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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실시간운영체제, 상용인증, 안전등급 통신망,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

핵심기술
국산화된 원전 디지털 MMIS 패키지를 신울진1,2 원전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틈새기술 완성

최종목표

○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및 독자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필

수기술 완성

- 실시간운영체제(RTOS) 상용인증

- 원전 대용량(최소 20Mbps 이상) 안전등급 통신망 검증

2. 기술개발개요

연구내용 필요성 관련그림

안전등급 컴퓨터

∙대상(target): 주제어실(옆 그림) 및 안

전계통 캐비닛(아래그림)에 사용할 안

전등급 컴퓨터의 실시간 운영체제

(RTOS)

∙국내 최초로 실시간운영체제(RTOS)를

원전요건에 따라 상용인증하여 신울진

1,2 원전적용 추진

대용량 안전통신망

∙향후 통신용량 확장요구에 대비하여,

대용량(20Mbps) 안전통신망 개발

∙신울진1,2 후속원전 적용

프로그래머블 논리소

자 원전적용

∙논리소자(CPLD/FPGA)의 원전적용에

대한 규제기준이 변화하여 발생한 규

제기관-사업자의 기술이견 해소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Nu-Tech 2012)을 통

해 원전 디지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패키지를 국산화하여 신울진1,2

적용 예정임(MMIS 패키지 그림참조). 디지털 기술의 원전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되

고 있는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의 기능/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틈새기술을 완성하여

MMIS 패키지의 원전적용을 지원함

3. 개발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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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국산화된 원전 디지털 MMIS 패키지를 신울진1,2 원전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틈새기술 완성하므로 국내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해외시장에 진출이 가능함. 다음과 같은 설계문서,

특허, 실용신안, 논문 발표 등의 실적을 생산하였음

- 설계문서

○ 신울진1,2 원전적용을 위한 현안기술 개발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 및 FPGA) 원전적용기술 개발

및 독립검증

- 제어기기(PLC)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개발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 결과
실시간운영체
제(RTOS)
상용인증

∙국내 최초로 실시간운영체제(RTOS)를 원전요건에
따라 상용인증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대용량
안전통신망

∙대용량(20Mbps) 안전통신망 검증
- 대용량 통신 프로토콜 및 통신망 검증
- HW/SW 시제품 시험
-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CPLD/FPGA
원전적용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FPGA)를 원전에 적
용할 때 발생한 규제기관-사업자의 기술이견 해소

∙CPLD/FPGA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화 방법론
∙FPGA 기반 통신모듈 Case study 수행결과

PLC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보고서

품질보증(QA)
/형상관리
감사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계획서/절차서에 따른 감사

기술개발배경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

업(Nu-Tech 2012)을 통해 원전 디지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패키지를 국산화하여 신울진1,2 적용 예정임.

KNICS 사업 수행기간 동안 강화된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의

기능/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틈새기술을 완성하여 MMIS 패키지의

원전적용을 지원함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 실시간 운영체제 국내 최초로 상용인증

- CPLD/FPGA 적용에 대한 규제기관-사업자의 기술이견 해소

적용분야
- 신규원전 뿐만 아니라 가동원전 설비교체에 적용 가능 기술임

- 신울진1,2 및 후속원전에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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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정

번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1
RNV-QCM-
QAM100

원전
계측제어안전계
통 국산화를
위한 필수기술
개발
품질보증계획서

00 08.10.30 천세우 김창회
독립
검증

QA/SC
M

2
RNV-QCM-
SEP111

계측제어안전계
통 필수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00 08.11.20 천세우 김동훈
독립
검증

QA/SC
M

3

RNV-QCM-
QAP100
(QAP101 ~
QAP126)

원전
계측제어안전계
통 국산화를
위한 필수기술
개발
품질검증절차서

00 08.11.24 천세우 김동훈
독립
검증

QA/SC
M

4
RNV-OSD-
SEP101

안전등급
RTOS(QNX Ver
6.4)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계획서

00 09.05.06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
급
RTOS
상용인
증

5
RNV-OSD-
AR101

안전등급
상용소프트웨어(
실시간운영체제:
RTOS) 선정
적합성평가
보고서

00 09.08.04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
급
RTOS
상용인
증

6
RNV-CMN-
SEP109

대용량 안전
통신망(B-NSDN
)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서

00 09.08.07 이장수 김창회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7
RNV-CMN-
SEP110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00 09.08.10 김창회 손광섭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8
RNV-CFP-
SVP121

CPLD/FPGA
요구사항단게
검증 지침서

00 09.08.12 최종균 김장열
독립
검증

CPLD/
FPGA

9
RNV-CFP-
SVP131

CPLD/FPGA
설계단계 검증
지침서

00 09.08.13 최종균 김장열
독립
검증

CPLD/
FPGA

10
RNV-OSD-
AR103

RTOS 공급자
자료확보 및
분석보고서

00 09.08.13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
급
RTOS
상용인
증

11
RNV-CFP-
SVP141

CPLD/FPGA
구현단계 검증
지침서

00 09.08.14 최종균 김장열
독립
검증

CPLD/
FPGA

12
RNV-OSD-
DG101

안전등급
RTOS(QNX Ver
6.4)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절차서

00 09.08.18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
급
RTOS
상용인
증

13
RNV-CMN-
AR102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설계검증
검증보고서

00 09.08.18 손광섭 김창회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4
RNV-QCM-
SEP111

계측제어안전계
통 필수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01 09.09.24 천세우 김장열
독립
검증

QA/S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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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정

번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15
RNV-CMN-
AR10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프로토콜
검증 보고서

00 09.10.21 손광섭 김창회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6
RNV-CMN-
SVR12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확인 및
검증 보고서

00 10.02.15 박기용 손광섭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7
RNV-CFP-
SVR12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S
5012C) FPGA
로직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00 10.05.14 이영준 최종균
독립
검증

CPLD/
FPGA

18
RNV-CMN-
SVR13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00 10.05.27 박기용 손광섭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9
RNV-CFP-
SVR13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S
5012C) FPGA
로직 설계
검증보고서

00 10.06.04 손광섭 최종균
독립
검증

CPLD/
FPGA

20
RNV-CFP-
SVR14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S
5012C) FPGA
로직 구현
검증보고서

00 10.06.10 손광섭 최종균
독립
검증

CPLD/
FPGA

21
RNV-OSD-
RR101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
GUI(Ver 2.0)
상용인증
결과보고서

00 10.08.30
김장열,
이영준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
급
RTOS
상용인
증

22
RNV-QCM-
RR101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업무수행
결과보고서

00 10.08.30 천세우 김장열
독립
검증

QA/SC
M

번호

구분(논

문

게재 or

학회발표

)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국내,

국외)

SCI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게재

Means-Ends
and Whole-Part
Traceability of

Safety
Requirements

이장수

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

2010-09 국외 O
2차년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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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발표

Digital

Technology based

on Programmable

Logic Devices for

the Application to

Nuclear I＆C

System

최종균

2nd

Internation

al

Workshop

on

NGRESD

2009 국외 x 1차년

3 학회발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경험

김장열,

이영준,

손광섭,

천세우,

이장수,

권기춘

제5회

국방정보

및

제어기술

학술대회

2009-9 국내 x 1차년

4 학회발표

상용 PC 및

실시간운영체제(

RTOS)의

Dedication 방안

김장열,

이현철

NuPIC

2009

제1회

원전계측

제어심포

지움

2009-11 국내 x 1차년

5 학회발표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HRP 개발도구
활용 경험,
Halden

국제공동연구:
한국의 성과와

전망

이장수

2009
한국원자
력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2009-0
4

국내 X
1차년

6 학회발표

Means-Ends
and Whole-Part
Traceability of

Safety
Requirements

이장수

19차
IEEE

ISSRE,
시애틀,
미국

2008-1
1

국외 X 1차년

7 학회발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기법 고찰

박기용

등

제5회

국방정보

및

제어기술

학술대회

2009-09 국내 x 1차년

8 학회발표

Application of

Software Safety

Analysis Methods

박기용

등

2009

한국원자력

학회

춘계학술발

표회

2009-05 국내 x 1차년

9 학회발표

Development of

Protocol for the

B-NSDN

(Broadband-Nucle

ar Safety Data

Network)

손광섭

등

2009

한국원자력

학회

추계학술발

표회

2009-10 국내 x 1차년

10 학회발표

Software

Qualification

Activities for

Safety Critical

Software

박기용

등

NPIC＆HM

IT 2009
2009-04 국외 x 1차년

11 학회발표

Software FMEA

Analysis for

Safety Software

박기용

등
ICONE17 2009-07 국외 x 1차년



- 9 -

12 학회발표

Experience on the

FMS

Communication

module

Development for

an Application to

Safety-Critical

Communication

Network

손광섭

등

2009

한국원자력

학회

춘계학술발

표회

2009-05 국내 x 1차년

13 학회발표

The Safety

Feature Test of

QNX RTOS

김장열,

이영준

2010 KNS

춘계학술

발표회
2010-05 국내 x 2차년

14 학회발표

The Benchmark

Test Results of

QNX RTOS

김장열,

이영준,

천세우,

이장수,

권기춘

2010 KNS

추계학술

발표회

2010-10 국내 x 2차년

15 학회발표 소프트웨어 품질과
안전

이장수

정보과학회
2010 한국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합동
워크샵

2010-08 국내 X
2차년

- 프로그램등록

번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

차수

1 프로그램

원자로보호계통

고정설정치 FPGA

트립논리

2010-03-2

3
2010-03-23 한국

2010-01-21

1-001596
2차년

2 프로그램

원자로보호계통

수동리셋가변설정치

FPGA 트립논리

2010-03-2

3
2010-03-23 한국

2010-01-21

1-001597
2차년

3 프로그램

원자로보호계통

비율제한형

가변설정치 FPGA

트립논리

2010-03-2

3
2010-03-23 한국

2010-01-21

1-001598
2차년

경제적 성과
상용인증되는 실시간 운영체제는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주)엘림시스

의 안전등급 컴퓨터에 설치되어 신울진1,2 원전에 공급을 추진.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KNICS) 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 가능한 디지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핵심계통을 국산화하였으며, 신울진1,2호기 적용 예정임. KNICS 사

업 수행기간 동안 강화된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의 기능/성능요

건을 만족하는 틈새기술을 완성하여

-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및 독자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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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완성

- 신울진1,2 원전적용을 위한 현안 핵심기술 개발

기대효과

○ APR1400 및 OPR1000 원전의 해외수출시 I&C 계통을 구성하

는 핵심기술로서 활용 가능함

○ 신울진1,2 및 후속원전에 국산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적용시 핵

심기술로서 활용 가능함

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시장

-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국내에 10여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예정임. 또한 현재 국내

에 20기의 가동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20년 마다 가동원

전 MMIS 계통을 교체할 경우 매년 1호기 정도의 설비교체가

필요함

- MMIS 패키지의 공급가격이 원전 1호기당 약 1300억원 정도

임

- 그러므로 매년 1.5기의 국내 신규건설 및 가동원전 설비교체

를 예상할 때, 평균 1,9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 발생

해외시장

- 세계적으로 신규 건설되는 원전에는 디지털 MMIS 패키지가

적용되고 있으며, 가동원전의 노후화된 아날로그 설비도 디지

털 기기를 사용하여 교체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 영향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 세계에서 향후 20

년 내에 300여기 원전이 건설예정임

-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약 400여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으므

로, 20년 마다 안전계통을 교체할 경우 매년 20여기의 설비교

체가 필요함

-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매년 35기의 신규건설 및 가동원전 설

비교체를 예상할 때, 제어기기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약

45,500억원의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있음

7.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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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상용인증 컴퓨터 설치대상 주제어실

상용인증 컴퓨터 6.4”LCD와 PC

장착장면

상용인증 컴퓨터 19“와 12.1”

LCD 장착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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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간운영체제 상용인증

실시간 운영체제 QNX Ver 6.4.1 특별시험 환경

3. 대용량 안전통신망

대용량 안전통신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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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계통 시험 환경

대용량 안전통신망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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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계통에는 아날로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건설된 발전소에 비

로소 디지털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울진5,6 원전에 처음으로

웨스팅하우스(WEC)가 공급한 디지털 안전계통이 설치되었으며, 원전계측제어시

스템개발(KNICS) 사업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Nu-Tech 2012)을 통해 디지

털 MMIS 패키지 전체를 국산화하여 신규원전(신울진1,2)에 적용 예정이다.

디지털 시스템의 원전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기관의 인허가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성능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강화되

는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상용인증)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 및 안전계통 캐비닛에는 컴퓨터가 설

치되어 있음. 안전계통 캐비닛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주기시험을 위해 설

치된 현장컴퓨터는 그동안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할 신고리3,4 원전에는 안전등급으로 상향 설계됨. 이 현장컴퓨터는 안

전등급 모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규제기관은 신울진1,2 원전도 안전

등급으로 설계등급을 높이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그동안 웨스팅하우스

는 현장컴퓨터의 실시간운영체제(RTOS)인 QNX4.25를 상용인증(COTS

Dedication)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고 국내

기술로서 신울진1,2를 독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장컴퓨터 및 이에 사용된

RTOS에 대한 상용인증이 필수적임

• (대용량 통신망) 원전 통신망은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통신을 완료하도

록 결정론적인(deterministic) 특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만족하기 위해 원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식(protocol)의 하나가 PROFIBUS임.

PROFIBUS는 최대 전송용량이 12Mbps이나 이는 물리계층의 사양이며, 상

위계층 기능을 부가하고 핸드쉐이크를 고려하면 실제 전송용량은 수 Mbps

로 제한됨. 그러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통신용량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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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유효 전송용량이 최소 20Mbps를 넘는 안전등급 통신망의 개발이

필수적임

• (PLC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 안전계통은 제어기기(PLC)와 함께 공

급되는 응용프로그램개발도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그러므로

응용프로그램개발도구의 기능이 안전계통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아레바의 안전등급 제어기기인 Teleperm-XS는 SPACE라는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를 보유함. SPACE는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검증뿐만 아니라,

문서화까지 포함한 통합기능을 보유하므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검

증이 편리하고 안전계통의 신뢰도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를 완성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개발

전략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음

• (CPLD 및 FPGA 적용기술) 최근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 제어기기는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또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등과 같은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단순하게 설계하고 있음. 이들 논리소자는 컴퓨터를 통해 동작

할 로직을 다운 받아 설치함. 그동안 이들 논리소자는 하드웨어로 취급되었

으나, 울진5,6에 설치된 CPLD의 오류로 인해 원전 불시정지가 발행한 이후,

규제기관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설계문서를 작성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므로 원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CPLD 및 FPGA 소자

를 경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 및 검증방안을 도출할 필

요가 있음

2. 경제·산업적 측면

국제유가 상승과 온실가스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규원전이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원

전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으로 국내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수출하기 위

해서는, 강화되는 규제요건 및 성능요건을 적시에 해결하고 계측제어(I&C) 기술

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KNICS) 사업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Nu-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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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을 통해 디지털 MMIS 패키지 전체를 국산화하여 국내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점차 강화되는 인허가기준

및 사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추가기술을 개발하여 원전의 안전성향상에 기여하고, 나

아가 원전안전에 대한 대국민 원자력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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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국산화 현황

가. KNICS 사업단 연구결과

2001. 7월부터 2008. 4월까지(6년 10개월) 지식경제부의 원전기술혁신사업으로 수

행된 KNICS(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를 통해 디지털 안전등급 제어기기 플랫폼

(상품명 POSAFE-Q PLC)과 이를 활용한 원자로보호계통(상품명 IDiPS RPS) 및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상품명 IDiPS ESF-CCS) 등의 안전계통을 개발하

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였다(2009-2-18). 또한 비안전등급 제어기기

플랫폼과 이를 활용한 출력제어계통을 개발하였으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완전한

기술자립을 위해 틈새기술인 HJTC(Heated Junction Thermocouple) 및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와 같은 센서류도 개발하였다(아래 그

림참조).

안전등급 제어기기

(POSAFE-Q PLC)

원자로보호계통

(IDiPS RPS)

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

(IDiPS ESF-CCS)

비안전등급 제어기기 출력제어계통
센서류

(HJTC/RSPT)

나. Nu-Tech 2012 연구결과

2007. 8월부터 2010. 7월까지(3년), Nu-Tech 2012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노심보

호연산기계통(RCOPS)을 개발하여 인허가를 획득하였다(2009-2-18). 그리고 한국

표준원전(KSNP) 및 차세대원전(KNGR)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KNICS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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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하여 APR1400 디지털 MMIS 패키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통합성능검증설

비를 구축하여 국산화된 디지털 MMIS 패키지의 성능검증 및 운전이력을 확보하

였으며, 두산중공업은 이를 활용하여 신울진1,2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7-31).

노심보호연산기계통

(RCOPS)

APR1400 디지털 MMIS 통합 패키지

안전계통 비안전계통

통합성능검증설비 주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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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술동향

가.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세계적으로 원전 디지털 MMIS 계통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

스, 일본, 캐나다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급 원전 디지털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및 프

랑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PLC 제어기기의 기술수준은 다음 그림과

같음

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 각국에서는 MMIS 계통에 대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한국도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 각국에서는 MMIS 계통에 대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한국도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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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1. 시장현황 및 전망

가. 해외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신규원전 시장규모

원자력전문지인 ‘뉴클리오닉스 위크’에 따르면, 세계원자력산업협회(WNA)는 ‘세

계 원전 연료시장 수요와 공급보고서 2009’를 통해 최악ㆍ기본ㆍ최상 등 3가지 시

나리오로 나누어 원자력의 미래를 전망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최상의 시나리오

가 나올 경우 2030년에는 821기까지 원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전기신

문 2009-9-28일 기사참조)

현재 시나리오 2020년 2030년 비고

435

최악 413 240
기존 원전이 폐지되고, 신규원전으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 425 580

최상 606 821 최악 시나리오 보다 가능성이 높음

또한 WNA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등 국가에서

신규원전을 많이 건설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 2030년 까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기존 원자력선진국에서 원전을 활발하게 건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

음 표는 2020년 까지 건설될 각국의 예상 원전수이다.(전기신문 2009-9-28일 기사

참조)

시나리오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기본 40 17 14 10 4 2 2

최상 60 23 17 11 8 2 2

◌ 세계 가동원전 시장규모

아래 그림과 같이 IAEA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440기의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다. 이중에서 수명이 20년 이하인 원자로가 82기 이

며, 20년 이상된 원자로가 358기이다. 그 중에서 30년 이상된 원자로는 152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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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디지털 MMIS 세계시장 경제적 가치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원전에는 아날로그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건설을 시작한 신규원전에는 디지털 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국내 신규원전 1

호기당 MMIS 계통의 공급가격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며, 해외수출 시에는 국

내 공급가격 보다 약 30% 이상 올라간다.

원전 MMIS 계통은 전자장비의 특성상 수명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정

도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모든 원전은 향후 2030년까지 적어

도 한번 이상 MMIS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가동원전에서는 부분적인 설

비교체가 예상되므로 신규원전 보다 MMIS 교체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설될 모든 신규원전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될 가동원전의 노후화된 설

비교체에는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MMIS 계통이 설치될 것이다. 세계원자력산업

협회(WNA)가 분석한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 및 가

동원전 설비교체가 821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및 가동원전의 원전 1

호기 당 MMIS 계통 공급가격을 대략 1,000억원이라 추정하였을 때, 2030년까지

디지털 MMIS 패키지의 시장규모는 821기 * 1,000억원/호기 = 약 82조원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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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 국내 신규원전 시장규모

지식경제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에 따르면 국내 전력수요가

2022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하여 5,001억 kWh에 이를 것이며 발전설비 규모에

서는 1억891억kW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전이 담당할 부분은

1,520만kW로서 이미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8기에 추가하여 신규로 4

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설비기준으로 원전이 현재보다 8%

증가한 33% 수준으로 전망되며, 기저설비비중이 6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발전

량기준으로는 원전이 현재보다 12% 증가한 48% 수준으로 전망되어 기저설비비

중이 84%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의 추세에 비추어 2030년까지 국내에서 15기

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가동원전 시장규모

현재 국내에는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MMIS 계통은 전자장비의 특성상

수명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

인 20기의 원전 모두가 향후 2030년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MMIS 설비를 교체해

야 한다.

2. 경제성 평가

지식경제부의 2010년 1월 1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신규 원전시장의

20%를 점유해 ‘원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430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이중 80기를 수주해 미국, 프랑스와 함께 원전선진국이 되겠다는 전

략이다. 그리고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에

서 적어도 15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의 특성상,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20기 원전 모두가 향후 2030년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MMIS 설비를 교체해야 하므로 매년 1호기 이상 설비교체가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440기의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으므로 약 80기의 가동원전 수주를 예상할 수 있다.

원전 1호기당 MMIS 가격이 약 1,000억원 이상이므로, 2030년까지 국내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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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하면 (신규원전 15기 + 가동원전 20기) X (MMIS 공급가격) 1,000억원 =

3조5천억원 규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 점유율

20%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수출가능 신규원전 수는 4기 정도

이고 430기의 해외원전에 대해 본 기술제품의 교체수명을 20년 정도로 보고 20%

를 수주하는 가정을 적용하여 매년 평균 수출시장규모를 산정하면 (신규원전 4기

+ 가동원전 4기) X (MMIS 공급가격) 1,000억원 = 연간 1조6천억원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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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1)

)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
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1. RTOS 상용인
증 결과

30 미국/웨스팅
하우스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

대상선정 TR 작성 설계문서

2. 20Mbps 이상
대용량 통신망

30 - 최고 시제품개
발

완성 시제품 및
설계문서

3. 논리소자 원전
적용 기법

30 미국, 프랑스
등

동등 수준 현안대책
기술

Case
Study

설계문서

4. PLC 응용프로
그램 통합개발도
구 추진전략

10 프랑스/아레
바

통합개발도구
없음 - 추진전략

수립 보고서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및 독자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필수기술 완성

- 실시간운영체제(RTOS) 상용인증

- 원전 대용량(최소 20Mbps 이상) 안전등급 통신망 독립검증 및 특정기술주

제보고서(Topical Report) 작성

○ 신울진1,2 적용을 위한 현안기술 개발

- 제어기기(PLC)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 CPLD 및 FPGA 원전 적용기술 개발 및 독립검증

2. 평가방법



개발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 품질보증(QA)/형상관리 체계수립

- 실시간운영체제(RTOS) 상용인증

방안수립 및 대상선정

- 원전 대용량 안전등급 통신망 독

립검증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 및

FPGA) 원전 적용방안 수립

- 연구결과물의 인허가 및 원전적용을 돕기 위해,

규제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체계 구축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도구(서버)를 구축하여 형상

관리 업무수행

-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에 따른 독립

적인 감사업무 수행

- QNX RTOS를 상용인증하여 원전 안전등급 컴퓨

터로 활용

- 상용인증 기준 및 방안수립

- 중요특성 분석

- 상용인증 대상선정 및 예비적합성 시험

- 공급자 자료확보⋅분석 및 추가 보완자료 생산

-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 및 통신망

독립검증

- 대용량 통신망 요건․사양․프로토콜 독립검증

- 대용량 통신망 제작․구현 및 독립검증

- CPLD/FPGA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화 개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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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1. 1차년도

가. 개발목표

- 품질보증(QA)/형상관리 체계수립 및 이행 ․ 감사

- 실시간운영체제(RTOS)의 상용인증 방안수립 및 대상선정

- 원전 대용량 안전등급 통신망 독립검증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CPLD 및 FPGA) 원전 적용방안 수립

나. 개발내용 및 범위



- 33 -

2. 2차년도

가. 개발목표

- 실시간운영체제(RTOS) 상용인증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작성

- 원전 대용량(최소 20Mbps 이상) 안전등급 통신망 독립검증 및 특정기술주

제보고서(Topical Report) 입력자료 작성

- CPLD 및 FPGA 원전 적용기술 개발

- 제어기기(PLC)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나. 개발내용 및 범위

개발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 품질보증(QA)/형상관리 이행 및

감사

- 실시간운영체제(RTOS) 상용인증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작성

- 대용량 안전등급 통신망 독립검증

및 TR 입력자료 작성

- CPLD 및 FPGA 원전 적용기술

개발

- PLC 제어기기 응용프로그램 통합

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에 따른 이행

및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

- 사양 및 중요특성 적합성 시험

- 기기검증 시험

- 상용인증 설계문서 및 TR 작성

- 참여기업이 원전 기기공급 가능하도록 품질 및

설계문서작성 지도

- 통신망 기능/성능시험

- HW/SW 제작/구현에 대한 독립검증

- 통신망 설계문서 독립검증 및 개정

- 통신망 TR 입력자료 작성

- 최적화 방법론 제안

- Case study 수행

- 독립검증

-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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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분야별 상세 연구수행 내용

가. 품질보증 및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1) 품질보증 업무 수행

가)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준수

ASME NQA-1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18가지 항목

들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계획서(QAM: Quality Assurance Manual) (문서번호:

RNV-QCM-QAM100, Rev.00)를 다음 그림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2.1-1 품질보증계획서 QAM Rev.00 작성

작성된 QAM 18가지 항목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l 조 직 (조직구성, 과제책임자, 품질보증부서, 설계부서, 시험 및 검교정

부서, 생산부서, 조직도)

l 품질보증계획 (계획서 관리, 직원교육 및 훈련, 검사 및 시험요원,

감사자 자격인증)

l 설 계 관 리(설계입력자료 관리, 상호업무 협조체제, 설계공정관리, 설계

출력자료 관리, 설계 확인 요구사항, 설계 용역관리, 설계 변경관리,
설계문서 및 기록서, 제작도면)

l 구매문서관리 (구매사양서, 품목 및 자재 구매요구, 발주서, 설계용역

구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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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내용, 이행)

l 문 서 관 리 (각 문서의 적용 및 관리, 문서배포, 문서 개정, 공급업체

문서관리)

l 구매제품 및 용역관리 (구매계힉, 공급자 평가 및 선정,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 일반규격품목의 적용 및 관리, 외주 확인, 인수검사,
용역의 승인)

l 품목의 식별 및 관리

l 공 정 관 리 (제작 계획, 특수 공정, 기타 특수공정)

l 검 사 관 리 (공정간 검사, 최종검사, 필수확인/입회/검토점 통보,

기록서)

l 시험 관리 (시험절차서, 시험의 수행, 시험 기록서, 컴퓨터 프로그램

시험,

l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장비관리, 교정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결함)

l 핸들링, 저장 및 선적관리 (절차서)

l 검사 및 시험 및 운전 현황 (현황 관리방법,

l 부적합 사항관리 (식별, 격리, 조치방안 및 평가, 공급자 부적합사항

관리)

l 시 정 조 치 (시정조치, 공급자 시정조치)

l 품질보증 기록서 (품질보증 기록, 보관, 기록의 열람, 기록의

처리(영구/비 영구 보존)

l 품 질 감 사 (내부 감사와 공급자 감사계획, 감사 수행, 감사보고 및

후속조치, 회신, 품질보증 기록)

나) 품질보증절차서 작성 및 준수

품질보증절차서(QAP: Quality Assurance Procedure) (문서번호:

RNV-QCM-QAP100 (세부절차: QAP101 ~ 126, Rev.00)을 작성하여 발행하였

다. 작성된 QAP는 다음 그림과 같이 총 26가지 항목에 대한 절차들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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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품질보증절차서 QAP Rev.00 작성

작성된 QAP 26가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l 통합품질보증절차서관리(RNV-QCM-QAP101) (일반사항)

l 번호부여체계절차서(RNV-QCM-QAP102) (설계문서, 도면

번호부여체계)

l 설계문서관리절차서(RNV-QCM-QAP103) (작성, 검토, 승인 및

등록절차, 배포 및 유지, 개정, 작성언어)

l 설계입력관리절차서(RNV-QCM-QAP104) (설계입력 선정시 고려사항,

설계과정 생산자료 등록대장)

l 설계연계절차서(RNV-QCM-QAP105) (절차, 품질보증기록)

l 설계검토관리절차서(RNV-QCM-QAP106) (절차, 검토 및 검토의견

해결)

l 품질보증기록관리절차서(RNV-QCM-QAP107) (설계결과물, 기타

설계관련 문서 및 비설계결과물의 품질보증기록 처리, 인덱스 및
이용관리)

l 설계변경관리절차서(RNV-QCM-QAP108) (현장변경/조치요청서 (FCR),

처리절차, 번호부여체계, 품질보증기록)

l 전산소프트웨어절차서(RNV-QCM-QAP109)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확인 및 검증,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문제점 보고 및 시정조치,
접근통제, 본 절차와 무관하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승인된 소프트웨어, 전산소프트웨어 보관 관리, 외부 개발 프로그램의
정보 수집 및 전달, 품질보증 기록)

l 설계확인절차서(RNV-QCM-QAP110) (독립검토자 지정, 설계검토,



- 37 -

대체계산, 인증시험, 품질보증기록)

l 구매관리절차서(RNV-QCM-QAP111) (구매서류 작성, 구매서류 검토)

l 도면관리절차서(RNV-QCM-QAP112) (도면작성, 검토 및 승인, 변경 및

개정)

l 품목의 식별 및 추적관리절차서(RNV-QCM-QAP113) (저장 중 품목 및

재료의 식별 및 관리, 제작 중 재료 및 품목의 식별 및 관리)

l 검사관리절차서(RNV-QCM-QAP114) (검사활동의 게획, 품질검사

결과의 평가 및 문서화, 외주 점검 및 검사, 인수검사, 고객공급품목 및
재료의 인수검사, 공정중 검사, 최종검사)

l 핸들링,저장,포장 및 선적관리절차서(RNV-QCM-QAP115) (핸들링 관리,

저장관리, 보존 및 포장관리, 선적관리, 부적합사항)

l 부적합사항관리절차서(RNV-QCM-QAP116) (식별 및 격리, 배부,

처리방안 결정, 조건부 사용, 조치결과 확인 및 검사, 수정(개정),
문서보관, 경향분석)

l 공급업체평가절차서(RNV-QCM-QAP117) (구매계획, 공급자평가 요청,

공급자 평가, 공급자 평가결과, 공급자 승인, 공급자 재평가, 품질감사,
제출서류 관리, 품목이나 용역의 인수, 부적합사항 관리)

l 시정조치절차서(RNV-QCM-QAP118) (책임 및 업무절차, 시정조치,

예방조치, 시정조치요구서의 검토 및 발행, 시정조치요구서의 관리)

l 자격부여절차서(RNV-QCM-QAP119) (절차, 품질보증기록)

l 교육 및 훈련절차서(RNV-QCM-QAP120) (책임사항, 교육훈련절차,

품질보증기록)

l 서류관리절차서(RNV-QCM-QAP121) (작성, 연계검토 및 승인, 등록,

배부, 개정, 품질보증기록)

l 공정관리절차서(RNV-QCM-QAP122) (생산계획 수립 및 작업지시,

공정관리, 특수공정관리, 공정의 확인, 품질보증기록)

l 측정 및 시험장비관리절차서(RNV-QCM-QAP123) (점검 및 교정관리,

점검/교정상태 표시 및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 취급 및 저장, 부적합
장비관리, 품질보증기록)

l 시험관리절차서(RNV-QCM-QAP124) (시험계획, 공정 중 및 최종시험

수행, 문서화, 품질보증기록)

l 품질보증감사절차서(RNV-QCM-QAP125) (책임, 감사일정계획 수립 및

감사반의 구성, 품질보증 감사준비, 감사수행, 감사보고서, 품질보증기록)

l 일반규격품(CGI)검증절차서(RNV-QCM-QAP126) (책임사항, 동일품

교체,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품질검증기관, 교체대상 품목 식별,
안전기능 분석, 부품 안전기능 분석 및 등급 분류, 필수특성 도출,
구매시방서 작성, 합격판정, 공급자 품질검증절차서 및 품질검증계획서
검토, 기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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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문서 QA 관리

본 과제에서 설계문서 작성 시에는 QA 관리체계에 의거해서 번호부여체계절

차서(RNV-QCM-QAP102)에 따라 설계문서 번호를 할당하였고, 설계문서관리

절차서(RNV-QCM-QAP103)에 따라 설계문서 표지 및 본문을 작성하였고,

설계검토관리절차서(RNV-QCM-QAP106)에 따라 DDA(Document

Distribution for Review & Approval) 검토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음 그림은 본 과제에서 적용된 DDA 시트 양식 및 설계문서 QA 양식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2.1-3 DDA 시트 양식 및 설계문서 QA 양식 예

라) 품질보증 업무 지원 및 품질보증 감사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업무와 관련해서 2차년도 시작 위탁과제인 (주)엘림시

스에 대한 사전 품질실사를 2009. 7.13일 (주)엘림시스에서 수행하였다. (주)엘

림시스 자체적인 QA 업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체적으로 군수산업체에 적합

한 QA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체적인 QAM, QAP 및

각종 QA 관련 양식들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엘림시스 QAM이 ASME NQA-1의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원

자력 QA 체계 요건에 맞도록 자문하였다. 다음 그림은 사전 품질실사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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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주)엘림시스 사전 품질실사 (2009. 7.13)

(주)엘림시스에 대한 2차 품질감사를 2010. 3.4-5일(회의명: 원자력 LCD/PC

개발 산출물 점검회의, 장소: 평창)에 실시하였다. QA 지적사항이 총 12건이

제시되었으며 (주)엘림시스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

했다.

다음 표는 품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1 (주)엘림시스 품질보증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지적사항 조치사항

엘림시스에서 발행한 문서 분류체계가 미흡하였음 (예: 문서
번호, 참고문헌 기술 등)

추후 문서 체계를
엘림시스에서 제시하였음.

도면이 개정될 때 개정된 도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번관리 장부가 필요함. 반영

PCB ASS'Y 리비젼 관리가 필요함. 실행

설계문건에 대한 작성일, 검토일, 검토의견(회람에 의한)
등이 문서표지양식에 반영되어야 함. 실행

PDR이나 CDR에서 문건 내용이 단순히 도면 리스트를
수록하는 형식이 아닌 각 도면에 대해서 간단한 도면
설명이나 첨언을 할 수 있도록 문서 형식을 개정.

추후 보완하였음

시험평가계획서에는 시험환경, 시험항목, 시험도구,
시험방법, 시험일정 등에 대해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실행

개발중에도 시험중 부적합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
기존에 다른 형식으로 보관한
변경이력을 부적합보고서로
추후 대체 작성함.

제품 개발기간중에도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관리가 문서로서 관리되어야 함.

두산과의 회의록을 참조하여
추후 문서로 작성하였음.

검사성적서에는 담당자 확인뿐만 아니라
관리자(품질담당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함. 실행

검사성적서와 부적합사항보고서가 추적 가능한 일련번호
체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사전 테스트에 관한
검사성적서(예:
시험수행결과표)가 있어야
함.

- 개발동안의
테스트(완제품전) - 식별
태그에 의한 제품 추적 관리

개발계획서에 과제 수행조직 구성(인력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실행

QAP 항목과 설계입력관리절차서, 설계연계절차서,
설계변경관리절차서, 설계확인절차서를 ISO 기준과
연계해서 수정보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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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2차 QA 감사 실시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5 (주)엘림시스 2차 QA 감사 실시 2010.3.4-5

다음 그림은 2차년도에 작성한 ISO9001 기반 각종 품질보증 관련 문서 및 양

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6 (주)엘림시스 ISO9001 기반 각종 품질보증 관련 문서 및 양식

본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보증 감사는 다음과 같이 2번 실시하였다.

- 1차년도 품질감사: 2009. 8. 2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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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품질감사: 2010. 8. 25일 실시

QAP에 기반한 품질보증 감사 점검표에 따라서 과제 수행 업무 및 산출물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였다. 감사시에 주로 설계문서 본문 양식의 불일치, 참고문헌

기술 오류 등의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체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설계문서 작

성자들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모두 종결를 처리하였다. 다음 그림은

품질보증 감사점검표 및 시정조치요구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7 품질보증 감사점검표 및 시정조치요구서 양식

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업무 수행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란 소프트

웨어 관련 형상항목 (CI: Configuration Item)들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

하고,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변경이 적절히 시행되었음

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인 활동을 말한다.

SCM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SLC: Software Life Cycle) 전반에 걸쳐서 발

생되는 모든 형상항목 (즉, 설계문서, 소스코드 및 도면)들에 대해서 이력 관

리, 형상 식별, 변경 통제 및 기록 /보고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오류 없이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계측제어안전계통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업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l 모든 형상항목에 대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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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규 형상항목 및 변경이 필요한 기존 형상항목에 대해 적절한 형상

통제 (Configuration Control)와 승인 절차 시행

l 형상상태기록장부 및 형상관리도구를 이용한 정기적인 형상상태 기록

및 보고

l 형상항목에 대한 이력 관리 및 베이스라인(Baseline: 기준선)을 구성하

는 형상항목 세트 식별 및 형상항목 사이의 상관관계 유지관리

l 모든 검증관련 형상항목, 소프트웨어 이상상태보고서(ANR: Anomaly

Report) 및 시험부적합보고서(TER: Test Exception Report) 추적

l 정기적인 형상감사 및 검토회의 실시,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팀과의 연계 유지

l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식별

l 형상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관리

l 형상항목에 대한 접근 통제(Access Control) 및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에 대비한 형상관리도구 서버 관리.

다음 그림은 전반적인 계측제어안전계통 형상관리 업무 흐름을 나타내고 있

다.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상태기록 형상감사/검토

연계성 통제 하도급/공급자 통제

과제 진행 중 감사
기능/물리적 감사
품질감사

형상항목 보관/도구사용

형상관리 업무 수행

형상관리위원회

운영체제/ 개발도구
조직간 연계

계획단계 /    요구사항단계 /    설계단계 /    구현단계 /     통합단계 /    검증단계 /    설치단계 /    운전 및 유지보수단계

형상상태기록장부
형상관리위원회 보고

형상식별
형상 명명
형상기준선 관리

형상관리계획서

변경업무 수행

NuSCM하드카피 보관

계획서 이슈 설계문서
SRS 체크인

형상기준선
구축

SDS 체크인 소스코드
통제

결재/보고
검증 요청

형상관리평가보고서
(단계별)

개발자/
형상관리자

체크인/
체크아웃

QA 부서

계획서 수정
형상감사

계획 시행

계획서 유지관리

하도급 통제/운영체제, 
컴파일러, DB 버전 통제

변경 시 QA 부서 승인

• 설계문서
• 소스코드
• 도면

소프트웨어
형상항목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상태기록 형상감사/검토

연계성 통제 하도급/공급자 통제

과제 진행 중 감사
기능/물리적 감사
품질감사

형상항목 보관/도구사용

형상관리 업무 수행

형상관리위원회형상관리위원회

운영체제/ 개발도구
조직간 연계

계획단계 /    요구사항단계 /    설계단계 /    구현단계 /     통합단계 /    검증단계 /    설치단계 /    운전 및 유지보수단계

형상상태기록장부
형상관리위원회 보고

형상식별
형상 명명
형상기준선 관리

형상관리계획서형상관리계획서

변경업무 수행

NuSCM하드카피 보관 NuSCMNuSCM하드카피 보관하드카피 보관

계획서 이슈 설계문서
SRS 체크인

형상기준선
구축

SDS 체크인 소스코드
통제

결재/보고
검증 요청

형상관리평가보고서
(단계별)

형상관리평가보고서
(단계별)

개발자/
형상관리자

체크인/
체크아웃

QA 부서QA 부서

계획서 수정
형상감사

계획 시행

계획서 유지관리

하도급 통제/운영체제, 
컴파일러, DB 버전 통제

변경 시 QA 부서 승인

• 설계문서
• 소스코드
• 도면

소프트웨어
형상항목

그림 2.1-8 계측제어안전계통 형상관리업무 흐름

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작성 및 개정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RNV-QCM-SEP111)를 1차년도에 작성(Rev.00)

하였고, 2차년도 초에 추가로 개정(Rev.01, 설계문서 형상항목 변경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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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하였다. 다음 그림은 형상관리계획서 표지 및 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9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작성

계측제어안전계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원전 계

측제어안전계통 국산화를 위한 필수기술개발 과제를 총괄과제로 하여 세부과

제1: 계측제어안전계통 필수기술 개발 및 세부과제 2: 계측제어안전계통 독립

검증으로 구성된다.

대용량
통신망 개발
(김동훈/
김창회)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
(김장열)

계측제어안전계통
형상관리위원회

형상관리위원장
(원전 계측제어안전계통

국산화를 위한
필수기술 개발

총괄과책: 권기춘)

형상관리위원
(계측제어안전계통

필수기술 개발 과책: 
이동영)

형상관리위원
(계측제어안전계통
독립검증 과책:

이장수)

형상관리
평가자
(천세우)

형상관리자
(신지향)

안전등급
PC 

상용인증
(이현철)

주기시험
자동화
(허 섭)

CPLD/
FPGA

(최종균)

품질보증/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천세우)

그림 2.1-10 계측제어안전계통 형상관리 조직

이 2가지 과제는 1) 대용량 통신망 개발(분야코드명: CMN), 2)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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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S 상용인증(분야코드명: OSD), 3) 안전등급 PC 상용인증(분야코드명:

PCD), 4) 주기시험 자동화(분야코드명: PTA), 5) CPLD/FPGA(분야코드명:

CFP), 6) 품질보증/소프트웨어 형상관리(분야코드명: QCM)의 6가지 세부 분

야로 연결된다.

계측제어안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형상관

리위원회(CCB: Configuration Control Board) 조직은 형상관리위원장(총괄과책

이 담당)과 각 형상관리위원(세부과책이 담당) 및 형상관리평가자로 구성된다.

나) 형상관리 도구 구축

본 과제에서 효율적인 형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정 업무용 형상관리도구

는 결재업무를 겸한 NuSCM 도구를 이용하였고, 최종적인 형상 DB 구축을

위해 상용도구인 ClearCase/ClearQuest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였다.

① NuSCM 도구 이용

문서, 도면, 소스코드 통제, 저장, 버전 관리 및 기록 매체 백업 등의 소프트웨

어 형상관리를 위해 KNICS 사업단 과제에서 사용하였던 NuSCM(Nuclear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이라는 형상관리도구를 구축하여 사용

하였다. NuSCM은 NT서버상에서 구동되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별로 편리하

게 형상항목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그림은 형상관리도구 서버

하에서 수행되는 NuSCM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11 형상관리도구 서버 NuSCM

NuSCM에서의 형상입력은 크게 다음과 같이 필수기술개발과제 및 독립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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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나누고 총 6가지 세부분야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필수기술 개발과제

- 대용량안전통신망-개발

- 안전등급PC 상용인증

- 주기시험 자동화

- CPLD-FPGA-개발

. 독립검증 과제

- 대용량안전통신망-검증

-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검증

- CPLD-FPGA-검증

- QA/SCM (품질보증/형상관리)

모든 신규 형상항목이 발생시에 형상관리도구인 NuSCM에 체크인을 하였고,

개정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과책의 결재에 의한 변경작업을 NuSCM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NuSCM을 이용해서 신규 형상항목 승인 요청, 변경의뢰/변경완

료 요청, 과책 승인, 체크인/체크 아웃, 형상항목 감사 기능, 그리고 형상항목

전자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ClearCase/ClearQuest 상용 형상관리도구 DB 구축

효율적인 형상서버 관리 및 신속한 체크인/체크아웃 기능 활용을 위해 IBM

Rational ClearCase/ClearQuest 상용도구를 구매하였다. 기존 NuSCM 형상서

버 관리는 결재 공정 업무 수행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ClearCase로 형상항목에 대한 최종적인 DB 구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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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ClearCase 상용도구 형상관리 DB 구축 예

다) 형상항목 식별

계측제어안전계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형상항목들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 식별(Identification)을 해야 한다. 모든 소프트웨어 형상항목은

과제에서 특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체계를 갖춘 고유의 번호로 명명

한다. 고유의 번호체계는 형상항목의 특성 확인 및 변경 이력에 대해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능에 대한 개발 소프트웨어는 개정번호

및 특성 등의 확인이 용이한 단일 번호체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각 형상항목

의 변경, 추가 및 삭제는 형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모든 형상항목들에 대한 식별은 QA/SCM 세부분야와 연계하여 "QAP 번호부

여체계 절차서" (RNV-QCM-QAP102)에 따라 전체 과제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고유의 번호체계로 특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은 세

부 분야별로 설계문서 형상항목 번호 부여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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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설계문서 형상항목 번호 부여체계

라) 형상항목 통제 업무

형상 통제란 각 형상기준선상에 해당되는 형상항목에 대해 변경사항(에러 수

정이나 기능 향상)을 1) 변경 요청, 2) 변경 평가 및 승인, 그리고 3) 변경 실

행의 세 단계 업무로 구성된다.

변경 요청자는 NuSCM의 변경요청정보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결

재 요청 메뉴를 선택해서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한다. 과제책임자는 형상관리도

구에 로그인하여 변경의뢰 결재화면에서 해당되는 형상항목을 클릭하여 상신

한 변경요청서 내용을 확인 후에 결재업무를 수행한다. 과제책임자로부터 변

경요청서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개발 담당자는 변경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은 형상항목 통제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Approve

신규의뢰요청서
승인

신규의뢰요청서

미 등록

형상항목 폐기

폐기의뢰 요청서
등록

변경완료 의뢰
승인

변경의뢰 신청
등록

Register 
a Withdrawal 
Request Form

Approve the final 
stage

Register a New 
Request Form

Approve the final stage

Register 
a Change
Request 
Form

Approve

Check-in

Check-in

Return

체크 아웃

체크인

Check-out

Approve the final stage

Return

Approve

신규의뢰요청서
승인

신규의뢰요청서

미 등록

형상항목 폐기

폐기의뢰 요청서
등록

변경완료 의뢰
승인

변경의뢰 신청
등록

Register 
a Withdrawal 
Request Form

Approve the final 
stage

Register a New 
Request Form

Approve the final stage

Register 
a Change
Request 
Form

Approve

Check-in

Check-in

Return

체크 아웃

체크인

Check-out

Approve the final stage

Return

신규의뢰요청서
승인

신규의뢰요청서

미 등록

형상항목 폐기

폐기의뢰 요청서
등록

변경완료 의뢰
승인

변경의뢰 신청
등록

Register 
a Withdrawal 
Request Form

Approve the final 
stage

Register a New 
Request Form

Approve the final stage

Register 
a Change
Request 
Form

Approve

Check-in

Check-in

Return

체크 아웃체크 아웃

체크인체크인

Check-out

Approve the final stage

Return

그림 2.1-14 형상항목 통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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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도구에서 변경 대상 형상항목을 체크아웃한다. 변경작업을 거친 후에

변경된 형상항목을 형상관리서버에 새로운 버전의 첨부파일로 업로드한다. 변

경완료가 된 후에 개발 담당자는 변경완료의뢰 요청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과제책임자에게 결재를 상신한다. 결재가 나면 개발 담당자는 형상

관리도구에 변경된 형상항목을 체크인하여 최종적으로 변경 실행을 완료하게

된다. 다음 그림은 NuSCM을 이용한 형상통제 업무 화면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15 NuSCM을 이용한 형상통제 업무 화면 예

마) 형상상태 기록

본 과제 형상상태기록장부는 MS Excel을 이용하여 형상번호, 형상항목명, 개

정번호, 발행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과제, 세부 분야 등에 대한 형상항목 이

력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형상관리자는 형상상태기록장

부를 기반으로 형상관리도구인 NuSCM에 신규 형상항목 또는 변경된 형상항

목을 등록하였다. 최종적으로 접수된 형상상태기록장부는 총 55건(개정본 4건

포함)의 설계문서 형상항목이 등록되었다.

바) 형상감사 및 검토

형상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형상감사 및 검토를 하였다.

l 형상항목 결과물 체크

l 검증 대상 형상항목 결과물 체크

l 형상항목 변경사항 또는 개정된 버전 리스트 체크

l 형상상태기록장부와 형상기준선 목록 검토, 형상항목 ID와 같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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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결과

1) 생명주기 전 단계 동안 형상관리에서 문서, 코드 및
데이터가 형상통제를 적절히 받도록 되어 있는가?

Yes. 형상상태기록장부 및 NuSCM 도구를
사용하여 형상통제를 적절히 받도록 하였음.

2) 형상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Yes. 형상관리계획서에서 이미 정의된
형상항목에 따라서 형상항목들이 각
생명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식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따라 왔음. 설계문서
발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형상관리계획서를
개정하였음.

3) 변경 보고를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떤 것이
있으며 충분한 정보인가?

Yes. 변경 보고를 위해 과제책임자에게
변경대상 형상항목, 변경 사유, 영향 정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변경의뢰요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4) 형상관리 항목에 대해서 식별하고 명명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가?

Yes. 신규 형상항목에 대한 번호 식별체계를
품질보증팀과 연계하여 식별 ID를 정하였으며
형상관리계획서에 미리 정해진 식별 리스트에
따라서 명명하였음.　

5) 이상상태 보고 체계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가? Yes. 각 이상상태 보고서 ID도 추적 가능한

사항 체크 및 해결

본 과제 형상감사는 다음과 같이 매년 실시하였다.

- 1차년도 형상감사: 2009. 8.25일

- 2차년도 형상감사: 2010. 8.26일

아래 그림은 하드카피로 보관중인 설계문건 형상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 사진

이다.

그림 2.1-16 하드카피 설계문건 형상항목

감사 점검표를 작성하여 형상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세부분야별로 불이행 사

례에 대해서 시정조치보고서를 발행하여 형상관리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1차년도, 2차년도 과제 관련 모든 형상업무가 형상관리계획

서에 따라 준수되었으며 전체적인 평가 테이블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평가 테이블



- 50 -

그리고 추적 가능한가?
번호를 부여하여 대상 형상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6) 형상상태기록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Yes. 매 주 단위로 새로운 형상항목이 발생시
형상관리자가 형상상태 기록장부를 업데이트
하고 형상관리도구 NuSCM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7) 형상항목 변경 절차에 대한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Yes. 변경절차는 형상관리계획서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음.　

8) 형상관리 업무를 정기적으로 형상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가?

Yes. 정기적으로 형상관리자는
형상상태기록장부를 이메일을 통해
형상관리위원회에 배포하고 승인 결재를 받아
왔음.

9) 형상항목에 대한 변경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Yes. 변경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
변경의뢰요청서를 발행하여 결재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10) 각 형상항목에 대한 변경 이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Yes. 변경 이력은 형상상태기록장부 및
형상관리도구인 NuSCM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음.

11)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은 계획서대로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Yes. 형상관리 조직은 계획서에 기술된 대로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형상감사시
체크하였음.

1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조직에 대한 연계사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Yes. 조직 연계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왔음.　

13)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업무 활동의 목표 및 범위를 잘
따르고 있는가?

Yes. 형상관리계획서에 기술된 업무활동의
목표 및 범위를 잘 따르고 있음.

14) 각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방법,
기법 및 도구들을 계획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Yes. 형상관리계획서에 기술된 방법, 기법 및
도구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변경사항이
발생시 품질보증팀과 협의하여 계획서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음.

15) 형상관리시스템이 변경사항에 대해 안전성 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가?

Yes. 안전성 평가는 형상관리위원회 검토시
실시하였음.

16) 각 설계문서 관련 형상항목에 대한 현재 위치 및
담당자가 기록되는가?

Yes. 상태기록장부와 NuSCM에서 형상항목의
현재 위치, 담당자 및 검토자 기록이 되어
왔음.

17) 형상관리자 및 형상관리평가자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Yes. 형상관리자는 스프레드쉬트 사용법과
기본적인 전자파일 운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음. 평가자는 형상관리 관련 각종 기준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음.

18) 형상항목이 어떤 한 시점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변경을 위해 제공 될 수 있도록 형상관리시스템이
보증하고 있는가?

Yes. NuSCM에서 형상항목 체크 아웃시
과책의 승인 하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체크아웃 되도록 되어 있음. 과책의 승인이
없는 경우는 열람만 가능하고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19) 형상항목들에 대해서 오직 승인된 버전만 설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형상관리 시스템이 보증하고 있는가?

Yes. 체크 아웃시 과책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형상관리도구인
NuSCM에는 항상 승인된 버전만 보관되어
있음.

20) 식별된 모든 이상상태 및 문제점들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항목과 함께 기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상태
보고 시스템(anomaly reporting system)이 존재하는가?

Yes. 형상관리자가 이상상태 보고 파일목록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관리함. 해결사항이 발생시
항상 품질보증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

21) 모든 보고된 이상상태를 해결하고 이 해결사항을
문서화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절차 또는 장치가 있는가?

Yes. 이상상태 해결시 이상상태보고서에 기록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2) 모든 이상상태 보고, 해결방안, 결과적인 변경
요청들이 형상관리 또는 품질보증 통제를 받고 있는가?

Yes. 이상상태보고서는 목록 관리 및
형상관리자가 관리하면서 해결되면 품질보증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음.

23) 각 설계 요소(design element)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추적성
매트릭스(traceability matrix)가 존재하는가?

Yes. 추적성 매트릭스는 검증보고서에서
추적성 분석을 통해 기술하고 있음.

24) 형상관리시스템이 승인된 소프트웨어 및 문서만이
사용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Yes. 체크인된 형상항목만이 형상관리위원회
승인 후 체크아웃되어 배포되도록 되어 있음.

25) 형상관리시스템은 재난 보호, 전복 및
와해공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는가?

Yes. 정기적으로 이동디스크 및 CD에 백업을
수행함. CD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위치에 보관하고 있음.

26)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Yes. 형상관리위원회에서 변경사항 발생시
평가 승인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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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신규 등록된 형상항목에 대한 정기감사시에 NuSCM에서 형상항

목에 대한 감사처리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감사자가 감사처리 버튼을 클릭함

으로써 개별적인 형상항목 신규 등록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17 형상항목에 대한 감사처리 화면

다음 그림은 감사시에 NuSCM에서 특정 형상항목 전자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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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형상항목 전자파일 내용 확인

사) 최종 형상항목 등록 상태

본 과제 종료일(2010. 8.31) 기준으로 형상관리도구 NuSCM에 최종적으로 등

록된 형상항목은 총 55건(필수기술개발과제: 33건, 독립검증과제: 22건)이다.

아래 그림들은 각각 NuSCM에 형상등록을 한 후에 체크인된 최종 형상항목

체크인 상태 및 형상항목 리스트 보고서 출력 상태를 과제별로 나타내고 있

다.

그림 2.1-19 형상관리도구 최종 형상항목 체크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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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형상관리도구 최종 형상항목 리스트 보고서 출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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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간운영체제 상용인증

1) 개요 및 배경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분야는 기존에 사용되던

아날로그 보호계통 대신 디지털 보호계통 설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

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던 아날로그 기기와 릴레이가 생산이 감소되거

나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노후화된 아날

로그 보호계통 교체에 디지털 제어기기와 함께 COM(Cabinet Operating

Module)에 PC(Personal Computer)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보호계통 설계와 나아가 안전등급 제어계통과 감시계통에도 디지털 제어기기

와 함께 COM(Cabinet Operating Module)에 PC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PC에는 실시간운영체제가 탑재되어야 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상용 실

시간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상용기기란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기기, 부품으로서

10 CFR 50 APP. B의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설계, 제작되지 않았으며 승인

(Dedication) 절차를 득하지 못한 제품으로서 공급자(Vendor)로부터 구매 가능

한 품목을 말한다. 이중 상용 소프트웨어라 함은 이들의 정의중 디지털 계통,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부품에 내장, 설치 또는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로써 특

정한 응용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공급자로부터 구매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상용제품 소프트웨어 상기의 정의범주에 해당될 경우 규제요건에 따

라 원자력분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일련의 상용인

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상용등급에서 원자력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승인 과정을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이라 부른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인증 대

상은 안전-필수(Safety-Critical) 및 안전관련(Safety-Related) 등급에만 적용

한다. 비안전(Non-Safety) 등급의 경우는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대상에서 제

외되며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대상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COM PC에 사용될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대상은 표 2.2-1과 같다.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규제지침 및 기술표준은 ASME/NQA-1을 상위 기준으

로 하여, IEEE Std 7-4.3.2의 상용도구 평가기준과 분류기준인

NUREG/CR-6421,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방법인 EPRI NP-5652 및 EPRI

TR-106439를 적용하였다.

특히, 표 2.2-1과 같이 상용소프트웨어 인증대상을 분류한 것은 상용소프트웨

어의 안전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각각의 안전등급에 걸 맞

는 상용인증, 신뢰성 확보 및 경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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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대상 분류표

번호
COTS

범주
인증대상 주요인증항목

인증방법(EPRI

TR-106439)
안전등급

1

Direct

COTS

(Active

Entity)

QNX-RTOS(

Ver 6.4.1)

Identification,

Critical Char.,

Functionality,

Performance

Dependability

Method 1

Method 2,

Method 4

SR

(Safety

Related)

2.

Direct

COTS

(Passive

Entity)

Micro Photon

GUI (Ver

2.0)

일반사항

오류처리

데이터 및 변수처리

On-Line관점

Checklist에 의한

평가

SR

(Safety

Related)

2)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 계획

PC/RTOS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기준, 최소

한의 공급자 요구문서가 요구된다. 공급자 요구문서중 누락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소스코드 검토, 고장모드영향분석(FMEA) 또는 특별시

험(제품시험이 가능할 경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은

주로 EPRI TR-106439의 Method 2인 "Commercial Grade Survey"라고 하는

공급자 현장실사 방법(ASME/NQA-1에 의한 품질평가 및 소프트웨어 구조도

평가)을 사용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Method4의

운전경험 및 이력평가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상용인증의 경우 Method

2+Method 4의 조합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상용소프트웨어인증계획에서는 상기의 Method2+Method4의 조합방

법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사용하지 않았던 Method1(특별시험)을 추가하

므로써 상용인증의 신뢰성을 높였다.

즉, QNX RTOS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하여 종전의 두가지 방법을 상호

조합한 것 이외에 공급자 요구문서 보상인자 확보차원에서 Method 1(특별시

험) 인증을 직접 수행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설계문서인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GUI(Ver 2.0) 상용인증 계획서, RNV

–OSD–SEP101",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GUI(Ver

2.0) 상용인증 절차서, KNV–OSD–DG101" 및 "안전등급 RTOS(QNX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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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및 microPhotonGUI(Ver 2.0) 상용인증 결과 보고서, RNV-OSD-RR101"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가)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 기준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 기준은 다음의 2가지 이다.

ㅇ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학 기법의 실제 적용 여부(개발공정, 방법론

및 기법, 산출물) 등

ㅇ 엄격한소프트웨어 품질보증하에서 개발되었는지의 여부

나)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문서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하여 최소로 필요한 요구문서는 다음과 같다.

ㅇ 사용자 매뉴얼

ㅇ 소프트웨어 기능요건서

ㅇ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

ㅇ 테스트절차서

ㅇ 테스트결과 보고서

ㅇ 산업체운전이력 자료

ㅇ 형상관리 자료

ㅇ 알려진버그목록, 오류복구절차, 오류추적 및 보고서, 오류통지절차, 오류 보

고서 등

그러나, 대부분의 상용소프트웨어 공급회사의 경우 사용자 매뉴얼을 제외하고

는 일반적으로 상기 문서를 모두 갖춘 업체는 거의 없는것이 현실이다.

다)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에서의 누락문서 보완 방법

최소한의 요구문서중 일부가 누락 되거나 전혀 없을 경우,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소스코드 평가

ㅇ 충분한공급자의 교육 훈련 또는 지식습득

ㅇ 제품의 테스트 가능 여부

ㅇ 고장모드영향분석

최소한의 문서중 QNX RTOS의 경우 사용자 매뉴얼과 산업체 운전이력자료만

있고 나머지 문서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것 처럼 누락된

문서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Method 1(특별시험) 인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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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실사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소프트웨어 구조도

ㅇ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ㅇ 고객서비스 및 불평사항

ㅇ 공급자성능이력 레코드

ㅇ 사용자문서

현장실사 대신에 이메일 교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및 국내지사((주) 알티

솔루션)를 방문하여 인증에 필요한 상기의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상

세한 내용은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GUI(Ver 2.0)

상용인증 결과 보고서, RNV-OSD-RR101"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3)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 방법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이Method 1, Method 2, Method 3,

Method 4의 4가지 방법이 있다.

ㅇ Method 1 : 특별시험 및 검사

ㅇ Method 2 : 공급자조사

ㅇ Method 3 : 소스검증

ㅇ Method 4 : 경험 및 운전이력 데이터에 의한 승인

일반적으로 상기 4가지 방법중 어느 한가지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보상인자 확보차원에서 Method1의 특별

시험을 추가한 Method1+Method2+Method4의 조합방법을 사용하였다.

4)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 절차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절차는 그림 2.2-1과 같다. 이들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상세 절차는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절차서, RNV-OSD-DG101, Rev 00 에 자세히 기술되

어 있다.)

ㅇ 단계 1 :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계획서 및 절차서를 완성한다.

ㅇ 단계 2 :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대상을 선정한다.

ㅇ 단계 3 :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ㅇ 단계 4 : 인증 가능한 최소한의 입력 문서들을 점검하고 누락문서가 있을

경우 이들의 보완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할것인지를 결정한다.

ㅇ 단계 5 : 상용 소프트웨어 필수특성을 선정하고 인증방법을 결정한다.

ㅇ 단계 6 : 인증방법을 토대로 상용인증을 실제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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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계 7 : 인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요약하면,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승인절차 및 평가

기준을 확립한 다음, 인증 스케줄을 작성한다. 인증 스케줄이 완성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다. 인증 활

동을 통하여 발견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기준에 부

합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최종결론을 내린다.

이들의 인증절차는 그림 2.2-1 및 그림 2.2-2의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절차와

같다.

그림 2.2-1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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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상용소프트웨어 인증 절차서의 예

그림 2.2-1의 특별시험 항목(우선순위 전도,교착상태 회피, 문맥교환 기능,메시

지패싱 기능, 펄스메시지 기능, 뮤텍스 기능, 세마포어 기능, 데드라인 경고 및

실패시험, 데드라인 만족 시험, 인터럽트 시험1 (Manual), 인터럽트시험2

(AUTO))들 각각에 대하여 그림 2.2-2와 같은 형태의 절차서를 작성하여 절차

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였다.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GUI(Ver 2.0) 상용인증 절차서, KNV–OSD–DG101 참조]"

5) 안전등급 PC/RTOS 필수특성 선정

필수특성 선정은 첫째, 실시간운영체제가 안전계통의 안전기능(기능 및 성능요

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이다. 둘째, 안전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위

험요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 2가지 안전기능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필수 특성은 다음과

같다.

ㅇ HW PCI 인터럽트 동작여부

ㅇ 우선순위 전도

ㅇ 교착상태

ㅇ 문맥교환 시간

ㅇ 메시지패싱 시간

ㅇ 펄스 메시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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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기화 시간

ㅇ 절대 타이머의 건전성 등

실시간운영체제 필수특성중 NMI(Non Maskable Interrupt)는 과거 중요한 필

수특성 항목이었으나 최근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발달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전

원상실(Power Fail)을 간단히 처리하기 때문에 필수특성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필수특성 제외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QNX 운영체제 작동중 전

원 On/Off 시험을 수십차례 반복하여 QNX 운영체제의 건전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NMI항목을 필수특성에서 제외시켰다.

6)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 수행

가) Method1: 특별시험 수행

특별시험은 자체 시험시설(내부)을 이용할 경우와 외부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

우가 있다. 외부 시험시설의 경우 국내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TTA)와 국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체제 시험의 경우 특성상 시험자체가 독특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소요시간 및 시험의뢰 비용이 높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체적으로 시험환경을 구성하여 시험하였다.

시험항목은 원전 안전관련 계통에 사용될 운영체제의 필수특성들 (우선순위전

도, 교착상태, HW PCI 인터럽트 동작여부, 문맥교환 시간, 메시지패싱 시간,

펄스 메시지 시간, 동기화 시간, 절대 타이머의 건전성 등)을 안전기능 시험,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 등 3개로 크게 구분하여 시험하였다.

안전기능 시험항목

안전기능 시험항목은 응용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원래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나타나는 우선순위 역전현상과 락(Lock)을 잘못 사용하여 시스템이 정지되는

교착상태(Dead Lock)를 안전기능 시험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우선순위 전도시

험에서는 우순선위 전도가 발생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우선순위 역전을 재현

한 후 우순순위상속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전도가 상속 프로토콜에 의

하여 방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시험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교착상태도 교착

상태 발생 시나리오를 만들어 교착상태를 유발하는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교착

상태 발생 방지를 위하여 타임아웃을 적용한 교착상태발생극복 시험항목을 선

정하였다(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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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순위전도 방지기능

1.1 우선순위 전도시험

1.2 우선순위 전도방지 시험

2. 교착상태 회피기능
2.1 교착상태 발생시험

2.2 교착상태 발생극복 시험

1. 문맥교환 시험

1.1 Self

1.2 Inter-thread

1.3 Inter-process

2. 메시지패싱 시험

2.1 No Data

2.2 Send Data

2.3 Reply Data

2.4 Send+Reply Data

3. 펄스메시지 시험

3.1 Self

3.2 inter-thread

3.3 inter-process

4. 뮤텍스

4.1 Uncontested pthread_mutex_lock/pthread_mutex_unlock

4.2 Unavailable pthread_mutex_trylock

4.3 in-kernel pthread_mutex_lock/pthraed_mutex_unlock

4.4 Contested pthraed_mutex_lock/pthread_mutex_unlock

5. 세마포어

5.1 self unavailable semaphore trywait

5.2 self semaphore post/wait

5.3 inter-thread semaphore post/wait

5.4 inter-process semaphore post/wait

5.5 inter-process named semaphore post/wait

표 2.2-2 안전기능 시험항목

기능시험 시험항목

기능시험 시험항목으로 운영체제의 주요기능인 문맥교환 시험, 메시지패싱 시

험, 펄스메시지 시험, 뮤텍스 및 세마포어 등을 시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표

2.2-3)

표 2.2-3 기능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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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데드라인 시험
1.1 데드라인 만족 시험

1.2 데드라인 위반 시험

2. 인터럽트 시험

2.1 인터럽트 매뉴얼 모드(Int 0)

2.2. 인터럽트 매뉴얼 모드(Int 1)

2.3 인터럽트 AUTO 모드 (Int 0)

2.4 인터럽트 AUTO 모드 (Int 1)

2.5 인터럽트 루프시험

구분 기준 비고

Pass

- 시험결과가 시험항목에 기재된 예상결과와 일치하는 경우

‘Pass’로 기재함

- 시험 수행횟수가 1회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모두 성공하여

야 ‘Pass’로 기재함

Fail

- ‘Pass’ 이외의 결과는 ‘Fail’ 처리 후 사유 기재

- 시험 수행횟수가 1회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1회 이상 Fail

이 발생하면 시험결과를 ‘Fail’로 기재하고 해당 시험을 중

단함

성능시험 항목

성능시험항목으로는 실시간 성능 만족여부의 핵심인 실시간 데드라인 시험 및

인터럽트 시험을 시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표 2.2-4).

표 2.2-4 성능시험 항목

시험방법

각각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시험결과

를 캡처하여 예상 결과값을 실제로 통과하였는지를 비교한 후 Pass/Fail로

그 결과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표 2.2-5).

표 2.2-5 시험 Pass/Fail 기준

Method 1의 특별시험 환경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측제어실험실 내에 구성하였

으며 세부 시험환경은 그림 2.2-3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아래와 같다.

ㅇ 본 체: Target

- Processor(s) 1 x Intel Duo Core 2 Pentium 4 (x86)

- Reference Board: Desktop PC Motherboard

- Clock Speed: 2.1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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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Memory: 2GB

- OS: QNX Neutrino v6.41

ㅇ 모니터링 도구

- 모니터링을 위하여 본체에 딸린 모니터를 이용하여 화면을 캡처하였으며

Target 환경과의 통신 및 시험결과 파일 다운을 위하여 Host 환경의 QNX

Momentics Ver 4.4를 사용하였다.

ㅇ Host 환경

- 개발환경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였으며 QNX Momentics Ver 4.4를 사용

하였다.

그림 2.2-3 특별시험 환경

앞서 언급한 표 2.2-2에서부터 표 2.2-4와 같이 PC/RTOS 특별시험항목은 원

전안전관련 계통에 사용될 운영체제의 필수특성인 “안전기능 시험항목”, “기능

시험항목” 및 “성능 시험항목”등 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의 상세 시험결과는

RNV-OSD-RR101, Rev.00,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결과보고서" (특별시험보고서 포함)에 자세히 기술되

어 있다.

다음 그림 2.2-4에서부터 그림 2.2-12까지는 상기의 3가지 시험범위(안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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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성능시험)중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운영체제의 안전-필수 특성인 안전기능의 시험은 결정론적인 실시간 실행시간

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만족하는지의 여부인 우선순위방지기능(우선순위

전도시험, 우선순위전도방지시험)을 시험하였다. 교착상태에서는 시스템의 생

존성(Liveness)의 핵심요소인 교착상태 회피기능(교착상태 발생시험, 교착상태

발생 극복시험)을 시험하였다. 이들 시험결과는 각각 그림 2.2-4와 그림 2.2-5

와 같다. 우선순위 전도 방지를 위한 우선순위 상속기능이 작동함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교착상태의 경우 타임아웃(timeout) 기능으로 교착상태

복구 및 방지를 할 수 있음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2.2-4 우선순위전도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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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교착상태 시험결과

문맥교환이란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전의 프로세스 상태(문맥)을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상태를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문맥을 교환하는 동안에는 유용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문맥교환 시간은 일종의 시스템 오버헤드이

다. 이러한 오버헤드 시간이 하드웨어 CPU 및 레지스터에 따라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림 2.2-6과 같이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2us 이하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문맥교환 시간은 실시간 운영체제의 핵심성능지표인 최대인터럽트지

연시간(Maximum Interrupt Latency Time)과 밀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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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문맥교환 성능시험 결과

메시지 패싱은 객체간의 의사소통인 객체간의 주고받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메시지 패싱은 공유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드/프로세스간 통신을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메시지 패싱은 주로 네트워크 기반

으로 수행된다. 본 시험에서는 2개의 프로세스간에 지정된 크기의 데이터 전

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시험하였다. 데이터는 No Data, 512Byte, 1024

Byte를 Send측과 Receive측의 조합을 구성하여 시험하였다. 데이터 전달 시

나리오에 따라 두 프로세스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림 2.2-7과 같이 측정결과 모두 2us이하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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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메시지 패싱 성능시험결과

동기화란 독립된 2개 이상의 주기적인 사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 제어함

으로써 일정한 위상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을 말한다. 뮤텍스(Mutex)는 Mutual

Exclusion의 줄임말로 쓰레드들의 동시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상호

배타적인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특수한 변수이다. 잠금상태와 잠금해

제 상태로 잠그고 곧바로 잠금을 푸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펄스(Pulse)는 동기화의 한 방법으로 잠금을 획득한 소유자만이 펄스를 해제

할 수 있다. 쓰레드의 block과 unblock을 반복하면서 커널 버퍼링 없이 펄스

가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 프로세스내의 두 쓰레드와 서로다른 두프로

세스 사이의 펄스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걸리는 시간등을 측정하였다.

세마포어(Semaphore)는 주로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사

용된다. 세마포어 S는 정수값을 가지는 변수이며 P와 V라는 명령에 의해서

만 접근할 수 있다. P는 임계구역에 들어가기전에 수행되고 V는 임계구역에

서 나올 때 수행된다. 한 프로세스의 두 쓰레드 사이에 순차적으로 세마포어

를 기다리고(semaphore wait) 세마포어를 포스트(semaphore post) 하는데 걸

리는 시간 등을 측정하였다. 그림 2.2-8에서 보는바와 같이 뮤텍스(Mutex)와

펄스(Pulse)는 1us 이하이며 세마포어(Semaphore)는 Named Semaphore를 제

외한 Self, Inter-thread 및 Inter-process 등에서 모두 2us 이하의 우수한 성

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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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동기화 성능시험 결과

데드라인 스케줄링(Deadline Scheduling)은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태

스크스케줄링(Task Scheduling) 방법이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입력된 모든

태스크를 반드시 주어진 데드라인(deadline)안에 마쳐야 한다. 따라서, 그 어

떠한 우선순위 보다 태스크의 데드라인이 중요한 의미로 작용되기 때문에 운

영체제에서는 각각의 태스크를 모두 주어진 데드라인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하여야 한다.

디지털보호계통의 경우 신호취득에서부터 BP(Bistable Processor),

CP(Coincident Processor)를 거쳐 릴레이 로직(Relay Logic)까지 200ms 이내

까지 트립을 개시 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면(BP:60ms 이내, CP: 60ms이내, 합

=120ms, 한번 실패를 가정하면 240ms 이내여야 함.) 240ms를 250ms로 계

산하여 2배를 상정하면 500ms 이내에 모든 처리를 마쳐야 한다. 역으로

500ms를 1/100로 역산하면 5ms이고 이를 다시 한번 실패할 수 있다고 가정하

여 2로 나누면 2.5ms 이다.

따라서, 실시간 운영체제 내부에서는 응용프로그램 타스크(Task)를 최악으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ms이내에 반드시 결정론적으로 스케줄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ms 이내에 실시간 데드라인 조건을 Q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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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S 운영체제가 지원하는지를 시험한 것이 그림 2.2-9의 데드라인 위반 시

험결과이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가정하여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100배에서 1000배 이상을 가정하면 20us 또는 2us에서 만족하면

된다. 그림 2.2-9의 시험은 위에서 가정한 것의 10배인 10000배의 조건하에서

0.2us와 0.1us에서 시험하였으며 결정론적인 스케줄링이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시험사례 3의 경우 0.09us에서는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9 데드라인 위반 시험결과

나) Method 2: ASME/NQA-1 및 소프트웨어 구조도평가에 의한 인증 수행

RTOS 상용인증 방법2는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회사의 품질보증체계 평가와

소프트웨어 구조도평가이다.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회사가 가진 품질보증메뉴

얼 및 절차서(ISO 9000-3)를 기반으로 ASME/NQA-1에 의한 Mapping 평가

를 하였다. ASME/NQA-1의 평가기준은 총 18개인데 이들의 18개 항목중 상

용 소프트웨어 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8개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10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ㅇ 조직 프로그램

ㅇ 설계관리

ㅇ 구매관리

ㅇ 품목의식별 및 관리

ㅇ 제작 소프트웨어 생성 프로세스

ㅇ 검사 및 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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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핸들링 저장 및 선적

ㅇ 측정 및 시험장비

ㅇ 부적합사항의 관리

ㅇ 공급업체기술 전문성 평가

그림 2.2-10은 상기 10개 항목에 대하여 품질평가한 결과의 일부이다.

그림 2.2-10 ASME/NQA-1에 의한 품질평가

소프트웨어 구조도 평가는 IEC 60880 B2 Software Architecture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주요평가 항목은 커널기능(실시간, 스케줄링 및 동기화 등), 실행

시간, 인터럽트, 건전성 검사, 메모리 및 오류검사 등이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그림 2.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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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소프트웨어 구조도 평가결과

다) Method 4에 의한 인증 수행

그림 2.2-12는 운전이력 및 형상관리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2010년 7월 현재

까지의 최종버젼은 QNX RTOS Ver 6.5이며 Dedication대상은 6.4.1버전이다.

운전이력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근간으로 평가하였는데 원자

력분야(1)를 포함하여 국방 및 안전(8), 의료(6), 자동차 및 운송(4), 공업자동

화 및 제어(13), 가전 및 주거분야(2) 등 총 33개 사이트이다. 인터넷상에서

구체적인 총 운영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사례는 배제하였는데 이들을 사이트별

로 더하여 합산하면 169,403.3 Month(14,116.9년) 이다.

하나의 사이트가 아니고 여러 사이트를 더하여 종합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상

용 소프트웨어 요건에서 제시하는 1 Calendar Year 및 3,000 Operating Hours

를 훨씬 사회하는 데이터이다. 인터넷상의 QNX 운전이력 데이터URL은

http://www.qnx.com/company/customer_stories/ 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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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운전이력 및 형상관리 평가결과

운전이력이외에 형상관리 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가장먼저 QNX 4.25 버전(원전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에

서 이전에 상용인증한 버전임)과 QNX 6.x.x 버전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

여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했다. 카나다 본사 QSSL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QNX 4.25 버전과 QNX

6.x.x 버전의 큰 차이점은 QNX의 커널과 MicroPhoton GUI가 서로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통합되어 있는가이다. QNX 4.25 버전은 커널과 MicroPhoton

GUI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QNX 6.x.x 버전부터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나

로 통합되어 있는 점이 달랐다.

이외, 6.2.x 와 그 이전의 릴리스 노트(Release Notes)도 찾지 못했다. 국내의

QNX 지점 및 QSSL에 문의한 결과도 마차가지였다.

따라서, 6.3.0 버전에서 부터 6.4.1 버전까지의 릴리스 노트가 QNX RTOS의

형상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현존하는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다.

QNX RTOS에 관하여 최근부터 오래된 버전까지의 인터넷 URL을 정리하면

다음과 URL과 같다.

6.4.1: http://www.qnx.com/developers/articles/rel_3550_15.html

6.4.0: http://www.qnx.com/developers/articles/rel_3101_29.html

6.3.2: http://www.qnx.com/developers/articles/rel_2436_17.html

6.3.0 SP3: http://www.qnx.com/developers/articles/rel_2008_15.html

6.3.0 SP2: http://www.qnx.com/developers/articles/rel_1517_39.html

6.3.0 SP1: http://www.qnx.com/developers/articles/rel_1221_33.html

6.3.0: http://www.qnx.com/developers/articles/rel_1002_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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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전(6.4.1)부터 시작하여 6.3.2버전, 6.3.0SP1, SP2, SP3까지 주요 특징들

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인터넷 URL을 클릭하면 영문

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6.4.1 버전의 주요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코어(Core) 운영체제

- ARM Cortex A8(ARMv7 아키텍처) 지원

- FreeScale e500 Core Signal Processing Extension(SPE) 지원

- 물리적 메모리(Physical Memory)의 defragmentation

- MIPSBE 및 MIPSLE 타겟(target) 재지원

- PowerPC 900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

ㅇ 네트워킹(Networking)

- BIND9 지원

- SSH지원

ㅇ 화일시스템

- NTFS 및 Apple HFS+ Read-only 지원

ㅇ 그래픽스

- Composition Window Manager(io-winmgr)

- Intel x86 chipsets 지원

ㅇ 이전 버전에서의 Migration

- QNX Momentics 6.3과 함께 생성된 바이너리 파일은 Ver 6.3과 호환됨

- audio(deva-*), block I/O(devb-*), graphics(devg-*)를 제외하고는 모든

- 6.3.x 드라이버 Ver6.4.1과 호환

- Ver6.4.0 BSP에 Specific한 ATAPI는 재컴파일이 필요함

- Serial driver는 6.3.x와 6.4.1이 완전히 호환됨

- 6.3.x USB드라이버 6.4.1과 호환됨

ㅇ커널

- X86 Platform 상에서 interrupt-to-thread latency 에서의 jitter를 줄임.

- ARM targets 상에서 shared global memory mapping 구현에서 2개의

버그를 수정함.

- Qnet에서 자원 누수 현상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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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버전의 주요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성능: 커널 및 네트워크 스택 성능개선

ㅇ POSIX PSE52 인증: Neutrino RTOS Version 6.4.0 공식적으로 POSIX 인

증받음

ㅇ 새로운 Power-Safe File System

ㅇ Power-Safe File System에서 QNX Neutrino를 설치하면 Symmetric

Multipcessing(SMP)가 default임. 커널의 SMP 버전은 다중및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 상에서 작동함

ㅇ 프로세서 확장지원

- ARM Version 6지원

FreeScale e500 및 SMP와 함께 Renesas 7786 프로세서 지원

WiFi 무선지원

ㅇ 코어그래픽스 도입

ㅇ Adaptive Partitioning

ㅇ 이용도 향상기술 적용

이전버전에서의 Migration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QNX Momentice 6.3에서 생성된 바이너리 파일 6.4.0과 호환되어야 함

ㅇ QNX Neutrino 6.4.0은 새로운 코어 네트워킹 스택을 가짐

ㅇ BSP를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음

ㅇ photon microGUI가 Advanced Graphics Framework상에서 실행됨

ㅇ audio(deva-*), block I/O(devb-*) 및 graphics(devg-*) driver를 제외한 모

든 6.3.x 드라이버가 6.4.0과 호환됨

ㅇ 6.4.0를 위한 BSP-specific ATAPI 드라이버를 재컴파일 하여야 함

ㅇ 6.4.0과 6.3.x 사이의 시리얼 드라이버 호환문제는 없음

ㅇ USB드라이버에 대하여 6.4.0과 6.3.x 호환문제는 없음

- Supported Targets

- ARMBE, MIPSBE, MIPSLE 및 Intel 386 Targets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

커널의 성능향상 및 CPU 구조지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성능향상

-가변 페이지 크기 성능개선(몇 개의 TLB 엔트리를 사용하여 4KB까지

페이지크기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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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스택 throughput 2배 증가

ㅇ POSIX, PSE52 인증

ㅇ 새로운 CPU 구조 및 특징

- ARMv6 구조지원

- Vector Floating Point 지원

- SMP를 포함한 IBM 970(PPC) 구조지원

- FreeScale E500 SMP 지원

- Renesas 7786 SMP 지원

ㅇ PPC BAT addressing

ㅇ 최소 256 MB, 권장 512 MB 이상 메모리 필요

ㅇ 물리적 메모리 지연할당(Lazy Allocation) 지원

ㅇ 인터럽트 지연 개선을 위하여 커널 자료구조(타이머, Send Queues 및 시

그널) 확장

ㅇ PPC 600 계열의 세그먼트 레지스터에서 N bit 지원

ㅇ 실행이름이 긴 경우 버퍼 오버플루우의 원인이 되지 않음

코어 네트워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QNX Neutrino는 NetBSD 4.0 stack을 기반으로 새로운 코어 네트워킹 스

택을 가진다.

파일시스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QNX Neutrino 6.4.0은 Power-Safe “Copy-on-Write” 파일시스템을 도입함

그래픽스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Common Photon 및 2D/3D 그래픽스 드라이버

ㅇ Photon, Aviage HMI Player 및 그래픽 응용은 똑 같은 시스템 상에서 동

시에 존재가능

ㅇ Photon 기능개선

새로운 드라이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Deva-ctrl-intel_hda.so: Intel High Definition Audio Controllers를 위한

Sound Driver

ㅇ Deva-mixer-had.so: High Definition Audio 코덱을 위한 Mixer 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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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버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QNX Neutrino Core OS 6.3.2

- Adaptive Partitioning TDK

- Critical Process Monitoring TDK

- Extended Networking TDK

- Flash Filesystem & Embedding TDK

- Instant Device Activation TDK

- Multicore TDK

- TCP/IP Daemon Security Patch (Patch ID 42)

- Maintenance Patch for the QNX Momentics Extended Networking

TDK 1.0.1

- TCP/IP Stack (Patch ID 236)

- libgcc Patch for gcc 2.9.5 on SH (Patch ID 269)

- libc Patch for IDE 4.0 (Patch ID 383)

- qconn Patch for IDE 4.0.1 (Patch ID 486)

- Changes to Daylight Saving Time Patch (Patch ID 518)

- Windows Vista Patch (Patch ID 522)

- IDE 4.0.1 Memory Analysis Target Patch (ID 525)

- JVM Update for QNX® Momentics® Products (Patch ID 585)

- devb-* Patch (Patch ID 703)

- Subversion (SVN) Command-Line Client patch (Patch ID 705)

- FLEXlm Linger Time Patch (Patch ID 715)

- BSP Utilities Patch (Patch ID 725)

- use Patch (Patch ID 728)

- Filesystems Patch (Patch ID 738)

- libgcc Patch for gcc 3.3.5 on SH (Patch ID 745)

- Cygwin Suspend Patch (Patch ID 748)

주요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BSP 유틸리티 추가

- Packagebsp

- Setupbsp

ㅇ 컴파일러 및 도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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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X Momentics 6.3.2에 gcc 2.95.3 및 gcc 3.3.5 포함

ㅇ 코어운영체제

- Asynchronous message: Store and Forward Technique을 의존하는

Communication Model

- C++: 어떤 클래스 정의가 6.3에서 보다 엄격하다

- Dinit: default로 긴화일이름 생성 가능

- Fcntl(): Side-channel 연결 및 Errno값 보고 문제해결

- FD_SETSIZE: FD_SETSIZE값이 32에서 256으로 변경됨

-Instrumented Kernel(procnto-instr): QNX Neutrino Self-hosted Systems

의 default kernel

ㅇ libpm and libmm:

-Pm-Power-mode_t type이 8bit에서 32bit로 변경됨. libpmm에서

mode_init() policy function의 Prototype이 Void function에서

Pm_Power_mode_t의 return type으로 변경됨.

ㅇ Priority levels: 256개 Priority까지 지원. Non-root processes는 단지 1~63

우선순위까지 사용할 수 있음.

ㅇ resmgr_handle_tune(): 내부적으로 resource manager layer에서 사용된 어

떤 파라메터들은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임

ㅇ 64-bit “large file” libc/file system 지원

ㅇ startup library: MIPS, PPC 및 X86 아키텍처의 64-bit physical address

지원

ㅇ System Page: System Page는 더 이상 meminfo section을 포함하지 않으

며 SYSPAGE_ENTRY(system_private) -> ramsize field도 채우지 않음.

(4GB 제한되기 때문) Startup library에서 add_mem() function이 제외됨

ㅇ/etc/rc.d/rc.loal: 편의상 6.3.2에서는 750 permission과 함께 /etc/rc.d/rc.local

실행버전을 empty로 설치

ㅇ 빠른 mutex 최적화(SH4 및 ARM)

ㅇ Threads: 디버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가짐

가상메모리매니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QNX Neutrino Core OS 6.3.2는 rearchitected virtual memory(VM)

manager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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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되는 모든 아키텍처상에서 POSIX mmap() behavior 일치함

ㅇ Partial munmap()은 모든 프로세서 계열에 지원

ㅇ POSIX memory-mapped files 지원

ㅇ POSIX Memory locking 지원

ㅇ POSIX typed memory 지원

QNX 6.3.0(2008. 11. 14): 2004. 6. 7 변경

ㅇ Target OS: QNX Neutrino 6.3.0

ㅇ Host OS : Microsoft Windows XP SP1, 2000 SP4, Sun Solaris 7/8, QNX

Neutrino 6.3.0, Linux(Red Hat 8/9)

6.3.0에서 SP 설치를 강력히 권고함. SP는 SP1, SP2, SP3가 존재함. SP 다음

에 오는 숫자에 따라 버전번호가 6.3.1, 6.3.2, 6.3.2로 부여됨

QNX 6.3.0 SP1(2008. 11. 14): 2005 1. 24 이후 변경

ㅇ Target OS: QNX Neutrino 6.3.0

ㅇ Host OS : Microsoft Windows XP SP1 or SP2, 2000 SP4, NT SP6a,

Sun Solaris 7 or 8, QNX Neutrino 6.3.0, Linux Red Hat 8.0, 9.0, Enterprise

WS 3 or 4

중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Bootpd: 모든 타겟에 bootpd 바이너리 포함(Ref# 21126)

ㅇ Mkimage: flash file system version 3 image를 파싱할 수 있도록 추가

(Ref# 20386)

ㅇ Power Management: 전원관리 특징을 지원하기 위하여 io-net, io-char 및

io-graphics IO subsystems을 개선함

QNX 6.3.0 SP2(2008. 11. 14): 2005 10. 4 이후 변경

ㅇ Target OS: QNX Neutrino 6.3.0 또는 6.3.0 SP1

ㅇ Host OS: Microsoft Windows XP SP1 또는 SP2, 2000 SP4 또는 NT

SP6a, Sun Solaris 7,8 또는 9, QNX Neutrino 6.3.0 또는 6.3.0 SP1

ㅇ 다음 버전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함

- Linux Red Hat 8 and 9

- Solari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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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NT

ㅇ예전의 Flash File System FFS2을 중단하고 새로운 FFS3을 지원함

ㅇSP2는 SP1에서의 모든 오류 수정을 포함함

ㅇSP2는 TCP/IP Daemon Security Patch(Patch ID 3)을 포함함

QNX 6.3.0은 SP3(2008. 11. 14): 2006. 10. 31이후 변경

ㅇ Target OS: QNX Neutrino 6.3.0 SP3

ㅇ Host OS: Microsoft Windows Vista, XP SP2, 2000 SP4, NT SP6a, Sun

Solaris 7,8,9, or 10, QNX Neutrino 6.3.0 or later, Linux Red Hat 8 or 9,

Red Hat Enter WS3 or 4, Red Hat Fedora Core 3 or 4, Debian 3.1 or

SUSE 10

ㅇ 다음 버전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함

- Linux Red Hat 8 and 9

- Solaris 7, 8 and 9

- Windows NT

ㅇ예전의 Flash File System(FFS2)을 중단하고 새로운 Flash File

System(FFS3)를 지원

상기의 형상관리 내용을 종합해 보면 QNX RTOS의 공급회사인 카나다

QSSL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버그 및 패치버전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으며 중요

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그내용을 사용자(고객)에게 신속하게 알려

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릴리스 노트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항상 사용자가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패치버전을 다운받아 설치

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지원하고 있다.

7) 안전등급 PC/RTOS 인증문서 작성 및 특정주제기술보고서(TR) 작성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의 인증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는 다음과 같은 5종의 문

서가 있다.

(1) RNV-OSD-AR103 Rev.00, "RTOS 공급자 자료확보 및 분석보고서"

(2) RNV-OSD-AR101 Rev.00, "안전등급 상용소프트웨어(실시간 운영체

제:RTOS) 선정 적합성평가 보고서

(3) RNV-OSD-SEP101 Rev.00, "안전등급 RTOS(QNX Ver6.4.1)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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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NV-OSD-DG101, Rev.00,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절차서"

(5) RNV-OSD-RR101, Rev.00,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결과보고서" (특별시험결과서

(KAERI-COTS-ST-101 포함)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 평가기간 동안 발견된 오류가 있다

면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보고서 형태로 문서화 하여야 하는데 최종인증결

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ㅇ 상용소프트웨어 인증결과 개요

ㅇ 필수특성 선정

ㅇ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방법의 선정

ㅇ Method 1: 특별시험 결과

ㅇ Method 2: 공급자 조사에의한 인증결과

ㅇ Method 2: ASME/NQA-1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

ㅇ Method 4: 이력자료에 의한 평가결과

ㅇ Method 4: 형상관리 평가결과

ㅇ 조합에의한 평가결과

ㅇ MicroPhoton 평가결과

ㅇ 상용제품에 대한 최종인증 결론

상세한 내용은 RNV-OSD-RR101, Rev.00,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결과보고서" (특별시험결과서

(KAERI-COTS-ST-101 포함)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허가 심사 및 획득을 위하여 RTOS 상용인증결과

에 대하여 적용법규, 규제지침, 기술표준과의 적합성, 상용인증계획, 상용인증

방법, 상용인증 절차 및 상용인증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발행문건으로 특정주

제기술보고서(Topical Report:TR)를 완성하였다.

8) 안전등급 PC/RTOS 상용인증 결론

본 보고서는 가동 및 신규원전의 모든 안전계통에 적용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

와 있는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 (RTOS QNX Ver 6.4.1) 및 MicroPhoton

GUI(Ver 2.0) 에 대하여 상용인증 계획, 상용인증 기준 및 상용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하였으며 인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 (RTOS QNX Ver 6.4.1) 및MicroPhoton GUI(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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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방법인 Method 1, Method 2, Method 3 및 Method

4의 방법중 3가지 방법(Method1, Method2, Method4)을 상호 조합하여 인증하

였다.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 (RTOS QNX Ver 6.4.1) 평가 결과 Method 1 에서는

안전기능시험(우선순위전도, 교착상태회피), 기능시험(문맥교환, 메시지 패싱,

펄스메시지, 뮤텍스, 세마포어), 성능시험(데드라인경고 및 실패, 데드라인 만

족) 등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다.

Method 2에서는 제품설명서, 품질메뉴얼, 요구사항, 사용자 매뉴얼 및 체크리

스트 기반에 의한 소프트웨어 구조도 평가를 모두 만족시켰다. 특히, ISO9001

의 품질인증서와 IEC의 Sil3 인증서는 품질평가에 신뢰성을 부가하였다.

Method 4에서는 각 분야별로 원자력 분야(1)를 포함하여 국방 및 안전(8), 의

료(6), 자동차 및 운송(4), 공업자동화 및 제어(13), 가전 및 주거분야(2) 등 총

33개 사이트의 총 운영시간은 169,403.3 Month (14116.9년) 이다. (QNX사용의

구체적인 운영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사례는 배제) 하나의 사이트가 아니고 여

러 사이트를 종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원전 상용 소프트웨어 요건에서 제시하

는 1 Calendar Year 및 3,000 operating Hours를 훨씬 상회하는 데이터이다.

마이크로 포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MicroPhoton GUI Ver 2.0) 는

Method 4로 평가하였다.

MicroPhoton GUI (Graphic User Interface) 의 경우 능동객체(Active Object)

가 아닌 수동객체(Passive Object)이기 때문에 MicroPhoton GUI 도구를 개발

하는데 사용된 컴파일러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번역기(컴파일러) 평가는 IEC 60880의 D1~D4에 제시된 권고된 기준 및 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하였다. (우선순위 1: 매주중요, 우선순위 2: 중요, 우선순위3:

검토 가능하여야 함).

평가절차의 순서는 다음의 D1~D4과 같다.

ㅇ D1 General(일반 사항)

ㅇ D2 오류처리(Error handling)

ㅇ D3 데이터 및 변수 처리(Data and variable handling)

ㅇ D4온라인( On-line) 관점(On-line aspects)

평가결과 특이사항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 (RTOS QNX Ver

6.4.1) 인증결과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마이크로 포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MicroPhoton GUI Ver 2.0)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상용등급 RTOS QNX

Ver 6.4.1 및 MicroPhoton GUI Ver 2.0 에 대하여 원자력등급으로 상향 조정

하여 원전 안전관련 응용등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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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용량 안전통신망 검증

1) 연구배경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컴퓨터 기반으로 새롭게 구현함에

따라 안전관련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망 도입이 관심가 되고 있다. 원전 안전

계측제어 시스템은 그것의 고장으로 인하여 인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safety-critical 시스템으로써, 이러한 원전 안전 시스템의 자료

전송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이터 통신망은 일반 상용 또는 산업분야에 적용하

는 통신망과는 다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요건에는 일반적인

안전 특성인 신뢰성, 결정론성과 함께 원전 고유의 특성인 분리 및 격리성과

검증성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통신망은 전송효율 및 용량 등과 같

은 성능에 치중되어 있으며 원전 안전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특성 들을 수용할

수 없거나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현재 원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식(protocol)의 하나가

PROFIBUS이다. PROFIBUS는 최대 전송용량이 12Mbps이나 이는 물리계층의

사양이며, 상위계층 기능을 부가하고 핸드쉐이크를 고려하면 실제 전송용량은

수 Mbps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통신용량 요건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실제 유효 전송용량이 최소 20Mbps를 넘는 안전등급 통신망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원전 안전 계통에 적합하고 유효 전송용량이 수십Mbps를 넘는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통신망은 설계요건, 연계요건,

설계사양의 상위 요건을 토대로 원전 안전 통신망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설계

및 검증하였다. 설계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의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구현하였고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독립조직에 의

하여 검증 및 확인,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통신망의 기능, 성능을 검증

하였다.

2)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요건 검증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설계요건서를 검증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B-NSDN) 설계 검증 보고서(RNV-CMN-AR102)”를 작성 하였다. 검증 결과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은

-전기안전등급 : Safety Class-1E

-내진등급 : Seismic Category I

-소프트웨어등급 : Safety-Critical

을 만족하고 있어 원전안전계통 제어통신망 품질요건을 만족하였다. 상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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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요건 통신망 사양
-기능요건-

․원전 안전계통 요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통신 제공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과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기능 제공

․채널 내부, 채널간, 비안전계통과의 데이

터 통신제공

․원자로 보호계통(RPS), 노심보호연산기

계통(RCOPS),공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

통(ESF-CCS)에 대한 계통분석을 통해

RPS 24개, RCPS 33개, ESF-CCS 106개

등 전체 163개의 통신 기능을 제공하여 원

전 안전계통 요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통신

제공하였음.

․안전통신망은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과

제어용 통신망으로 구분되어 있음.

․안전통신망은 4개의 다중채널과 주제어

실 및 원격정지만 등 공통채널망을 포함하

는 6개의 채널망으로 분류되며 4개의 망에

는 각각 34개의 통신노드가 제공되며, 주

제어실과 원격정지반에는 각각 23개, 4개

의 통신노드가 제공됨
-품질요건-

데이터 통신망의 품질요건은

-전기안전등급: Associated

-내진등급: Seismic Category II

-소프트웨어등급: Safety-Related

을 만족하고 있어 원전안전계통 정보통신망 품질요건을 만족하였다.

성능요건 검증결과는,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및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은 전송

지연시간, 성능여유, 확장용량이 원전의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

계통, 노심보호 연산기 계통에서 요구하는 제어 및 정보통신의 성능요건을 만

족 하였다. 특히, 실시간 성능요건, 응답성요건, 다중성 및 다양성 요건, 보안

관련요건, 경보요건 등이 성능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각 항목들이 이해하기 쉽

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3)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사양 검증

통신망 설계 사양 예비검증은 통신망 요건을 토대로 통신망 사양과의 추적성

을 분석하였다. 사양검증 내용은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설계 검

증 보고서(RNV-CMN-AR102)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 추적성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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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 Class 1E,

Seismic Category I, Safety-Critical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 Associated,

Seismic Category II, Safety-Related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은 Class 1E,

Seismic Category I, Safety-Critical을 만

족함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 Associated,

Seismic Category II, Safety-Related를 만

족함
-성능요건-

․제어용 데이터 통신망 : 전송지연시간

50 msec, 40% 성능여유, 30% 확장용량

․상태용 데이터 통신망 : 전송지연시간

500 msec, 40% 성능여유, 30% 확장용량

․표 [상태용, 제어용 통신망 연계사양]을

통해 제어용 통신망은 64개의 통신노드,

응답시간 보장을 위한 25msec 통신 주기

를 고려하여 Raw Data전송 기준으로 40%

의 성능여유와 30%의 확장용량을 고려하

여 4.7Mbps 이상

․표 [상태용, 제어용 통신망 연계사양]을

통해 제어용 통신망은 64개의 통신노드,

응답시간 보장을 위한 250msec 통신 주기

를 고려하여 Raw Data전송 기준으로 40%

의 성능여유와 30%의 확장용량을 고려한

2.3Mbps 이상
-프로토콜 요건-

․전송지연시간이 예측 가능하고 규정된

제한시간을 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론적 전송구조

․주기적 공정 제어용 데이터는 상태기반

방식으로 전송

․전송지연시간은 상태데이터는 250msec

의 전송주기, 제어데이터는 25msec의 전송

주기를 갖기 때문에 규정된 전송지연시간

을 넘지않고 GTS(Guaranted Time Slot)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결

정론적 전송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통신망은 통신방식과 구조 및 설계요소

에 대한 모든 특성이 계산 및 예측가능한

결정론적 통신구조를 갖도록하기 위해, 발

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고정적인 상태기

반의 전송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4) 프로토콜 검증

설계된 프로토콜이 교착상태, 비정상적인 도달, 상태 모호성 등과 같은 잠재적

인 설계오류가 존재하는지, 통신망 본래의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B-NSDN) 프토토콜 검증 보고서(RNV-CMN-AR101)”를 작성 하였다 설계된

프로토콜의 주 검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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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증 항목

프로토콜 검증은 프로토콜 규격으로부터 표현된 프로토콜 명세의 정확성

(Correctness), 안전성(Safety), 일관성(Consistency) 및 필연성(Liveness) 등

을 알아보는 것이다. 안전통신망 프로토콜에서 검증해야 할 프로토콜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Safety) : 잘못된 상태나 교착상태, 차폐성(Livelock)이 없음

-필연성(Liveness) : 항상 요구되는 어떤 상태에도 도달 가능함

-제한성(Boundness) : 메시지의 수가 채널 용량을 초과하지 않음

-명확성(Clearness) : 애매한 상태가 없음

-정확성(Correctness) : 의도된 요구사항을 만족함

나) 검증 절차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검증은 그림 2.3-1과 같이,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명세서(RNV-CMN-DS102)에서 작성된 정형 명세서

를 통하여 Syntactic/Semantic Analysis를 통한 명세화 오류 검증, 주요 기

능에 대한 Simulation, 도달성 검증을 위한 Validation의 3단계로 수행 하였

다.

그림 2.3-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검증철차

다) Syntactic/Semantic Analysis

Syntactic/Semantic Analysis는 명세 오류를 검사하는 정적 분석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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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분석을 통하여 명세에 포함된 모든 구문과 의미적인 오류를 검사한

다. 명세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호 및 문법 규칙, 정의 및 상호 관계성

뿐 만 아니라 구조, 연결성 등을 검사함으로써 교착상태, 차폐성 등을 차단

및 검증한다. 검증에 사용된 도구는 IBM社의 SDL and TTCN Suite의

Analyzer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였고, 명세 오류 발견 시 수정하여 모든

오류를 제거하였다.

그림 2.3-2 Analyzer를 이용한 명세 검사 예시

라) Simulation Analysis

정적분석 도구인 Analyzer에 의하여 구문과 의미에 대한 오류 검증이 수행

된 프로토콜 명세는 Simulation에 의한 동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Simulation

을 통하여 검증작업을 수행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초기화

-Beacon 전송

-타이머 설정

-데이터 전송

그림 2.3-3 는 데이터 전송 기능을 MSC(Message Sequence Chart)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imulation 분석 결과 프로토콜은 설계된 명세대로 동작하고 교착상태나 차

폐성 등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 Validation Analysis

Validation Analysis 과정에서는 상태공간탐색 (State space exploration) 기

술을 이용하여 명세화된 프로토콜의 행위를 검증하였다. IBM社의 SDL

Validator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행위 트리를 수동으로 추적하는

"Navigator", 무작위 탐색을 위한 "Random-walk"를 이용하여 예비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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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후, 도달성 검증을 위한 "Bit-State"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2.3-3 데이터 전송에 대한 MSC(Message Sequence Chart) 결과

그림 2.3-4 Navigator에 의한 탐색

그림 2.3-4～그림 2.3-5 는 명세된 프로토콜을 Navigator와 Random-walk에

의한 오류 탐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탐색 결과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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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은 Bit-state에 의한 도달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달성 검

증은 커버리지를 100%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검증 결과 오류는 발생

되지 않았다.

그림 2.3-5 Random-walk에 의한 탐색

그림 2.3-6 Bit-state에 의한 도달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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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검증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증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

하여 수행하였다.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인허가적합성 검토 및 기술 검토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추적성 분석

인허가적합성 검토는 참고문서인 NUREG-0800, Rev. 05, 2007,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7.0 Instrumentation and Control, BTP HICB-14

Guidance on Software Reviews for Digital Compute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소프트웨어

공정특성 및 기능특성에 대한 각 세부 소프트웨어 속성 관점에서 요구사항 검

토를 수행하였다. 추적성 분석은 상위 계통요건과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

프트웨어의 요구사항 간에 양방향 요건추적을 수행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B-NSDN)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확인 및 검증 보고서

(CMN-RNV-SVR121)를 작성 하였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의 확인 및

검증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증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였다.

① 기능특성

-정확도(Accuracy) 검토

-기능성(Functionality) 검토

-신뢰성(Reliablility) 검토

-강인성(Robustness) 검토

-안전성(Safety) 검토

-보안성(Security) 검토

-타이밍(Timing) 검토

② 공정특성

-완전성(Completeness) 검토

-일관성(Consistence) 검토

-정확성(Correctness) 검토

-스타일(Style) 검토

-명확성(Unambiguity)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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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성(Verifiability) 검토

나) 소프트웨어 추적성 검증

-설계사양서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와의 순방향 추적성 분석

-설계사양서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와의 역방향 추적성 분석

검증결과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들을 요구사항 단계에서 명세 되

어야 할 수준까지 잘 기술하고 있다. 기능논리 명세에서는 기능에 필요한 입

력, 수행할 기능 및 기능에서 생산되는 출력 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완전성 관점에서는 두 가지 미비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일관성 관

점에서는 외부 일관성은 만족하나 내부 일관성 관점에서 두 가지 미비사항이

발견되었다. 정확성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능상의 중요 오류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문서상의 오류가 파악되었다. 스타일 관점에서는 비트

표기방식과 헥사 표기방식이 혼용되어 기술되어 있어 용어 통일 또는 비트 방

식을 명기하라고 하였으며, 명확성 관점에서는 요구사항 명세서상의 본문 내

용이 모호한 구절이 있어서 명확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추적성 분석은 상위문서인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설계사양서"와 검증대상

인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가 양방향 추적이

가능함을 파악하였다.

6)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검증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에 대한 검증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및 추적

성을 검증하였으며, 세부 검증항목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증과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설계 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

서(CMN-RNV-SVR131)"를 작성 하였다.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의 확인 및 검

증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적합성에 대한 검증결과 전체적으로 검증 속성에 대하여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설계명세의 설계요건이 잘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확

성 부분에 있어서 CRC(Cyclic Redundancy Check) 점검기능이 명시적이지 않

고, 강인성 및 신뢰성 관점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 발생이나 고장에 대한 대처

방안이 본 설계명세서에서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되지 않는 것이 검토결과

파악되었다. 이러한 미비사항은 통신망 기능이 추가로 보강되어 감에 따라 구

체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능명세는 비교적 상위문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잘 되어 있으나 전체적

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구조적 관점에서의 흐름도에 대한 명세도 앞으로



- 91 -

시험번호 시험대상(SDS) 설명

CSW_APP-CT01 7.1.1.1 클럭 및 트리거 신호 생성 기능

CSW_APP-CT02 7.1.1.2 제어신호 감지 기능

CSW_APP-CT03 7.1.1.3 버퍼 제어 기능

CSW_APP-CT04 7.1.1.4 교환 기능

CSW_APP-CT05 7.1.1.5 망 관리 기능

보완할 부분으로 사려되었다.

추적성 분석결과 순방향 추적에서는 본 검증대상이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프트웨어 설계명세가 설계사양 범위 내에서는 모든 항목에 걸쳐 상위문서인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와 추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역방향 추적에서는 설계단계이후인 구현단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외의 요구사항 범위에서의 기능항목에 대해서는 추적이 잘 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7)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검증 시험

구현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은 독립 검증조직에 의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계획과 절차에 의해 단위 모듈 시험, 통합 시험, 계통 시험을 수행하였

다. 단위 모듈은 시험은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을 구성하는 통신 교환장치,

통신 노드장치의 각 모듈들의 기능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

다. 통합 시험은 각 모듈을 통합하여 통신 노드장치 간 1:1 통신 기능이 수행

되는 검증하였다. 계통 시험은 망을 구성하여 여러 개의 통신 노드장치들 간

기능 및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시험 계획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시험에 필요한 시험 계획서인 “대용량 원전 안전통

신망(B-NSDN) 시험계획서(RNV-CMN-STR101)”를 작성하였다. 시험 사례

를 추출하고 시험방법, 통과기준 및 실패기준을 정의하였다. 시험 사례를

통하여 단위 모듈 시험 항목, 통합 시험 항목, 계통 시험 항목을 정의하였

다.

표 2.3-1 ～ 표 2.3-3 은 정의된 단위 모듈, 통합, 계통 시험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1 단위 모듈 시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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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C-CT01 7.1.2.1
클럭 및 트리거 신호 생성 기능

CMAC-CT02 7.1.2.2 FIFO 세팅 및 버퍼 세팅 기능

CMAC-CT03 7.1.2.3 BEACON Check 기능

CMAC-CT04 7.1.2.4 Bit to Integer 기능

CMAC-CT05 7.1.2.5 초기화 및 리셋 기능

CMAC-CT06 7.1.2.6 데이터 생성 및 전송 기능

CMAC-CT07 7.1.2.7 데이터 수신 및 해석 기능

MAC_6UBD-CT01 7.3.1.1 클럭 및 트리거 신호 생성 기능

MAC_6UBD-CT02 7.3.1.2 VME BEACON CHECK 기능

MAC_6UBD-CT03 7.3.1.3 FIBER BEACON CHECK 기능

MAC_6UBD-CT04 7.3.1.4 Bit to Integer 변환 기능

MAC_6UBD-CT05 7.3.1.5 초기화 기능 및 리렛 기능

MAC_6UBD-CT06 7.3.1.6

망 시각 동기 정보 해석 및 전송 시

각 설정 기능과 메시지 수신 및 해

석 기능

MAC_6UBD-CT07 7.3.1.7 메시지 생성 및 전송 기능

MAC_6UBD-CT08 7.3.1.8 VME FIFO 제어 기능

MAC_6UBD-CT09 7.3.1.9 버스 제어 기능

표 2.3-2 통합 시험 대상

망 구성 시험 번호 시험 대상

Test_Config1

B-NSDN-Config1

-IT-01
Ÿ 데이터 건전성

Test_Config2
B-NSDN-Config2

-IT-01
Ÿ 데이터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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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Config3

B-NSDN-Config3
-IT-01

Ÿ 데이터 건전성

망 구성 시험 번호 시험대상

ST_Test_Config1

B-NSDN-Config1
-ST-01

Ÿ 데이터 오류

Ÿ Sequence number

Ÿ CRC 오류

Ÿ 전송속도

Test_Config2

B-NSDN-Config2
-ST-01

Ÿ 데이터 오류

Ÿ Sequence number

Ÿ CRC 오류

Ÿ 전송속도

표 2.3-3 계통 시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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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절차

시험 계획에 따라 단위 모듈 시험 절차, 통합 시험 모듈, 계통 시험 모듈 절차

서인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시험 절차서(RNV-CMN-STP101)”

를 작성하였다. 표 2.3-4 는 단위 모듈 시험 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시험사례 시험 입력 예상 출력 시험 출력 시험통과

CSW_APP

-CT03

Ÿ F_nRESET

Ÿ s_AM2

Ÿ s_AM4

Ÿ s_AM0는 AM0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AM1은 s_AM1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AM2는 s_AM2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AM4는 s_AM4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s_AM=high이고 s_AM2=high이면

s_AMw=high인 신호

Ÿ s_AM4=hihg이면 s_AMr=high인 신호

Ÿ s_AMw=low 이거나 s_AMr=low이면

nDOE0=low인 신호

Ÿ s_AMw=low이면 DDIR0=high인 신호

Ÿ nDOE1은 항상 low인 신호

Ÿ DDIR1은 항상 high인 신호

표 2.3-4 단위 모듈 시험 사례 예시

다) 시험 결과

① 단위 모듈 검증시험 결과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단위 시험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구성

모듈의 기능을 검증 하였고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단위모듈

시험 결과 보고서(RNV-CMN-STR14)"를 작성하였다. 그림 2.3-7 은 단

위 시험 결과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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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사례 시험 입력 예상 출력 시험 출력 시험통과

CSW_APP

-CT03

Ÿ F_nRESET

Ÿ s_AM2

Ÿ s_AM4

Ÿ s_AM0는 AM0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AM1은 s_AM1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AM2는 s_AM2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AM4는 s_AM4으로부터 입력받는 신호

Ÿ s_AM=high이고 s_AM2=high이면

s_AMw=high인 신호

Ÿ s_AM4=hihg이면 s_AMr=high인 신호

Ÿ s_AMw=low 이거나 s_AMr=low이면

nDOE0=low인 신호

Ÿ s_AMw=low이면 DDIR0=high인 신호

Ÿ nDOE1은 항상 low인 신호

Ÿ DDIR1은 항상 high인 신호

그림4-33 참

조
PASS

표 2.3-5 단위 모듈 시험 사례 예시

그림 2.3-7 CSW_APP-CT03 시험 입력 및 시험 출력

② 통합 검증시험 결과

통합 시험은 시험절차에 제시된 시험사례에 의해 통합시험을 수행하였고

통합시험결과보고서인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계통 시험 보고

서(RNV-CMN-STR161)"을 작성하였다. 통합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B-NSDN-Config1-IT-01 시험 결과

그림 2.3-8 와 같이 PC 2대와 통신 교환장치 1대를 이용하여 시험 환경

을 구축한다. 각 PC는 QNX.(Ver 4.01)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고 1씩

증가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통신망의 타이밍 특성 및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주기: 50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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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1 주소: 0x2222, 송신 데이터량 : 2050Byte(데이터량(2046Byte)+

헤더(4Byte))

-Node 2 주소: 0x2323, 송신 데이터량 : 1025Byte(데이터량(1021Byte+

헤더(4Byte))

그림 2.3-8 B-NSDN-Config1-IT-01 시험 환경

그림 2.3-9는 통신 교환장치의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매 주기 1초

마다 Beacon의 브로드 캐스팅 횟수, 송신 데이터량을 모니터링한 화면

이다.

그림 2.3-9 에서 bbbb:0020은 Beacon이 1초 동안 20번 브로드캐스팅 했

음을 의미한다. 통신망의 주기가 50msec이므로 1초동안 Beacon은 20번

모든 Node로 발행되므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9 에서 2222:41000은 Node1의 주소가 0x2222이고 송신 데이터

량은 41000Byte를 의미한다. 50msec마다 2050Byte를 전송하므로 1초동

안 41000Byte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9 에서 2323:41000 역시 Node2의 주소가 0x2323이고 송신 데

이터량은 205000Byte를 의미한다. 50msec마다 1025Byte를 전송하므로 1

초동안 205000Byte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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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9 B-NSDN-Config1-IT-01 모니터링 결과 화면

㉯ B-NSDN-Config2-IT-01 시험 결과

그림 2.3-10과 같이 PC 1대, PLC 1대와 통신 교환장치 1대를 이용하여

시험 환경을 구축한다. PLC는 pS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씩 증가하

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 PC는 B-NSDN-Config1-IT-01과 마찬

가지로 1씩 증가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통신망의 타이밍 특

성 및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주기: 50msec

-Node 1 주소: 0x2222, 송신 데이터량 : 114Byte(데이터량(110Byte)+헤

더(4Byte))

-Node 2 주소: 0x2323, 송신 데이터량 : 220Byte(데이터량(216)Byte+헤

더(4Byte))

그림 2.3-11는 통신 교환장치의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매 주기 1초

마다 Beacon의 브로드 캐스팅 횟수, 송신 데이터량을 모니터링한 화면

이다.

그림 2.3-11에서 bbbb:0020은 Beacon이 1초동안 20번 브로드캐스팅 했

음을 의미한다. 통신망의 주기가 50msec이므로 1초 동안 Beacon은 20

번 모든 Node로 발행되므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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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B-NSDN-Config2-IT-01 시험 환경

그림 2.3-11에서 2222:2280은 Node1(PLC)의 주소가 0x2222이고 송신 데

이터량은 2280Byte를 의미한다. 50msec마다 114Byte를 전송하므로 1초

동안 2280Byte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11에서 2323:41000 역시 Node2(PC)의 주소가 0x2323이고 송신

데이터량은 4400Byte를 의미한다. 50msec마다 220Byte를 전송하므로 1

초 동안 4400Byte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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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B-NSDN-Config2-IT-01 모니터링 결과 화면

㉰ B-NSDN-Config3-IT-01 시험 결과

그림 2.3-12과 같이 PLC 2대와 통신 교환장치 1대를 이용하여 시험 환

경을 구축한다. 각 PLC는 pS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씩 증가하는 응

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통신망의 타이밍 특성을 다음과 같다.

-주기: 50msec

-Node 1 주소: 0x2222, 송신 데이터량 : 114Byte(데이터량(110Byte)+헤

더(4Byte))

-Node 2 주소: 0x2121, 송신 데이터량 : 114Byte(데이터량(110Byte_+헤

더(4Byte))

그림 2.3-13는 통신교환장치의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매 주기 1초

동안 Beacon의 브로드 캐스팅 횟수, 송신 데이터량을 모니터링한 화면

이다.

그림 2.3-13에서 bbbb:0020은 Beacon이 1초 동안 20번 브로드캐스팅 했

음을 의미한다. 통신망의 주기가 50msec이므로 1초동안 Beacon은 20번

모든 Node로 발행되므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13에서 2222:2280은 Node1의 주소가 0x2222이고 송신 데이터

량은 2280Byte를 의미한다. 50msec마다 114Byte를 전송하므로 1초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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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Byte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12 B-NSDN-Config3-IT-01 시험 환경

그림 2.3-13 B-NSDN-Config3-IT-01 모니터링 결과 화면

③ 계통 검증시험 결과

계통시험은 PCI 통신보드 및 PLC 장치의 제한된 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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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SDN-Config1-ST-01 시험사례에 대해서만 시험을 수행하였고 “대

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계통 시험 보고서

(RNV-CMN-STR161)"을 작성하였다.

㉮ 통신 감시장치 (B-NSDN Monitoring System)

계통시험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그림 2.3-14과 같이 통신망 감시 장

치를 구현하였다.

그림 2.3-14 계통시험 결과 분석을 위한 B-NSDN 통신망 감시장치 화면

통신망 감시장치는 CSW(Central Switch)의 SCM(Switch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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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의 CPU를 이용하여 1초동안 발행된 Beacon 횟수, Source

Address, 송신 데이터량을 측정하여 통신망 감시장치로 전송한다. 통신

망 감시 장치의 Network Configuration에서는 현재 통신망 구성을 구성

하는 통신 노드장치들의 Non-active(접속하지 않은 상태), Active(접속

한 상태), Failure(케이블 단선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 상태를 전시

한다.

Traffic and Performance에는 각각의 통신 노드장치들의 초당 전송데이

터량, 전송실패 횟수, 통신망의 전송율, Cycle Time과 FDTP(Fixed

Data Transmission Period) 구간과의 비율(Active Transmission

Capacity), Cycle Time과 RDTP(Reserved Data Transmission Period)

과의 비율(Reserved Transmission Capacity), 초당 Beacon 전송 횟수,

잃어버린 Beacon전송 횟수 등을 표시한다.

㉯ B-NSDN-Config1-ST-01 시험결과

그림 2.3-15 과 같이 PLC 2대, QNX-PC 3대, 중앙 교환장치(CSW) 1

대, 그룹 교환장치(GSW) 1대를 이용하여 시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통신

망의 타이밍 특성을 다음과 같다.

-주기: 50msec

-GTS 특성: Beacon(2ms), GTS#1(4ms), GTS#2(4ms), GTS#3(4ms),

GTS#4(4ms)

-PC 1 주소 : 0x2233, 송신 데이터량 : 2048Byte(데이터량(2044Byte)+헤

더(4Byte))

-PC 2 주소 : 0x2244, 송신 데이터량 : 2048Byte(데이터량(2044Byte+헤

더(4Byte))

-PC 2 주소 : 0x2244, 송신 데이터량 : 2048Byte(데이터량(2044Byte+헤

더(4Byte))

-PLC 1 주소 : 0x2121, 송신 데이터량 : 114Byte(데이터량(110Byte_+헤

더(4Byte))

-PLC 1 주소 : 0x2424, 송신 데이터량 : 114Byte(데이터량(110Byte_+헤

더(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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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B-NSDN-Config-ST-01 시험 환경

CSW(Central Switch)의 스위칭 성능을 함께 시험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

노드장치 간 통신은 CSW(Central Switch)를 경유하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그림 2.3-16는 측정된 통신망 감시장치 화면이다. 전체 5개의 통신노드가

Active 상태이며 (파란색), 1개의 노드는 Non Active (검정색) 상태임을 확

인 할 수 있다. 또한, 고장 상태의 통신노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통신망

의 타이밍 특성은 “Timing Characteristics"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1, 2, 3

의 노드장치는 50 msec의 주기로 2048 Bytes를 전송하므로, 2048 bytes X

20회/Sec = 40960 Bytes/Sec의 전송율을 갖는데, 이를 ”Traffic and

Performanc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LC 노드장치의 경우는 2280

Bytes/Sec를 확인할 수 있. 또한, GTS 할당에 의하여 현재, 32%의 Active

통신용량과 64%의 통신 여유용량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실된 비콘

이나 전송실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체 전송 요구 속도는 1 Mbps정도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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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측정된 통신망 감시장치 화면

㉰ 성능 검증

Ÿ 제어용 데이터망 구성을 위한 성능 검증

B-NSDN-Config1-ST-01의 경우, 총 4개의 GTS(Guaranteed Slot

Time)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GTS는 4 msec를 할당하고 있다. 그림

2.3-17과 같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통신 노드장치에

서 통신 교환장치의 SIM(Switching Inteface Module)까지 114Byte를

전송하는 시간은 28us이다. 패킷의 Dummy 비트을 고려한 1Byte를 전

송시간은 대략 240 ns정도가 된다. 통신 교환장치의 스위칭 속도 역시

그림 2.3-18와 같이 27.4us이다. 즉, 1Byte를 스위칭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약 240 ns이다.

이를 기준으로 B-NSDN의 최대 설계사양 요건인 통신 노드장치 64대를

그림 2.3-19와 같이 구성하였을 때, GTS는 각각 5 msec, 33 msec, 5

msec, 1 msec이다. Beacon time을 고려한 Cycle Time은 46 msec이며,

통신노드별 최대 2048 Bytes을 가정하면, 최대 전송용량은 22.8 Mbps이

다. 따라서, B-NSDN은 64개의 노드 모두가 2048 Bytes의 최대 데이터

전송의 경우에도 46 msec, 즉 설계요건인 50 msec이내에 전송할 수 있

으며, 유효 전송용량 22.8 Mbps의 성능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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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통신노드장치에서 114Byte 전송 지연 시간

그림 2.3-18 114Byte에 대한 통신 교환장치의 스위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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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64개의 노드를 이용한 제어망 구성도

8)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개발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의 설계내용 및 인허가 검증에 따른 타당성을

입증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정기술주제 보고서에서는 가동

및 신규원전의 모든 안전계통 통신망에 사용될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대

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B-NSDN))의 설계 및 제작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개발과정에서 적용한 적용법규, 규제지침 및 기술표준과 이들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B-NSDN)의 설계내용 및 사양, 기능

및 성능시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B-NSDN)의 개발

과정에서 적용한 품질보증 체계 및 설계절차 등에 관해 기술하였다. 그림

2.3-20 은 작성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표지 및 목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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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0 작성된 예비 특정기술주제보고서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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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원전적용기술 검증

1) CPLD/FPGA 기술특성 분석

- CPLD/FPGA 개요

Ÿ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논리소자는 SPLD(Simple

Programmable Logic Device,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그리고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로 구분됨.

Ÿ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이라도 구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빌딩 블록의 어레이로 이루어져

있음.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들은 빌딩 블록의 종류나 프로그램할

수 있는 정도가 서로 다름. SPLD, CPLD, 또는 FPGA와 같은 프로

그래머블 논리 소자 계열은 현재 여러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그림 2.4-1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 종류

- CPLD/FPGA 구조

Ÿ 아래의 그림과 같이 FPGA의 내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록(programmable logic block), 프로그래머블 입력/출력 블록

(programmable I/O block), 프로그래머블 연결(programmable

interconnect)로 구성되어 있음.

Ÿ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록에는 디지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게이트,

플립플롭, 멀티플렉서, 룩업 테이블 등이 배치되어 있음. 로직 블록을

프로그램한다는 것은 멀티플렉서로 가는 입력 또는 제어 신호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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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다든지, 룩업 테이블의 값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AND-OR 게이

트 블록들에서 특정 게이트를 선택 또는 비-선택 하는 것을 의미함.

Ÿ 배선 연결에서 프로그램한다는 것은 특정 연결을 만든다든지 또는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칩 내부의 다양한 블록을 연결하고,

특정 I/O 핀들을 특정 로직 블록들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함.

Ÿ 프로그래머블 I/O 블록들은 입력, 출력, 또는 양방향성으로 동작하도

록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들을 의미한함. 전형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반전/비반전, 삼상태, 수동 풀업과 같은 버퍼의 속성, 또는 핀의 신호

변화 속도(Slew rate)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음.

그림 2.4-2 전형적인 FPGA 구조

- CPLD/FPGA 종류 및 공급자

Ÿ 아래의 표는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의 주요 공급자와,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종류를 보여줌.

Ÿ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의 설계, 구현, 시

뮬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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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상용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 종류

Types 공급자 계 열
게이트수

(1,000)

사용자

입출력핀

수

EEPROM

Altera
MAX 7000
MAX 9000

0.6-5
6-12

36-164
159-216

Lattice

ispLSI 3000
ispLSI 8000
MACH 2 
(Vantis)
MACH 5

7-20
25-45
2.5-5
5-20

130-226
148-312
32-64
68-256

Xilinx CoolRunner-II 32-512 33-270

EPROM Altera
MAX 5000
Classic EPLD

0.6-3.7
0.3-0.9

16-67
22-64

Flash
Xilinx XC9500/XL/XV 0.8-64 34-192

Cypress Delta 39k 30-200 32-264

Anti-fuse
Actel

ACT 2
ACT 3

2.5-8
1.5-10

72-140
70-228

QuickLogic
pASIC 1
pASIC 3

1-8
8-38

40-180
70-316

SRAM

Xilinx
XC 4000E
Virtex-5
Spartan-3

2-85
30-330
50-5000

64-448
400-1200
124-784

Altera

FLEX 10K
APEX 20K
Cyclone III
Stratix III 

10-250
30-1500
50-120
50-340

59-470
128-808
94-535
288-1104 

주의1) PLD 게이트 수로 환산됨, 다른 소자는 ASIC 게이트수로

환산된 것임.

주의2) PLD 게이트 수가 ASIC 게이트 수에 비해 각 회사에 따라

1.5-3배 정도 크게 나타남.

2) CPLD/FPGA 취약성 분석

- 신뢰도

Ÿ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로 구성된 모든 전자부품의 집적도가 급

진적으로 높아짐. 이러한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전력의 밀집도(Power

Density)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반도체의 Junction Temperature

가 높아짐. 또한,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소자간의 연결 부위의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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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확률이 높아짐.

Ÿ 일반적으로 디지털 부품의 고장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욕조곡선

(Bathtub)의 모양을 갖음. 부품의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부

품의 고장률이 높이지고, 집적도가 낮은 부품보다 Wear out 현상이

일찍 발생함. 또한 고장률이 상수인 구간이 짧아짐.

그림 2.4-3 집적도에 따른 전자 부품의 신뢰도 그래프

Ÿ 따라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직접도가 높은 디지털 부품을 사용하

면, 부품의 교체주기가 짧아지며,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

용이 증가함.

- 방사선에 의한 영향

Ÿ 태양 또는 타 은하에서 지구에 도착하는 우주선(Cosmic Ray)은 지

구의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다양한 입자(Proton, Neutron, Photon, α

-particle)를 생성함. 이렇게 생성된 입자들이 다시 대기 중에 있는

입자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입자들이 지표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반도체 전자부품에 일시적인 오작동 또는 영구적인 파

괴를 발생시킴 영향을 미치게 됨.

ㄱ) Ionizing Effect

∙ Non Destructive Effect

- SEU (Single Event Upset)

- MBU (Multiple Bit Upset)

- SEFI (Signle Event Functional Interrupt)

- SET (Single Event Transient)

- SED (Single Event Disturb)

- SHE (Single Hard Error)

∙ Destruc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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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 (Single Event Latch-up)

- SESB (Single Event SnapBack)

- SEB (Single Event Burnout)

- SEGR (Single Event Gate Rupture)

- SEDR (Single Event Dielectric Rupture)

ㄴ) Ionizing Effect

∙ Move of atoms in crystals

∙ Creation of defects

∙ Creation of additional levels of trapping

그림 2.4-4 방사선이 반도체 부품에 미치는 영향

Ÿ 현재 지표에서 반도체 전자부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입자는 중

성자이며, SRAM 타입의 FPGA는 중성자에 가장 취약한 특성을 갖

는 것으로 밝혀짐

- 시간지연

Ÿ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CPLD/FPGA 로직회로는 시간지연 없이 입력

에 대해 정확한 출력을 즉시 발생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온도,

사용전압, 회로설계에 적용된 기술에 따라 각 게이트 및 신호통로에

신호지연(Transport delay 및 Inertial Delay)이 발생하며, 이러한 신

호지연에 의해 입력에 대한 출력 시간지연 현상이 발생함

Ÿ 이러한 신호지연 현상에 의하여 CPLD/FPGA에 구현된 전자회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글리치 및 Meta-stability 현상이 발생하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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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간지연을 고려한

CPLD/FPGA 설계가 필요함.

그림 2.4-5 시간지연에 따른 글리치 발생

그림 2.4-6 Settling Time에 따른 Metastability 발생

3) CPLD/FPGA 규제 및 기술기준 분석

- 국내 규제기관의 인허가기준

Ÿ CPLD/FPGA의 시간지연 취약성에 의해 발생한 울진 5,6 원전의 불

시정지로 인해, KINS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CPLD/FPGA 관련 원전

적용 규제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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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KINS에서 요구하는 CPLD/FPGA 설계 프로세스

Ÿ KINS가 고려하고 있는 CPLD/FPGA 설계공정은 기존 하드웨어와는

다르게, 위의 그림과 같이 IEEE 7-4.3.2 및 BTP 7-14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설계공정을 만족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서

를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Hardware 기능요건서

: 확인 및 검증(V&V) 계획문서

: 소스코드 및 최종 설계 출력문서들

: Simulation Waveform

: Board Level Testing Waveform

: 설계도구로부터 생산된 중간단계의 설계파일들

: Test Vector Files

- 미국 NRC의 인허가기준

Ÿ NRC는 최근에 Wolf Creek 발전소의 Main Steam and Feedwater

Isolation System에 FPGA 기반 I&C 플랫폼 적용에 대한 인허가를

승인하였음. NRC는 인허가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NUREG-800,

Standard Review Plan (SRP), Chapter 7를 적용하였음. 본 지침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의 인허가 적합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적용되어 오던 지침임. NRC는 FPGA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의 개발 공정의 인허가를 위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 개발공정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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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LD/FPGA 기반의 안전필수 시스템은 각 부품수준, 보드수준 및

시스템수준에서 특정 설계지침이 필요함

: CPLD/FPGA 기반 안전필수 시스템의 확인 및 검증은

CPLD/FPGA 안전설계 관행에 적합해야 함

: CPLD/FPGA는 설계 생명주기 동안에 hardware/software 시스템

으로 취급되어야 함

: 공급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자 및 규제기관이 동일한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CPLD/FPGA 안전설계 관행이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

- IEC 기술기준

Ÿ 국제 기술기준 협회인 IEC는 CPLD/FPGA 원전적용을 위해, 2012년

을 목표로 기술기준 IEC 62566을 개발하고 있음. 현재는 IEC

62566(Draft)에 대해 세계 IEC 관련 회원들에게 검토를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Pre-Developed Hardware Selection

: Built-in-Software of three different types

: Multicore microprocessors specificities

: HDL design(FPGA, PLD, ASIC, ...)

Ÿ 이상과 같이 원자력 인허가기준 및 기술기준에 나타난 CPLD/FPGA

개발 및 검증공정은 국제적으로 일치하며, IEC 62556(Draft)은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브이(V)모델을

CPLD/FPGA 개발공정으로 제안하고 있음

그림 2.4-8 IEC 62566(Draft) CPLD/FPGA 개발/검증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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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PLD/FPGA 원전적용 현황분석

- 유럽

Ÿ 프랑스의 EDF에서는 다양한 FPGA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

음과 같은 사업에서 FPGA 적용을 고려하고 있음.

: Upgrading of the control rod positioning system

: Redesign of pump speed control systems

Ÿ 우크라이나의 “Raidy”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

에 적용을 목적으로 한 I&C 플랫폼을 FPGA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하였음. Raidy는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가리아의 원자력발전소

Kozloduy 5&6 호기의 ESFAS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본 사업은 2008년에 시작했으며, 2011년에 완료예정으로 있음. 아래

의 그림은 Raidy에서 개발한 FPGA 기반 계측제어 플랫폼임.

그림 2.4-9 우크라이나의 FPGA 기반 계측제어기

- 미국

Ÿ 미국의 Wolf Creek은 2004년에 Main Steam and Feedwater

Isolation System에 적용되는 FPGA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인허가

를 획득하였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CS Innovation은 FPGA 기반의

ALS(Advanced Logic System)을 다양한 안전계통에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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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FPGA 기반의 ALS 플랫폼

- 캐나다

Ÿ 현재 운영중인 캐나다 CANDU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은 30년이 넘

었으며, 기기의 노후화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 캐나다는 노후된 I&C

기기를 대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FPGA 기반 하드웨어 플랫폼을

고려하고 있음. 아직 까지는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노후화된 계측제어 시스템에 FPGA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

를 수행하고 있음.

- 일본

Ÿ 일본의 도시바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BWR의 원자로에 중성자 레벨

을 측정하기 위하여 FPGA를 적용한 PRMS(Power Range

Monitoring System)를 개발하였음. PRMS는 원자로에 설치된 중성

자 감지기와 각 냉각수 순환로에 설치된 미분 압력계(Differential

transmitter)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신호처리를 한 후에 원자

로보호계통에 신호를 출력함. PRMS는 LPRM(Local Power Range

Monitor) 모듈과 APRM(Average Power Range Monitor) 모듈로 구

성되어 있으며, LPRM은 감지기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신호

를 증폭한 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

행함.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LPRM 레벨을 결정하고, 이

값이 설정치를 초과하면 알람을 출력함. APRM은 LPRM모듈들(최대

22 LPRM)에서 받은 신호를 평균하여 평균 원자로 출력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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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PRM 구성

- 한국

Ÿ 모든 기능을 FPGA로 구현한 안전등급 계측제어 계통이 개발되지는

않았음.

Ÿ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 중공업 및 포스코 ICT는 아래의 그림과 같

이 KNICS(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사

업을 통해서 개발된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설비-기기제어계

통 및 이들 계통에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PLC를 개발하였음. 포스코

ICT에서 개발한 PLC의 제어기에 다수의 CPLD 및 FPGA가 사용되

었음. KNICS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등급 제어기기는 한국의 인허

가 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며, 인허가 검토 항목에는 CPLD 및

FPGA의 개발 및 검증 결과물도 포함되어 있음.

그림 2.4-12 안전등급제어기기

5) CPLD/FPGA 특성에 따른 개발 생명주기 제안

Ÿ 울진5,6원전에서 기술현안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CPLD/FPGA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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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능을 수행하는 단순 하드웨어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 아래 그

림의 NUREG-0800 개발공정 중에서 하드웨어 공정만을 따라 제어

기기 개발이 가능하였음

그림 2.4-13 시스템 개발공정

Ÿ 그러나 CPLD/FPGA의 고집적도로 인해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라 발전소 불시정지가 발생한 이후 규제기관은

NUREG-0800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도 만족할 것을 요구

하고 있음

Ÿ KINS 규제방향은 CPLD/FPGA 복잡성이 증가하여 100% 시험이 불

가능한 경우에 대해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개발방법을 적용하도록 제

안하고 있음. 그러므로 CPLD/FPGA의 기능 및 성능을 100% 시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방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

리라 판단됨

Ÿ 제안

① CPLD/FPGA의 복잡도를 평가하여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시험 및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NUREG-0800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하

드웨어 기반시험을 수행하고

②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EEE-7.4.3.2에서 제안한 소

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을 CPLD/FPGA 특성에 맞게 수정한 다음의 개

발공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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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소프트웨어 관점의 CPLD/FPGA 검증공정 제안

6) CPLD/FPGA 요구사항 검증지침 개발

Ÿ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CPLD 또는

FPGA 등의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적용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의 검증을 위한 지침

(RNV-CFP-SVP121)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음.

Ÿ 요구사항명세 검증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w 요구사항 검증개요

: 적합성 점검 (Complianc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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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법

▷모델 체킹 (Model Checking)

▷ 정리 증명 (Theorem Proving)

▷ 추적성 분석

▷ 체크리스트 기반 검사

: 검증도구 및 환경

w 요구사항 검증

: 검증절차 개요

: 기능특성 검증

: 공정특성 검증

w 요구사항 상세검증

: 추적성 검증

: 정확성 검증

: 일관성 검증

: 완전성 검증

: 요구사항 시험계획 생성 및 검토

w 검증조직 및 책임

: 자원

: 위험성 및 가정

: 역할과 책임

w 검증 수행

: 부적합사항 보고 및 해결

: 업무 반복 정책

: 일탈 정책

: 통제 절차

w 요구사항 검증보고서 작성

: 목적

: 범위

: 참고문서

: 용어 및 약어정의

: 검증활동 요약

: 결과 요약

: 결론 및 권고사항

7) CPLD/FPGA 설계명세 검증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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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CPLD 또는

FPGA 등의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적용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설계명세 검증을 위한 지침(RNV-CFP-SVP131)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음.

Ÿ 설계명세 검증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w 설계 검증개요

: 설계명세 작성

: 검증기법

▷ 적합성 점검(Compliance Check)

▷모델 체킹 (Model Checking)

▷ 정리 증명 (Theorem Proving)

▷ 추적성 분석

▷ 체크리스트 기반 검사

: 검증도구 및 환경

w 설계 검증

: 검증절차 개요

: 구조설계 검증

: 상세설계 검증

w 설계 상세검증

: 설계 추적성 검증



- 123 -

: 설계 정확성 검증

: 설계 일관성 검증

: 설계 완전성 검증

: 시험 설계 및 절차

w 검증조직 및 책임

: 자원

: 위험성 및 가정

: 역할과 책임

w 검증 수행

: 부적합사항 보고 및 해결

: 업무 반복 정책

: 일탈 정책

: 통제 절차

w 설계 검증보고서 작성

: 목적

: 범위

: 참고문서

: 용어 및 약어정의

: 검증활동 요약

: 결과 요약

: 결론 및 권고사항

8) CPLD/FPGA 코딩 검증지침 개발

Ÿ 설계자가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에 요구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기술 언어(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를 사용하여 코

드를 작성 시, 코드에 오류가 코드에 삽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코드 검증지침(RNV-CFP-SVP141)을 아래의 그림과 같

이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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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코딩 검증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w 구현 검증개요

: 구현단계 검증업무

: 구현언

: 코드 속성

: 코드 검토

: 검증도구 및 환경

w 구현 검증

: 추적성 검증

: 연계 검증

: 코드 내부 검증

: 시험 설계 및 절차

: 코드 위해도 분석

w 검증조직 및 책임

: 자원

: 위험성 및 가정

: 역할과 책임

w 검증 업무

: 부적합사항 보고 및 해결

: 업무 반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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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 정책

: 통제 절차

w 검증보고서 작성

9) 대용량 통신망 스위칭 모듈의 FPGA 요구사항 검증(Case Study)

Ÿ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검증공정 및 검증 지침서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Study를 수행함.

Ÿ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FPGA의 요구사항명세에 대한 검증(RNV-CFP-SVR121)을 수행함.

Ÿ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구사항 검증지침서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으

며, 체크리스트 기반의 검증기법을 적용하였음.

Ÿ 스위칭 모듈 FPGA 로직의 요구사항 명세는 목적 및 범위, 참고문서,

용어 및 약어 정의, 스위칭 모듈 FPGA 로직 개요, 연계 요구사항, 기

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안전성 및 신뢰성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

항 그리고 설계 제약사항에 대하여 IEEE Std. 830-1998의 기술표준에

적합하게 기술하였으며, 스위칭 모듈 FPGA 로직 기능이 시스템 요건

(즉, 참고문서 3.3.3 ~ 3.3.5,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B-NSDN) 설계

요건서, 설계사양서, 연계사양서”)의 요건과 정확성/일관성/완전성을

유지하도록 적절하게 명세되었음.

Ÿ 요구사항 명세서는 IEEE Std. 830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관한 기

술표준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함.

: 요구사항명세서의 안전성 요구사항 중 진단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야 한다.

: 요구사항명세서의 신뢰성 요구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명세서의 성능 요구사항 중 진단 요구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Ÿ 1 차년도에 개발된 요구사항명세 검증지침서의 내용은 Case Study 결

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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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 요구사항 명세의 정확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예

10) 대용량 통신망 스위칭 모듈의 설계명세 검증(Case Study)

Ÿ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검증공정 및 검증 지침서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Study를 수행함.

Ÿ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FPGA의 설계명세의 검증(RNV-CFP-SVR31)을 수행함.

Ÿ 아래의 그림과 같이 코드 검증지침서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Fagan Inspection 기반의 체크리스트 검토 기법을 적용하였음.

Ÿ FPGA 로직의 설계명세는 목적 및 범위, 용어 및 약어 정의, FPGA

로직의 기능 설계를 인허가 심사기준(BTP-14, IEEE Std 1016)에 적

합하게 기술하였음. FPGA 로직의 각 기능설계에 대하여 입력 및 출

력 신호를 각각 정의하였으며, 각 기능의 상세기능 설계는 정의된 입

력 및 출력신호를 사용하고 VHDL 언어에 가까운 Pseudo language를

사용하여 구현하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각 상세기능의 행위를 설계하였

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됨.

: VHDL에 관한 기술표준(IEEE Std 1076)을 참고문서에 추가

: Altera FPGA (CLONE III - EP3C25F324) data sheet를 부록으로

추가

: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SDN) FPGA 로직 설계명세서”는 형

상관리 절차에 따라 형상항목으로 관리되도록 추가 기술

:신뢰도 및 성능 요구사항은 추적할 수 있도록 추가 기술

Ÿ 1 차년도에 개발된 설계명세 검증지침서의 내용은 Case Study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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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 설계요소와 요구사항간의 추석성 분석 결과 표

11) 대용량 통신망 스위칭 모듈의 코드 검증(Case Study)

Ÿ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개발공정 및 개발문서 작성

지침서를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Study를 수행함.

Ÿ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용량 통신망의 스위칭 모듈에 탑재되는

FPGA의 코드에 대한 검증(RNV-CFP-SVR141)을 수행함.

Ÿ 아래의 그림과 같이 코드 검증지침서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Fagan Inspection 기반의 체크리스트 검토 기법을 적용하였음.

Ÿ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소스코드 추적성 분석 결과

설계명세와 VHDL 소스코드, 그리고 VHDL 소스코드와 설계명세

서에 기술된 설계요소 간 정확성, 일관성, 그리고 완전성을 추적할

수 있다

: 소스코드 안전성 분석 결과

소스코드 목록에는 각 단위 또는 모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

어 물리적 단위로 모듈들을 참조할 수 있는 모듈명을 사용하였으

며, 소스코드는 설계명세의 특정 설계요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

다

: 소스코드 연계 분석 결과

FPGA 연계(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확하게 그

리고 모순 없이 구현되었으며,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그리고 시

험성 속성을 만족한다.

: 소스코드 내부 분석 결과

Switching_APP 코드의 생성날짜를 추가해야 한다.

Ÿ 1 차년도에 개발된 코드 검증지침서의 내용은 Case Study 결과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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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번호 시험 대상 설 명

IT01 FR1
- 클럭신호 CLK_50M에 따른 CLK_25M의

클럭신호 생성결과 확인

IT02 FR2 - s1_AM0 신호 확인

IT03 FR3
- 맥통신모듈 간의 통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를 확인

IT04
FR4, FR5,

FR6

- 리셋 신호 F_nRESET이 low 신호 일때,

SWITHCING APP의 모든 입출력 신호를 확

인

- s_AM2 및 s_AM4 신호에 따른 nDOE0 및

DDIR0를 확인

- nDOE0 및 DDIR0를 확인

그림 2.4-17 코드의 정확성 검증 예

12) 대용량 통신망 스위칭 모듈의 FPGA 기능시험(Case Study)

- 시험목적

Ÿ 1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개발공정 및 개발문서 작성

지침서를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Study를 수행함.

Ÿ 기능시험은 요구사항명세서에서 요구하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기능을

만족하도록 FPGA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임.

: 클럭 트리거신호 생성기능 (FR1)

: 제어신호 감지 기능 (FR2)

: 맥 통신모듈 제어기능 (FR3)

: 버퍼 제어기능 (FR4, FR5, FR6)

표 2.4-2 기능시험 대상

- 시험방법

Ÿ 기능시험을 위하여 시험 계획서 및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고, 시험결과

보고를 위하여 시험 보고서를 작성함.

Ÿ 기능시험은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며, 시험기법으로는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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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및 Random Testing 기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각 시험대상에

대한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사례를 생성함. 시험을 위한 시

험입력 및 출력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시험입력 및 시험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 코드(Testbench)는 SystemVerilog 언어를 이용

하여 설계 및 작성하였음.

그림 2.4-18 시험입력 및 시험출력

Ÿ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험용 코드는 Generator, Driver, Monitor,

Scoreboard 및 Environment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의 기

능은 다음과 같음.

: Generator - 특정 시험 Scenario에 따른 Random Test Input을 생

성하는 블록임. Generator는 시험 입력만을 생성하고 시험입력을

어떻게 DUT에 전송할 것인가는 Driver에서 수행함.

: Driver - Generator에서 입력된 시험입력을 DUT에 입력함. Driver

는 시험입력을 위하여 DUT와 연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DUT와 신

호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이 구현됨.

: Monitor - Monitor는 DUT에서 출력되는 출력신호를 받음.

Monitor에는 Driver와 같이 DUT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프로

토콜이 구현됨.

: Scoreboard - Scoreboard는 Generator에서 입력된 시험입력에 대한

예상출력을 생성하며, 예상출력과 Monitor에서 입력된 시험출력을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으면 시험오류를 출력함.

: Environment - Environment는 전체 시험 Scenario를 생성하고, 시

험용 코드의 전체 구조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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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9 시험용 코드 구조

- 시험결과

Ÿ IT-01 시험실패: 신호 clk_25mhz 이 f_nreset이 active low일 때 초기

화 되지 않음. 코드를 수정 후, 재시험에서 통과됨.

Ÿ IT-03 시험실패: MAC 통신모듈 1, 4, 8 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송신요

구를 하였어도 MAC 통신모듈 1에 전송할 데이터가 계속 있으면, 다

른 MAC 통신모듈은 데이터를 송신하기를 기다리고 있음. 예상결과는

MAC 통신모듈 1에서 데이터 송신을 마치면, 다음 MAC 통신모듈 2,

3, …, 8이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져서 각 MAC 통신모듈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임. 오류의 원인은 코드의 line #239에서

bd_cnt를 0으로 초기화한다. 즉, SWITCHING_APP는 특정 MAC 통

신모듈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나면, 항상 MAC 통신모듈 1이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지를 scan 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MAC 통신모듈

1이 계속 송신할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MAC 통신모듈은 데이터를

송신할 수 없음. 코드 수정 후, 시험에 통과함.

13) CPLD/FPGA 검증공정 최적화

Ÿ 1 차년도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논리소자의 검증공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프

트웨어의 검증 공정과 다른 점은 코드 작성 후에, 합성, 배선 및 배치

에 대한 검증 공정이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특성 상 소프트웨어의

검증공정과 다른 업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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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0 소프트웨어 관점의 CPLD/FPGA 검증공정 제안

Ÿ FPGA 개발관련 소프트웨어 지원 도구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소프

트웨어 지원 도구는 요구사항명세를 Block Diagram, Finite State

Machine, 또는 Flow Chart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

며, 또한, Block Diagram, Finite State Machine, 또는 Flow Chart로

작성된 요구사항명세로 부터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음. 즉, 설계자가 요구사항명세만 정확히 작성하면, 설계자는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구조설계, 상세설계 및 코딩을 할 필요가 없

어서 설계자의 인적 오류가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듬.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발공정의 단순화에 의하여 검증공정 또한 단순화 될 수

있음.

그림 2.4-21 단순화된 CPLD/FPGA 검증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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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PLD/FPGA 원전타당성 검토

Ÿ 원자력 산업의 경우,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보수 및 교체가 요구되

고 있음. 그러나 기술지원 및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날로그

기기의 계속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유지 및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존의

아날로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디지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발전소에도 디지털기술 기반

의 계측제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Ÿ 현재 디지털기술 기반의 계측제어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과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

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음.

Ÿ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므로

계통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매우 유연성이 좋고,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

저장능력 및 정확도에서 아날로그기반 기술에 비해 매우 우수함. 또한,

하드웨어의 드리프트가 거의 없어서 교정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음.

그러나, 시스템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모든 개발단계(계획, 요구사항, 설계, 구현)

마다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의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며,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됨. 또한, 소프트웨어의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의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이외에도 소프트웨

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은 기존은 아날로그 기반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되고 있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

리 등의 부품의 생산중단으로 인해 유지 및 보수의 문제가 여전히 존

재하고 있음.

Ÿ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은 소프트웨

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 보다는 개발이 용이하고, 응답시간이 빠르며,

결정론적 특성의 구현이 용이하고, 기기 및 부품 단종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음. 또한,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로 기능이 구현되므로 소프

트웨어(특히, OS)로 인한 신뢰도, 안전성, 확인 및 검증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도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이유

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

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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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본 과제의 Case Study로 RPS의 Bistable 기능을 FPGA에 구현해본

결과, 현재 공급자가 제공하는 FPGA의 용량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

하였으며, 예상 성능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PLC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Ÿ CPLD/FPGA의 취약성(방사선, 글리치, Metastability)을 고려했을 때,

PROM 또는 Anti-fuse 방식의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를 채택하여 개

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Ÿ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의 적용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에 비해 구조가 간단해 져, 개발 비

용이 감소함.

▷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은 한 플랫폼에서 다중의 안전기능을 수행

하지만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기반의 시스템은 다중의 기능 각각이

따로 구현되므로 공통원인 고장의 영향이 감소함.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공통원인 고장, 확인 및 검증 비용 등) 해결이 용이함.

▷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보다 월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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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LC 제어기기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1) 통합개발도구 비교분석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는 KNICS 사업을 통해 원자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CASE tool인 NuSEE(Nuclear Software Engineering Environment)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KAIST를 중심으로 개발된 이 도구 집합에는

추적성분석 및 정적분석을 지원하는 SiSRT, 요구사항을 정형명세하고 검증을

지원하는 NuSRS, 형상관리를 지원하는 NuSCM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NuSRS는 US Navy에서 개발된 SCR(Software Cost Reduction)이라는

정형기법을 KAIST에서 개선하여 새롭게 개발한 NuSCR 정형명세 기법을

지원한다. KNICS 과제에서 원전 보호계통 중 Reactor Protection System

개발시 요구사항 명세를 위해 NuSRS 도구를 사용하여 NuSCR 언어로

정형명세하였고 모델체킹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현재 NuSRS는

Rev.2까지 개발되어 있으며 Halden Reactor Project에서 개발 중인 추적성

분석 도구인 TRACE와 연결시켜 안전 요구사항 추적성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uSEE 장점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각 기관에서 특정

응용분야를 위해 사용시 분야 특성에 맞게 최적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추가 개발 및 기존 도구와의 interface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NuSRS는 캐나다 Darlingtion Nuclear Power Plant Shutdown System

개발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SCR이라는 정형기법을 보완한 NuSCR

기법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었으므로, 사용된 기법과 도구의 원전 적용

적합성이 입증되었다고할 수 있다.

단점은 아직 상용화 되지 못하였고 개발에 직접참여 했던 학생들의 졸업과

연구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일한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 공학을 위한 CASE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상용화 하기위해 테스팅 기능,

형상관리기능, 안전요구사항 추적성 분석기능, 안전성 분석 기능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울진 1.2호기 설계 등 실제

원전 적용과 해외 수출시 계측제어 패키지의 중요한 도구로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 소프트웨어 상용 CASE 도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도구로 분류된다.

그림 2.5-1 통합 가능 소프트웨어 공학도구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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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BM Rhapsody 또는 Rational Rose

IBM 사는 Rational Rose와 같이 UML을 지원하는 상용 CASE 도구를 판

매하고 있었으나 주로 은행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business 소프트웨어 개발 용

이었다. 이후 자동차, 원자력발전소, 철도, 국방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용

상용 CASE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Telelogic 사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Rhapsody를 자사 도구로 만들었다. Rhapsody는 원래 iLogic 사의 Statemate

Magnum이라는 statechart 정형기법 지원도구를 기반으로 Use Case, MSC 등

UML을 지원하는 도구로 개발된 것이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Esterel 사의 SCADE

유럽을 중심으로 Safety-Critical 제어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유용한

도구로서 프랑스 N4 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도구도 원래는 Telelogic 제품이었으며 기존의 IBM(Telelogic)사의

DOORS 등과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다) Mathworks 사의 Simulink

수학적 계산이 많이 필요한 응용분야의 소프트웨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에 유용하다.

이외에도 IBM (Telelogic)사는 소규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Tau, 통신

망 프로토콜 명세 및 검증 도구인 SDL Suite, TTCN, 요구사항 추적성분석도

구 DOORS, 형상관리 도구 Clear Case Clear Quest 등 Telelogic 인수 합병 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용 상용도구만 50가지 이상 갖추고 있으며 거의 독과

점 상태에서 도구 가격을 올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IBM

사로 통합되면서 IBM의 Jazz Eclipse 환경하에 통합됨으로써 도구간 인터페이

스가 용이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요구사항 추적성분석, 형상관리,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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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든 도구들이 원거리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되는 추

세이며 이에 맞게 도구환경 구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계측제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종류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하고 서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CPC 소프트웨어와 같이 수치해석등 많은 계산을 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Simulink가 유용하며, 발전소 보호계통(RPS, ESF-CCS)

소프트웨어와 같이 제어논리가 많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SCADE가 적합할 수

있다. 그 외에 복잡도가 높은 실시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UML 2.1을 지

원하는 Rhapsody가 적합하다. 또한 통신망 소프트웨어 명세에는 SDL Suite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모든 도구들이 추적성 분석과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DOORS나 Clear Case 등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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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도구 적용성 검토

가) 정형 검증속성 및 도구

그림 2.5-2 정형검증 기법

대부분의 상용 CASE 도구들은 위 그림과 같은 정형기법 한가지 이상을 지원하

고 있으며, 정형기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모델링 한다는 것은 정형검증을 지원받

거나 코드 자동생산 등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일부를 자동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정형기법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나 설계명세를 수학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엄격

한 수학이론에 따라 명세가 되어야 제대로 증명이 가능하거나 자동화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너무 엄격해지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명세 오류가 발

생하거나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대부분의 정형기법은

Statechart, SDL, Petri Net 등과 같은 도식적 명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

나 부분적으로 실시간성 증명을 위해 Temporal Logic, Hybrid Automata 등 엄

격한 정형기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정형검증 기법에는 시뮬레이션, 모델체킹, 정리증명 기법 등이 있으며 제공되는

도구도 위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많은 도구들은 대학에서 개발

되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 KAIST에서도 FBD Formal Verifier와 같은

모델 체킹에 의한 FBD 명세의 정형검증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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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시험 (테스트 케이스 생성, 화이트박스 시험 등)을 위한 상용

도구

시험을 위한 상용도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먼저 국내에서는 Suresoft

사의 CodeScroll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KAIST 전산학과 출신들이 창

업하여 도전적으로 개발한 도구로서 현대자동차, Toyota 자동차 소프트웨어 테스

팅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S 산전의 Glofa PLC Engineering 도구에 OEM으로

탑재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국외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 중 KNICS 사업에서 사

용된 LDRA는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정적분석 기능이 강하며,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및 테스트 카버리지 계산에 용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테스팅 도구들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해서는

Target 소프트웨어 테스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Target의 다양한 프로

세스를 지원해야하고 customize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Cantata++라는 테스팅 도구를 임베디드 테스팅 환경용으로 customize할 때 고생

한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McCabe가 있고 통신

망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TTCN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무수한 테스팅 도구

들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테스팅 도구를 선정할 때는 customizing 서비스가 얼

마나 쉽고 철저한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CodeScroll과 같은

국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과 상용도구

그림 2.5-3 안전성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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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은 FMEA, HAZOP, FTA가

있으며 상기 그림과 같이 생명주기 단계별로 적합한 기법을 채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지원하는 도구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KIRAP이 있으며 대부분

의 도구들이 자동수행이 아니라 각각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들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생명주기 단계별로 다른 활동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2.5-4 소프트웨어 검증과 안전성 분석 방법

그 외 많은 안전성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은 MIT Nancy Leveson 교수의 책인

"Safeware"와 “Engineering a Safer World" 에 잘 기술되어 있다.

라) 도구를 이용한 형상관리 및 추적성 분석

KNICS 사업을 통해 개발된 NuSEE에는 추적성 분석을 위한 SiSRT와 형상관리

를 위한 NuSCM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추적성분석을 위한 사용도구는 DOORS

가 있으며 형상관리 도구에는 IBM 사의 Clear Case, Clear Quest가 있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과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할 때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

소들의 형상을 생명주기 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로 설계문서들의 형

상을 관리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형상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version control 기능이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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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추적성 분석은 최초 요구사항이 최종 탑재되는 계통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추

적하는 것이며 인허가 기관의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요구사항 추적성 분석표

(Requirement Traceability Matrix: RTM)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각각의 요구

사항이 세분화되어야하고, 설계명세, 소스코드, 테스트 케이스 등이 모두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모든 영향을 분석하고 수정하여 RTM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방대한 정보를 관

리하기 위해 도구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정확히 RTM 형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된 요구사항 추적성 분석 도구는 IBM Telelogic 사의

DOORS이다. 이러한 추적성 분석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DOORS와 주로

사용하는 CASE 도구(예, SCADE, Rhapsody) 및 테스팅 도구들과 하나의 작업환

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최근 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요구사항의 개발 Lifecycle에서의 추적성 뿐

만 아니라 안전성 분석 결과와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추적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

성 요구사항의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림 2.5-5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의 안전 요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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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도구를 사용한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

가) 인허가 전략 분석

상용도구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허가 획득에 도움이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의사항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상용도구와 정형기법

대부분의 상용도구를 기본적으로 정형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정형기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형 검증이 가능한 것이고 소스코드 자동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

러나 정형기법은 표현력과 검증력에서 항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응용분야와 안

전등급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여야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도구를 선정하

여야 한다. 정형검증을 위해 무조건 엄격한 정형기법을 선택하면 표현력과 사용편

의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오류를 증가 시킬 수 있고, 반대로 엄격한 정형성

부족하면 코드 자동생산이나 정형검증이 부분적으로만 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러

한 정형기법의 장단점 때문에 각국 인허가 기관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HRP 보고서로도 많이 나와 있다. 따라서 상용도구를 맹신하여 인허가 전략으로

너무 내세우면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상용도구

를 사용하여야한다. 상용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요구사항 명세가 가능

하고, 설계명세로 변환이 정형적이며 추적성 분석과 형상관리가 용이하며 테스트

케이스 도출과 시험의 자동화로 test coverage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코드자동생산

IEC 60880에서는 AREVA Teleperm XS SPACE에서의 코드자동생산 기능을 염

두에 두고 표준으로 표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드 자동생산에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NRC와 KINS는 코드 자동생산에 보수적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컴파일러의 코드 최적화 등은 IEC, IEEE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안전등급과 상용도구

안전등급이 높은 계통의 소프트웨어 일수록 단순 명료해야 하므로 엄격한 정형기

법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보다 완벽한 정형검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용도

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등급이 낮은 제어소프트웨어로 올수

록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높아지므로 표현력이 좋고 사용이 편한 Graphic한

Semi-formal method를 제공하는 상용도구를 사용하여야 하겠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원자력 계측제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종류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하고 서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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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 평가

상용도구 사용의 경제성은 긴 적용 시간을 두고 평가되어야 한다. 대부분 상용

CASE 도구들은 매우 고가이고 조직에 적용되어 제대로 기능이 발휘 될 때까지

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효과적인 상용도구의 선정과 조직원의 소

프트웨어 개발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조직에 적

응 되어 조직의 Maturity(CMMI, TMM)가 높아지면 안전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국산 상용도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차후 원전 수출시 엔지니어링도구로 패키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PLC engineering tool 환경에서 상용도구 이용법

Teleperm XS의 SPACE와 같은 engineering 도구는 계통 소프트웨어 개발

lifecycle 전체를 cover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신 요구사항 명세와 설계명세를

FBD diagram 으로 바로 작성하고 이를 C 코드로 변환한다. C코드 FBD 간의 일

치성을 분석하기 위해 Retran이라는 역공학 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Retran은

FBD2C 변환기와 다른 번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그 일치성을 분

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C-code는 executable code로 생성된다.

KNICS 사업에서 RPS 소프트웨어는 요구사항 명세를 위해 NuSCR기법이 사용되

었으며, 명세와 검증이 이루어진 후, 검증된 요구사항명세를 바탕으로 설계명세를

함으로써 초기 개념설계를 보다 철저히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요구사항 분석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생명주기 후반으로 진행된 후 발생

한 오류는 수정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설계명세부터 pSET PLC engineering tool

을 이용하여 FBD명세를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는 SPACE engineering 도구와 비

슷한 방법으로 실행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SPACE와의 차이는 pSET에는 Retran

같은 역공학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생성된 C-code를 대상으로 철저한 테스팅을

수행하여 확인 및 검증을 한 점이다. 앞으로 pSET과 같은 Engineering 도구도

기존의 상용 CASE 도구와 같은 검증 기능과 테스팅 기능이 추가 될 것이다. 그

러나 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PLC engineering

도구의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한다. 현재 pSET의 경우 SPACE와 경쟁하기 위해서

는 단순 디버깅 기능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테스팅 및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보

강할 필요가 있다.

Retran과 같은 역공학 도구를 직접 활용한 검증도 좋은 전략이지만, PLC

engineering 도구와 별도로 상용 CASE 도구를 사용하여 생명주기 초기 단계 검

증을 강화하고, 이러한 CASE 도구를 통해 직접 생산될 수 있는 소스 코드와

PLC engineering 도구를 통해 생산되는 소스코드를 비교함으로써 Equivalence

Test를 통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Retran에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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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방법의 차이는 직렬 검증과 병렬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스

코드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대책을 위한 Diversity 분석 효과도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SCADE와 pSET의 소스코드 생성기능 비교를 통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극단적으로 SCADE, Rhapsody, pSET 등을 병렬로 사용하여 모

델링하고 소스코드를 생성한다면 기능테스트를 통해 기능적 동일성을 가진

diverse 한 소스 코드를 생성 가능할 것이다. IEC나 IEEE에서 이와 같은 N

version programming은 복잡도 증가로 인해 추천하지 않지만 공통모드고장 대책

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4) 통합 개발도구 개발전략

PLC 제어기기 응용 프로그램 통합 개발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 소

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대한 표준 및 인허가 요건을 분석하고, 개발 될 대상 소프

트웨어의 안전성 등급과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를 먼저 정립하고, 더 나아가 표준

화를 선도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고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융합개발을

위한 유연한 기술 응용환경 구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다양하고 진화 속도가 빨라, 유효 생명주기가 5년 미만이

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유연하게 선택, 조합 및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

술 필요하다.

그림 2.5-6 도구 통합을 위한 3차원 방안

개발과 검증 , 안전성 분석 도구 개발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개발, 검증, 안전성분석)

l Dependability of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l Secure programming

l Dependable pattern oriented software architecture

l Quantitative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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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ependable UML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 Optimized formal V&V

l Software-human combined safety analysis

l Dynamic FTA with real-time models (duration calculus, hybrid models)

l Cyber physical system (CPS) modeling and verification

l Model checking of Timed automata (hybrid automata)

l 요구공학, 정형기법, 테스트, 안전성분석 기술

이를 바탕으로 PLC 제어기기 응용 프로그램 통합 개발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전

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PLC 응용 프로그램을 생명주기 중 현재 POSAFE-Q의 pSET을

이용한 프로그램 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즉, FBD 테스팅 도구와 FBD Verifier 등을 추가로 개발하여 현재 pSET의 기능

을 강화하여 Teleperm XS의 SPACE 기능에 근접하는 방안이다. 이 때 생명주기

앞 단계에서는 기존의 Rhapsody, SCADE, Simulink 등 상용도구를 활용하는 전

략이다.

이 전략의 장점은 공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도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고 있는 기존 상용 도구와의 Interface까지 만을 개발함으로써 신규 도구 개

발과 기술발전에 따른 개발도구의 구형화 위험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되

는 공통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

방형 Interface 개발을 위한 표준 방법론인 Eclipse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개방형 구조를 바탕으로 안전을 위해 특화된 기능들을 도구화

함으로써 개발도구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다. 그

예로는 Safety 요구사항 추적성분석도구 (TRACE) 등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생명주기 전체 단계에 걸쳐 안전 요구사항이 제대로 설계되고 구현되었음을 추적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을 Safety Case 개념과 연계 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FTA, FMEA,

HAZOP 등 안전성 분석을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FTA,

HAZOP 에디터들을 발전시켜, FBD 템플릿 기반 FTA도구 개발 등 안전 소프트

웨어에 특화된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체에 걸친 안전성을 보장하는 소프

트웨어 개발 상용도구를 완성하는 전략이다. 여기서는 KNICS 1단계에서 개발하

여 부분적으로 사용한 도구인 NuSEE를 대폭 발전시켜 상용화 시키는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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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분기별 추진일정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QA/형상관리 이행 및 감사

안전등급 RTOS 특별시험 및 절차
서 작성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 방법 2,
4 수행

통신망 단위․통합․기능․성능 시
험

통신망 HW/SW 제작․구현 보완
및 독립검증

통신망 설계문서 작성․개정 및 독
립검증

통신망 TR 입력자료 작성

통합개발도구 비교분석

CASE 도구 적용성 검토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CPLD/FPGA 개발/검증기법 적용
Case study 및 독립검증

CPLD/FPGA 개발/검증 최적화방안
제안

CPLD/FPGA 개발방안 원전적용
타당성 검토

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안전등급 컴퓨터 원전적용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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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
정

번
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연차

실적물

형상
등록

1
RNV-QCM-QAM1
00

원전
계측제어안전계
통 국산화를
위한 필수기술
개발
품질보증계획서

00 08.10.30 천세우 김창회
독립
검증 QA/SCM 1차년도 OK

2
RNV-QCM-SEP11
1

계측제어안전계
통 필수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00 08.11.20 천세우 김동훈
독립
검증 QA/SCM 1차년도 OK

3
RNV-QCM-QAP10
0 (QAP101 ~
QAP126)

원전
계측제어안전계
통 국산화를
위한 필수기술
개발
품질검증절차서

00 08.11.24 천세우 김동훈
독립
검증 QA/SCM 1차년도 OK

4 RNV-OSD-SEP101

안전등급
RTOS(QNX
Ver 6.4)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계획서

00 09.05.06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

1차년도 OK

5 RNV-OSD-AR101
안전등급
상용소프트웨어(
실시간운영체제:

00 09.08.04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

1차년도 OK

- 2009년 4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신울진 1,2호기 MMIS에 적용을 위한 171

대의 PC 및 181대의 LCD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아 (주)엘림시스가 기술사

양 및 견적을 제출함.

- 2009년 11월 원전 계측제어심포지움(NuPIC) 행사에 (주)엘림시스의 원전

안전등급용 PC 및 LCD 전 제품을 전시함.

- 2010년 5월 SMART원전용 Soft control에 적용할 일체형 PC를 한국원자력

연구원 SMART표준설계팀에 공급함

- 2010년 7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신울진 1,2호기 MMIS에 적용을 위한 189

대의 PC 및 LCD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아 (주)엘림시스가 견적서를 제출

함.

- 2010년 8월 대한전기협회 주관의 "2010 KEPIC-Week"에 (주)엘림시스의

원전 안전등급용 PC 및 LCD 전 제품을 전시함.

- 2010년 8월말에 두산중공업의 입찰초대를 받아, 신울진 1,2호기 MMIS용

안전등급 PC (약 200대) 및 LCD (약 200대)에 대한 제안서를 9월에 제출

함(Westinghouse, GE 등의 해외 공급사와 경쟁중이나 기술 및 가격면에

서 경쟁력이 있어서 채택가능성이 높음.).

나. 원전 계측제어 안전계통 국산화 설계문서 개발 실적

[최종 형상상태기록장부 상황(2010.8.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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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
정

번
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연차

실적물

형상
등록

RTOS) 선정
적합성평가
보고서

6
RNV-CMN-SEP10
9

대용량 안전
통신망(B-NSD
N)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서

00 09.08.07 이장수 김창회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7
RNV-CMN-SEP11
0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00 09.08.10 김창회 손광섭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8 RNV-CFP-SVP121
CPLD/FPGA
요구사항단게
검증 지침서

00 09.08.12 최종균 김장열
독립
검증 CPLD/FPGA 1차년도 OK

9 RNV-CFP-SVP131
CPLD/FPGA
설계단계 검증
지침서

00 09.08.13 최종균 김장열
독립
검증 CPLD/FPGA 1차년도 OK

10 RNV-OSD-AR103
RTOS 공급자
자료확보 및
분석보고서

00 09.08.13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

1차년도 OK

11 RNV-CFP-SVP141
CPLD/FPGA
구현단계 검증
지침서

00 09.08.14 최종균 김장열
독립
검증 CPLD/FPGA 1차년도 OK

12 RNV-OSD-DG101

안전등급
RTOS(QNX
Ver 6.4) 및
microPhoton
GUI(Ver 2.0)
상용인증 절차서

00 09.08.18 김장열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

1차년도 OK

13 RNV-CMN-AR102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설계검증
검증보고서

00 09.08.18 손광섭 김창회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1차년도 OK

14
RNV-QCM-SEP11
1

계측제어안전계
통 필수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서

01 09.09.24 천세우 김장열
독립
검증 QA/SCM 2차년도 OK

15 RNV-CMN-AR10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프로토콜
검증 보고서

00 09.10.21 손광섭 김창회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16
RNV-CMN-SVR12
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확인 및
검증 보고서

00 10.02.15 박기용 손광섭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17 RNV-CFP-SVR12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
S5012C) FPGA
로직
요구사항명세
검증보고서

00 10.05.14 이영준 최종균
독립
검증 CPLD/FPGA 2차년도 OK

18
RNV-CMN-SVR13
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00 10.05.27 박기용 손광섭
독립
검증

대용량
통신망 개발
및 검증

2차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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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형상번호 형상명

개
정

번
호

발행

일자
작성자 검토자

세부
과제 세부 분야

연차

실적물

형상
등록

19 RNV-CFP-SVR13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
S5012C) FPGA
로직 설계
검증보고서

00 10.06.04 손광섭 최종균
독립
검증 CPLD/FPGA 2차년도 OK

20 RNV-CFP-SVR141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B-N
SDN)
스위칭모듈(DM
S5012C) FPGA
로직 구현
검증보고서

00 10.06.10 손광섭 최종균
독립
검증 CPLD/FPGA 2차년도 OK

21 RNV-OSD-RR101

안전등급
RTOS(QNX
Ver 6.4.1) 및
MicroPhoto
GUI(Ver 2.0)
상용인증
결과보고서

00 10.08.30
김장열
,이영

준
천세우

독립
검증

안전등급
RTOS
상용인증

2차년도 OK

22 RNV-QCM-RR101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업무수행
결과보고서

00 10.08.30 천세우 김장열
독립
검증 QA/SCM 2차년도 OK

번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국내

,

국외)

SCI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게재

Means-Ends and
Whole-Part

Traceability of Safety
Requirements

이장수
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

2010-09 국외 O 2차년

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전체를 기재

가. 프로그램 등록

번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

차수

1 프로그램

원자로보호계통

고정설정치 FPGA

트립논리

2010-03-23 2010-03-23 한국 2010-01-211-001596 2차년

2 프로그램

원자로보호계통

수동리셋가변설정치

FPGA 트립논리

2010-03-23 2010-03-23 한국 2010-01-211-001597 2차년

3 프로그램

원자로보호계통

비율제한형 가변설정치

FPGA 트립논리

2010-03-23 2010-03-23 한국 2010-01-211-001598 2차년

나. 논문 게재/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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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발표

Digital Technology based

on Programmable Logic

Devices for the

Application to Nuclear

I＆C System

최종균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NGRESD

2009 국외 x 1차년

3 학회발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경험

김장열,

이영준,

손광섭,

천세우,

이장수,

권기춘

제5회 국방정보

및 제어기술

학술대회
2009-9 국내 x 1차년

4 학회발표

상용 PC 및

실시간운영체제(RTOS)

의 Dedication 방안

김장열,

이현철

NuPIC 2009

제1회

원전계측제어심

포지움

2009-11 국내 x 1차년

5 학회발표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HRP 개발도구
활용 경험, Halden

국제공동연구: 한국의
성과와 전망

이장수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04 국내 X 1차년

6 학회발표

Means-Ends and
Whole-Part

Traceability of Safety
Requirements

이장수
19차 IEEE

ISSRE, 시애틀,
미국

2008-11 국외 X 1차년

7 학회발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기법 고찰

박기용

등

제5회 국방정보 및

제어기술 학술대회
2009-09 국내 x 1차년

8 학회발표
Application of Software

Safety Analysis Methods

박기용

등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05 국내 x 1차년

9 학회발표

Development of Protocol

for the B-NSDN

(Broadband-Nuclear

Safety Data Network)

손광섭

등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9-10 국내 x 1차년

10 학회발표

Software Qualification

Activities for Safety

Critical Software

박기용

등
NPIC＆HMIT 2009 2009-04 국외 x 1차년

11 학회발표

Software FMEA

Analysis for Safety

Software

박기용

등
ICONE17 2009-07 국외 x 1차년

12 학회발표

Experience on the FMS

Communication module

Development for an

Application to

Safety-Critical

Communication Network

손광섭

등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05 국내 x 1차년

13 학회발표
The Safety Feature

Test of QNX RTOS

김장열,

이영준

2010 KNS

춘계학술발표회 2010-05 국내 x 2차년

14 학회발표

The Benchmark Test

Results of QNX

RTOS

김장열,

이영준,

천세우,

이장수,

2010 KNS

추계학술발표회
2010-10 국내 x 2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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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춘

15 학회발표 소프트웨어 품질과 안전 이장수

정보과학회 2010
한국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합동 워크샵

2010-08 국내 X 2차년

다. 시제품

1) 실시간 운영체제(RTOS) 상용인증 특별시험 및 오류대처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

․Processor 스캐닝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J-TAG 포트 탑재 Reference 보드

․Embedded 보드와 QNX6.3 의 Porting

․RTOS 의 Fault-tolerant 성능 측정 환경 구축

그림 3.1-1 실시간 운영체제 QNX Ver 6.4.1 특별시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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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용량 안전통신망 시제품

그림 3.1-2 은 제작된 대용량 원전 안전통신망 통신 교환장치이다. 각 장치간 통

신은 광케이블을 이용한 Full duplex 방식으로 통신한다. 통신 교환장치는

SCM(Switching Control Module)과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로 구성된

다. SCM(Switching Control Module)은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목적지 주소로

스위칭하는 역할을 하며 SIM(Switching Interface Module)은 메시지를 송수신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2 제작된 대용량 원전 안전 통신망 통신 교환장치

그림 3.1-3 제작된 SCM과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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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제작된 통신 노드장치의 통신 모듈(좌:PC용 우:PLC용)

그림 3.1-4은 통신 노드장치에 장착되는 통신 모듈이다. 통신 노드장치의 통신모

듈은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PLC Interface Module)로 구성되고

NIM(Node Interface Module)과 PIM(PC/PLC Interface Module)은 그림 3.1-4 와

같이 하나의 보드로 제작하였다. PC용 통신 모듈은 PCI 버스를 이용하여 PC와

연계하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용 통신 모듈은 POSAFE-Q의 프

로세서 모듈과 버스를 통해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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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1.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그림 3.2-1 안전등급 컴퓨터 상용인증 연구개발 추진체계

기존 사용자의 일반 PC하드웨어 및 성공이력 보고서를 참조하고 국내 및 해외의

QNX RTOS 공급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내외 QNX 공급회사와 긴밀히 협조

한 분야는 상용승인 기준 및 설명, 공급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매뉴얼

및 기술자료의 수집, 방문, 상담 등의 미팅회의 그리고 QNX 6.4.1 구매 및 설치이

다. PC 하드웨어로 선정된 (주)엘림시스 PC하에서의 사용자평가시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험(모듈화 포팅시험, Tailoring 반복시험, Burn-in 시험, SQA적합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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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OS Checker를 이용한 특별시험)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안전성 및 적용성 평

가 시험을 추진하였다. 이들의 연구개발 추진체계는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RTOS 상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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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실시간운영체제(RTOS) 상용인증

원전의 수명을 50년에서 60년으로 가정했을 때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하므로 본 PC/RTOS 상용인증은 향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원

전 안전성 시스템에 계측제어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문제를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상용 하드웨어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많은 상용인증을 수행하여 왔으나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경

험이 많치 않거나 일천한 상황이다. {미국 ABB-CE사 수행(2000년): QNX RTOS

Ver 4.2.5, MicroPhoton Ver 1.14, 미국 HFC사 수행(2009년): QNX RTOS Ver

6.3.2 및, MicroPhoton Ver 2.03)}

국방분야의 경우 미국은 상용인증된 소프트웨어 DB를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조만간 원전의 르네상스시대가 도래한다고 가정한다면 원전의 인증된 상용소

프트웨어 과금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측제어시스템의 수입대체 효과를 원전

1호기당 약 2000억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상용소프트웨어 비율을 1%로 환산한다

면 약 2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상용소프트웨어 인증기술을 상용소프트웨어 인증DB와 연동하여

과금체제로 사업화할 경우 국내 수요 뿐만아니라 해외 수출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고 상용인증된 PC/RTOS는 모든 후속호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및 유지보수성 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2. 대용량 안전통신망

현재 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망은 웨스팅하우스의 HSL과 AF-100, 지멘스의

SINEC H1, L2 및 국내 POSAFE-Q의 HR-SDL과 FMS이다.

안전필수 제어망에 사용되고 있는 HSL, SINEC H1, HR-SDL은 모두 일대일 데

이터 링크 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 고 용량의 다대다 통신망 방식이 아니다.

AF-100, SINEC L2, FMS는 다대다 통신망 방식으로서 안전상태 데이터 전송용

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효 전송용량이 1~3 Mbps에 불과하다.

개발된 B-NSDN 통신망은 다대다 통신망으로서, 실효용량이 20 Mbps를 넘으며,

안전필수 및 상태 데이터 전송망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계통기능의 확대 개선에 따른 대용량 통신망의 요구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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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원전의 사용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의 개선시에도 기존 통신망의 대체에 사용될

것이며, 그 시장성은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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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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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Nu-Tech 2012)을

통해 원전 디지털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패키지를 국산화하여 신울진

1,2에 적용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원전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요건

및 변화된 사업자의 기능/성능요건을 만족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완성하여 MMIS 패

키지의 원전적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안전등급 컴퓨터용 실시간 운영체제 상용인증

- 원전 대용량 안전등급 통신망 검증

-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원전적용기술 독립검증

- 제어기기 응용프로그램 통합개발도구 개발전략 수립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안전등급, 상용인증, 실시간운영체제, 안전통신망, 프로그래머블

논리소자,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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