨어의 입력 값)이 고장의 빈도

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NPT를 설정하였다. 다만, 이 노드와 부모 노

드 사이의 정량적 관계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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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Case Study: KNICS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 BN

3장에서 기술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BN 방법론을 KNICS RPS SW의 신

뢰도 평가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BN의 그래프와 NPT는 KNICS

V&V 계획서와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V&V 전문가와 협의하여 작성하였

으며, BN의 입력 자료는 KNICS V&V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정해진 기

준에 따라 정량화하였다.

1절. KNICS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소프트웨어 개요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Korea Nuclear I&C

System(KNICS) 과제로 개발한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이 KNICS RPS는 국내 차세대 원전과 기존 원

전의 아나로그 기반 RPS를 업그레이드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구조는 그

림 16과 같다. KNICS RPS에서는 신호비교와 투표 로직과 같은 트립(trip) 기능

이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는 원전의 안전과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대부분의 RPS 소프트웨어는 안전 필수 등급

(safety_critical) 또는 안전 관련 등급(safety_related)으로 분류되어 있다. KNICS

과제에서는 이들 소프트웨어를 엄격한 절차 [12, 13]에 준하여 개발하였고 또한

독립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14].

KNICS RPS는 4개의 채널이 있는데 이들은 전기적, 물리적으로 독립된 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시중인 프로세스가 미리 설정된 셋 포인트 (set point)에 도달

하면 자동적으로 원자로 트립과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신호를 발

생시킨다. 또한 온라인 자동주기시험 기능을 통해 시스템의 운전성 (operability)

을 결정한다.

RPS의 각 채널은 비교논리 프로세서 (bistable processor), 동시논리 프로세서

(coincidence processor), 자동주기시험 및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automated

testing and interface processor), 그리고 캐비넷 운전원 모듈 (cabinet operator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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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논리 프로세서는 측정된 공정변수와 미리 설정된 트립 셋 포인트를 비교

하여 트립 상태를 결정한다. KNICS RPS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채널에 2개의

비교논리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 각 비교논리 프로세서는 공정변수에 서로 역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비교논리 프로세서 안에 있는 트립 로직은

다른 여분의 비교논리 프로세서와 역순으로 수행되어 다양성(diversity)을 확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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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KNICS RPS 구조 (For a single channel case)

동시논리 프로세서는 2/4 투표 로직에 의해 트립 신호를 생성하는데 하나의

채널이 바이패스 될 경우에는 2/3 투표 로직에 의해 트립 신호가 결정된다. 각

채널에는 비교논리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2개의 동시논리 프로세서가 있다.

자동주기시험 및 인터페이스 프로세서는 각 채널에 1개씩 있는데 수동시험을

위한 시험 신소를 생성하고 수동 개시된 자동시험을 수행한다. 이 프로세서는 또

한 원자로보호계통의 상태 감시, 경고, 건전성 시험 등을 통하여 비교논리 프로

세서와 동시논리 프로세서의 운전 상태를 확인한다. 자동주기시험 및 인터페이스

프로세서는 다른 채널의 자동주기시험 및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및 engineered

safety features component control system과 연결되어 있다. 캐비넷 운전원 모듈

은 전체 RPS 장비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부분과 채널 바이패스,

회로 리셋 초기화와 같은 보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부분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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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국내 규제 지침에 따라 안전필수, 안전

관련, 그리고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비교논리 프로세서와 동시논리 프로세

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등급에 속하며 자동주기시험 및 인터페이스 프

로세서와 캐비넷 운전원 모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관련 등급에 속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의 목적은 원자력 규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다. 이런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 단

계에 걸친 V&V 업무(tasks)는 그림-17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구명세

단계와 설계단계에서의 V&V 활동은 인허가 적합성 검토, Fagan inspection, 정

형 검증 (formal verification),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을 포함한다.

그림 44 KNICS V&V 개념도

인허가 적합성 검토의 목적은 규제 지침과 법령 및 각종 표준에서 명시한 승

인 기준 (acceptance criteria)를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만족하고 있는 지 조사하는

것이다. KNICS 프로젝트에서 채용한 V&V에서는 승인 기준을 BPT-HICB-14에

근거하고 있다. 승인 기준의 특성은 그림-18과 같이 기능 특성 (functional

characteristics)과 공정 특성 (process characteristics)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

특성에는 정확도 (accuracy), 기능성 (functionality), 안전성 (safety), 보안성

(security), 강인성 (robustness), 신뢰도 (reliability), and 타이밍 (timing)이 있으

며, 공정 특성에는 완전성 (completeness), 일관성 (consistence),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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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ness), 스타일 (style), 추적성 (traceability), 명확성 (un-ambiguity), 그리

고 확인성 (verifiability)이 있다.

그림 45 Acceptance Criteria for Licensing Suitability Evaluation

KNICS의 독립 V&V 팀은 이들 특성의 평가를 위하 잘 정의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인허가 적합성은 이들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

었다.

2절. RPS BP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용 BN

1. 그래프 작성

KNICS RPS 소프트웨어(BP, CP, ATIP, CPM)의 신뢰도 평가용 BN 그래프

는 KNICS에서 수행한 V&V(V&V 보고서 및 수행 전문가 의견)를 기준으로 하

여 구성하였다. BP, CP, ATIP, CPM 4개 소프트웨어의 V&V보고서 및 수행 활

동이 유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BN그래프도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었다.

먼저 각 개발 단계별 특성 BN 그래프와 결함 추정 BN 그래프를 3장에서 기

술된 특성 BN 클래스를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이들을 결합하여 개발 단계 BN을

작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개발 단계 BN을 연결하여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SDLC) BN을 완성하였다.

o 특성 BN 그래프 작성

KNICS RPS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특성 BN 그래프는 3장에서 기

술된 모듈화된 특성 BN 클래스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은 이렇게 작성된 BP 소프트웨어 요구명세 단계의 공정 특성, 기능 특성, 그리

고 검사 특성 BN 그래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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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BP 요구명세 단계의 공정 특성 BN 그래프

그림 47 BP 요구명세 단계의 기능 특성 BN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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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BP 요구명세 단계의 검사 특성 BN 그래프

o 결함 추정 BN 그래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구성하는 각 개발 단계별 결함 추정 BN 그래프도 특

성 BN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3장에서 기술된 결함 추정 BN 클래스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리고 그림 26은 각각 요구명

세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통합단계, 그리고 검증단계의 결함 추정 BN 그래프

를 나타낸다. 각 단계의 결함 추정 BN은 자신의 단계에 속하는 특성 BN인 공정

특성 BN, 기능 특성 BN, 그리고 검사 특성 BN의 최종 목표 노드로부터 계산

결과를 받아 해당 단계의 결함 개수를 추정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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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BP 요구명세 단계의 결함추정 BN 그래프

그림 50 BP 설계 단계의 결함추정 BN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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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BP 구현 단계의 결함추정 BN 그래프

그림 52 BP 통합 단계의 결함추정 BN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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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BP 검증 단계의 결함추정 BN 그래프

o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용 개발 생명주기 BN 그래프

위에서 만들어진 개발 각 단계의 특성 BN 그래프와 결함 추정 BN 그래프를

개발 단계의 순서대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개발 생명주기 BN 그래프를 작성하

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된 KNICS RPS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용 BN 그래프

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의 아래쪽에 위치한 보라색 사각형 모듈은 각 개발

단계(요구명세단계부터 검증단계까지 5단계)를 나타내며, 그림 위쪽에 있는 흰색

과 녹색으로 구성된 작은 사각형들은 특성 BN으로 각 개발단계의 결함 추정

BN에 V&V 결과 값을 제공한다. 설계단계의 경우에는, KNICS V&V에서 구조

설계와 상세설계의 2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구조설계와

상세설계 각각에 대하여 기능 특성 BN과 공정 특성 BN이 연결되어 있다. 개발

최종 단계인 검증 단계에서는 V&V 절차상 공정 특성 및 기능 특성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검사 특성에 해당하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inspection

in validation phase" 특성 BN만 연결되어 있다.

그림 54 RPS BP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용 생명주기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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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화 - NPT 작성

KNICS RPS 소프트웨어(BP, CP, ATIP, COM)의 신뢰도 평가용 BN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NPT 작성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은

KNICS RPS의 V&V 경험과 자료를 기반으로 V&V 전문가와 BN 모델 구축 전

문가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o SW 요구명세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 문서(설계명세서)의 결함 수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 문서(설계명세서)의 NPT

는 평균값을 0으로 하고 분산 값을 가지는 정규분포 노드로 작성하였다. 즉 소프

트웨어 개발 작업은 결함이 없는 시스템 명세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지만 그 불확

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분산 값을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BN 도구인

AgenaRisk에서는 정규분포 대신 Truncated Normal 분포를 사용).

o 소프트웨어 종류 별 각 개발단계에 도입 가능한 결함 수 범위 설정

먼저 RPS 소프트웨어 4개 (BP, CP, ATIP, COM)를 복잡도와 로직의 난이도

를 고려하여 [BP, CP]를 한 그룹으로 하고 [ATIP, COM]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소프트웨어의 4개 개발 단계(요구명세 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통합 단계)에서 도입될 수 있는 결함의 수 범위는 KNICS V&V 전문

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룹별로 각 단계가 동일하다고 설정하였다.

개발단계 별로 도입 가능한 SW 결함 수의 범위는 전문가의 경험에 의한 추정

과 소프트웨어 이상상태 보고서(ANR)를 참고로 결정하였다.

표 8은 V&V 보고서 상에서 나타난 개발 단계별 RPS 소프트웨어의 이상상태

보고서 (ANR) 개수와 이를 근거로 추정한 결함 개수를 나타낸다. 소프트웨어 이

상상태 보고서의 개수로부터 해당 개발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의 수 추정은

V&V 전문가가 개별 ANR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해서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상)은 소프트웨어 결함 1개, (중)은 0.5개, (하)는 0으로 평가하여 개발단계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41 -

SW 개발단계

ANR

수

(상)

ANR

(중)

ANR

(하)

ANR

건수 합계

추정 결함

수

BP

요구명세단계 2 2 2 6 3
설계명세단계 7 7 2 16 10.5

구현단계 1 1 1 3 1.5
BP 소계 10 10 5 25 15

CP

요구명세단계 4 2 1 7 5

설계명세단계 5 3 2 10 6.5
구현단계 2 1 0 3 2.5
CP 소계 11 6 3 20 14

ATIP

요구명세단계 1 1 0 2 1.5
설계명세단계 2 3 0 5 3.5

구현단계 1 0 0 1 1

ATIP 소계 4 4 0 8 6

COM

요구명세단계 1 0 0 1 1
설계명세단계 1 1 0 2 1.5

구현단계 0 0 0 0 0
COM 소계 2 1 0 3 2.5

BP/CP/

ATIP/COM
통합 단계 2 2 0 4 3

BP/CP/

ATIP/COM

검증 단계

(계통시험)
2 1 1 4 2.5

표 3 KNICS_RPS_SW ANR 건수 및 추정 결함 수

이렇게 추산된 결함 수를 기본으로 하여, [BP, CP]의 개발 단계 최대 도입 가

능 결함의 개수는 표 8에서 나타난 동 그룹의 평가된 추정 결함 개수 중에서 최

대치(BP 설계명세 단계의 10.5)의 1.5배(10.5 *1.5 = 15.75)로 정하였고, (ATIP,

COM)은 동 그룹의 평가된 결함 개수 중에서 최대치 (ATIP 설계명세 단계의

3.5)를 선정하여 이의 1.5배(3.5 * 1.5 = 5.25)로 정하였다.

최대 결함 도입가능 개수와 관련된 노드의 NPT의 값을 결정할 때 ANR로 추

정된 최대치의 1.5배로 한 것과, 각 개발 단계에 동일하게 이 최대치를 부여한

것은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었으며, 또한 ANR과는 별도로

경험적으로 개발 단계별 최대 결함 가능 개수를 추정한 전문가의 의견(BP/CP의

경우에는, 개발 단계 별로 동일하게 0 ~ 15개, ATIP/COM의 경우에는 BP/CP의

1/3 수준)과 가장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결함 개수를 V&V의 공정 특성과 기능 특성에

균등하게 배분하였는데, 이는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두 특성에 동일하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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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설계단계의 경우에는, 구조 설계 단계와 상세 설계 단

계의 2단계에 걸쳐 V&V 평가가 2중으로 수행되었는데,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전체 도입 가능한 결함 개수를 구조 설계 단계에 1/5, 상세 설계 단계에 4/5를

배분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RPS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도입 가

능한 결함의 개수 범위는 표 3과 같다.

BP CP ATIP COM

결함 개수 범위 0~15 0~15 0~5 0~5

표 4 RPS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결함의 개수 범위

o 개발단계의 결함 도입 가능 개수에 대한 불확실성 처리

표 3에서 결정된 개발 단계 별 결함 도입 가능 개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명시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이 되는 노드의 NPT의 구조는 정규분포로 설정하

였고 여기에 분산 값을 사용하여 값의 불확실성 정도를 정하였다(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BN 도구인 AgenaRisk에서는 NPT에 정규분포를 사용할 때 표준편차 대

신 분산 값을 지정하게 되어있음). BP, CP의 경우에는 최대 도입 가능 개수인

15개의 1/2 값인 7.5를 표준편차로 하여 분산은 “(7.5)2 = 56”로 하였고, ATIP과

COM은 최대 도입 가능 개수인 5개의 1/2 값인 2.5를 표준편차로 하여 분산은

“(2.52) = 6.25“로 정하였다. 표준편차를 최대 도입 가능 결함 수의 1/2로 정한 것

은 불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

는 아직 문헌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로 AgenaRisk를 사용한 소프트웨

어 품질 평가 모델에서는 해당 노드의 최대값의 30%를 표준편차로 사용한 예가

보이고 있다(ref: www.AgenaRisk.com)

* 개발 단계 별 결함 도입 가능 개수에 대하여 한 V&V 전문가의 의견은 요

구명세단계와 설계단계보다 구현단계와 통합단계에서 결함이 도입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아나로그 기반 RPS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디지털 기반 RPS(소프트웨어가 디자인에 해당)로 변환하는 일이기 때문

에 요구명세단계와 설계단계에는 이미 입증된 설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 가

능성이 적고 이를 본격적으로 computerize하게 되는 구현단계와 통합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견은 KNICS RPS의 설계가 기존

아나로그 기반 시스템과는 많이 다르고 또한 각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이상상

태 보고서 등의 V&V 자료에서 나타난 증거와의 관련성이 약하여 본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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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모델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o 각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에 삽입되는 결함의 개수와 V&V의 공정/기능 특

성과의 관계

각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에 삽입되는 결함의 개수는 V&V의 공정 특성 (BN

의 노드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과 기능 특성 (BN의 노드 “

fun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의 평가 값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

어 BP의 경우, 기능특성의 평가 값이 0.8로 나오면 이 경우 소프트웨어에 도입된

결함의 개수는,

* 기능특성에 따른 최대 결함 수 (7.5) x 기능특성에 대한 V&V 평가 값

(1-0.8) = 1.5개가 이때의 결함 삽입 개수가 된다. 여기서 (1-0.8)로 계산한 것은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BN도구인 AgenaRisk에서 해당 노드가 ranked node로 정

의되어 있고 이 ranked node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rank의 값이 클수록(Very

high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깝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o 검사(inspection) 특성에 따른 결함 발견 가능 개수의 설정

추적성 분석과 KNICS 상세 검증으로 구성된 검사 활동에 의하여 최대한 발견

할 수 있는 결함의 수는 binomial 분포로 설정하였으며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먼저 현재 개발 단계에서 도입된 결함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준에 따라 0~90%의

결함 발견 가능성을 부여하였고, 직전 개발 단계의 최종 결과물(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준에 따라 [0~10%, 0~50%, 0~90%] 3가지의

결함 발견 가능성 경우를 고려하였다. Number of trials는 내재된 결함의 수이며,

probability of success는 직전 개발 단계의 결함에 대해서는 (0,1, 0.5 0.9), 현 단

계에서 삽입된 결함에 대해서는 0.9로 설정되었는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전문가

의 의견을 참고로 하였다. 검사 수준에 따라 현재 단계 및 직전 개발 단계에 내

재된 결함의 발견 가능성에 대한 KNICS V&V 전문가 4명의 의견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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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발견비율\전문가 전문가-A 전문가-B 전문가-C 전문가-D
현재 단계의 결함

발견 비율
약 90% 약 90% 90% 이상 90% 이상

직전 단계의 결함

발견 비율

약 81%

(현단계비율의 90%)
10%이하

매우 적음

(10%미만)
약 90%

전문가 담당 분야 RPS V&V
PLC/OS

V&V

SW

안전성 분석

RPS/PLC

V&V

표 5 Inspection에 의한 현재/직전 개발 단계에 내재된 결함의 제거 가능성

o 공정 특성 노드, 기능 특성 노드, 검사 특성 노드 (추적성 분석과 KNICS

V&V의 상세 검증으로 구성됨) 그리고 이들 특성에 속하는 세부 속성(정확성,

일관성 등) 노드들의 NPT는 모두 5개의 상태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로 작성되었다. 이들 5개의 상태를 가진 ranked 노드는 0~1사이의 값

을 가지고 BN 모델 안에서 계산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된 각 변수들의 상세 NPT는 다음과 같다.

o 특성 BN을 구성하는 노드의 NPT

-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와 여기에 속한 개별 속성 노

드들의 NPT

이들 노드들은 모두 ranked 노드이며 5개의 상태(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ow)를 가지고 있고 0~1사이의 값을 가진다.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와 여기에 속한 자식 노드들의 연결 강도는 자식 노드인

각 개별 속성들이 부모 노드인 공정 특성 노드에 대해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가

지고 있다고 보고 NPT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BN도구

인 AgenaRisk 상에서 자식 노드들의 NPT는 부모 노드의 값을 평균으로 가지고

분산이 0.1인 truncated normal 분포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분산값 0.1은 불확실

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드의 최대값인 1.0의 약

1/3 수준인 0.33을 표준편차로 정한 결과이다.

- "Fun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와 여기에 속한 개별 속성

노드들의 NPT

위에서 기술된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 및 그에 속하는

자식 노드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NPT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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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노드와 여기에 속한 개별 속성

노드들의 NPT

위에서 기술된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 및 그에 속하는

자식 노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NPT를 설정하였다. 다만,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의 경우 자식 노드들인 개별 속성 노드(추

적성 분석,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이 다시 자식노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자

식 노드들은 (SW기능정의, 입.출력 정의, SW 행위명세, 인터페이스 기술) 4가

지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그룹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NPT는 개별 속성

노드의 값을 평균으로 하고 분산은 0.01인 정규분포를 사용하였다. 분산값이 앞

서 기술된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보다 작은 이유는 이들

값의 불확실성이 더 작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최대치 1의 10%를 표준편차로

설정).

o 결함 추정 BN을 구성하는 노드의 NPT

- “Defects from previous phase"는 전 단계의 마지막 개발 결과물에 포함된

결함의 수를 나타내는 노드(변수)로서 NPT의 구조는 30개의 상태(0~29 사이의

정수)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표현되며 평균값은 0, 분산은 BP/CP는 56,

ATIP/COM은 6인데 앞의 기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노드의 최대 값의

1/2을 표준편차로 사용한 결과이다. 이 노드는 요구명세단계에서는 NPT에서 지

정된 초기 값으로 사용되지만, 그 후의 개발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BN에서 넘어

온 값과 동일한 값으로 사용된다.

-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와 "Fun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특성 노드로서 앞서 기술한대로 ranked 노드이

며 5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아래의표와 같이 테이블

구조이다.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0.2 0.2 0.2 0.2 0.2

표 6 특성 BN 부모 노드의 NPT

-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30개의 상태 (0~29 사이

의 정수)를 가지며 정규분포 구조로 설정하였다. 각 개발 단계에서 최대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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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결함의 수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15개로 설정하였고 이를 공정 특성

과 기능 특성에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하였다. 아래의 공식에 따라 특성의 평가

값에 따라 도입 가능 결함 수가 정해진다. NPT 구조 형태인 정규 분포의 분산

은 56으로 앞서 기술한 것처럼 (도입 가능 최대 결함 개수 15 * 1/2 = 7.5)의 제

곱이며, 평균은;

BP/CP의 경우에는,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 (1 -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 7.5 + (1 - fun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 7.5

ATIP/COM의 경우에는,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 (1 - process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 2.5 + (1 - function characteristic of current phase) * 2.5

설계 단계의 경우에는 BP/CP의 경우에는 최도 도입 결함 개수 15개를 구조

설계와 상세 설계에 각각 개발단계 전체 최대 가능 개수의 1/5과 4/5인 3개, 12

개로 분배하였고, ATIP/COM의 경우에는 각각 개발단계 전체 최대 가능 개수의

1/5과 4/5인 1개, 4개로 배분하였다.

-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추적성 분석과

KNICS의 상세검증 특성이 합쳐진 노드로서 5개의 상태를 가진 ranked 노드이며

0~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감시 특성 BN 클래스의 노드와 동일한 NPT 구조를 가

진다.

-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binomial

분포이며 number of trial은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이며 probability

of success는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 0.9다.

-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Defects

inserted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에서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을 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개발 단계

에서 도입된 결함 중에서 inspection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결함의 수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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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는 직전

개발 단계의 결과물에 내재된 결함 중에서 현재 개발단계의 inspection으로 인해

제거된 결함의 개수를 표시하기 위한 구조이며 30개의 상태(0~29 사이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 NPT는 binomial 분포이며 number of trial은 “defects from

previous phase"이며 probability of success는 "Inspection characteristic in

current phase" * [0.1, 0.5, 0.9]의 3가지 경우로 작성하였다.

-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현재

개발단계의 검사 활동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직전 개발 단계의 결과물에 내재

된 결함의 개수를 나타내는 형식이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Defects from

previous phase" - "Previous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노드의 NPT는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과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노드의 값을 합치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 ”Final defects in current phase" =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Previous defects after inspection in current phase"

- "Operation environment" 노드는 5단계로 나누어진 ranked 노드이며 0~1 사

이의 값을 가진다. 이 값은 최종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결함을 어느 정도의 가능

성으로 고장으로 유도하는 지를 결정한다. 즉 이 값이 커지면 내재된 결함이 고

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 "Failure per year" 노드의 NPT는 binomial로 규정하였고 number of trial

값은 ”defects inserted in validation phase"의 값이며, probability of success의

값은 “operation environment" 노드의 값이다.

AgenaRisk 도구에서 구현된 KNICS RPS SW BP/CP의 신뢰도 평가용 BN

각 변수의 상세 NPT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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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 type NPT

Defects in

System Req

Spec

defects_systemRQ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Process

characteristic of

RQ

CPL_RQ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 of

RQ

DCL_RQ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RQ
RQdefects_sum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RQ)*7.5 +

(1-DCL_RQ)*7.5

Variance: 56, Bound: 0~30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RQ

inspection_RQ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RQ
RQ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RQdefects_sum,

success= inspection_RQ*0.9

Defects after

inspectionRQ
RQ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RQdefects_sum -

defects_corr_inspection)

sys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RQ

sysdefects_corr_inspetc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systemRQ,

success=

inspection_RQ*0.1/0.5/0.9

sysDefects after

inspectionRQ

sysdefects_after_inspectio

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systemRQ -

sysdefects_corr_inspecion)

Final defects in

requirement

phase

finall_defects_RQ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sysdefects_after_inspecionRQ

+RQdefects_after_inspection

표 7 요구명세 단계의 BN node NPT (BP/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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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 type NPT

Defects in RQ defects_RQ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Process

characteristic of

SD

CPL_S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 of

SD

DCL_S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Process

characteristic

of DD

CPL_D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 of

DD

DCL_D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SD
defects_SD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SD)*1.5 +

(1-DCL_SD)*1.5

Variance: 2, Bound: 0~10

Defects inserted

in DD
defects_DD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 (1-CPL_DD)*6 +

(1-DCL_DD)*6

Variance: 36, Bound: 0~20

Defects inserted

in DSN
DSNdefects_sum

Integer

Interval:0~30
defects_SD + defects_DD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DSN

inspection_DSN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DSN

DSN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50

Binomial:

trials = DSNdefects_sum,

success =

inspection_DSN*0.9

Defects after

inspectionDSN
DSN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SNdefects_sum -

defects_corr_inspection)

RQ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DSN

RQ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RQ,

success=inspection_RQ*0.5

RQdefects after

inspectionDSN
RQ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RQ -

defects_corr_inspecion)

Final defects in

design phase

finall_defects_DSN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RQdefects_after_inspecion

+

DSNdefects_after_inspection

표 8 설계 단계의 BN node NPT (BP/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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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 type NPT/초기값

Defects in DSN defects_DSN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Process

characteristic of

IMP

CPL_IMP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 of

IMP

DCL_IMP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IMPphase
IMPdefects_sum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1-CPL_IMP)*7.5+(1-

DCL_IMP)*7.5

Variance: 56, Bound: 0~30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IMP

inspection_IMP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MP

IMP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IMPdefects_sum,

success=inspection_IMP*0.9

Defects after

inspectionIMP
IMP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ocu_IMP -

defects_after_inspection)

DSN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MP

DSN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DSN,

success= inspection_req*0.5

DSNdefects after

inspectionIMP
DSN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SN -

DSNdefects_after_inspecion)

Final defects in

implementation

phase

finall_defects_IMP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IMPdefects_ater_inspecion

+

DSNdefects_after_inspection

표 9 구현 단계의 BN node NPT (BP/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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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 type NPT/초기값

Defects in IMP defects_IMP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Process

characteristic of

INT

CPL_INT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unction

characteristic of

INT

DCL_INT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inserted
in INT

INTdefects_sum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1-CPL_INT)*7.5+

(1-DCL_INT)*7.5
Variance: 56, Bound: 0~30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INT

inspection_INT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NT

INT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INTdefects_sum,

success= inspection_INT*0.9

Defects after
inspectionINT

INT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docu_INT -

defects_after_inspection)

IMP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INT
IMP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IMP,

success= inspection_INP*0.5

IMPdefects after
inspectionINT

IMPdefects_afte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IMP -

IMPdefects_after_inspecion)

Final defects in
integration phase

finall_defects_INT
(output node)

Integer
Interval:0~30

INTdefects_ater_inspecion
+

IMPdefects_after_inspection

표 10 통합 단계의 BN node NPT (BP/CP)

Node name Node identifier Node type NPT/초기값

Defects in INT defects_INT
Integer

Interval:0~30

TNormal,
Mean:0, Variance:56,

Bound: 0~30

Inspection
characteristic of

VLD

Inspection_VLD
(input_node)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Defects
corrected by

inspectionVLD
VLDdefects_corr_inspection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 = defects_INT,

success=inspection_VLD*0.9

Defects after
Validation Final_defects_after_VLD

Integer
Interval:0~30

max(0, defects_INT -
VLDdefects_corr_inspection)

Operation
Environment

op_env
Ranked:
5 state

Very Low:0.2, Low:0.2,
Medium:0.2, High:0.2, Very

High:0.2

Failure per
Year

failure_per_year Integer
Interval:0~30

Binomial:
trials=Final_defects_after_V

LD, success = op_env

표 11 Validation(계통시험) 단계의 BN node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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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P/COM의 NPT는 위의 표에서 나타난 BP/CP와 구조가 동일하고

"defects from previous phase" 노드의 분산 값 (BP/CP에서 사용된 56대신 6으

로 설정)과 단계별 최대 도입 결함 개수( BP/CP에서 사용된 15개 대신 5개로 설

정)만 다르다.

3. 입력 데이터 작성

신뢰도 계산을 위한 입력 값은 KNICS RPS SW(BP)의 V&V 보고서에 나타

난 내용을 전문가가 정량화하였다. 각 개별 특성 값의 정량화 방법은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한 V&V 체크리스트 수와 그 평가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어떤 특

성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가 완전하면 1점을 부여하고 미비하면 0.5점 그리고 불

완전하면 0점을 부여한 후 이들 체크리스트의 합산 값을 체크리스트 개수로 나

눈 값을 해당 특성의 평가 값으로 사용하였다. 본 BN 모델의 특성 입력 노드는

5단계의 ranked 노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된 아래의 표에 따라 변환하여

모델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각 특성 별 입력 값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특성 평가 값 특성 노드의 상태 값
1 ~ 0.95 이상 Very High
0.95 미만 ~ 0.90 이상 High
0.90 미만 ~ 0.85 이상 Medium

0.85 미만 ~ 0.80 이상 Low
0.80 미만 ~ Very Low

표 12 특성 값 설정 기준

사례연구의 대상인 KNICS RPS 소프트웨어가 본 사례 연구 시점에서는 최종

완성품이 아닌 개발 중간 단계(KNICS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델 중에서

나선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차 사이클 완료 시점)였고 또한 인허가가 관

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보안과 관련하여 본 사례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중

일부는 실제 V&V 평가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BN 모델의 계산 결과는 현재의 RPS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은 아니다.

4. 계산 및 분석

이와 같은 입력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요구명세단계의 기능 특성 BN의 계산

결과, 공정 특성 BN의 계산 결과, 검사 특성 BN의 계산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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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RPS-BP 소프트웨어 요구명세 단계의 공정

특성 계산 결과

그림 56 RPS-BP 소프트웨어 요구명세 단계의 기능

특성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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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RPS-BP 소프트웨어 요구명세 단계의 검사 특성 계산 결과

그림 31부터 그림 35까지는 RPS BP 소프트웨어의 각 개발 단계별 BN 계산

결과(결함 수 추정)를 보여주고 있다. 개발 단계 별로 전단계의 결함 수, 개발 단

계에서 도입된 결함의 수, 그리고 검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거된 결함의 수

와 이를 토대로 해당 개발 단계의 최종 결함 수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각

단계의 최종 결함의 수는 공정 특성과 기능 특성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된 결함의

수에서 검사 특성의 평가에 따라 제거된 결함의 수를 뺀 나머지가 되며 노드

“final defect in current phase"에서 나타나는데, 아래의 그림에서는 current

phase 대신에 각 단계의 이름이 나타나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서 작성

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 요구명세서의 결함의 수는 평균값을 0으로 하는 정규분

포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이는 다른 수치(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결함 분포

등)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31의 "defects in System Req Spec" 노드의 수치

는 요구명세 단계의 공정 특성, 기능 특성, 검사 특성 값을 입력으로 한 BN의

계산이 끝난 사후 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55 -

그림 58 RPS-BP 소프트웨어 요구명세 단계의 결함 추정 계산 결과

그림 59 RPS-BP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의 결함 추정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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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RPS-BP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의 결함 추정 계산 결과

그림 61 RPS-BP 소프트웨어 통합 단계의 결함 추정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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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RPS-BP Validation 단계의 결함 추정 계산 결과 및 신뢰도

그림 35의 BN에서 우측 아래쪽에 나타난 변수 “Failure per year”는 노드

final defects in validation phase (최종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와 노드 operation

environment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결함을 고장으로 야기하는 운전 환경)를 부

모 노드로 하는 조건부 확률로 NPT가 만들어져 있으나(앞서 기술된 해당 노드

의 NPT 설명 참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동 소프트웨어의 실제 운전 자료의 부족, 국내외적으로 유사 안전 소프트웨어의

고장에 대한 자료 부족, 전문가들의 의견 불일치 등) 이 부분은 BN으로 계산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임의의 수로 처리하였고, 따라서 본 그래프의 수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표 11, 표 12, 표 13은 검사특성에 따른 직전 개발 단계의 결함 검출 가능성을

각각 10%, 50%, 90%로 설정했을 때 RPS 소프트웨어에 대한 BN의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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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CP ATIP COM

BN ANR BN ANR BN ANR BN ANR

요구명세단계 6.38 6/3 6.47 7/5 1.77 2/1.5 1.71 1/1

설계단계 7.97 16/10.5 7.57 10/6.5 2.0 5/3.5 2.02 2/1.5

구현단계 9.80 3/1.5 9.15 3/2.5 2.46 1/1 2.77 0/0

통합단계 10.99 * 10.39 * 2.82 * 3.11 *

검증단계 3.14 * 2.97 * 0.81 * 0.80 *

표 13 RPS SW 별 BN 계산 결과: 결함 수 (직전 개발단계의 결함 발견율: 10%)

BP CP ATIP COM

BN ANR BN ANR BN ANR BN ANR

요구명세단계 4.45 6/3 4.59 7/5 1.26 2/1.5 1.19 1/1

설계단계 4.85 16/10.5 4.38 10/6.5 1.12 5/3.5 1.16 2/1.5

구현단계 5.49 3/1.5 4.88 3/2.5 1.31 1/1 1.67 0/0

통합단계 5.27 * 4.90 * 1.34 * 1.56 *

검증단계 1.51 * 1.40 * 0.38 * 0.40 *

표 14 RPS SW 별 BN 계산 결과: 결함 수 (직전 개발단계의 결함 발견율: 50%)

BP CP ATIP COM

BN ANR BN ANR BN ANR BN ANR

요구명세단계 1.54 6/3 1.66 7/5 0.75 2/1.5 0.67 1/1

설계단계 1.02 16/10.5 0.86 10/6.5 0.60 5/3.5 0.63 2/1.5

구현단계 1.04 3/1.5 0.89 3/2.5 0.79 1/1 1.15 0/0

통합단계 0.85 * 0.81 * 0.78 * 0.88 *

검증단계 0.24 * 0.23 * 0.22 * 0.23 *

표 15 RPS SW 별 BN 계산 결과: 결함 수 (직전 개발단계의 결함 발견율: 90%)

(주) * 통합단계와 검증단계에서 생성된 ANR은 BP/CP/ATIP/COM 소프트웨

어 각각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들 SW가 통합된 RPS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 합

쳐져 있고 이를 개별 소프트웨어에 분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

았음.

표 16은 개발 최종 단계인 검증단계(계통시험)에서의 ANR 개수, ANR 평가

값(상, 중, 하에 따른 가중치 계산 값), ANR에 근거한 최대 결함 가능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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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단계에서 RPS에 대한

ANR

개수/평가치/최대결함추정개수

BN으로 계산한 SW 결함 수

RPS

전체

직전개발단계

결함발견율
BP CP ATIP COM

4/2.5/3.75
0.92 0.9 0.24 0.23 0.22 0.23
3.69 0.5 1.51 1.40 0.38 0.40
7.72 0.1 3.14 2.97 0.81 0.80

표 16 검증 단계의 ANR과 BN 모델 계산에 의한 추정 결함 개수

(ANR 평가값 * 1.5), 그리고 검사특성에 따른 직전 개발단계의 결함 검출 가능

성을 각각 10%. 50%, 90%로 했을 경우의 BN 모델의 최종 계산 결과를 보여준

다. RPS에서 나타난 수치는 BP, CP, ATIP, COM의 결함 개수를 합친 수치다.

표 16의 수치를 보면 직전 개발 단계의 결함 발견 가능성이 50%로 설정되었

을 경우의 BN 계산 결과가 ANR에 근거한 결함 추정 결과와 가장 유사하게 나

온다. 이 직전 개발 단계의 결함 발견 가능성이 50%는 4명의 전문가 견해의 평

균값이다. ANR을 기준으로 한 결함 개수 추정 방식도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두

결과의 유사성이 BN 모델과 입력 자료의 검증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운

영된 소프트웨어의 경험 자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ANR이 가장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BN 모델에 의한 SW의 결함 추정 방식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BN 모델의 계산 결과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앞서 모델의 입력자료

작성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례연구의 대상인 KNICS RPS 소프트웨어가

본 사례 연구 시점에서는 최종 완성품이 아닌 개발 중간 단계(KNICS는 소프트

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델 중에서 나선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차 사이클

완료 시점)였고 또한 인허가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보안과 관련하여

본 사례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중 일부는 실제 V&V 평가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

며, 따라서 본 보고서의 BN 모델 계산 결과는 현재의 RPS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o 논의 사항

(1)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BN 모델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수 추정에 큰 영

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는;

- 시스템 명세서(SW 요구명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 자료)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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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NPT를 정규분포 구조로 할 때 평균값과 분산 값).

- 하나의 개발 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최대 결함의 개수.

- 기능 특성 및 공정 특성의 평가 결과와 개발 단계 별 도입 가능한 결

함 개수의 비례 관계 및 불확실성 정도(NPT를 정규분포 구조로 할 때 분산 값).

- 검사 특성의 수준에 비례하여 제거되는 결함의 비율: 현재 개발 단계

에서 도입된 결함에 대한 비율과 직전 개발 단계에서 넘어온 결함에 대한 비율

이다.

아직 이들 요인에 대하여 경험 자료는 물론이고 문헌상으로도 나타난 바가 없

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반영하여 BN 모델

을 작성하였는데, 추후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수는 최종적으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운전 환경이

고려되어 신뢰도로 변환되어야 하지만, 안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나 경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관계를 구현하는 BN

의 노드와 sub-net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한 실정이다.

(3) 현재의 V&V는 정량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성적 체제여서 이를 기본으로

하여 BN으로 정량화를 할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추후의 V&V에서는

이와 같은 정량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개별 속성들과 그에 속하는 체크리스트의 개수: 속성의 중요도에 따라

체크리스트도 어느 정도의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정량화는 물론이고 V&V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보인다.

- ANR의 개수가 소프트웨어의 고장 또는 결함의 개수와 어느 정도 비

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위의 체크리스트 개수와 어

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 개수가 많으면 ANR의

건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체크리스트의 개수에 비례하여 생

성되는 ANR의 개수는 결함이나 고장의 건수와 상대적으로 비례관계가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BN 뿐 아니라 다른 신뢰도 정량화 방법론에 사용되기 위

해서도 ANR의 건수와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고장 개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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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결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정량화 방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고자 V&V를 기

반으로 하고 최신의 BN 기술을 적용하여 원전 보호계통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

뢰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하였다.

신뢰도 평가를 할 때 모델을 바닥부터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기존의 BN 연구

를 개선하기 위하여 OO-BN과 DBN 기술이 구현된 BN 도구를 활용하여 모듈화

된 BN 템플릿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신뢰도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체 BN을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 소프트

웨어의 경우에는 신뢰도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파리미터가 부족하거나 없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허가에 반드시 요구되는 V&V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법론의 범용성을 높였다.

한편, BN을 활용하여 제안한 본 보고서의 안전 소프트웨어 신뢰도 정량 평가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현실에서 구현할 때는 안전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에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BN 기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BN 모델과 입력

자료가 보다 객관적이 되고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및 안전 소프

트웨어의 운영 경험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내용은 추후 안전 소프트웨어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원전 디지털 보호계통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의 신뢰도 계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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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PS SW 입력 값 및 ANR 정보

A. BP

A1. 요구명세 단계 V&V 값

A2. 설계명세 단계 V&V 값

A3. 구현 단계 V&V 값

B. CP

B1. 요구명세 단계 V&V 값

B2. 설계명세 단계 V&V 값

B3. 구현 단계 V&V 값

C. ATIP

C1. 요구명세 단계 V&V 값

C2. 설계명세 단계 V&V 값

C3. 구현 단계 V&V 값

D. COM

D1. 요구명세 단계 V&V 값

D2. 설계명세 단계 V&V 값

D3. 구현 단계 V&V 값

E. 통합 단계 V&V 값

F. 계통시험 단계 V&V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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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변수 입력값 계산 방법

(1) 각 체크리스트(또는 소스코드 라인, 프로그램 모듈, 프로그램) 항목을 완

전(1점)/미비(0.5점)/불완전(0점)로 평가하여 C-value로 설정

(2) BN 변수의 입력 값(BN_in_vlaue) = C-value / 전체 체크리스트 개수

(C-num)

A1. RPS_BP_요구명세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KNICS-RPS-SVR121-01, Rev. 02, 2008.4.12)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평가 값

(1)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4.5 5 0.9
기능성 13 13 1
신뢰성 5 5 1
강인성 4 4 1
안전성 9 9 1

보안성 5.5 6 0.92
타이밍 17.5 18 0.97

(2)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53.5 55 0.97
일관성 9 10 0.9
정확성 11 11 1
스타일 7 8 0.875

추적성 4 4 1
명확성 1 2 0.5
확인성 5 5 1

다. 추적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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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설계 사양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119.5 120 0.995

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129 130 0.992
시험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60 60 1
BP SRS으로부터 역방향 추적성추적성 102 102 1

라. SW 요구사항 상세 검증

(1) 정확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6.5 7 0.928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0 10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2) 일관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2.5 3 0.833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5 3 0.833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 1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3) 완전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16 16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8.5 19 0.974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22 22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6 6 1

* ANR(소프트웨어 이상상태 보고서) 6개

- 상: 2개, 중: 2개, 하: 2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2*1 +0.5*2 = 3개

A2. RPS_BP_설계단계



- 67 -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KNICS-RPS-SVR131-01, Rev. 02, 2008.4.18)

나.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1) SW 구조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신뢰성 13 13 1
안전성 14 14 1
보안성 3 3 1
타이밍 7 8 0.875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5 26 0.96

일관성 6 6 1
스타일 10 10 1
추적성 6 6 1
확인성 2 2 1

(2) SW 상세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2.5 3 0.83
신뢰성 40.5 41 0.988
강인성 4 4 1
안전성 18 18 1

보안성 5 5 1
타이밍 14 15 0.93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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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3 26 0.88

일관성 11 12 0.92
정확성 11 13 0.85
스타일 23 25 0.92
추적성 6 7 0.86
확인성 2 2 1

(3) SW 상세설계 상세검증결과 평가

o 추적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순방향 추적성 109 119 0.88
역순방향 추적성 117 122 0.96

o 정확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7 7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 2 0.5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9 9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o 일관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2.5 4 0.63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0.5 1 0.5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o 완전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6 8 0.75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7.5 18 0.97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21 22 0.95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6 6 1

* ANR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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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7개, 중: 7개, 하: 2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7*1 +0.5*7 = 10.5개

A3. RPC_BP_구현단계

가. 근거문서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4 4 1

강인성 4 4 1
안전성 33.5 34 0.985
보안성 3.5 4 0.875
타이밍 2 2 1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9.5 10 0.95
일관성 7.5 9 0.83

정확성 11.5 13 0.88
스타일 5 6 0.83
추적성 5 7 0.71
확인성 10 10 1

다. 구현 추적성 분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순방향 추적성 99 100 0.99

역순방향 추적성 40 42 0.95

라. 단위 소스코드 검사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소스코드 상세검사 60 65 0.92

마. 단위 모듈 시험보고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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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단위모듈시험결과 검토 97 100 0.97

* ANR 3개

- 상: 1개, 중: 1개, 하: 1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1*1 +0.5*1 = 1.5개

B1. RPS_CP_요구명세단계

가. 근거문서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KNICS-RPS-SVR121-02, Rev. 02, 2008.4.15)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평가 값

(1)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5 5 1
기능성 12 13 0.92
신뢰성 5 5 1
강인성 4 4 1
안전성 8.5 9 0.94
보안성 5 6 0.92

타이밍 18 18 1

(2)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53 55 0.96
일관성 10 10 1
정확성 10.5 11 0.95
스타일 7 8 0.87
추적성 3 4 0.85

명확성 2 2 1
확인성 5 5 1

o 추적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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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설계 사양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100 100 1

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129.5 130 0.996
시험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60 60 1
BP SRS으로부터 역방향 추적성추적성 115 119 0.966

o SW 요구사항 상세 검증

(1) 정확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7.5 8 0.94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5 2 0.75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8 8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2) 일관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3 4 0.875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 1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3) 완전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16 17 0.94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7 18 0.94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21 21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6 6 1

* ANR 7개

- 상: 4개, 중: 2, 하: 1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4*1 +0.5*2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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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KNICS-RPS-SVR131-02, Rev. 02, 2008.4.19)

나.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1) SW 구조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신뢰성 13 13 1

안전성 14 14 1
보안성 3 3 1
타이밍 7.5 8 0.94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6 26 1
일관성 6 6 1
스타일 9.5 10 0.95

추적성 6 6 1
확인성 2 2 1

(2) SW 상세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3 3 1
신뢰성 40.5 41 0.987
강인성 4 4 1
안전성 18 18 1
보안성 4.5 5 0.9
타이밍 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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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6 26 1
일관성 12 12 1
정확성 13 13 1

스타일 24.5 25 0.98
추적성 9 9 1
확인성 2 2 1

(3) SW 상세설계 상세검증결과 평가

o 추적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

e
순방향 추적성 122.5 127 0.96
역순방향 추적성 129 131 0.98

o 정확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5.5 6 0.92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9 9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o 일관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2 4 0.5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0.5 1 0.5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o 완전성 상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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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7.5 8 0.94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8 18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21.5 22 0.98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6 6 1

* ANR 10개

- 상: 5개, 중: 3개, 하: 2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5*1 +0.5*3 = 6.5개

B3. RPS_CP_구현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증 보고서

(KNICS-RPS-SVR141-02, Rev. 02, 2008.4.23)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4 4 1

강인성 3 4 0.75
안전성 32.5 33 0.98
보안성 3.5 4 0.87
타이밍 2 1 1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10 10 1
일관성 9 9 1

정확성 12 13 0.92
스타일 6 6 1
추적성 6.5 7 0.93
확인성 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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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현 추적성 분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순방향 추적성 90 91 0.989
역순방향 추적성 26 33 0.79

라. 단위 소스코드 검사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소스코드 상세검사 27 30 0.9

마. 단위 모듈 시험보고서 평가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단위모듈시험결과 검토 93 93 1

* ANR 3개

- 상: 2개, 중: 1개, 하: 0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2*1 +0.5*1 = 2.5개

C1. RPS_ATIP_요구명세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 확인 및

검증보고서 (KNICS-RPS-SVR121-03, Rev. 02, 2008.4.15)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평가 값

(1)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5 5 1

기능성 12.5 13 0.6
신뢰성 5 5 1
강인성 4 4 1
안전성 9 9 1
보안성 5 6 0.83
타이밍 17.5 18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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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54 55 0.98
일관성 10 10 1
정확성 10.5 11 0.95

스타일 8 9 0.89
추적성 4 4 1
명확성 1.5 2 0.75
확인성 5 5 1

o 추적성 분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설계 사양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100 100 1
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130 130 1

시험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60 60 1
BP SRS으로부터 역방향 추적성추적성 89 103 0.86

o SW 요구사항 상세 검증

(1) 정확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8 8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5 2 0.75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8 8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2) 일관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4 5 0.8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3 0.67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 1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3) 완전성 상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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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17 17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5 16 0.94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9 19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9 9 1

* ANR 2개

- 상: 1개, 중: 1개, 하: 0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1*1 +0.5*1 = 1.5개

C2. RPS_ATIP_설계 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KNICS-RPS-SVR131-03, Rev. 02, 2008.4.19)

나.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1) SW 구조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신뢰성 13 13 1

안전성 14 14 1
보안성 3 3 1
타이밍 7.5 8 0.94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5 26 0.96
일관성 6 6 1
스타일 9.5 10 0.95

추적성 6 6 1
확인성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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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상세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3 3 1
신뢰성 40.5 41 0.987
강인성 4 4 1
안전성 17 18 0.94
보안성 5 5 1

타이밍 14.5 15 0.97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5.5 26 0.98
일관성 11.5 12 0.96
정확성 12.5 13 0.96
스타일 25 25 1
추적성 7 7 1

확인성 2 2 1

(3) SW 상세설계 상세검증결과 평가

o 추적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순방향 추적성 92 108 0.85
역순방향 추적성 94 106 0.89

o 정확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7.5 8 0.94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9 9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o 일관성 상세 검증



- 79 -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4 4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 1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o 완전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17.5 18 0.97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7 18 0.94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22 22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6 6 1

* ANR 5개

- 상: 2개, 중: 3개, 하: 0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2*1 +0.5*3 = 2.5개

C3. RPS_ATIP_구현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증

보고서(KNICS-RPS-SVR141-03, Rev. 02, 2008.4.24)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4 4 1

강인성 3.5 4 0.875
안전성 34 34 1
보안성 3 4 0.75
타이밍 2 2 1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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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10 10 1

일관성 9 9 1
정확성 12 13 0.92
스타일 6 6 1
추적성 6.5 7 0.93
확인성 9.5 10 0.95

다. 구현 추적성 분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순방향 추적성 102 103 0.99

라. 단위 소스코드 검사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소스코드 상세검사 40.5 44 0.92

마. 단위 모듈 시험보고서 평가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단위모듈시험결과 검토 59 61 0.97

* ANR 1개

- 상: 1개, 중: 0개, 하: 0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1*1 +0.5*0 = 1개

D1. RPS_COM_요구명세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증보

고서(KNICS-RPS-SVR121-04, Rev. 02, 2008.4.15)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평가 값

(1) 기능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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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

e
정확도 5 5 1

기능성 13 13 1
신뢰성 4.5 5 0.9
강인성 2.5 0.62
안전성 8.5 9 0.94
보안성 6 6 1
타이밍 18 18 1

(2)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

e

완전성 54.5 55 0.99
일관성 10 10 1
정확성 10 11 0.91
스타일 8 9 0.89
추적성 4 4 1
명확성 2 2 1

확인성 5 5 1

o 추적성 분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

e
설계 사양서에 대한 순방향 추

적성
100 100 1

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

적성
130 130 1

시험기능 요건서에 대한 순방향

추적성
60 60 1

BP SRS으로부터 역방향 추적성

추적성
33 38 0.87

o SW 요구사항 상세 검증

(1) 정확성 상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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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value C-num
BN_in_vlau

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8 8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9 9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2) 일관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

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5 5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3 3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 1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3) 완전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

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17 17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5 15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7 17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9 9 1

* ANR 1개

- 상: 1개, 중: 0개, 하: 0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1*1 +0.5*0 = 1개

D2. RPS_COM_설계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확인 및 검증보고서

(KNICS-RPS-SVR131-04, Rev. 02, 2008.4.19)

나.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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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 구조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신뢰성 12 13 0.92
안전성 11 14 0.79
보안성 3 3 1
타이밍 7.5 8 0.94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3.5 26 0.90

일관성 6 6 1
스타일 8.5 10 0.85
추적성 6 6 1
확인성 2 2 1

(2) SW 상세설계 검증결과 평가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3 3 1
신뢰성 39 41 0.95
강인성 3.5 4 0.88
안전성 17 18 0.94

보안성 4.5 5 0.9
타이밍 13.5 15 0.9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25 26 0.96
일관성 10.5 12 0.88
정확성 12 13 0.92
스타일 24 25 0.96

추적성 6.5 7 0.93
확인성 2 2 1

(3) SW 상세설계 상세검증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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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적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순방향 추적성 52 59 0.88
역순방향 추적성 78 86 0.91

o 정확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5 5 1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5 2 0.75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7.5 9 0.83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2 2 1

o 일관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3 4 0.75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2 2 1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1 1 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1 1 1

o 완전성 상세 검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SW 기능정의의 정확성 5.5 6 0.92
입/출력 정의의 정확성 11 12 0.92
SW 행위명세의 정확성 20 22 0.91

인터페이스기술의 정확성 6 6 1

* ANR 2개

- 상: 1개, 중: 1개, 하: 0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1*1 +0.5*1 = 1.5개

D3. RPS_COM_구현단계

가. 근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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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증보고서

(KNICS-RPS-SVR141-04, Rev. 02, 2008.4.24)

나. 인허가 적합성 검토

o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정확도 4 4 1

강인성 3 4 0.75
안전성 32.5 33 0.98
보안성 3.5 4 0.88
타이밍 2 2 1

o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완전성 9.5 10 0.95
일관성 8.5 9 0.94

정확성 12 13 0.92
스타일 4.5 6 0.75
추적성 6 7 0.86
확인성 10 10 1

다. 구현 추적성 분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순방향 추적성 15 20 0.75

역순방향 추적성 17 17 1

라. 단위 소스코드 검사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소스코드 상세검사 41 44 0.93

마. 단위 모듈 시험보고서 평가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단위모듈시험결과 검토 18 22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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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PS_SW_통합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확인 및 검증보고서

(KNICS-RPS-SVR151, Rev. 02, 2008.4.25)

나. SW 통합단계 인허가 적합성 검토

(1) 기능특성 검증 결과

항목 종합평가 비고
안전성 1.0

강인성 1.0
보안성 0.5

(2) 공정특성 검증 결과

항목 종합평가 비고
완전성 1.0
일관성 1.0
정확성 0.5
스타일 1.0

추적성 1.0
확인성 1.0

다. 통합단계 추적성 분석

(1) 통합코드 추적성 분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BP 통합소프트웨어 추적성 분석 63 63 1
CP 통합소프트웨어 추적성 분석 33 33 1
ATIP 통합소프트웨어 추적성 분석 86 87 0.99
COM 통합소프트웨어 추적성 분석 17 17 1

(2) 통합시험 추적성 분석

항목 종합평가 비고
통합시험추적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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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종합평가 비고
원자로보호계통 검증단계 위험요소 확인 1.0

항목 종합평가 비고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결과 검토 1.0

라.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문서 평가

항목 종합평가 비고
SW 통합시험 계획서 검토 1.0
SW 통합시험 절차서 검토 0.5

SW 통합시험 사례 검토 1.0

SW 통합시험 결과 검토 0.5

* ANR 4개

- 상: 2개, 중: 2개, 하: 0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2*1 +0.5*2 = 3개

F. RPS_Validation(계통시험) 단계

가. 근거 문서

원자로보호계통 검증단계 확인 및 검증보고서(KNICS-RPS-SVR161, Rev. 02,

2008.4.28)

나.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문서 평가

항목 종합평가 비고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계획서 평가 0.5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절차서 평가 0.5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시험사례 평가 1.0

다. 검증단계 위험요소 확인

라. 계통시험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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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통시험 추적성 분석

(1) 계통통합 소프트웨어 추적 및 확인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BP 응용소프트웨어 모듈 45 49 0.92
CP 응용소프트웨어 모듈 33 36 0.92
ATIP 응용소프트웨어 모듈 87 87 1
COM 응용소프트웨어 모듈 17 17 1

(2) 원자로보호계통 요건 추적성 분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RPS 계통요건 140 146 0.96

(3) 계통시험 추적성 분석

항목 C-value C-num BN_in_vlaue

RPS 계통시험 추적성 14 15 0.93

* ANR 4개

- 상: 2개, 중: 1개, 하: 1개

- 발견한 소프트웨어 결함 : 2*1 +0.5*1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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