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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에서의 디지털 계측제어(I&C) 계통의 공통원인고장
(CCFs: common-cause failure)의 특성, 다양성 및 심층방어(D3, diversity and defense-

in-depth) 기술과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NUREG/CR-6303과 NUREG/CR-7007에서 

기술된 지침들을 바탕으로 기술현황 분석을 하였다. 적절한 다양성 전략들을 구
현하기 위해 채택된 접근방법은 D3 방법에서의 가용한 문헌의 조사 및 원자력 

산업에서의 경험, 그리고 전문 지식 및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한 수집, 최상의 사
례 결정, 그리고 공통원인고장의 성격과 보상적인 다양성 속성들에 대한 평가 등
이다. 다양성 속성(diversity attributes)들과 이와 관련된 기준(criteria)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다양성 전략(diversity strategies)들을 제시하였다. 또 CCF의 특성 평가 및 

보상적인 다양성 속성들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설계 다양성(design diversity)에 대응하는 기술(technology)은 다양성 기준들이 

전략들로 그룹핑 될 수 있게 하는 주요 시스템 특성으로 채택된다. 다양성 사용
법 분류는 크게 세가지 전략 패밀리로 나눌 수 있다: 즉, (1) 서로 다른 기술들(전
략 A), (2)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접근방법(전략 B), 그리고 (3)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구조(전략 C). 이와 같은 규약을 사용해서, 전략 A로 지정된 첫 번째 

다양성 사용법(diversity usage) 패밀리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 특성 

지어 진다. 시스템 또는 플랫폼 레벨에서의 전략 A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구현의 

사례로 예시된다. 전략 B로 지정된 두 번째 다양성 사용법 패밀리는 현저하게 

서로 다른 접근방법들을 사용해서 달성될 수 있다. 전략 B는 범용 마이크로프로
세서 및 FPGAs(field-programmable gate arrays)에 의해 표현되는 뚜렷한 접근방법으
로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들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다. 전략 C로 지정된 세 번
째 다양성 사용법 패밀리는 하나의 기술 내에서 변종(variations)을 사용하는 것이
다. 전략 C의 예로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되는 것(예를 들면, 

펜티엄 및 파워 PC)과 같이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디지털 구조를 사용하는 것
이다. 

다양성 기준 조합의 그룹핑을 통해 베이스라인 다양성 사용법(baseline diversity 

usage)을 구축하고 CCF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체계
적인 구성을 용이하게 한다. 사실상,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세트는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해서 적절한 CCF 완화 전략을 구성한다. 이 전략들은 수용 가능한 

다양성 사용법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고 D3 평가를 통해 식별된 CCF 취약성이 

적절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추가로 본 보
고서에서 실제 사례들로부터 다양성 사용법을 취득하기 위해 다양성 사용법 테
이블(diversity usage table)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ii - 
 

SUMMARY 
 

 

This report reviews the nature of common-cause failures (CCFs) of the digital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D3) technologies and 

those practices in nuclear power plants, based on the guidelines of both NUREG/CR-6303 

and NUREG/CR-7007. The research approach employed to establish appropriate diversity 

strategies involves investigation of available documentation on D3 methods and experience 

from nuclear power industries, capture of expert knowledge and lessons learned, 

determination of best practices, and assessment of the nature of common-cause failures 

(CCFs) and compensating diversity attributes. The report presents the diversity strategies, 

which consist of combinations of diversity attributes and their associated criteria. The report 

also presents assessment of the nature of CCFs and compensating diversity attributes.  

Technology, which corresponds to design diversity, is chosen as the principal system 

characteristic by which diversity criteria are grouped to form strategies. The diversity usage 

classification scheme involves three families of strategies: (1) different technologies 

(Strategies A), (2) different approaches within the same technology (Strategies B), and (3) 

different architectures within the same technology (Strategies C). Using this convention, the 

first diversity usage family, designated Strategy A, is characterized by fundamentally diverse 

technologies. Strategy A at the system or platform level is illustrated by the example of 

analog and digital implementations. The second diversity usage family, designated Strategy 

B, is achieved through the use of distinctly different approaches. Strategy B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different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the distinct approaches represented by 

general-purpose microprocessors and field-programmable gate arrays. The third diversity 

usage family, designated Strategy C, involves the use of variations within a technology. An 

example of Strategy C involves different digital architectures within the same technology, 

such as that provided by different microprocessors (e.g., Pentium and Power PC). 

The grouping of diversity criteria combinations establishes baseline diversity usage and 

facilitates a systematic organization of strategic approaches for coping with CCF 

vulnerabilities. Effectively, these baseline sets of diversity criteria constitute appropriate 

CCF mitigating strategies for digital safety systems. The strategies represent guidance on 

acceptable diversity usage and can be applied directly to ensure that CCF vulnerabilities 

identified through a D3 assessment have been adequately resolved. Additionally, the report 

presents the framework of diversity usage tables are presented for capturing practices 

regarding diversity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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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미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는 원전에서의 계측제어(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계통 구조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성 및 심층방어(D3, diversity and defense-

in-depth)를 평가하는 방법에 역점을 둔 규제지침을 구축하여 왔다. 이 방법은 공
통원인 고장(common-cause failure, CCF)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ies)에 적절히 역
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디지털안전계통 설계로
부터 발생될 지 모르는 CCF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다양성이 요구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RES(NRC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는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을 통해서 디
지털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에 역점을 둔 수용 가능한 완화 전략(mitigation 

strategies)을 구축하는데 대한 기술적인 근간(basis)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세계 각국의 원자로에서의 경험과 실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성 속성의 조합과 그들과 관련된 기준들로 구성되는 다양성 전략들을 식별
하고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로 제시하는데 있다. 사실상 다양성 기준들의 이들 베
이스라인(baseline) 세트들은 디지털 안전계통에서의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충분
히 역점을 두고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다양성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D3 분석
을 통해 식별된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는데 있어 다양성 전략들은 수용 가능
한 다양성 사용법의 확증을 위한 비교 템플릿 또는 지침으로서 사용하기에 적절
하다.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미국 NRC에서는 규제지침을 통해 피수감자(licensee)로 하여금 예상운전과도사건
(AOO) 및 설계기반사고(DBAs, design basis accidents)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역 

효과를 내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해 심층방어 기능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안
전 전략을 원전 설계에 집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전 안전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은 고 품질, 무결성(integrity), 신뢰성, 독립성, 그리고 자격 취득
(qualification)과 같은 원칙들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separation) 및 다중
성(redundancy)뿐만 아니라 물리적 방벽(physical barriers)과 전기적 격리(electrical 

isolation)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단일 고장과 고장 효과의 파급과 관련된 잠재적인 

취약성(vulnerabilities)에 역점을 두기 위한 설계 수단(design measures)으로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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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2]. I&C 계통 구조 내 공유 컴포넌트나 기기 그리고 비 필수 연계사항들
을 최소화 하는 추세로 이들 수단들이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F 취
약성에 대한 잠재성은 오래도록 인식되어 왔고 다양성은 따라서 안전 요건을 만
족하는데 기여 요인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로트립계통(RTS, 

reactor trip system)내에서의 하나 이상의 다중 채널(redundant channel) 또는 디비젼
(division)에서의 동시발생적인 고장(concurrent failure)이 나타날 수 있는 원자로 트
립 기능의 고장은 ATWS(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에 응답하는 다양성 기
기/시스템의 설비에 대한 규제요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10 CFR 50(Title 10, Part 50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의 Appendix A에서 제
공하고 있는 GDC(general design criteria)에서는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에 대
한 최소한의 설계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Appendix A의 서론에서는 “보호계통과 

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계에서 있어서 다중 엘리먼트(redundant elements)들의 체계
적인, 무작위 발생이 아닌, 동시발생적인 고장의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보호계통에 대한 GDC의 몇 몇 군데(GDC 21, 22, 23, 

24, 26, 29)에서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한 완화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성 사용법(diversity usage)은 설계기준에서 특정하
게 언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규정(즉, 10 CFR 50.62에서 ATWS 법령)에 의해 요구
되고 있다. 이들 규제 요건의 중요성은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조합 같은 다양성 

접근방법(diversity approaches)들이 전통적인(즉, 하드와이어드(hardwired) 된) 안전
계통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 “전통적인” 다양성 전
략들은 GDC 22 같은 기준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유일
한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CCF 취약성에 대한 증가되는 잠재성으로 인해 전통적
인 다양성 전략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다양성 사용법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 특히, NRC 스탭은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포함한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한 

관심사를 SECY 91-292 (“Digital Computer Systems for Advanced Light-Water Reactors” 

[4])에서 표현하고 있다. NRC 스탭은 SECY 93-087 (“Policy, Technical, and Licensing 

Issues Pertaining to Evolutionary and Advanced Light-Water Reactor(ALWR) Designs”) [5]

의 item II.Q에서 SRM(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1993. 7.21 발행) [6]에서 추후 

수정된 D3에 대한 네 가지 입장(four-point position on D3)에 대해서 문서화하였다. 

적절한 다양성시스템과 심층방어 접근방법을 식별하기 위한 원자로보호계통의 

D3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은 NUREG/CR-6303 (Method for Performing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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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fense-in-Depth Analyses of Reactor Protection Systems) [7] 및 Branch Technical 

Position(BTP) 7-19 (“Guidance on Evaluation of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in Digital 

Compute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n Chapter 7,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of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for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8]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제지침의 의도는 안전계통 

및 원전 설계 특성을 근간으로 디지털 안전계통에서 추가적인 다양성이 요구되
는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피수감자와 스탭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NUREG/CR-6303은 다양성 속성(diversity attributes)들을 안전계통에서 올바른 다양
성 평가를 수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다양성으로 분류하여 기술하
고 있다. 

(1) 설계 다양성(design diversity), 

(2) 기기 다양성(equipment diversity), 

(3) 기능 다양성(functional diversity), 

(4) 인적 다양성(human diversity), 

(5) 신호 다양성(signal diversity), 그리고 

(6) 소프트웨어 다양성(software diversity). 

NUREG/CR-6303 지침에서는 여섯 가지 다양성 속성들의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의 다양성 기준(diversity criteria)들의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 속성들이 

몇 가지의 속성들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기준들이 존재하므로 안전계통 내에서 

올바른 다양성을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속성들의 가능한 조합의 숫자와 복
잡도는 이 지침을 안전평가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매우 힘들다. 결과적으로, 분리
된 또는 조합된 다양성(또는 다른 방어적인 설계 접근방법들)의 효력을 해결하고, 

따라서 CCF에 역점을 두는(예를 들면 회피나 완화) 효과적이고 최적의 접근방법
을 제공해 주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객관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이 구축되지 

않아 왔다. 주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 (1) 얼마만큼의 다양성이 

요구되는지 결정, (2) 어떠한 다양성들의 조합이 CCF 취약성을 회피하는데 가장 

효과적인지 식별. 따라서, 본 기술현황 분석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D3 분석을 통
해서 식별된 CCF 취약성의 효과를 정확하게 완화할 수 있는 다양성 전략들을 

구축함으로써 이들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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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 위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한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다양성 기준의 효과적인 조합이 되도록 고려되는 전략들에 대해 기술적인 근간
을 기술하였다. 다양성 전략들은 시스템 대 시스템간의 비교(system-to-system 

comparison)로 기술되지만 다양성 다중부위(redundancies) 또는 하부시스템 사이에
서의 비교에도 적용 가능하다. 전략들에 대한 기술적인 근간은 NUREG/CR-6303

에서 기술된 D3 평가방법의 Guideline 2 (“Determining Diversity”, “다양성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7]. 이들 전략들의 사용은 “NRC 요건에 의해 구축된 기준들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에 적절한 다양성이 제공되어 왔다”에 대한 확증을 지원한다 

[9]. 특히,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전략들에 대한 적합도는 D3에 대한 위원회의 

네 가지 입장의 Point 3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단(diverse means)”은 영향을 받는 

안전계통으로부터 적절히 다양하다라는 근거 있는 확신을 제공한다 [6]. 본질적
으로, 다양성 전략들은 제안된 다양성 사용법(diversity usage)을 수용 가능한 다양
성 기준들의 베이스라인 조합과 비교하는 근간을 제공한다. 

원전의 I&C 계통 구조 내에서 다양성이 어디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결정은 D3 

분석의 기능으로 남는다. 이것은 NUREG/CR-6303에서의 Guideline 10, “Diversity 

for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Guideline 11, “Diversity for Accidents,” 그리고 

Guideline 12,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전략들은 

다양성 기준의 효과적인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다양성과 얼마만큼
의 다양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전략들은 두 개의 

블록(예를 들면, I&C 계통 구조의 비교대상 엘리먼트(elements))들이 D3 분석에서 

식별된 CCF 취약성이 적절히 완화되었다고 결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계통
이 충분히 다양한 지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제 3 절 연구 접근 방법 

디지털 I&C 계통 기술의 복잡도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품질보증에 대한 공정 구
동 접근방법(process-driven approaches)에서의 필요한 의존성 때문에, 키가 되는 디
지털 I&C 계통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인 측정방법이 부재하다. 따라서, 다
양성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객관적인 수용기준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성(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계통)에 대한 포괄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아 왔다. 그러나, NUREG/CR-6303의 다양성 속성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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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도메인에서의 합의된 실례와 경험들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다양성 전략
들을 정의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양성 사용법에 대한 실례를 획득하는데 

프레임워크가 사용되었다. 본 보고서의 접근방법은 다양성 접근방법과 세계 각국
의 원전으로부터의 경험들, 전문가 지식과 교훈들을 획득, 가장 최상의 실례를 

결정하고 CCF의 성질을 평가하고 보상적인 다양성 속성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용한 문서들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개량형 원전에서의 I&C 계통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
은 CCF에 역점을 두고 효과적인 전략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을 제
공한다. 다양성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고려사항에 대한 뚜렷한 다양성 

접근방법들을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원전에 대한 다양성 사용법 사례 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사례들은 영국의 Sizewell 원전, 캐나다의 Darlington 원전, 

프랑스의 Chooz 원전, 한국의 울진 원전, 체코의 Temelin 원전과 Dukovany 원전, 

일본의 Kashiwazaki-Kariwa 원전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만의 Lungmen 원전과 

핀란드의 Olkiluoto 원전에서 구현되고 있는 D3 전략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 4 절 약어 정의 

ABB ASEA Brown Boveri 

ABWR advanced boiling-water reactor 

AC  Advant controller 

AC auxiliary cabinet 

ADS  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 

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td. 

AGR  advanced gas-cooled reactor 

ALU  actuator logic unit 

ALWR  advanced light-water reactor 

AOO  abnormal operating occurrence 

APR automatic power regulator 

APU  acquisition and processing unit 

ARI  alternate rod insertion 

ASIC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BNS  Babcock Nuclear Services 

BOP balance-of-plant 

BTP  Branch Technic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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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Canada deuterium-uranium 

CCF  common-cause failure 

CE  Combustion Engineering 

CEDMCS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ntrol system 

CFMS 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IM  communication interface module 

CMF  common-mode failure 

COTS  commercial-off-the-shelf 

CP-1  Chicago Pile #1 

CPC  core protection calculator 

CPLD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UW  reactor water cleanup system 

D3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DAS  diverse actuation system 

DBA  design basis accident 

DBE  design basis event 

DEC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DIS  digital instrumentation system 

DPS  diverse protection system 

DRPS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DS&S  Data Systems and Solutions 

DTMs  digital trip modules 

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EdF  Électricité de France 

EMS  essential multiplexing system 

EPR  European(or evolutionary) pressurized reactor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SF  engineered safety feature 

ESFAS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FMCRD  fine motion control rod drive 

FPGA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FWC  feedwater flow control system 

FWCS  feedwater control system 

GDC  general design criteria 

GE  General Electric 

GEIS  GE Industri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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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Hartmann and Braun 

HBS  hardwired backup system 

HFC  Doosan HF Controls 

HIACS  Hitachi Integrated Autonomic Control System 

HICS  high-integrity control system 

HPCF  high-pressure core flooder system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O input and output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ICS integrated control system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L integrity level 

IP  intellectual property 

IPS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 Instrument, System, and Automation Society 

JEAG  Japan Electric Association Guideline 

KK  Kashiwazaki-Kariwa(Nuclear Power Station) 

KSNP Korea Standard Nuclear Plant 

LCL local coincidence logic 

LOP lines of protection 

LWR  light-water reactor 

MHI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SIV main steam isolation valve 

NII  Nuclear Installations Inspectorate 

NMS  neutron monitoring system 

NPL  nonprogrammable logic 

NPP  nuclear power plant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OL-3  Olkiluoto Nuclear Power Station 

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S  operating system 

PAC  priority actuator control 

PAS  process automation system 

PCS  plan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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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portable computer system 

PDP  Programmed Data Processor 

PERFORM.NET performance-enhanced redundant fiber optic replicated memory network 

PI  process instrumentation 

PICS  plan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 

PIEs postulated initiating events 

PL/M program language for microcomputers 

PLµS  Programmable Logic Microprocessor System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S  pressurizer level control system 

POL  Problem Oriented Language 

PPCS pressurizer pressure control system 

PPS  plant protection system 

PPS primary protection system 

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PS  primary reactor protection system 

PS  protection system 

PWR  pressurized-water reactor 

RC&IS  rod control and information system 

RCIC reactor core isolation cooling 

RCSL  reactor control, surveillance and limitation system 

RES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RFC recirculation flow control 

RHRS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RMU  remote multiplexing unit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RPT  reactor pump trip 

RRS reactor regulating system 

RTIF  reactor trip and isolation function 

RTSS reactor trip switchgear system 

RTS  reactor trip system 

SAAS  severe accidents automation system 

SAR  safety analysis report 

SAS safety automation system 

SBCS steam bypass control system 

SBPC  steam bypass and pressure control 

SDS1  Shutdown System Number 1 

SDS2 Shutdown System Nu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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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S safety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 

SLCS  standby liquid control system 

SPS  secondary protection system 

SRM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SSD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SSLC  system safety logic control 

TLUs  trip logic units 

TMR  triple modular redundant 

TOSMAP  Toshiba Microprocessor Aided Power System Control 

TXS  AREVA Teleperm XS 

UA  acquisition units 

UATP  acquisition and processing unit for protection 

UF  functional units 

ULS  logic safeguard unit 

UTPs  logic processors 

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ME  VERSAbus-E 

VVER  Russian-designed water-cooled water-moderated power reactor 

WDPF  Westinghouse Distributed Processing Family 

 

 제 5 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NUREG/CR-6303 (Method for Performing Diversity and Defense-in-

Depth Analyses of Reactor Protection Systems) [7]과 NUREG/CR-7007 (Diversity 

Strategies for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10]에서 기술한 

다양성 및 심층방어에 대한 기준 및 지침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현황 분석을 

하였다. 2장에서는 공통원인 고장 취약성 및 원전 계측제어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자로 I&C 계통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성 사용법 사례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다양성 전략에 대한 사용법, 접근방법 분류, 다양성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끝으로 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 사항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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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통원인고장 취약성 및 원전 계측제어계통  

 제 1 절 I&C 계통의 공통원인고장  

CCF는 IAEA에 의해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구조,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들
이 단일 특정 사고 또는 원인에 의해서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1]. IEC에서는 더욱 더 CCF 정의에 덧붙여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구조, 시
스템 또는 컴포넌트의 동시유발적인 고장(coincidental failure)은 설계나 제작 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에러로부터의 잠재적인 결함(latent deficiency)에 의해서 발생되
고, 이것은 자연현상, 발전소 공정 운전 또는 사람이나 I&C 계통 내 어떠한 내부
적인 사건에 의해 원인이 되는 조치에 의해서 유발된다 [12]. CCF는 개발적인 이
벤트의 비조건적인 고장 확률의 간단한 결과로서 고장 확률을 표현할 수 없는 

의존적인 고장(dependent failures)의 등급이다. 공통모드 고장(Common-mode 

failure(CMF))은 CCF의 하부세트이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 또는 컴포
넌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고장이 날 때 일어난다.  

1. 문제점 분석 

설계자, 개발자, 구현자, 검토자, 시험자, 공급자 그리고 평가자들의 상당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에러는 발생한다. 안전 필수 기능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고장의 

형태는 설계 오류(design mistakes) 또는 구현 에러(implementation errors)로부터 발
생된다. 고장은 검출되지 않은 내부 흠(internal flaws) (즉, 플랫폼 결함), 시스템 상
호작용, 그리고 외부 영향(external effects)로부터도 발생될 수 있다. 위해도 식별
(hazard identification) 및 설계 대책(design measures)은 고장의 원인에 대해 잠재성
(potential)을 얼마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시험이 안된 조건들에 대해서는 예기치 

않은 위험에 여전히 놓이게 한다. 품질 공정(quality processes)을 통해서 많은 구현 

에러들을 검출하고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완벽한 시
험이나 포괄적인 정형명세 검증(formal proof)의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잔존하는 얼마간의 결함이 검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
고 계통 내에 잠재된 결함(latent faults)으로서 지속될 수 있다. 결함이 있고 불완
전하고 모호하거나 오역(misinterpreted)된 요구사항들로부터 발생되는 설계 에러
는 그 성격에 있어서 시스템적이고, 계통 생명주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검출 

과 교정에 있어서 매우 힘들게 한다. 이들 결함과 에러들은 (예를 들어, 운전, 환
경, 관계, 또는 임시의) 조건들이 결함상태를 활성화해서 필수기능 고장을 일으키



 

 

- 11 - 
 

지 않는다면 위협요인이 되지 않는다.  

공통요소(common element, 즉, 복제되거나 공유된)를 갖는 I&C 구조, 시스템, 다중
성 부위 (즉, 병렬의 디비젼들 또는 채널들), 하부시스템, 모듈, 또는 컴포넌트들
은 CCF에 민감하다. 공학적 실례와 연계된 강력한 증빙 자료(즉, 완벽한 시험, 

실제적인 사용법 히스토리, 광범위한 정형검증(formal proofs), 상세한 위해도/위협
요인  (hazard/thread) 분석 등)를 통해 CCF 취약성에 대한 강인함을 보이지 못한
다면 이러한 공통요소들은 CCF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설계 복잡도가 증가할 

수록 이러한 CCF 취약성에 대한 강인함을 보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복잡한 계통 구조상에서 복잡한 기술을 채택한 고 무결성(high-integrity) 또는 안
전 필수 I&C 적용분야에 대해서는 CCF 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요 이슈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 및 현대화된 디지털 기반 I&C 계통들은 설계 에러
나 요구사항 결함(deficiencies)과 같은 원인에 의해 잠재적으로 시스템 결함이 발
생될 수 있다. 디지털 I&C 계통의 복잡성 및 완벽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이
유 등으로 인해서 아날로그 계통보다 잠재적으로 시스템 결함에 더 크게 노출되
어 있다. 특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코딩 된 상태 또는 컴파일 된 기계어 

상태에서의 소프트웨어는 에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잔존하
는(residual) 소프트웨어 결함은 일차적으로 CCF 중요성의 한 요인이 된다. 따라
서 디지털 I&C 계통은 CCF 민감도의 평가 및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을 배
제 또는 완화하는데 필요한 응용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역점을 두어야 한다. 

CCF 중요성은 엄밀히 소프트웨어 기반 I&C 계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의 아날로그 모듈 또는 현대화된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디바이스에 기반을 둔 

I&C 계통들에 대해서도 CCF에 민감하다. 특히 결함 있는 요구사항(flawed 

requirements)은 기술과 무관하게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적 결함원인이 될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공정을 통해서 비일관성
(inconsistency) 및 불완전성(incompleteness)은 설계 에러로 전파되어 나타날 수 있
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양쪽 기술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결함의 다른 원인들은 

공유 또는 결함 있는 컴포넌트(shared or defective components), 제작공정 에러
(fabrication errors), 설계 실수(design mistakes), 구현 에러(implementation errors), 설
치 에러(installation errors), 운전 에러(operation errors), 그리고 유지보수 에러
(maintenance errors) 등이 있다. 아날로그 응용분야에 대해서는 CCF 민감성에 적
절히 역점을 둔 몇 가지 완화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 설계대책은 분리
(separation), 다중성(redundancy), 물리적 방벽(physical barriers), 전기적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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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isolation),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포괄적인 시험(즉, 100% 

시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호 및 기능 다양성의 사용은 특히 요구사항 결함에 

대해 얼마간의 보호를 위해 적합하다. 

기술과 무관하게(technology-neutral) CCF 중요성에 역점을 두어온 기존의 다양성 

사용법과 다른 설계 대책들은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다양성 전략들로 대체된
다. 대신에 디지털 기술의 유일한 특성과 결과적인 CCF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개발된 전략들은 기존의 접근방법을 대체하는 보상적인 다양성 사용법 방법을 

취하고 있다.  

2. CCF 성질 

CCF 발생에 대한 기본은 IEC 62430, “Nuclear power plants-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mportant to safety-Requirements to cope with common cause failure(CCF)” 

[12]에서 기술하고 있다. 잠복 결함(latent faults)은 디지털 I&C 시스템 생명주기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전형적으로 인적 원인에 의하거나(human-

induced) 기술과 관련되고, 설계 결함(design flaws), 성능 제한 또는 구현 복잡성 

등을 포함한다. 상위 레벨에서는 세가지 뚜렷한 시스템 잠복 고장은 (1) 요구사
항 명세 에러, (2) 설계 제약사항(예를 들면, 환경 스트레스)을 대변하는 부정확한 

설비(provisions), (3) 내부 계통(또는 구조) 설계에 반영되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 

뚜렷한 에러가 있거나 잘못 오역된 기능 요구사항으로 말미암아 결함 있는 계통
설계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개념 설계 및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결함원인은 발전소 공정에 대한 불완전한 또
는 일관성 없는 이해, I&C 계통 성능 필요성(역량, 수요, 타이밍 등)의 부정확한 

결정, 과도하게 복잡한 구조 및 복잡한 계통 연계사항 사용, 공정 컴포넌트들간
의 불완전한 기능 할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는 요구사항 추
적성(traceability) 및 설계에 대한 시험성(testability)은 결함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
화하는데 주요 요소들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설계사양은 가장 엄격한 확인 및 검
증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파급하여 발생할 수 있다. 설계자, 시험자, 검
토자에 의한 공통적으로 잘못된 해석(misinterpretation)의 잠재성도 무시될 수 없
다.  

제작, 설치 및 취역(commissioning) 단계에서의 잠복 결함에 대한 얼마간의 원인
은 결함 있는 조립 부품이나 어셈블리, 에러나 불완전한 설치, 부정확한 시험 또
는 비효율적인 형상관리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한 품질관리로부터 발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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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운전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인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에러가 있는 운전
입력, 유지보수 조치사항, 부정확한 형상관리, 수정 후 불충분한 품질관리 등에 

기인한 결함을 유입할 수가 있다. 이 단계에서 공통 결함의 또 다른 잠재성은 계
통 성능 저하를 들 수 있다. 이 성능 저하의 요인으로는 에이징(aging), 손상, 에
러나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수정 등이 있다. 

결함을 촉진해서 고장을 초래하는 유발 조건은 주로 인적 조치사항(human 

actions), 신호 경로(signal trajectory), 외부 사고(external events), 그리고 일시적인 효
과(temporal effects)에 의해서 발생된다. 인적 조치는 유지보수 에러, 입력 실수, 절
차를 무시한 명령, 그리고 시간에 맞지 않거나 상충되는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
다. 올바른 교육, 잘 정돈된 절차서, 효과적인 연계, 그리고 관리적인 통제(예를 

들면 권한과 연동(authorization and interlocks), 스케쥴, 변경 통제(change control))는 

사람에 의해서 유발되는 요인들의 발생을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I&C 계통의 신호 경로는 현재 입력 값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입력 값, 

계통의 내부 상태, 그리고 내부 상태간 전이 시퀜스(sequence of transitions among 

internal state)도 포함한다. 신호 경로(signal trajectory)는 계통의 출력 값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기기 조건들, 내부 상태들, 입력 신호들, 그리고 운전원 입력 값들의 

시간 히스토리로 IEC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13]. 신호 경로 유발 조건에 의해 활
성화되는 잠복 결함으로부터 발생되는 고장(failures)은 뚜렷이 예견되지 않았거나 

계통 개발 동안 적절히 강조되지 않은 조건과 시험을 통해 표출되지 않은 조건
들에 해당한다. 발전소 내 과도조건에 관련된 입력 값들이 신호 경로 조건의 주
요 요소라고 해도, 디지털 계통 성능(그리고 계통 상호연계)의 다른 측면도 이런 

유발 조건의 형태들을 충분히 강조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외부 사고(external events)는 I&C 계통 구조 내 다른 계통 또는 컴포넌트로부터 

전파되는 비정상 또는 고장과 같은 과도 효과(transient effects), 그리고 지진, 진동, 

전자기 및 전기서지(electrical surge) 등과 같은 환경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가능한 

환경을 통제하면서 계통 또는 다중부위(redundancies) 사이에 연계를 최소화하고 

물리적 방벽과 격리를 하면서 분리(separation)를 채택하는 것은 이들 유발 조건들
을 강조하는 공통적인 수단이다. 

고장을 유발시키는 임시적인 효과(temporal effects)는 캘린더 날짜나 날짜 수 정보
에 의존, 공통 시각과 동기, 공정 또는 계통의 동기, 그리고 실행 사이클 히스토
리(예를 들면 버퍼나 스택의 런타임 오버플로우)에 의존하는 런타임 효과를 포함
한다. 연도, 날짜 및 시간의 의존성을 배제하는 것은 뚜렷이 효과적이다. 입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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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리시버의 느슨한 연계(loose coupling of input sources and receivers)와 공정 또
는 기능의 비 동기적인 실행은 시간상이나 동기화된 유발요인(timing or 

synchronization triggers)을 피할 수 있다. 디지털 통신을 하는 연계 계통들에 대해
서, 통신 성능(예를 들면 지연 메시지, 메시지 분실(lost message), 예기치 못한 메
시지)으로부터 발생되는 타이밍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계통과 소프
트웨어 공정의 주기적인 재 초기화(즉 소프트웨어 원기회복(software rejuvenation)

는 결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부 상태를 피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실행 사이
클 히스토리를 새롭게 하고 축적된 포인터, 스택, 버퍼 등을 완화시켜서 소프트
웨어 “에이징”에 역점을 둘 수 있다 [14,15]. 명백히 안전필수 적용분야에서는 이 

같은 재초기화(re-initialization)가 혼란(upset) 유입을 피하기 위해 오프라인이나 바
이패스 모드로 일어나야 한다. 이 같은 접근방법은 재정(financial)(예를 들면 온라
인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16], 전기통신 [17], 인터넷(웹 서버 [18]) 산업에서 고
도로 의존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공통적이다. 

3. CCF 취약성 대응 

각종 적용 도메인 내에서 고 무결성(high-integrity) 기능들을 위해 채택되어온 디
지털 I&C 계통 결함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있다. 이 기술들은 그림 2.1

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디지털 I&C 계통에 대한 고장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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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설계 평가(design evaluation)와 결함 제거(fault removal), 결함 허용(fault 

tolerance) (즉, 측정/ 매스킹 그리고 회복), 그리고 결함 회피(fault avoidance) 및 완
화(mitigation)에 대해서 그룹핑이 되어 있다. 지시된 기술들은 설계 접근방법
(design approaches), 생명주기 조치(life-cycle actions), 기술 선택(technology choices), 

구조 설정(architectural configurations) 등이 있다.  

설계 평가와 결함 제거는 실제적인 만큼 위협(threats)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상세분석뿐만 아니라 결함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고 발견되는 취약성들을 제
거하는데 채택되는 고 품질 공정에도 적용된다. 이들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상위 

레벨에서의 결함 회피를 증진시키고 설계 접근방법과 평가과정으로 주로 향한다. 

이 계층에서의 결함 허용은 결함의 존재를 수용하고 결과적인 고장을 배제하는
데 특정한 기법들을 나타낸다. 고장안전(fail-safe) 설계는 이들 기법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측정과 매스킹은 결함의 존재를 식별하거나 그것의 잠재적인 효과(즉, 

결함에 기인한 고장을 배제)를 매스킹 하는 것과 관계된다. 진단(예를 들면 결함 

식별 및 격리) 및 보팅 된 다중성(redundancies)은 공통된 기법들이다. 회복
(recovery)은 활성화된 결함(즉, 고장)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고 선 고장 상태
(prefailure state)의 재 취득(re-capture)과 함께 연속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함 회피 및 완화는 결함 효과(즉, 고장)의 파급을 저지하는 설계 전략을 포함
한다. 분리, 독립 그리고 결함 수용(fault containment)은 활성화 된 결함의 잠재적
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기법인 반면, 비 유사성/다양성(dissimilarity/diversity)과 

체크된 다중성(checked redundancy)은 공통 결함을 제외시키거나 활성화 된 결함에 

대해 검출과 보상을 통해 완화시키는 수단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함관리 기법(fault management techniques)은 일반적으로 결함 자
체와 관련이 있고, 얼마 정도는 고장을 일으키는 결함을 활성화시키는 유발 조건
과 관련이 있다.  

I&C 계통 구조 개발 착수 시, 설계 원칙은 공통 요소(common elements)를 최소화
하고 고장 파급 경로를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 설계 고려사항은 CCF 

민감도에 대한 잠재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절대적이고, 전 범위에 걸친
(across-the-board) 적용은 I&C 계통을 극단적으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신뢰할 수 상태로 설계되는 것을 초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대응 전략은 CCF 민감도에 반응하여 전형적으로 채택되었다: (1) CCF 

회피(avoidance) 및 (2) CCF 완화(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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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F 회피 전략의 목적은 결함 유입을 배제하고 잠재적인 공통 유발 조건을 가
능한 정도로 제거하는데 있다. 포괄적인 위해도 식별 및 광범위한 확인 및 검증 

활동과 함께 포괄적인 생명주기 공정은 에러 없는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목표
로 고 품질 계통을 구현하는데 채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상 검출되
지 않은 에러는 가장 엄격한 설계공정을 거치더라도 발생될 수 있다. 회피 접근
방법의 추가적인 측면에서의 설계 대책(design measures)은 예견되는 유발조건에 

대한 노출이나 공통된 결함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다중 시스템(multiple systems)

에 동시 적용(concurrent application)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설계 대책의 적용은 결함-유발 조합(fault-trigger combination)의 형태와 어
떠한 공통적인 결함의 동시 유발을 배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설계 규약
(design conventions)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달려 있다. 이러한 설계 

대책의 예는 코드의 변치 않는 실행과 서로 다른 환경 통제 구역으로의 방벽에 

의한 물리적인 격리이다. 그러나 예견되지 않는 공통 유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대책들의 사용을 가지고 충분히 CCF에 강인하다
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전략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통 결함의 발생
을 최소화하고 유발되는 고장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있다. 

CCF 완화 전략의 목적은 구조적인 설비를 통해 CCF에 대한 어떠한 취약성을 완
화하는데 있다. 첫째, 다른 계통 또는 기능에서의 고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심층
방어(defense-in-depth) 기법이 채택되고 있다. 심층방어의 정의는 IAEA에 의하면 

“주어진 안전 목표에 대해 한 개의 보호 수단(protective measures)이 고장이 나도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나 이상의 보호 수단들의 적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19]. 실
제로, 몇 몇의 독립적인 계통들이 안전하지 않은 결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속적인 방벽(successive barriers)의 역할을 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이 완화 접근방
법의 측면은 단일 고장에 대해서 특별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CCF는 잠재적으로 

다중 방벽의 사용을 불능케 만들고 안전하지 않은 조건 상태를 초래한다. 따라서 

I&C 계통 구조 내 동일한 CCF에 대한 카운터파트로서 민감하지 않은 대체적인 

동급의 기능이나 계통을 제공하도록 다양성(diversity)이 채택되고 있다. 어려운 

점은 현존할지 모르는 결함-유발 조합의 모든 범위를 식별하고 적절히 보상되는 

다양성을 선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현실적인 이 전략의 목표는 영향
을 받지 않는 대체적인(alternate) 또는 백업 기능을 제공하면서 CCF에 대한 취약
성을 완화하는데 있다. 

요약하면, CCF는 I&C 계통 구조의 다중 요소(multiple elements) 내 공통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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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때 발생되고, 유발 조건의 발생은 하나 이상의 CCF에 민감한 요소로 그 

결함을 활성화되게 해서 필수기능의 동시 고장(concurrent failure)을 초래한다. CCF

에 대한 취약성이 결정되거나 의심 가는 곳에서 중요한 대응적인 접근방법은 회
피(avoidance)와 완화(mitigation)이다. 절대적인 회피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포괄적인 심층방어가 타협될 만 하기 때문에, 보상적인 접근방법으로 약간의 취
약성을 강조하는 보상적인 접근방법(compensating approaches)의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어진 구조 내에서 다양성과 다른 설계 대책 사이에서 선정을 할 수 있
도록 설계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CCF 취약성에 대한 다양성 영향 

CCF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설계 대책으로 다양성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결함
의 소스, 취약성 부위, 그리고 CCF에 대한 유발 조건에 역점을 두기 위함이다. 

다양성 계통에 대해서는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되는 대상 측면
(targeted aspects)은 Purpose, Process, Product, 그리고 Performance이다.  

(1) Purpose는 특정 계통에 의해 만족되는 기능 요구사항에서 구체화된다.  

(2) Process는 계통 생명주기 각 단계(예를 들어, 설계, 개발, 구현,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생명주기 활동과 관계된다. 

(3) Product는 플랫폼을 포함하는 구현된 계통, 지원 서비스, 응용 소프트웨어
(또는 복잡한 하드와이어드 로직), 연계사항, 그리고 분산 요소(예를 들면, 

통신 노드, 파워 서플라이, 센서, 데이터 취득 및 신호 조건 모듈, 로직 

요소, 작동자(actuator)). 

(4) Performance는 계통의 거동과 입력 및 외부 요인 또는 이벤트에 대한 응
답을 포함한다. 

Purpose와 Process에 관련된 CCF 완화의 시스템 측면은 시스템적인 faults(예를 들
면, 결함(flaws), 결핍(deficiencies), 잘못 이해(misunderstandings), 실수(mistakes), 에
러(errors), 결점(defects))가 유입되는 소스에 관심을 갖는다. 이 결함 소스는 요구
사항, 설계 개념/계통 명세, 컴포넌트 및 파트, 그리고 제작 라인과 함께 각 생명
주기 단계에서의 인적 요인 인자들과 도구 세트들을 포함하고 있다. CCF 완화에 

대한 Product 측면은 잠복 결함이 고장을 일으키게 활성화 될 때까지 존재하는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실현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예증된다. 어떠한 

공통 결함의 위치는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기본 처리요소,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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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로직, 통합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 그리고/또는 상호 

연계점(예를 들면, 통신, 파워, 구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Performance에 관심을 

두는 CCF 완화의 거동적인 측면은 기능의 실행(execution of functions)과 외부영향
에 대한 응답(responses to external influences)을 포함하고 있다. 실행은 주로 시스템
적인 결함 활성화를 야기할 수 있거나 조건의 공통성(commonalities of condition)을 

유입할 수 있는 요구(demands) (즉, 입력)와 처리 메커니즘(예를 들면, 내부 상태 

및 상태 전이)에 관계된다. 

다양성 속성의 영향 및 장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준들은 공통 결함원(Purpose 

및 Process), 취약성 부위(Product), 그리고 공통적인 유발 조건(Performance)의 관
점에서 식별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공통 결함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취약
성의 존재를 완화하고, 적용(즉 실행)에서의 공통성(commonalities)을 관리하고, 그
리고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도에서의 유사성(similarity in susceptibility to external 

factors)을 감소시키는 결과적인 역량에 의해 각 다양성 속성의 효과가 특성 지어 

진다. 이들 다양성 효과들은 공통 시스템적인 결함에 대한 최소한의 발생 가능성
(minimized prospects for common systematic faults), 동시 실행프로필의 감소된 발생
(reduced occurrence of concurrent execution profiles), 그리고/또는 외부 영향에 대한 

유사 응답의 줄어든 가능성(lessened likelihood of similar responses to external 

influences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 2 절 원전에서의 다양성 및 심층방어 

원전에서의 전반적인 I&C 계통 구조는 안전 조건들이 모든 운전 조건(즉, 정상, 

비정상, 예상운전과도사건(AOOs), 설계기반 사고(DBAs))들 하에서 설계 및 구현
의 일차적인 목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안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심층방어는 설계, 건설, 그리고 원전 운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기초가 된 상태
에서 제대로 구현된 접근방법이다. 공공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방벽 또는 수단에 대해 동심원적 배열(concentric arrangement)로써 나타낼 수 있다. 

해로운 방사능 방출이 공공이나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기 전에 모든 방벽(즉, 핵
연료 피복관, 원자로냉각계통 압력 경계, 격납용기, 그리고 비상 대응)들이 파열
되어야 한다. I&C 계통들은 이 방벽들의 고 무결성(high integrity)을 유지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원전 I&C 계통 구조에 대한 심층방어 적용은 독립적인 방어 

계층(echelons of defense) (또는 심층 라인)을 구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I&C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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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대한 심층방어는 원하는 운전조건을 유지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역 이벤트
(예를 들면 고장) 동안 적절한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중
계통(multiple systems)을 제공한다. 방어계층(echelons of defense)은 NUREG/CR-6303

에서 제어계통(control system),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trip system, RTS), 공학적안전
설비 작동계통(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ESFAS), 그리고 감시 및 지
시계통(monitoring and indicator 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얼마간의 중첩되는 능력
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통이나 계층들이 고장이 나더라도 원전의 안전 목
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보상 계통(compensating systems)으로 작용하도록 

계층(echelons)이 고려 된다. 특정 방어 계층에 대한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악 조건을 회피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림 2.2는 계측제어 계통의 방어라인에 대한 개념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제어계통(Control System), 원자로보호(Reactor Protection), 그리고 안전설
비 작동(Safety Feature Actuation)은 세가지 자동 계층(automatic echelons)을 나타내
고 있다. 네 번째 계층인 감시 및 지시계통(monitoring and indicator system)은 방어
의 관리적인 제어(Administrative Control) 라인으로 편입된다. ATWS 보호(ATWS 

Protection)와 다양성 작동(Diverse Actuation)인 나머지 두 가지 방어라인은 잠재적
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 백업 또는 보상 계통(compensating system) 또는 역량
(capabilities)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방어라인은 단일 방어계층 내에 포함되거나
(embedded) 또는 교차 계층 경계층(cross echelon boundaries)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
로 보호동작이 요구되는 선상까지 진행되면서 운전교란(disturbances)를 막기 위해 

조정하는 제한 기능(limitation functions)은 추가적으로 방어의 분리된 라인을 구성
하거나 제어계통과 같은 방어계층 내에 포함(embedded)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운전조건들을 능동적으로 제한하고 트립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된 시스
템이 독일 KONVIO 원자로에 제공되었다 [20]. 

 

그림 2.2 원전 I&C 계통 방어라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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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보호계층 내(즉, RTS 및 ESFAS)에서 I&C 계통은 무작위 고장(random 

failures) 시에도 조차 안전기능들을 달성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단일고장(single 

failure)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단일고장 설계기준은 독립적, 병렬 채널들 또
는 다중의 안전 출력 값들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개시하기 위해 보팅 되는 안전
계통 내에서 디비젼(divisions)의 구축을 통해 일반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들 

안전계통에 대해서 보팅 출력값이 거짓 작동(spurious actuation) 또는 수요에 대한 

작동 고장과 같은 에러가 있는 결과값을 보이면 기능적인 고장이 발생한다. 따라
서 이들 시스템의 기능적인 고장은 안전 요구에 연계해서 동시에 고장이 나는 

멀티 다중성(multiple redundancies) (다수 보팅 (majority voting))을 요구한다. 멀티 

다중성(multiple redundancies) 또는 방어 계층 내 또는 계통간에 영향을 미치는 

CCF는 원전의 I&C 계통 구조 내 심층방어 설비를 무력화하는 중요한 위협요인
이다. 

기술, 기능, 구현 등에서의 비 유사성(dissimilarities)들이 공통적인 결함에 대한 잠
재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은 I&C 계통 구조 내 CCF에 대한 발생 

가능한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한 심층방어 접근방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어라인들 내 고장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서로 다른 기능 방벽을 채택하는 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다양성 접근방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어계통을 불능케 하는 CCF에 대
한 보상을 위해 하나의 기능방벽 내에서 동일 또는 동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즉, 유사하지 않은) 수단들을 사용한다.  

1. 다양성 및 심층방어 분석 

NUREG/CR-6303은 NPP I&C 계통 구조의 CCF 취약성을 결정하는 D3 평가를 수
행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한다. 평가 절차는 그림 2.3에서 기술하고 있다. D3 분
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I&C 계통 구조를 블록 표현(block representation)으로 분해
(decomposition) 하고 어떤 블록이 예측되는 CCF에 민감한지를 결정한다. 

NUREG/CR-6303에서 블록은 “소프트웨어 에러의 효과를 포함하는 내부고장이 다
른 기기(equipment)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신뢰성 있게 추측할 수 있도록 분석되
는 계통의 최소의 부분(por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NUREG/CR-6303에서 제시된 

전형적인 블록의 예로 “컴퓨터, LAN(local area networks), 멀티플렉서(multiplexers), 

또는 PL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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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D3 규제 입장을 만족하기 위한 평가 접근방법 

CCF 취약성 평가는 공통된 요소(elements)의 식별,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ies) 

(예를 들면 물리적, 논리적), 그리고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 분석에서 전형적인 

접근법은 블랙박스 처리를 통해 상위 레벨의 표현(조악한 세밀도)을 채택하는 것
이다. 이 top-down 접근방법은 예견되는 CCF 민감도의 잠재적인 안전성 영향을 

평가하는데 알맞다. 다양성 속성들은 NUREG/CR-6303의 Guideline 2에서 블록간의 

CCF 민감도 결정을 가능하게 지침이 주어져 있다. 

D3 평가를 위해 NUREG/CR-6303의 Guideline 3에서 계통 고장 형태를 다음과 같
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 타입 1 고장 

“타입 1 고장은 원자로 정지나 ESF 작동이 필요한 I&C 계통에 의해서 

유발된 발전소 과도상태 시에 발생되지만 방어계층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타입 1 고장에 대한 방어는 “공유신호 또는 

기기에 다양한 안전기능들을 완수하는 대책에 의존한다.” 

(2) 타입 2 고장 

타입 2 고장은 발전소 과도상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지만 안전 

작동에 대해서 고장 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 고장은 환경적 

영향이나 물리적인 기기 고장이 발전소 과도상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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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사고(DBA)를 보호 기기가 다중 보호계통 디비젼의 CCF 에 

기인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타입 2 

고장에 대한 방어는 “가상 사고(postulated incident)를 완화하는데 충분한 

얼마간의 조합의 다양성제어시스템(diverse control system), 원자로 

트립시스템, ATWS 완화 기기(mitigation equipment), ESFAS 및 감시 및 

지시 기능(monitoring and indication functions)에 달려 있다.” 

(3) 타입 3 고장 

타입 3 고장은 DBA 에 반응하는 것으로 예견되는 일차적인 센서의 에러 

출력 값으로부터 발생된다. 타입 3 고장은 성격상 무작위로 발생되고 

이러한 고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호 다양성(signal diversity)을 

NUREG/CR-6303 에서 제안하고 있다. 

NUREG/CR-6303에서 구축된 대로 심층방어의 평가는 발전소 안전성분석보고서
(SAR)로부터 15장의 최적 평가 안전성 분석(“best-estimate” safety analyses)을 수행
하면서 모든 다중 디비젼(redundant divisions) 또는 방어 라인(lines of defense)에서
의 동일(또는 다양하지 않은)한 블록들의 동시발생 고장을 가정하면서(postulate) 

수행한다. 블록은 각각에 영향을 주는 CCF의 가능성(likelihood)이 수용 가능하도
록 낮지 않을 때 블록들은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블록 고장의 확률이 독
립적이지 않고 계통 고장의 확률이 간단히 블록 고장 확률을 곱해서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디비젼 내 동일 블록들의 각 세트의 동시 고장은 차
례 차례로 (다양성 블록의 리스트가 다 사용될 때까지) 가정(postulate)되어야 하
며 고장의 결과가 분석 발견사항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만약 발전소 응답이 가
상 CCF 존재 하에서 어떤 예상운전과도사건(AOOs,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이나 DBA에 대한 명기된 제한치를 초과하면, CCF 취약성이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다양성 같은 조치사항이 적절한 보호를 위해 취해져야 한다.  

AOO 내지는 타입 2 및 타입 3의 CCF 경우의 사고에도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성이 요구된다. 추가로, 방어라인 간의 다양성이 타입 1 고장을 완화하기 위
해 요구될지도 모른다. NUREG/CR-630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안전계통으로 분
류되지는 않은 제어계통은 심층방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어계통 

내 고장이 보호계통을 위험하게 할지라도 제어계통은 보호계통에 의한 작동의 

필요가 없이 대부분의 교란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기능의 식별된 CCF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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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필요하다고 D3 평가에서 결정하였을 때, 영향을 받는 안전기능을 백업
하기 위해 분리된 자동시스템의 설비를 통하거나 의도적인 다양성 도입과 적절
한 I&C 계통구조 (예를 들어 시스템, 구역화된 다중설비, 하부시스템, 모듈 또는 

컴포넌트)의 하위레벨에서 보상이 되는 설계대책을 통해 다양성이 달성될 수 있
다. 

잠재적인 취약성이 결정되면 CCF 민감도 및 해당되는 완화 방법의 더 상세한 

평가를 통해 상위레벨에서의 블랙박스 방법보다는 더 상세하게 블록 표현으로부
터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시스템을 계층적인 층(예를 들어 중앙
처리 유닛 또는 CPU, 운영체제, 기본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
어)으로 분해하는 것은 CCF의 관련된 타입(즉, 잠재적인 시스템적 결함 및 고장 

유발 조건)을 고장 발생이나 파급에 민감한 특정 요소들로 관련시켜서 다양성에 

대한 고려 및 또 다른 설계대책에 역점을 둘 수 있다. 

2. 원전 I&C 계통에 대한 다양성 

NUREG/CR-6303에서는 다양성의 성질 및 잠재적인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된 기준과 함께 여섯 가지 다양성 속성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블록 간의 다
양성 평가에 대한 지침은 다양성 속성의 식별, 다양성 요구(claim)를 지원하기 위
한 근거 개발, 그리고 충분한 다양성이 제공되는지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된
(claimed) 다양성의 조합된 영향의 결정을 포함한다. 각 다양성 속성이 기술되었
고 관련된 기준들이 감소되는 영향의 순으로 주어졌다. CCF에 대처하기 위한 중
심이 되는 완화 전략은 가용한 다양성의 판단이 적절한(judicious) 사용과 각 다양
성 속성이 CCF 취약성에 얼마나 보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NUREG/CR-6303에서 정의된 여섯 가지 다양성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 설계 다양성(design diversity),  

� 기기 다양성(equipment diversity),  

� 기능 다양성(functional diversity),  

� 인적 다양성(human diversity),  

� 신호 다양성(signal diversity), 그리고  

� 소프트웨어 다양성(software diversity). 

“인적” 다양성 속성은 발전소 운전원 다양성 또는 인간-대-기계 다양성을 포함하
는 오류적인 추론을 피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주기” 다양성 속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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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한다. 사실상 인적(즉, 생명주기) 다양성 속성은 계통 개발 생명주기 공정(예
를 들면, 실수, 오해석, 에러, 설정 고장(configuration failures))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적 유발 결함(fault)을 강조하는 것과 관계되고 생명주기 공정의 실행에서의 비 

유사성(dissimilarities)에 의해서 특성 지어 진다. 추가적으로 “기기” 다양성 속성
은 제작된 기기 소스(즉, 제작사 또는 공급사)에 관계된 차이점과 로직 처리 컴
포넌트(예를 들면, CPU, 프린트 회로기판,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기기에 대한 버
스 구조)에 관계된 차이점들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속성들로 분류된다. 

따라서 단일 “기기”(equipment) 다양성 속성은 두 가지 다양성 속성인 “기기제작
사”(equipment manufacturer) 및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다양성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끝으로 “소프트웨어” 다양성 속성은 다양성 기술들이 

제공되는 기능들을 표현하고 실행하는 서로 다른 수단들(예를 들면, 마이크로프
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내 하드와이어드 로직, 아날로
그 모듈에 대한 전기 회로)을 설명하기 위해 “로직”(logic) 다양성 속성으로 표기
할 수 있다.  

그림 2.4는 NUREG/CR-6303에서 정의한 다양성 속성 및 관련된 기준들을 예시하
고 있다. 추가적으로 속성 및 기준에 따른 기술은 NUREG/CR-6303 [7]에서 발췌
하였다.  

 

그림 2.4 NUREG/CR-6303으로부터 도출된 다양성 속성 및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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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 다양성 

NUREG/CR-6303에서 설계 다양성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방법의 사용으로 정의한다. 이 다
양성에 대한 초점은 기술, 접근방법 그리고 구조적인 차이점이다. 필수적으로 설
계 다양성 속성은 기술의 선택과 적용에 관련된다. 이 속성에 대해서 

NUREG/CR-6303은 동일 또는 유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두 가지 설계 사이
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다양성 기준(효과 순으로 리스트)들을 

식별하고 있다. 

� 서로 다른 기술(예, 아날로그 대 디지털);  

�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접근방법(예, 변압기가 연결된 AC 계측기 대 DC 

계측기) 

� 서로 다른 구조(즉, 배열 및 컴포넌트 연계)  

CCF 취약성에 예견되는 영향: 설계 다양성은 디지털 CCF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
한 Process, Product 및 Performance 측면에 영향을 준다. Process에 대한 영향은 시
스템의 설계 및 구현 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결함(예를 들어 에러) 

소스에 대한 기술 차이점의 예견되는 효과에 기인할 수 있다. Product에 대한 영
향은 취약성에 대한 유사한 구조상의 위치의 가능성을 감소할 수 있게 하는 시
스템의 구조와 구성 컴포넌트에서의 기술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technology-driven differences)들에 관련이 있다. Performance에 대한 영향은 외부 스
트레스로부터 기능과 비유사한 효과의 서로 다른 실행을 이끄는 동작(action), 시
간(time), 그리고 동적 응답 차이점들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나. 기기제작사 다양성  

NUREG/CR-6303에서 두 그룹간 또는 동일 또는 유사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기 

항목들간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네 가지 다양성 속성을 식별하고 있다(감소 순으
로). 일반적인 “기기” 다양성 속성 하에서 이들 기준들에 대한 초점은 하드웨어 

컴포넌트 또는 집합체 시스템(aggregate system)의 소스이다. 이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의 서로 다른 제작사 

�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의 동일 제작사 

� 동일 설계로 제작하는 서로 다른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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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설계의 서로 다른 버전들 

CCF 취약성에 예견되는 영향: 기기제작사 다양성은 디지털 CCF 취약성을 완화
하는데 Process 및 Product 측면에 영향을 주로 준다. Process에 대한 영향은 시스
템의 제작 및 공급에서의 시스템 결함 소스(예를 들면 결점(defects))에 서로 다른 

자원(컴포넌트, 제작라인, 인력))의 사용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효과와 관련이 있
다. Product에 대한 영향은 서로 다른 기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이점들을 포함하고, 이것은 외부 영향에 서로 다르게 응답을 해서 Performance 

영향도 보일 수 있다. 최소한 기기제작사 다양성은 공통 또는 동일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다.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  

NUREG/CR-63030에서 기능들의 로직 처리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기기에서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네 가지 다양성 속성 기준들을(감소 순으로) 식별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기” 다양성 속성 하에서 이들 기준의 초점은 채택되고 있는 로직 

처리 기기의 타입에 맞추어지고 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 [“서로 다른 CPU 구조(예를 들면, Intel 80X86 

아키텍쳐 대 Motorola 68000)”];  

� 동일 구조의 서로 다른 로직 처리 버전 [“서로 다른 CPU 칩 버전(예를 들
면, Intel 80386 대 Intel 80486)”];  

�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 [“서로 다른 프린트 회로 기판 설계”]; 그
리고  

�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 구조 [“서로 다른 버스 구조(예를 들면, VME 대 

Multibus II)”].  

CCF 취약성에 예견되는 영향: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은 디지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Process, Product, 그리고 Performance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 Process에 

대한 영향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시에 발생 가능한 시스템 결함(예를 들면 에
러) 소스에 대한 로직 처리에 대해 구조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CCF 발생 가능성
에 대한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Product에 대한 영향은 서로 다른 처리 소
자나 컴포넌트의 사용, 그리고 매크로 구조 레벨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플랫폼 

차이점들로부터 예견되는 민감도(susceptibility) 차이점을 포함한다. Performance에 

대한 영향은 실행 프로필에서의 차이점을 이끌 수 있는 처리 메커니즘(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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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에서의 비 유사성(dissimilarities)에 관계된다. 

라. 기능 다양성 

NUREG/CR-6303에서는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물리적 기능을 수행하면 이 시스
템들은 기능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특성 지우고 있다. IEC에서는 기능 다양성
을 “기능 레벨(예를 들면, 압력 및 온도 양쪽 제한 치에 대한 트립 작동을 갖기 

위해)에서의 다양성 적용”으로 정의한다 [13]. 따라서 기능을 달성하는 수단과 기
능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NUREG/CR-6303에
서는 두 독립적인 시스템간의 기능 다양성에 기여하는 세가지 다양성 속성 기준
들을 (감소 순으로) 식별하고 있다. 

� “서로 다른 내재 메커니즘(underlying mechanism) (예를 들면 중력 대류 대 

펌프되는 유량, 제어봉 투입 대 붕소 주입)” 

� “서로 다른 목적, 기능(예를 들면, 정상 제어봉 제어 대 원자로 트립 제어
봉 투입), 제어 로직, 또는 작동 수단” 

� “서로 다른 응답 시간 스케일(예를 들면, 이차계통은 사고 조건이 어느 시
간 지속되어야 반응할 것임.)” 

CCF 취약성에 예견되는 영향: 기능 다양성은 디지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Purpose, Process, 그리고 Performance에 영향을 준다. Purpose에 대한 영향은 서로 

다른 기능들과 관계된 목적, 기능 관계 및 계산 상호작용에서의 차이점들과 명백
히 관련이 있고, 결함이 있는 요구사항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CCF 취약성
에 대한 잠재성에 역점을 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Process에 대한 영향은 시스
템의 설계 및 구현 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결함(예를 들면, 이해부족, 

실수 또는 에러) 소스에서의 기능 요구사항 차이점들로 인해 예견되는 효과에 기
인할 수 있다. Performance에 대한 영향은 서로 다른 기능의 적용으로부터 결과로 

올 수 있는 실행 프로필에서의 차이점으로부터 발생 가능하다. 

마. 생명주기 다양성 

NUREG/CR-6303에서 안전계통의 설계, 개발, 설치, 운전, 그리고 유지보수에서의 

인적 자원 효과는 심오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적” 영향에 기인하는 다
양성 기준에 대한 초점은 시스템 결함의 잠재성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주기 자원
에 있다. NUREG/CR-6303은 또 관리(management)는 자원 할당 및 문화적인 효과
를 통해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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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주기 단계를 통해서 달성되는 다양성에 기여하는 네 가지 다양성 기준들
은 NUREG/CR-6303에서(효과 측면에서 감소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식별하고 있다. 

� 서로 다른 설계 조직/회사 

�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관리팀 

� 서로 다른 설계 및 개발 팀(예를 들어, 설계자, 엔지니어, 그리고/또는 프
로그래머), 그리고 

� 서로 다른 구현 및 시험 팀(예를 들어, 시험자, 설치자 그리고/또는 확인자) 

(이 범주는 서로 다른 유지보수 기술자들도 포함할 수 있음) 

CCF 취약성에 예견되는 영향: 생명주기 다양성은 디지털 CCF 취약성을 완화하
는데 Process, Product 그리고 Performance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Process에 대한 

영향은 설계, 구현, 그리고 설치 활동에 관여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한 인지작
용 및 조치사항의 차이점에 기인한 시스템 에러의 잠재 소스에 대한 예견되는 

효과를 포함한다. Product에 대한 영향은 각 구현을 차별화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개발 접근방법, 도구, 스킬 세트(skill set), 그리고 자원(예를 들면, 직원 그리고/또
는 역량) 가용성의 결과로부터 가져다 줄 수도 있다. Performance에 대한 영향은 

가능한 유발 조건들(즉 예견치 않은 조치)로 작용할 수 있는 인적 조치사항들 또
는 잠재적인 공통 원 위치(in situ) 고장원(예를 들면 유지보수 에러)에 기인할 수 

있다.  

바. 로직 다양성 

NUREG/CR-6303은 소프트웨어 다양성을 동일 안전 목표를 달성하는 서로 다른 

주요 직원에 의해 서로 다른 개발 그룹에 의해 설계되고 구현되는 서로 다른 프
로그램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술을 통해 가용한 기능들을 처리 

하는데 서로 다른 수단들에 대해 더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유지하면서, 다양성 속
성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수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로직 처리에 역점을 둔다.  

NUREG/CR-6303에서는 동일 요구사항에 고착된(adhering) 로직 처리 접근방법들 

사이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네 가지 다양성 속성 기준을 (효과 측면에서 감소 순
으로) 식별하고 있다. 이 기준의 근간은 생명주기 다양성 속성에서 다루는 인적 

다양성의 효과는 배제한다. 로직 다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예를 들면, 계산 구조나 실행 

흐름(execu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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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타이밍 그리고/또는 실행 순서  

� 서로 다른 런타임 환경 [서로 다른 OS], 그리고   

� 서로 다른 기능 표현 [서로 다른 전산 언어]  

CCF 취약성에 예견되는 영향: 로직 다양성은 디지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Process, Product 및 Performance 측면에 영향을 준다. Process 영향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 결함(예를 들면 실수나 에러) 소스에 대한 

대책(means) 및 기능 인스턴시에이션(instantiation)의 형태에서의 차이점의 발생가
능 효과에 기인할 수 있다. Product에 대한 영향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직(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실현과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서의 

예상되는 차이점과 관계된다. 이들 차이점들은 CCF 취약성을 가져다 줄지 모르
는 공통 요소에서의 잠복 결함(latent faults)에 대한 잠재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Performance에 대한 영향은 실행 프로필에서의 공통성(commonalities)에 기인해서 

동시에 유발되는 결함 상태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직 처리 메커
니즘과 기능 상호연계에서의 차이점을 포함한다.  

사. 신호 다양성 

NUREG/CR-6303에서 신호 다양성은 “다른 변수들은 정확히 계측하는데 실패하더
라도 어떠한 변수들이라도 독립적으로 비정상조건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
에서 보호동작을 개시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 다르게 계측(sensing) 되는 변수들의 

사용”으로 정의한다. 하나는 다양한 지시(indication)를 제공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시(indication)와 이벤트(event) 간의 서로 다른 기능적 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이 경우 신호 다양성은 기능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NUREG/CR-6303에서 측정 

계측기 간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세가지 다양성 속성 기준을 (효과 측면에서 감소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식별하고 있다. 

� 서로 다른 물리적 효과에 의해 계측되는 서로 다른 원자로 또는 공정 변
수(예로 압력 또는 중성자 속) 

� 동일 물리적 효과에 의해 계측되는 서로 다른 원자로 또는 공정변수(압력 

대 수위 또는 서로 다른 압력 센서에 의해서 계측되는 유량) 

� 유사한 계측기의 서로 다른 다중 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계측되는 동
일 원자로 또는 공정변수(예를 들면, 보호기기의 다양한 설계를 구동하는 

네 가지 다중 온도 계측기의 추가적인 세트에 의해서 백업되는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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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온도 계측기들 세트)  

CCF 취약성에 예견되는 영향: 신호 다양성은 디지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Purpose 및 Performance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 Purpose에 대한 영향은 관련된 다
양한 내재된 기능 관계로 연계되어 보호동작의 개시에 대한 다양한 지시계
(diverse indicators)의 가용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고, 결함(flawed)이 있는 요구사
항에 기인한 공통적인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에 역점을 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Performance에 대한 영향은 다양성계통에 서로 다른 신호 경로의 표시
(presentation)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실행 프로필에서의 차이점과 관계된다. 

신호 다양성을 달성하는데 서로 다른 센서들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Product에 대한 영향도 제공된다. 

3. 다양성 사용법 식별 

다양성 속성 및 위에서 언급한 관련된 기준의 적절한 조합의 효과적인 적용은 

CCF 취약성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역 효과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양
성 전략 개발은 다양성 속성 및 기준들의 조합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허용 가
능한지에 달려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NUREG/CR-7007 [10]에서 기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원전산업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NUREG/CR-7007에서 제안한 다양성 사용법 테이블(diversity usage tables)을 작성하
여 정보를 체계화 하였다. 표 2.1은 이 다양성 사용법 테이블에 대한 템플릿이다. 

이 표는 다양성 사례에 대한 사용법을 문서화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각 다양성 

접근방법을 전문용어와 NUREG/CR-6303 [7]에서 분류한 범주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 평가도구로 제안된 다양성 전략들을 끌어내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테
이블은 베이스라인 전략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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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다양성 사용법 테이블a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기술   

서로 다른 접근방법 – 동일 기술   

서로 다른 구조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서로 다른 설계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설계   

서로 다른 제작사 – 동일 설계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버전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   

동일 구조 내 서로 다른 로직 처리 버전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data-flow) 구조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내재적인 메커니즘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수단   

서로 다른 응답시간 범위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관리 팀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서로 다른 실행환경   

서로 다른 기능표현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a의도된 다양성 (x), 고유 다양성 (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  



 

 

- 32 - 
 

제 3 장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사례 분석 

상업용 원전에서 초기에는 I&C 계통을 포함한 발전소 구조, 계통 및 컴포넌트
(SSC,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내 잠재적인 고장 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
록 방어 계층(layers of defense)을 포함해왔다. 이 접근방법의 적용은 노심 손상의 

위험 또는 허용 한계치 이상의 방사능 방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안
전, 비 안전을 포함한 I&C 계통을 총망라한다. 심층방어 계층(echelons) 또는 라
인(lines)은 제어(그리고 제한) 계통, 원자로 트립 계통, 비상안전설비 작동계통, 

그리고 감시 및 지시 계통으로 식별된다 [21]. 이 방벽(barriers)들은 자동 또는 수
동 수단을 통해 예방(prevention), 종결(termination) 그리고 완화(mitigation) 능력을 

제공한다. 

원자로 안전계통은 종결과 완화에 대해 자동 계통(automatic systems)을 제공한다. 

설계기반사고(DBE) 감지에 반응해서 보호기능을 작동시키는데 다수 동의(예를 

들면 2/3 또는 2/4) 결과값을 요구하는 보팅 로직(voting logic)을 갖는 병렬의 다중 

채널(parallel redundancy of channels) 또는 디비젼(divisions)을 이들 안전계통들은 일
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품질보증 규정과 Class 1E 기기 요구조건을 통해 안전계
통이 고 품질의 설계 및 구현 실증에 따라 향상되었지만, 안전계통에서 다중성 

사용을 유지하면서 안전계통 내 무작위의 단일고장(single random failure)으로 인해 

발전소를 불필요하게 트립시키지 않거나 발전소 조건이 요구될 때 보호동작을 

막지 않아야 한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기반 안전계통에서의 동일채널의 다중성(redundancy of identical 

channels) 또는 디비젼들은 공통된 시스템적 결함에 대해 보호동작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잘 구현된 아날로그 기반 계통 설계라고 하더라도, CCF 취약성에 

대해 잠재성은 존재하고, 자동 트립신호 발생이 실패하였다면(예를 들어 수동 스
크램 개시 또는 ATWS 시스템)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I&C 계통 설비(provisions)를 통해서 보완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 같은 고려사항들
을 기반으로 원전 산업에서는 의도된 다양성(intentional diversity)을 일반적으로 적
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다양성은 원전 산업에서 “명세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방향(ways) 또는 수단(means)의 존재 [13]”로서 정
의될 수 있고, 이것의 사용법(usage)은 특히 CCF에 대한 방어로써 일반적으로 제
공된다.   

1980년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안전계통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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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동일 하드웨어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 계통 내에서 심각한 CCF 

취약성에 대한 예상을 원전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주목할 사안은 설
계나 구현에서의 잠복된, 체계적인 결함(latent, systematic fault)은 모든 동일 계통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필수안전 또는 보상 시스템의 동시다발적인 고장을 

요구되는 동안 유발시키기도 한다. 기존 안전계통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설계에러
에 대한 잠재성 또는 공통적인 컴포넌트의 결점을 완화하도록 다양성 및 다른 

설계 대책들이 전통적으로 고 품질의 경험사례와 연계하도록 하는 반면, 디지털 

I&C 기기(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복잡도와 소프트웨어의 예측하기 힘든 

성질 등이 감지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는 시스템 결함에 대해서는 설계, 구현 

및 운전에서 방지하였다고 실증하는데 높은 불확실도를 보이게 된다. 자세히 설
명하면, 많은 노력들이 고장율이 낮은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적용
되었으나 현재의 소프트웨어 실증 예를 보면 모든 조건 하에서 테스팅과 분석을 

통해 품질 및 신뢰성(즉, 에러 프리 소프트웨어)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디지털 I&C 계통에 처해져 있는 CCF 취약성에 대한 추가적인 잠
재성은 미미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 1절 원전 I&C 계통에서의 다양성  

1. 원전에 적용되는 다양성의 전통적인 사용법  

분리(separation)와 다중성(redundancy)뿐만 아니라 물리적 방벽 및 전기적 격리는 

기기의 단일고장 및 이 효과로 인한 파급과 관련된 잠재적인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한 일반적인 설계대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런 대책은 I&C 계통 구조 

내에서 공유되는 컴포넌트나 기기 및 필수적이지 않은 연계사항(interconnections)

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기기나 기능적 연계사항들은 

안전 보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 취약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NUREG/CR-6303에서 기술하였듯이 “분리계통(separate systems)의 [관]련된,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발생되는 고장(almost-coincident failures)은 기능적 상호작용, 공유 신
호, 공통 설계 에러, 공통 환경 효과, 그리고 인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은 공통[원인] 고장 관심사항에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설계기준은 주로 고 품질, 무 결성, 신뢰성, 독립성 및 자격 취득(qualific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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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칙들을 구체화하면서, 일반적으로 원전(특히 보호계통)은 안전성 요구사
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요인으로 다양성을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원전 개발 초기부터 기능적 다양성으로부터 다양성 정지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왔다. 시카고 파일 #1(CP-1)에서는 세가지 원자로 트립 기능이 제공되었다: (1) 자
동 제어봉, (2) 수동 개시, 중력 추진 정지봉, 그리고 (3) 수동 액체 제어(즉, 파일
(pile)내로 카드늄 염 용액을 부어서 반응도 제어). 이런 기능적인 다양성은 서로 

다른 조작 수단과 서로 다른 내재된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CCF에 잠재적인 취약성은 디지털 기술
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보호계통 독립성
(GDC 22)에 대한 설계기준은 보호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 적용 현장에
서 사용되는 설계기술로서 “기능적 다양성 또는 기기설계 및 운전원칙에서의 다
양성을 식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호 및 반응도제어 계통에 대한 전통적인 

다양성 사용법은 보수적인 하드웨어 I&C 계통 및 기기에 대해서 구현되어 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다양성 사용법의 일차적인 instance는 신호, 기능 및 기기(예를 

들면 센서 또는 작동장치(actuator)) 다양성을 포함한다. 기술 적용과 무관한 CCF 

관심사 예로 요구사항 결함(requirement flaws), 하드웨어 설계 오류(hardware design 

errors), 기기 자격취득 결함(equipment qualification deficiencies), 설치 또는 유지보
수 오류(installation or maintenance errors), 계기 루프 스케일링(instrument loop 

scaling), 설정치 오류(setpoint mistakes) 등이 있다.  

기능적 다양성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요인으로 요구사항 결함(flaws)에 대한 잠재
성 때문이다. 초기가상사고(PIE)를 정의하거나 사고 모델링 또는 분석에서의 결
함에 따른 불확실성은 예견되는 안전성 도전의 모든 범위에서 부정확한 커버리
지 결과를 낳는데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 계측되는 또는 계산된 변수(예를 들면 

고 중성자 속과 과출력 델타T)들간의 다양한 기능적 관련성과 특정 PIE에 해당
하는 발전소 조건들의 사용은 안전 응답을 개시하는데 대체 기준(alternate criteria)

을 제공한다. 기능적 다양성에 대한 IEC 정의는 다양성 작동 개시기준(즉, 압력 

및 온도 제한 치에 대한 트립 활성화 [13])의 예를 언급하면서 기능적 다양성 속
성에 대한 특성에 대처하면서 이러한 CCF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
용법(usafe)과 국제적인 합의 결론을 바탕으로, 요구사항 결함이나 PIE에 대한 검
출 및 대응 작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을 완화하는데 기능적 다양성은 도움을 준다. 

다양한 측정이 하나 이상의 특정 PIE에 해당하는 활성화 개시기준의 구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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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위해 가용한 곳에서는 이런 타입의 기능적 다양성이 가능하다.  결과적으
로 신호 다양성은 관계된 물리적 관련성(예를 들면 냉각계통 건전성을 확증하기 

위한 압력과 수위 측정치)에 따른 서로 다른 변수들의 측정을 통해 기능적 다양
성을 지원한다. 신호 다양성은 공유 센서의 상실이나 측정 타입의 공통 고장과 

연관된 잠재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호원에 대한 공통성(commonalities)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신호 다양성의 사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서로 다른 물리적 효과에 의한 서로 다른 변수 측정 

(2) 동일 물리적 효과에 의한 서로 다른 변수 측정, 그리고 

(3) 다중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유사 센서들에 의한 동일 변수 측정 

신호 다양성 기준 (1), (2)는 발전소 조건(특정 PIE)의 다양한 지시를 제공하고 필
수(vital) 변수의 대체 측정(alternate measurements)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공정의 

상호연관을 포함한다. 특정 신호 다양성의 가능성은 발전소 설계 및 가용한 측정
기법에 의존한다. 통계적 현상에 대한 격리된 측정값(즉, 데이터 다양성)에서의 

변화(variations)를 통해 얻을 수 신호경로(signal trajectories)에서의 적당한 차이점
(modest differences)에 대해서 얼마간의 다양성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3)의 경우
는 공유기기 또는 환경으로부터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배제하기 위해 주로 기
기의 분리(separation of equipment)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변수 다양성 접근방법(parametric diversification approach)의 적용은 원전에서
는 공통적이다. 미국에서는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조합이 전통적으로 GDC 22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여 접근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CCF 완화 접근
방법은 세계 각국의 원전에서의 다양성 적용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디지털 I&C 

계통으로의 변화, 특히 안전계통 구현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없어지
거나 전통적인 다양성 방법 사용법의 가치가 최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
사기능을 완료하거나 또는 보상하는 것에 대한 다양성 수단을 제공하는 능력은 

다양하게 측정하고 서로 다른 개시 기준점을 둠으로써 신호 및 기능 다양성을 

적용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런 다양성 접근방법
은 소프트웨어 기반 안전계통에만 제한되지 않는 CCF 취약성의 잠재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시스템 레벨에서 기능 다양성은 공통 실수(common mistakes), 오 번역
(misinterpretations), 그리고 각 계통의 설계자 및 구현자에 의한 에러를 기능요건
의 얼마간의 다양화와 구현되는 기능(예를 들면, 관계, 알고리즘, 로직)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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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제공하면서 잠재성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여한다. 

사실상, 다양성 안전기능 개시기준은 서로 다른 기능 표현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
화된 요구사항에 대응한다. 따라서 각 각의 다양성시스템에 할당된 기능과 제어 

로직에서의 차이점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다양성 영향(impact)은 공통 시스템
적 결함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능 다양성을 가능케 하는데 덧
붙여 신호 다양성은 시스템간의 공통성(commonalities)을 줄일 수 있다. 디지털 기
술과 관련된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해서 이들 다양성(즉, 기능 및 신호)의 조
합 사용으로부터 공통적인 신호경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추가적
인 장점이 있다. 기능 또는 논리적 관계의 서로 다른 조합을 구현하는 다양성시
스템에 입력되는 서로 다른 입력형태에 이 효과는 기인한다. 따라서 동시 실행 

프로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구조적 접근방법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에 대한 사례 조사에서 주로 시스템 레벨에서의 다양
성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안전계통과 관련된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
에 역점을 두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CF 취약성은 특
정 기술에 유일하지 않고 다양성 사용법 실증 예는 기술 중립적인 관심사
(technology-neutral concerns)에 역점을 두기 위해 개발되었다. 원전 I&C 계통에 대
한 구조적 접근방법은 심층방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여기서는 다양성의 

결과 보다는 다양성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원전산업에서의 다양성 적용은 보호 또는 보상기능의 하부집합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다중성 부위, 하부시스템 또는 모듈(소프트웨어 포함)을 나타내는 버전 

A, B로 나누어서 얼마간의 체계적인 하부 디비젼(subdivision)을 포함한다. 

다양화를 통한 보상기능을 구현하는 얼마간의 수단이 예를 들어서 언급한 각 디
지털 안전계통을 위해 제공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다양성 적용에 대한 구조적인 상황(context)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그룹핑 될 수 있다; 동격의 다양성 안전계통(coequal diverse safety systems),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시스템(primary and secondary diverse systems), 그리고 기능적 다양
성 하부시스템(functionally diverse subsystems).  

가. 동격의 다양성 안전계통  

이 구조에서는 대등한(equivalent)의 보호동작이 제공되는 두 개의 분리된 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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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간에 다양성이 달성된다. 계통 A와 B는 두 가지 다양성 시스템을 나타내고 각
각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명령을 발생시킨다. 입력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분리된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 종종 서로 다른(거의 다양성을 구
비한) 소스로부터 온다. 마찬가지로 각 시스템으로부터 명령어(즉, 조작신호)는 

분리된 경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조작장치로 전달되고 다양성을 갖게 된다.   

각 시스템은 감지된 사고에 대해서 동격의 안전 작동을 독립적으로 개시한다. 두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작동장치를 구동하지만 조합된 작동은 1/2 논리를 

제공하면서 가상의 “OR”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A 및 B는 가장 높
은 안전등급에 따라서 취급되며 양쪽 모두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사건뿐만 아니
라 설계기반사고(DBE)까지 포함하면서 모든 DBE에 대해서 완전하게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은 전형적으로 종단에서 종단(센서와 조작장치 포함)

으로 분리되어 있고 전체에 걸쳐서 (예를 들어 신호, 플랫폼, 기능, 작동 메커니
즘 등)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나.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시스템  

이 구조도 동격(coequal)의 다양성 안전계통 방법과 유사하다. 다양성 계통들이 

주로 분리된 계통(separate systems)들로 취급된다. 주요 차이점은 이차 시스템은 

어떤 의미(예를 들면 등급 분류 또는 기능)에서 동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통 A

는 일차계통으로 다루어지고(즉, 일차 안전계통) 계통 B는 이차계통(예를 들면 

백업시스템)으로 다루어진다. 각 계통에 대한 명령신호들은 서로 다른 작동장치
를 구동하기 위해 분리되어 있다. 또는 로직 보팅(logic voting)에 의해서 조합될 

수도 있고 또는 우선순위 모듈을 통해 동일한 작동장치를 구동하기도 한다. 일차 

및 이차 계통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PIE의 범위나 안전등급 분류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차 계통은 AOOs(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DBE에 대해 오직 백업 안전(backup safety) 또는 보상 기
능(compensating functions)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원전에서 이차 안전계
통이나 ATWS 계통과 같이 축소 기능 백업(reduced functionality backups)의 예이다. 

다양성 계통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낮은 안전등급 또는 비 안전계통의 사용
으로 이차 다양성 계통 역할을 하는 것이다. DAS(diverse actuation systems)와 

ATWS 계통은 일차/이차 접근방법의 구분이 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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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  

전통적인 다양성 적용방법은 기능 다양성과 조합한 신호 다양성이다. 이런 사용
법은 요구사항 결함(requirement deficiencies)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 CCF 취약성에 

대해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특별히 인식되고 있다. 이런 다양성은 단일 안
전계통 내에 홀로 적용되거나 앞에서 기술한 다른 구조적인 접근방법과 연계해
서 적용한다.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의 유일한 특성은 두 개의 다양성 버전이 

분리된 시스템 보다는 하부시스템으로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 버전
이 서로 다른 모듈, 새시 또는 캐비닛상에서 조차 분리된다고 해도 접근방법의 

특성상 얼마간의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부시스템은 동일 개
발조직, 동일 플랫폼을 사용하여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하부시스템 구현에 의도
적으로 서로 다른 개발팀이 적용되었다고 해도 시스템 구현자, 시험자 및 통합시
스템 설치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통성이 존재하고 플랫폼 개발자들 사이에도 

공통성이 존재한다. 

 

제 2 절 세계 각국의 원전 다양성 전략  

본 절에서는 NUREG/CR-7007 [10]에서 기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원전
산업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사례들에 대해서 기술현황을 분석하였다. 처음 여섯 

가지 사례들은 새로 건설된 원전으로 캐나다의 Darlington, 영국의 Sizewell, 프랑
스의 Chooz B, 일본의 Kashiwazaki-Kariwa, 체코의 Temelin 및 한국의 울진 원전이 

있으며 고도로 통합된 디지털 I&C 계통으로 구현되었다. Dukovany 원전은 기존 

원전 타입으로서 디지털 I&C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계통 개량
화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및 건설이 진행중인 2개의 발전소(대만의 

Lungmen 및 핀란드의 Olkiluoto)의 최근 동향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1. Darlington(캐나다) 원전 

캐나다의 Darlington 원전 4기는 모두 CANDU 노형으로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가 공급하였다 [22,23]. 1호기 및 2호기는 전 범위(Full Scope) 디지털 계측제어 시
스템을 채택한 최초의 CANU 형 발전소로서 1990년에 시운전하였다. CANDU 원
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용 원자로이다.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라는 이름은 AECL의 등록상표로 캐나다 형 중수로에서 따온 

말이다. CANDU는 중성자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며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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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발전소는 모두 CANDU형 원자로이다.  

Darlington 원전은 정상 운전을 지원하는 발전소 제어시스템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상호 독립되어 있다.  특히, 정지계통
(Shutdown System) 사이의 기능적 독립성은 물리적 원리(기계적으로 중력의 원리
를 이용하여 정지봉을 낙하시킴(SDS1))와 화학 독극물(poison)을 주입하는 방식
(SDS2)으로 안전계통의 작동 원리에 있어 서로 다른 형태의 수단(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을 제공하고 있다. 각 정지계통은 각각 초기가상사고(PIE: Postulated 

Initiating Event)에 대응하는 두 개의 다양성 트립변수(trip parameter)를 가지고 있
다.  이외 기능적 다양성은 다양성 작동 개시를 통해 정지계통뿐만 아니라 다양
성 작동 개시기준을 통해 각 시스템 내에서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각각의 정지계
통은 상호 분리된 센서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노내 중성자속 같은 경우에 똑 

같은 변수에 대해 다양한 측정을 한다.  

그림 3.1은 SDS1 및 SDS2의 컴퓨터 구조 배치도이다. 각각의 정지계통은 3개의 

채널(D, E 및 F)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채널 별로 구성된 트립 컴퓨
터의 디비젼(divisions)들은 동일하다. 점선으로 표시된 통신링크는 하드웨어 연동
(interlock)으로 처리된다.  

 

그림 3.1 완전 디지털화된 정지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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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 삼중화 형태의 중복(redundancies) 그리고 디비젼(division) 보팅(voting)은 

단일 고장(single failure)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정지동작의 개시는 

2/3 동시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SDS2는 로컬 동시논리(Local Coincidence Logic)를 

채택하는 반면에, SDS1은 일반적인 동시논리에 의존한다. 최종시스템 트립 보팅
은 릴레이 로직(relay logic)에서 수행한다.  SDS1과 SDS2는 서로 다른 컴퓨터 계
열과 서로 다른 보드의 레이아웃(Layout)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각 시스템 개
발(즉, 컴파일러, 프로그래밍언어 및 개발 소프트웨어)은 서로 다른 개발팀에 의
해서 수행되었다.  SDS1의 경우 FORTRAN 및 GA 어셈블리로 프로그래밍한 

Model 220(GA-16/220 micro processor)을 사용하였다.  SDS2의 경우는 LS2-11/23 마
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PDP(Programmed Data Processor)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파스칼
(PASCAL) 및 MACRO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래밍하였다. 즉, SDS1은 FORTRAN 

및 GA 어셈블리언어, SDS2는 파스칼 및 MACRO 어셈블러 언어를 사용하였다.  

표 3.1은 Darlington의 다양성 설계속성(설계, 기기제작사, 로직처리 기기, 생명주
기, 로직, 신호,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들을 요약한 것이다. 

2. Sizewell(영국) 원전 

Sizewell B 원전은 영국 유일의 가압수형경수로(PWR)이다. 웨스팅하우스에서 공
급한 Sizewell PWR은 199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24,25]. 그때 당시 대부분
의 다른 PWR 등과 차별화된 주요 특징은 디지털 I&C 기술의 확대 적용이었다.  

사실, Sizewell은 웨스팅하우스 통합 보호계통(Integrated Protection System: IPS)이 설
치된 최초의 발전소이다. IPS는 웨스팅하우스 Eagle 계열의 플랫폼을 사용한 마이
크로프로세서 기반 하부시스템의 통합구조를 제공한다. 안전 디비젼(division)의 

구성을 사 중화 하였다. 다른 웨스팅하우스 타입 PWR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안
전계통에서 보는 것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2/4 트립 보팅 로직을 사용하였다.  

Sizewell의 주요특징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과 디지털 데이터링크(예를 들면 

네트워크 또는 광섬유 링크)를 기반으로 제어 및 안전계통을 구현하였다. Sizewell 

B 발전소는 고도의 통합된 디지털 I&C 시스템의 선도적인 사례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Sizewell는 공통모드고장을 대비한 일차 및 이차 다양성시스템을 사용한 대표적
인 예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기술한 것처럼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은 디지
털 일차 보호계통(Primary Protection System)을 채택하였다. 보호계통은 원자로 트
립과 공학적안전계통으로 설계기반사고(DBE)의 전 범위(full range)에 대응토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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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Darlington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구조 

x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2 개의 
정지계통(shutdown system)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동일 설계 

x 
SDS1: General Automation 사 
SDS2: DEC 사 

로직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x 
SDS1: GA-16/220 CPU, 
SDS2: LSI-11/23 CPU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 

x 

CANDU 원자로는 원자로 정지를 
위하여 2 개의 다양성 메커니즘을 
가진다. [흡수봉(Absorber rods) vs 
붕산수(Borated water)]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들 

x 

서로 다른 기능관계(즉, 각 PIE 에 
대응하는 다양성작동개시기준)는 
정지계통내에서 각 정지계통 및 
타당성 있는 limited case 내에서 확장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시논리는 보팅을 위하여 
사용된다.(general vs local). 다른 
작동수단이 제공된다. 

(spring-assisted rod insertion vs 
pressurized liquid poison injection) 

서로 다른 응답시간 스케일(Different 

response time scale) 
x 

메커니즘의 차이가 응답시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둘중 
어느것이나 2 초이내에 원자로를 
정지할 수 있다. 

생명주기(Life-cycle)   
동일회사내에서의 서로 다른 관리팀 

x 

AECL 내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별도의 팀이 
있다.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x 
각팀당 다른 요원 

(Different personnel for each team)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x 
각팀당 다른 요원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정지계통 사이의 제한된 기능 
다양성으로 인한 어떤 알고리즘의 
차이; 다른 개발자로부터 야기되는 
프로그램구조 차이 및 개발도구. 
SDS2 디비젼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기반 로컬동시논리보팅 

서로 다른 런타임 환경 x 플랫폼 전용 런타임 환경 

서로 다른 기능적 표현 

x 

SDS1: FORTRAN 및 GA 어셈블러 
SDS2 : PASCAL 및 MACRO 어셈블러 
다른 컴파일러가 사용됨.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측정수단들이 각 
정지계통내에서 대체작동기준을 
지원한다. 

동일 물리효과에 의하여 감지되는 다른 
변수들 

x 
정지계통 사이에(e.g., Loss of flow 
events)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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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수단들이 각 정지계통내에서 
대체작동기준을 지원한다.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별도로 분리된 센서들이 
정지계통간과 각 정지계통내에서의 
디비젼사이에 사용된다.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동일한 다양성 안전 시스템들 SDS1 및 SDS2 가 모든 설계기반사고(DBEs)을 
대항하여 원자로를 보호한다. 다양한 정지 메커니즘을 
토대로 분리된 다양성 작동 수단을 가진다. 

aIntentional diversity (x). 

 

 

현하였다. 일차 보호계통 이외에 하드와이어 모듈 기반의 다양성 이차 보호계통
(Secondary Protection System)이 또한 제공된다. 발전소 보호계통시스템(PPS)의 경
우처럼 다양성 이차 보호계통(SPS)도 2/4 보팅이 가능하도록 사 중화 되어 있다. 

PPS(Primary Protection System) 및 SPS(Secondary Protection System) 모두 최상위 안
전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사이의 상호 통신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Sizewell 이 설계되고 인허가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을 즈음에 소프트웨어 공통모
드고장(CCF)의 취약성 문제가 국제 원자력산업계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었
다. 그 결과, 다양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설계 측정수단 그리고 규제 평가방법이 

디지털 공통모드고장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소들에 대하여 활
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보건안전국(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 내의 원자력설치검사기관(Nuclear Installations 

Inspectorate; NII)은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의 위험기반 안전성 분석을 이용한 특
별사례 절차를 채택하게 되었다. 리스크 기반 규제평가의 주요 결과는 고 빈도사
건(High-frequent events) 즉, 10-3 event/year에 대한 대체 보호계통 제공을 위한 

SPS(Secondary Protection System) 요건이다. SPS가 초기가상사고(PIE, 즉, High-

frequency events)를 줄이는 대응으로 안전기능 다양성 백업으로서 Sizewell 인허가 

안전성 사례를 보증하는 것이다.  

리스크 기반 인허가 평가의 추가 결정사항은 SPS가 시스템요건 또는 안전성 목
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통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철저하게 다양성 보호
기술을 적용해야만 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국의 가스원자로
(British Gas Reactors)에서 보호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개발된 Laddic Technology가 

Sizewell SPS 기본으로서 선정되었다. 기본적으로 SPS 가이드라인은 신호처리를 

위한 아날로그 트립 유닛과 안전작동 보팅을 위한 Laddic 모듈들로 구성된다.   

Laddic 장치는 마그네틱 코어를 통한 맥동전류(pulsed currents)를 이용하여 로직 

연산(Logic Calculations)을 수행한다.  Laddic Logic Processing의 물리적 메커니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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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자회로를 기반으로 로직 처리부터 분명히 기본적인 다양성 개념이다.  특
히, Magnox에서의 이들 장치, 신형가스냉각원자로(AGR : Advanced Gas-cooled 

Reactor), Laddic 하드웨어는 그 당시 디지털 기술의 매우 제한적인 경험과는 대조
적으로 원자력 응용에서 신뢰성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고유 다양성과 관련하여 Sizewell SPS 기반으로 Laddic Logic 선택을 선호하는 다
른 요인은 기술적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본질적으로 Laddic과 마이크로프로
세서에 대한 분석방법 및 구현도구는 크게 다르다.  필요한 전문성 및 숙련도가 

개인마다 다르므로 개발팀에 대한 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  웨스팅하우스가 

PPS를 포함한 Sizewell 핵증기공급계통의 I&C 잔여 시스템을 공급한 반면 GEC 

{General Electric Company, 지금은 Babcock Nuclear Service(BNS)}가 SPS를 개발했다.  

전통적인 다양성 사용의 여러 가지 측면의 기술들이 Sizewell 보호계통과 통합되
었다.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가 디지털 PPS의 일부로서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
스템을 구현했다.  특히, 서로 다른 타입의 센서들에 의해서 측정된 하나의 변수 

이상이 각 PIE를 커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작동 초기 기준의 두 가지 

대체안 그룹핑은 전용 컴퓨터 자원과 입출력 전자기기들 하부시스템으로 분리되
어 할당되었다.  네 개의 가이드라인(PPS: 2 세트, ESF: 2 세트)은 하나의 세트가 

두 개의 다양성 정지기능 그룹과 대응되는 것으로 각각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
템이 확립되었다.  나머지 세트는 완화기능(ESF)의 두 가지 다양성 그룹을 제공
한다.  그림 3.2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원자로정지와 ESF가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으로 분리된 예이다. 

 

 그림 3.2 Sizewell PPS의 기능 다양성 하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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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다양성 센서들이 기능적 다양성을 위하여 발전소 설계부터 고려된다.  

추가적인 신호 다양성은 각 시스템에 대하여 다른 공급자들로부터의 센서들 선
택과 함께 PPS와 SPS 사이에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공급자들이 각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원자로 트립 브레이커를 공급하였다.  특히, 8개 브레이커들
은 원자로정지의 2/4 동시논리의 쌍으로 구성되었고 SPS는 원자로 트립의 백업
수단으로써 제어봉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표 3.2는 Sizewell 다양성 

사용의 요약 내용이다.   

Sizewell 계측제어 구조의 다른 특징적인 관심사는 명령어 우선순위, 고장안전
(fail-safe) 원리의 응용, 공통된 측정 신호선택, 보호 및 제어의 서로 다른 디지털 

플랫폼 등이다.  Sizewell은 PPS, SPS 및 고 건전성 제어시스템(High-Integrity 

Control System)으로 부터 제어 명령어를 받는 어떤 안전작동기기(예를 들면 밸브
들)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안전성 컴포넌트와 릴레이 기반 “우선순위” 인터페
이스는 서로 다른 시스템의 원점으로부터 명령어들을 중재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로직은 충돌상태에서 안전한 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시스템 레벨에서 컴포넌트 고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Laddic Logic 모듈은 전원
상실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실패했을 경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장안
전(fail-safe) 설계는 설계상 “고장”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SPS상에 구현했
다.  PPS에 대하여 워치독 타이머(watch-dog timer)와 자가진단(self-diagnostic)은 결
함(fault) 상태를 감지하고 결함 회복과 같은 알려진 조치 상태로 있게 한다.  디
지털 고장안전((fail-safe) 솔루션 효능은 자가진단이 자기 자신의 결함 없이 포괄
적인 시스템 평가를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고장안전(fail-safe) 원자로 트립 인터페이스 향상을 위하여 동적인 트립버스(trip 

bus)가 각 트립변수에 대응하는 동적 로직 유닛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버스는 연속적인 자극이 고장으로 인해 제거된다면 고장에서 안전한 상태가 되
도록 설계한다(즉, 에너지 액티브 상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트립 됨).   

웨스팅하우스 사례는 원자로제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시스템 측정값을 이용
하는 것이다.  이들 신호의 공유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파급효과가 역으로 확산되
지 않도록 보호시스템의 전기적, 기능적 격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리얼 단 방향 

광통신 링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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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Sizewell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기술 
x 

다양성 기술을 토대로 한 2 개 
보호시스템 [Microprocessor 대 
Laddic(magnetic-core-based logic)] 

서로 다른 구조 
i 

기술 다양성으로 인한 시스템 
구조상의 고유차이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 서로 다른 설계 

x 

영국의 Energy/GEC 사가 SPS 기반의 
Laddic 을 제공한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PPS 를 위한 
IPS/Eagle 을 공급함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i 

기술다양성으로 인한 고유구조차이 
(Intel 80286 CPU 기반 PPS, Laddic logic 
module 을 기반으로 한 SPS)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구조 
i 

PPS 및 SPS 다른 기술결과로 부터 
컴포넌트 통합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서로 다른 데이터흐름(data-flow) 구조 
i 

PPS 및 SPS 다른 기술결과로 부터 
데이터-플로우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기능(Funtional)   

서로 다른 특징적인 메커니즘 
i 

기술 다양성으로 인한 기능달성 
메커니즘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SPS 의 목적은 고빈도-사건(10-3 
events/year)에 대비한 보호기능이 
있음. 따라서 SPS 는 DBE 대 PPS 의 
감소된 기능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다른 기능관계는(즉, 각 PIE 에 
대응한 다양성 작동개시 기준) PPS 의 
하부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다양성 
작동 수단은 SPS 에 의해서 
제공된다.(즉, rod control system 
bus 로부터 전원제거)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x 

개발회사와 공급회사의 다양성 
(Westinghouse 대 British Energy/GEC)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 
다른 회사에 대한 다른 인원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i 
다른 회사에 대한 다른 인원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i 

기술다양성으로 인한 로직/기능 
instantiation(예를들면 로직구조)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i 

기술다양성으로 인한 로직/기능 
실행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서로 다른 실행환경 
i 

기술다양성으로 인한 로직/기능 
실행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서로 다른 기능표현 
i 

기술다양성으로 인한 로직/기능 
instantiation(예를 들면 로직구조)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성 계측에서 각 
보호시스템내에서 대체작동기준 지원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성 계측에서 각 
보호시스템내에서 대체작동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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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각 보호시스템내에서 보호시스템과 
디비젼(guardlines)사이에서 분리된 
센서들의 사용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일차 안전계통내에서 기능적 
다양성하부시스템과 함께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안전성 시스템; 
각 보호시스템을 위한 다양성 작동 및 
측정장비;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부터 동일한 
안전장비 까지 
명령어들(commands)사이에 임의의 
우선순위 모듈 

두 시스템이 4 중화 및 안전등급이지만 SPS 는 
기능성이 줄었다(즉, PIE 의 제한된 집합에 대한 점수); 
각 보호시스템에 대한 트립브레이커 및 센서들은 
다른 제작자에 의해서 분리되고 공급되었다; PPS, SPS 
그리고 제어시스템으부터 어떤 
명령어들(commands)중에 장치레벨에서 릴레이로직 
우선순위, 고장/전원상실의 안전상태에 대한 Laddic 
logic 구성 

a Intentional diversity (x), inherent diversity (i). 

 

 

보호시스템에서 제어시스템으로 고장 파급이 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이
터의 기능적 필터링이 데이터 확인/거부를 수행하는 이중화된 신호 선택기 하부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된다. 

Sizewell PPS는 HICS(High Integrity Control System)가 IPS 및 Integrated Control 

System(ICS) 하드웨어에 구현되는 동안 웨스팅하우스 Eagle 2000 플랫폼상에 구현
되었다.  HICS는 핵증기공급계통(NSSS) 자동제어, 안전컴포넌트 수동제어, 안전
디스플레이를 위한 데이터 관리를 제공한다.  HICS CPU는 Intel 80386 마이크로프
로세서인 반면에 PPS는 Intel 80286 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이다.  BOP(Balance 

of Plant) 제어는 웨스팅하우스 분산처리계열(Westinghouse Distributed Processing 

Family: WDPF)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는데 이것도 Intel 80286 마이크로프로세서 기
반이다. 각 컴퓨터 하부시스템 하드웨어 구조는 다중버스 I(Multibus I) 내부 데이
터 버스를 사용했다.  PPS 응용 소프트웨어는 고급 구조적 프로그램 언어를 이
용하여 구현했다.  어셈블리 언어의 사용은 타이밍 또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제
약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을 피했다.  Sizewell PPS는 PL/M-86 프로그래밍 언
어를 사용했다.  

3. Chooz B(프랑스) 원전  

프랑스 Chooz B 원전 1호기는 1996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24,26,27].  

Chooz B는 Framatome(지금은 AREVA NP)이 공급한 N4-Class PWR의 프로토타입이
다. N4 노형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안전계통은 Framatome, EdF 및 Schneider 

Electric/Merlin Gerin(지금은 Data Systems and Solutions – DS&S)가 공동으로 개발하
였는데 통합 디지털보호계통(Integrated Digital Protection System: IDPS)인 

SPIN(Système de protection intégré numérique)의 두 번째 버전으로 설계되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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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상사고(PIE)의 제한된 세트의 안전계통 백업을 위한 다양성 보상 기능들은 

Class 2E(즉, 안전관련) ATWS(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된다. Chooz B는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 완화를 위해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시스템 구조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기능적 다양성 하
부시스템들은 일차 안전계통 내에서 구축하였다.  

시스템 수준에서 자동제어 및 보호의 원자로보호시스템(SPIN)은 Class 1E CO3 시
스템(COntrôle-COmmande COuer 또는 원자로 노심을 위한 I&C 시스템) 내에서 그
룹화 했는데 I&C 계통 및 제어봉구동계통도 포함한다. 안전성지원시스템은 Class 

1E CS3(Contrôle des Systèmes Support de Sauvegarde 또는 safeguards control system) 시
스템과 SCAP(Système de Contournement à l’AtmosPhère 또는 containment atmospheric 

control system))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다.  일반적인 자동화는 SCAT(Systèmes de 

Commande des Auxiliaires de Tranche 또는 reactor auxiliary systems control)에 의해 제
공되는데 Hartmann and Braun(H&B)사가 공급한 Contronic-E Platform 상에 구현하
였다.  Class 2E ATWS 기능들은 SCAT에 병합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SPIN 시스템은 원자로 트립과 비상냉각 기능을 제공하는 

일차 안전계통이다.  측정 및 해석기기(calculation equipment)는 네 개의 디비젼
(divisions)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중 로직 기기(redundant logic equipment)는 두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은 SPIN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각 디비
젼들은 다수의 프로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두 개의 데이터 취득장치의 

앙상블과 5개 기능장치는 UATP {Acquisition and Processing Unit for Protection(UATP)} 

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측정은 네 개 디비젼 중 하나로 연결된 각 센서들과 함께 사중화 되
어 있다.  각 디비젼 내 두 개의 Acquisition unit processors(UA1과 UA2)가 신호를 

취득한다.  신호들은 데이터취득장치들로부터 이중화된 네트워크(NERVIA라 부름)

를 통해 5개 기능장치 프로세서(UF1~UF5)로 분배된다. 기능장치들은 요구된 “부
분트립(partial trip)” 결정을 수행한다.   

각 디비젼의 UATP 트립 데이터는 2개의 트레인으로 분산된 이중화된 보호데이
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다. 각 디비젼으로부터 이들 데이터는 각 트레인과 연
관된 Logic Safeguard Unit(ULS)를 지원하는 두 개의 분리된 보호 네트워크상에 모
여서 재 전송된다.  따라서 8개의 UATP 네트워크(디비젼당 2개)와 2개의 ULS 네
트워크(4가지 division UATP 네트워크의 한 세트로부터 각 데이터를 모음) 모두 

10개의 보호데이터 네트워크(Protection Data Network)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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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PIN의 구조 

각 ULS 트레인(A 또는 B)는 각 쌍(X or Y)으로 나누어진 4개의 로직 프로세서
(UTPs)를 포함한다.  각 쌍은 서로 다른 ULS 보호네트워크로 연결된다.  UATP로
부터 받은 트립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ULS는 2/4 동시논리와 안전설비계통
(safety features system) 레벨의 로직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SPIN은 원자로 트립
을 위한 2/4 보팅을 제공한다.  비상노심 냉각을 위해 논리연산(logical operation)

은 이중(dual)의 2/2 사이의 OR 연산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SPIN 설계는 단일
고장사고 기준에 대비한 보호 개념을 제공한다.   

표 3.3은 Chooz B의 다양성 사용법의 요약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
한 것 처럼 N4 설계는 고 빈도 사건의 SPIN 시스템 고장(fail)에 대비한 보호계
통을 제공하는 SCAT 시스템에서 ATWS 기능을 제공한다.  ATWS 기능은 Class 

2E로서 취급한다. N4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은 이차 급수상실, 특히 

SPIN 고장 발생 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저 수위
를 기반으로 한 ATWS 보호신호가 구현되었다.  ATWS 범위는 안전계통에서 야
기된 초기가상사고(PIE)의 전 범위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ATWS 시스템은 ATWS 및 안전계통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
로 다른 기능 및 로직으로서 축소된 기능적 백업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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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Chooz B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x  

서로 다른 구조 
x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2 개 시스템(safety 
및 ATWS)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동일 설계 
x 

DS&S 에 의한 SPIN 대 H&B 에 
의한 Contronic-E 

로직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x 

SPIN 의 Motorola 68000 대 
Contronic-E 의 Intel 80286(Intel 
80287 coprocessor 포함) 

기능(Funtional)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SCAT 을 가진 ATWS 의 목적은 
고빈도(10-3 events/year) 사건에 
대비한 보호기능이다. Diverse 
Class 2E backup 시스템은 primary 
Class 1E safety system 이 제공하는 
DBE 보다 많이 줄어든 기능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다른 
기능관계(즉, 각 PIE 에 대응한 
다양성작동 개시기준)는 SPIN 의 
하부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분리된 
통신선로를 가진 
중복트레인(redundant trains)은 
안전 컴포넌트 작동을 제공한다.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x 

다른 개발회사와 공급회사(DS&S 
대 H&B)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 
각 회사별 다른 개발자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i 
각 회사별 다른 개발자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ATWS(다른 관계의 어떤 사용과 
함께 어떤 기능성을 줄임)의 
제한된 범위로 인한 
다양성시스템 사이의 알고리즘 
및 다른 로직 
일차 안전계통내에서의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은 트레인 
사이의 다른로직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및 다른구조를 
제공한다.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다른 
변수들 x 

다양성 측정들은 SPIN 
하부시스템내에서 
대체작동기준을 제공한다.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성 측정들은 SPIN 
하부시스템내에서 
대체작동기준을 제공한다.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SPIN 내에서 다양성시스템 
사이에서 사용된 센서들과 
디비젼(division)내에서 사용된 
센서들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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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일차 안전계통내에서 기능적 
다양성하부시스템과 함께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시스템; 
각 시스템을 위한 다양성 측정 장비 
시스템 명령(commands) 안전장비 사이의 
임의의 우선순위 모듈 

이차 시스템(backup)이 감소된 기능성(즉, PIE 의 
매우 제한된 집합을 커버한다)을 제공하는 하위-
안전성 등급(lower-safety-class) ATWS 인 반면에 
일차 시스템은 4 중화된 안전 시스템이다. 
 
일차 및 백업시스템의 신호분리, 안전성 
시스템의 디비젼(divisions) 사이의 
신호분리이지만 디비젼내에서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과 연관된 다양성 센서 및 
트립신호를 위한 공통 다중 네트워크 
링크(common redundant network links), 안전 및 
제어시스템으로부터 어떤 명령어들 사이에 
장치레벨에서 릴레이로직 우선 순위 

a Intentional diversity (x), inherent diversity (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 

 

SCAT, 특히 ATWS 및 SPIN은 어떤 공통적인 작동기기를 명령한다.  우선순위 로
직은 매뉴얼 작동개시 신호를 포함하여 이들 신호 가운데 중재로 구현된다. 우선
순위 로직은 릴레이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두 개의 다양성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DS&S SPIN 플랫폼은 Motorola 68000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Chooz B 안전계통으로서 서비스한다. ATWS 시스템으로 

사용된 H&B Contronic-E 플랫폼은 Intel 80287 Coprocessor와 함께 Intel 80286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채택하였다.  SPIN 소프트웨어는 ATWS를 위하여 지적 재산 그
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C 언어로 프로그래밍되었다.  기능 블럭(Function 

Block)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언어는 C 언어로 알려져 있으나 C 언어를 생성하
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다양성 플랫폼을 확신할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 각 설계기반사고(DBE)에 대응하는 다양성 작동개시 기준을 제공하
기 위해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전통적인 응용을 통해 추가적인 다양성이 Chooz 

B 안전계통 내에 제공되도록 한다. 다양성 기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 기
능을 책임지는 각 유닛과 함께 각 division-UATP 내의 5개 UF 마이크로프로세서 

가운데 기능적으로 각 디비젼 내에 분산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유닛들 가운데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구조는 어떤 다른 것들(기능분산)과 병합된다. 

4. Kashiwazaki-Kariwa 6, 7호기(일본) 원전  

일본의 Kashiwazaki-Kariwa 원전 6호기 및 7호기(KK-6/ KK-7)는 첫 번째로 운전중
인 신형 비등형경수로(Advanced BWR)이다 [26,28,29].  이들 발전소는 히다찌, 도
시바 및 GE사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히다찌 및 도시바는 NSSS 또는 BOP 주계
약자를 대신한 반면에 GE사는 양 호기 모두에 터빈발전기를 공급하였다.  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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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KK-7의 I&C 계통을 공급한 반면, 도시바는 KK-6 NSSS의 제어 및 안전계통
을 공급하였다.  KK-6의 상업운전은 1996년에 시작했고 KK-7은 1997년에 전력 

송배전망에 연결되었다.  

KK-6 또는 KK-7 둘 중 하나는 NSSS 제어 및 보호를 위한 I&C 계통의 유사 소
프트웨어 개발환경(즉, 설계방법, 구현도구 및 심볼릭 언어)을 이용하여 공통 마
이크로프로세서 기반 플랫폼 상에서 구현하였다. KK-7이 Motorola 마이크로프로
세서 CPU 계열 기반으로 Hitachi Integrated Autonomic Control System(HIACS) 플랫
폼을 구현한 반면, KK-6의 보호 및 제어 시스템은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 CPU 

계열 기반으로 Toshiba Microprocessor Aided Power System Control(TOSMAP) 플랫폼 

상에서 구현하였다.  KK-6/ KK-7에서 다양성 응용은 일차 안전계통 및 이차 백업
계통을 근간으로 구조적 접근방법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 경우, 백업 역
량은 제한된 ATWS 기능성 및 매뉴얼(수동) 제어를 제공한다.   

 

그림 3.4 Kashiwazaki-Kariwa 6, 7호기 I&C 계통의 개요 

그림 3.4는 KK-6/ KK-7에서 I&C 계통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 

기능은 원자로보호계통(RPS) 및 비상노심냉각계통(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ECCS)에서 구현되었다.  각각의 안전계통은 사 중화로 구성되어 있고 2/4의 보팅 

로직을 채택하였다.  스크램 완화 로직(scram mitigation-logic)이 없는 예측되는 과
도상태(Anticipated Transient)는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한 대체 정지(alter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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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 수단으로써 자동 원자로펌프 트립(Reactor Pump Trip : RPT) 및 대체 제
어봉 투입(Alternate Rod Injection : ARI)을 유도한다. 핵증기공급계통(NSSS) 계통의 

자동제어는 제어봉 제어 및 정보시스템(Rod Control and Information System : RC&IS), 

재순환흐름제어시스템(Recirculation Flow Control System : RFC), 급수제어시스템
(Feedwater Flow Control System : FWC) 및 자동 파워 레귤레이터(Automatic Power 

Regulator : APR)와 같은 I&C 계통에 의해서 제공된다. 

그림3.4에서 현장 데이터의 광 멀티플렉싱은 원격 멀티플렉싱 장치(Remote 

Multiplexing Unit : RMU)와 Multiplexed Connections(두꺼운 선)  또는 하드웨어 케
이블(얇은 선) 사이에 통신링크로 연결된다.   

일본에서 원전 디지털 기술의 응용은 1980년대 보호계통, 제어루프, 감시계통으
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비 안전제어계통 및 안전계통까지 적용되었다. 일본의 

원전 산업이 얻은 장기적인 교훈은 소프트웨어 공통원인고장 취약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줄이는데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효과적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심볼릭 언어(Problem Oriented Language – POL)는 그래픽으로 유도되는 코딩도구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Interlock Block Diagram) 특유의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표현을 제공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구조의 단순성은 간단한 로직, 주기적 실행, 

정적 자원 사용 및 외부 인터럽트의 회피를 통해 향상된다.  일본 원전산업은 소
프트웨어 결함의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차 수단으로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수행이 소프트웨어 개발실무에 있어서 효과적
이었음을 개발자 및 검증자 상호간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다양성 접근기술이 일본 원전의 디지털화에 병
합되었다.  KK-6/ KK-7에 있어서 다양성 방어(원자로보호계통: RPS, 비상노심냉각
계통: ECCS, 자동제어)는 각각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서로 다른 목적 및 기능
적 관계에 기인한다.  기능 다양성은 안전 동작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을 제공한
다.  특히, 원자로보호계통(RPS)은 3개 원자로정지 개시 메커니즘(reactor shutdown 

initiation mechanisms) (즉, scram accumulator를 감압하고 전기 제어봉구동메커니즘에 

대한 빠른 작동 모드의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고, 비상노심냉각계통(ECCS)는 

두 개의 high-pressure injection systems(즉, high pressure core flood system 및 reactor 

core isolation cooling system)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의 저압 flooding 

system을 갖고 있다. 자동감압시스템(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은 작은 파단 

사고가 발생하면 저압으로 전이될 때 제공된다.   

디지털 공통원인 고장 취약성에 잘 대비하기 위하여 매뉴얼(수동) 안전기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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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다양성 백업으로서 주제어실에 제공된다.  매뉴얼(수동) 안전 작동은 하
드웨어 스위치 및 하드웨어 로직 회로가 개시되는데 이것은 디지털 자동안전계
통을 우회하도록 한다.  이들 매뉴얼(수동) 작동은 스크램, 주증기격리밸브 작동 

및 High-Pressure Core Flood System 개시를 포함한다. 안전-필수 변수들의 다양성 

디스플레이가 또한 제공된다.  이들 안전-필수 변수 측정들은 원자로압력용기 수
위, 원자로 압력, 주증기격리밸브(MSIV) 상태, 원자로냉각수정화시스템(Reactor 

Water Cleanup System : CUW) 격리밸브 상태, 노심격리냉각밸브 상태, High-Pressure 

Core Flood System 상태 등이다.  매뉴얼(수동) 트립 신호는 모든 디비젼 트립 릴
레이에서 전원을 비 여자(de-energize) 하는 방식으로써 원자로 스크램이 자동트립 

작동으로부터 다양성 메카니즘에 의해서 개시된다. 표 3.4는 KK-6/ KK-7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을 나타내고 있다. 

5. Temelin(체코) 원전  

체코 Temelin 원전 1, 2호기는 러시아 VVER 타입이다 [24,30,31].  VVER-1000/320 

설계를 기반으로 건설은 1982년에 시작되었지만 10년간 건설이 중단되었다.  중
단된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 현대화 프로그램에 의거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대체가 시작되었다.  현대화 된 Temelin 원전 1호기는 2002년에 

상업 가동 되었다.   

영국 Sizewell 보호계통 설계를 참조하였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IPS가 일차 원
자로보호계통(Primary Reactor Protection System / PRPS)의 현대화 근간으로 선택되
었다. Temelin 원전의 구조설계는 다양성보호계통을 제공하는 영국의 Sizewell B 

예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양성 래더 기술(laddic technology)을 근간
으로 하는 이차시스템 대신에 Temelin 원전 다양성보호계통의 다른 플랫폼상에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사용을 결정하였다.  다양성 시스템 합병을 유
도하는 주요 요건은 PRPS 또는 DPS(Diverse Protection System) 상에서의 예견된 

공통원인고장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완화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
나, 둘 다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izewell B의 경우처럼 Temelin 원전의 다양성 사용은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시스
템 구조로서 특성화할 수 있다. 양쪽 시스템 모두 Class 1E PRPS와 Class 1E DPS 

및 전용 기기(dedicated equipment)로 구성된 필수 안전 등급으로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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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Kashiwazaki-Kariwa 6, 7호기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구조 

x 

다양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호시스템 및 
제한백업시스템(limited backup 
system(ATWS) [마이크로프로세서 대 
아날로그 회로] 

서로 다른 설계 
i 

기술 다양성에 기인한 시스템 
구조상에서의 고유한 차이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동일 제작사- 서로 다른 버전 

x 

단위 I&C 계통은 동일한 전용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현되었다; KK-6 
I&C 계통은 도시바(TOSMAP)가 
공급. KK-7 I&C 계통은 히다찌사가 
공급(HIACS). ATWS 공급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계측제어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 

로직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i 

안전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과 
ATWS 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 
사이의 고유한 다양성. 자동 기능을 
위한 다양성 디지털 하드웨어는 
없음. 매뉴얼(수동) 작동이 다양성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드와이어로 되어 있다. 

기능(Funtional)   

서로 다른 특징 메커니즘 
i 

기술 다양성으로 인한 기능달성 
메카니즘에 있어서의 고유한 차이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ATWS 를 통하여 감소된 기능성 
백업 제공. RPS 는 3 개의 
정지(shutdown) 메커니즘을 
제공(전기적제어봉구동장치를 위한 
depressurize scram accumulator 및 fast 
actuation mode 의 두가지 방법) 
비상노심냉각시스템(ECCS)는 3 개 
다양성 냉각재주입시스템을 
가진다.(High pressure core flood system, 
reactor core isolation cooling system 
그리고 low pressure flooding system) ; 
자동감압시스템-
>소규모파단사건(small break event), 
저압(low pressure)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 

설계, 구현 및 품질보증부서의 
관리가 분리됨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 

안전계통들(RPS, ECCS 등) 그리고 
제어시스템(FWC, RFC 등) 
분리된팀에 의해서 설계됨. ATWS 에 
대한 개발팀 정보가 없음.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 

별도의 V&V 팀이 독립 V&V 를 
수행함(JEAG 4609 요건을 
기반으로함)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i 기술 다양성으로 인한 로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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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instantiation(로직의 구조)에 있어서의 
고유한 차이. 모든 디지털 안전성 
디비젼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가진다.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i 

기술 다양성에 기인한 로직/기능 
실행에 있어서의 고유한 차이 ; 
디지털 안전성 디비젼에 대한 
차이는 없음. 공통적으로 디비젼 및 
시스템 사이의 비동기적 실행 

서로 다른 실행환경 
i 

기술 다양성에 기인한 로직/기능 
실행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디지털 
안전성 디비젼에 대한 차이는 없음 

서로 다른 기능표현 

i 

기술 다양성에 기인한 로직/기능 
실행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 모든 
디지털안전계통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명세를 표현하기 위하여 
심볼릭언어(symbolic language)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구현 및 
검증을 위하여 그래픽도구가 
사용된다.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성 변수(parameter) 사용됨(예, 
속(flux) 대 압력(pressure))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성 변수(parameter) 사용됨(예, 
압력(pressure)  대  수위 또는 유량)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중요 변수(parameter)에 대한 다른 
중복 센서들(예를들면, 수위 또는 
원자로 압력)이 분리된 시스템에 
사용됨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매우 제한된 기능성 아날로그 백업과 함께 
일차 및 백업 다양성 시스템; 
 
자동 안전계통에 있어서 디지털 공통원인 
고장에 대비한 보호시스템이 제공된다; 
 
디지털장비 다양성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이차시스템(백업)이 감소된 기능성을 
제공하는(예를들면 PIE의 매우 제한된 집합을 
커버함) lower-safety-class 아날로그기반 ATWS 
시스템인 반면에 일차 시스템은 4중화된 
안전계통이다. 모든 주요 계측제어시스템은 동일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하드와이어 매뉴얼 스크램(scram), MSIV 폐쇄, 
CUW의 격리 및 RCIC 증기라인의 격리; 다양성 
nonmicroprocessor 기반 로직을 통한 하드와이어 
매뉴얼 디비젼트립; 하드와이어드 매뉴얼 
고압력주입 개시(high pressure injection initiation)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Temelin 원전 DPS(Diverse Protection System) 는 10-3/yr 보다 큰 빈도로 발생이 예
견되는 예상운전과도사건(AOO)에 대한 백업안전계통으로서 Sizewell B에서의 

SPS(Secondary Protection System)와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PRPS와 DPS 모두 

삼중화로 구현되었고 각각은 2/3 보팅로직이다.  Temelin 원전에서 I&C 계통의 

추가적인 특징은 분리된 Reactor Limitation System과 같은 것을 통하여 방어의 추
가적인 라인(additional line)의 이용성이다. 이것 또한 현대화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PRPS는 동일한 3개의 디비젼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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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에 의하여 2/3의 특정한 동시 보팅에 대하여 다
른 디비젼들과 부분 트립 상태로 통신한다.  그 다음 일반적인 동시 보팅 로직은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s)로 구현된다.  이들 작동 로직은 세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된다.  PRPS는 웨스팅하우스 Eagle 2000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Sizewell B처럼 대체 작동 개시기준(예를 들면, 신호다양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다양성)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다양성 하부시스템은 각 디비
젼 내에서 제공된다. 각 하부시스템은 호스트(Main) 프로세서와 통신, 입출력, 보
조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세서들과 병합된다.  Eagle 프로세서는 Intel 

80486 마이크로 프로세서들과 지원 IC(Integrated Circuit)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PRPS 응용 소프트웨어는 PL/M86 및 ASM86 어셈블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의 축소 세트 (즉, 고 빈도 PIEs)에 대해 PRPS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DPS는 원자로 정지 및 발전소 냉각을 위한 이차 자동정지수단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2/3 보팅로직(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릴레이)의 두 가지 레벨을 

이용한다. 특히, 브레이커의 두 번째 세트는 DPS를 제공한다.  이들 브레이커들
은 PRPS가 사용하는 브레이크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른 공급자(vendor)가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DPS에 대한 3개 디비젼은 Ovation 장비로 구현
되었다.  이것은 Motorola 68000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이다.  DPS 응용소프트웨
어는 Ada로 프로그래밍 되었다.   

Ovation 플랫폼은 I/O 모듈뿐만 아니라 프로세서 모듈이 동일한 VME(VERSA bus-

E) 버스 상에 존재하는 컴팩트 한 디자인 형태이다.  DPS내에서의 기능적인 다
양성 하부시스템은 IPS/Eagle 플랫폼을 이용한 PRPS에 대하여 뚜렷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다. Eagle Ovation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다른 버스 구조(Multibus 대 

VME),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통신기술(proprietary token bus 대 reflective memory bus), 

그리고 서로 다른 I/O Handling(Proprietary 대 VME-based) 등이다.  최종적으로 독
립된 확인 및 검증 팀이 잘 조직화되어 있고 개발 팀, 개발 프로세스, 개발 플랫
폼 및 개발 도구들이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Temelin 원전에서 작동 디바이스 수준에서의 일차 및 다양성 안전계통의 통합은 

Sizewell B에서의 릴레이 기반 구조보다도 복잡한 Priority Logic Module을 요구하였
다. 다중시스템(PRPS, DPS, Limitation, Control, 그리고 Manual Initiation)의 임의 명
령어가 영향을 주는 동안 이전에 확인된 안전계통 요건은 공통원인고장에 기인
한 다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상해야만 하거나 강인한 우선순위 능력을 드라이
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안전밸브 및 펌프 명령어 우선순위 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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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Non Programmable Logic(NPL) 기기는 다중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디젤발전기 순차 로직 부분 또한 NPL 기
기에 구현되었다.  안전 명령어 우선순위 수행기기는 Class 1E이여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모듈은 최종 작동장치와 연결된 일차 및 이차 다양성 

보호계통에서 공통된 포인트이다. 양쪽 시스템으로부터 동작신호가 CCF의 잠재
적 가능성이 있는 공동장치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취약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  결과적으로 NPL 설계는 소프트웨어 기반 모듈보다도 충분히 시험 가능하고 

간단하면서도 고 신뢰도 컴포넌트를 제공해야 한다. 표 3.5는 Temelin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을 나타내고 있다.  

6. 울진 원전(한국)  

울진 원전은 모두 6호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5, 6호기는 한국표준형 원전
(KSNP)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각각 2004년, 2005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이들 

호기에 대해서 주요 I&C 계통은 디지털 컴퓨터 기반 플랫폼으로 구현되었다 

[32,33]. 그림 3.5는 울진 5,6호기 I&C 계통의 간략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울진에서의 안전 계통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다. 

(1) Plant Protection System(PPS),  

(2) Core Protection Calculation System(CPCS),  

(3)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Auxiliary Cabinet(ESFAS-AC),  

(4) Plant Control System(PCS), 그리고  

(5) Process Instrumentation Cabinet(PI). 

비 안전계통은 NSSS 제어계통으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다. 

(1) Reactor Regulating System(RRS),  

(2) Feedwater Control System(FWCS),  

(3) Steam Bypass Control System(SBCS),  

(4)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ntrol System(CEDMCS), 그리고  

(5) Pressurizer Pressure/Level Control System(PPCS/PLCS).  

정보 및 경보 시스템(information and annunciation systems)은 Plant Computer System, 

Plant Annunciation System, 그리고 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CFMS)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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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Temelin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구조 
x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두가지 시스템(일차 및 
다양성)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버전 

x 

[웨스팅하우스공급] PRPS 를 위한 
IPS/Eagle, DPS 를 위한 
Ovation(웨스팅하우스 공정제어부서. 
지금은 Emerson 사) 

로직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x Intel 80486 대 Motorola 68000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구조 x 다른 보드 설계에 관한 다른 chipsets 

서로 다른 데이터흐름(data-flow) 구조 x Multibus 대 VME bus 

기능(Funtional)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DPS 의 목적은 고빈도사건(high-
frequency events: 10-3) events/year)을 
대비한 보호이다. DPS 는 DBEs 대 
PRPS 의 감소된 기능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다른 기능관계(즉, 각 
PIE 에 대응한 다양성작동개시기준)가 
PRPS 및 DPS(즉, 내부 기능다양성)의 
하부시스템내에서 사용된다. DPS 및 
PRPS 를 위한 다른 트립 
브레이커(다른 공급자) 

생명주기(Life-cycle)   

동일회사 내에서의 서로 다른 관리팀 
x 

PRPS 및 DPS 는 웨스팅하우스내에서 
별도부서가 공급함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x 
각 팀에 대해 서로 다른 직원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x 
각 팀에 대해 서로 다른 직원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DPS 의 줄어든 범위(즉, 줄어든 
기능성)로 인한 다양성시스템 
사이에서의 알고리즘 및 로직차이. 
각 시스템내에서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은 알고리즘 및 구조적 
차이를 제공한다. 

서로 다른 기능표현 x PL/M-86 및 ASM86 어셈블러 대  Ada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성측정들은 각 다양성 시스템의 
하부시스템내에서 대체작동기준을 
제공한다.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성측정들은 각 다양성 시스템의 
하부시스템내에서 대체작동기준을 
제공한다.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별도의 센서들은 각 
다양성시스템내의 보호시스템 
사이에서 디비젼(divisions)사이에서 
사용된다.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각 다양성시스템 내에서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과 함께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시스템; 

줄어든 기능성(즉, PIE 의 제한된 집합을 커버함)을 
제공하는 이차 다양성시스템 또한 3 중화 안전계통인 
반면에 일차 안전계통은 3 중화 안전계통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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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스템의 다양성측정 장비 
시스템 명령 안전장비 사이에서 
중재하는 우선순위 모듈 

안전성 시스템의 각 디비젼(division)내에의 기능적으로 
다양한 하부시스템. 안전계통의 디비젼(division)사이의 
분리된 신호 뿐만 아니라 일차 및 다양성 시스템의 
분리된 신호들. Nonprogrammable logic equipment 는 
안전 및 제어시스템 사이 뿐만 아니라 2 개 
안전계통으로 부터의 명령어들 사이에 장치수준(device 
level)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다양성보호계통(DPS, Diverse Protection System)은 발전소 보호계통(PPS, Plant 

Protection System)의 잠재적인 CCF하에서 ATWS 사고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구
축되었다. 

 

그림 3.5 울진 5, 6호기에서의 I&C 시스템 개요  

발전소보호계통은 필요한 바이스터블, 동시논리, 개시 로직 및 관련된 유지보수/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4가지 다중 채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고장기준을 만
족하고 발전소 이용율를 높일 수 있도록 4중의 채널들로 구성되었다. PPS내 바이
스터블 처리기(BP, bistable processor)는 바이스터블 트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
정 센서 아날로그 입력 값, 노외 계측시스템(excore detector system)으로부터 불연
속 신호 및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노심보호계산계통(CPCS)으로부터 불연속 신호
들을 받는다.  

원자로 트립 또는 ESFAS 개시신호는 특정 기능에 대해서 2/4 다중 바이스터블 

트립 조건이 LCL(Local Coincidence Logic) 프로세서에서 감지될 때 마다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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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는 원자로 트립 스위치기어 시스템(RTSS, Reactor Trip Switchgear System)에 사
용되는 트립 신호들과 각 ESF에 대해 ESFAS 개시에 사용되는 작동신호들을 포
함하면서 각 채널로부터의 불연속적인 출력신호를 생성한다. 

ESFAS-AC는 분리된 보조 캐비닛에 장착된 2개의 독립되고 다중의 기기 트레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통 레벨의 ESFAS 개시신호는 PPS로부터 받아들여져서 

ESFAS-AC는 선택적인 2/4 동작 논리(selective two-out-of-four actuation logic)를 수행
한다. 이 로직 결과값에 기반을 두고 ESF 기기 레벨의 개시 신호들이 발전소제
어시스템(PCS: Plant Control System)으로 배분된다. 

규제사항에서 요구되듯이, 다양성보호계통(DPS)은 ATWS 사건으로부터 위험도 

저감에 대한 요구사항에 역점을 두도록 PPS를 백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DPS

는 원자로 트립과 보조급수 작동을 개시하기 위해 독립적인 다양성 로직을 사용
한다.  DPS는 가압기가 미리 설정된 값을 초과할 때 원자로 트립을 개시하거나 

또는 증기발생기 수위가 미리 설정된 값 이하로 떨어질 때 보조급수 작동을 개
시하기 위해 2/2 로직(two-out-of-two logic)을 사용하는 2 채널 제어등급(control-

grade) 계통이다. 

울진 5, 6호기에서 PPS와 ESFAS-AC 설정은 ABB-CE(현재는 ABB Group)에 의해 

공급되는 AC160 PLC에 기반을 두고 있다. CPCS는 Concurrent Computer 사에서 

PCS는 HFC 사로부터 각각 공급되었다. 비 안전 제어계통은 OMRON PLC나 

Foxboro SPEC 200 Micro controller같은 디지털 프로세서상에서 구현되었다. DPS 설
정은 현재는 Schneider Electric에 의해 공급되는 Modicon PLC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중 벤더 및 디지털 플랫폼 사용 전략으로 심층방어벽 내에서 시스템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었다.  

KSNP에 대해서는 4가지 심층방어 계층으로 구성된다. 이 계층은 제어계통, 원자
로 트립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SFAS) 및 감시 및 지시계통으로 구성된다. 

울진 5, 6호기에 대해서 원자로 트립계통과 ESFAS는 동일 계통 레벨에서 동일 

디지털 프로세서를 공유한다. 따라서 디지털 PPS와 ESFAS-AC의 모든 출력신호
들에 대해서 고장상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어떤 불능상태를 가정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울진원전에서는 ESF 기능에 대한 개별적인 기기 작동 로직은 

시스템 레벨 ESFAS 프로세서와 비교하여 서로 다른 디지털 프로세서를 구현하
도록 하고 있다. 시스템과 기기 레벨간의 서로 다른 디지털 프로세서에 기반을 

둔 설계로 디지털 PPS와 ESFAS-AC 기능이 CCF 때문에 불능이 되더라도 ESF에 

대한 기기 레벨에서의 제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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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관점에서 볼 때 울진에서의 모든 필수안전기능(예를 들면, 반응도 제어, 

냉각재 재고량 제어 및 열 제거)들은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다. 이들 계통은 제어되는 유체/기계 계통으로서 기능적인 다양성을 갖는다. 울
진 원전은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및 보호 I&C 계
통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양성을 도입하고 있다. 즉, 보호계통은 AC160 

microprocessor(즉, Motorola CPU)을 도입하고 있고, DPS는 Modicon PLC(즉, Intel 

CPU)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제어계통은 OMLON PLC(즉, 벤더 특정 CPU)를 적
용하고 있다. 원자로 트립과 ESF 시스템/기기 수준의 작동을 위한 하드와이어 수
동 작동 수단이 제공되고 있다. 이들 하드와이어 수동 제어는 직접적으로 원자로 

트립 스위치기어, 디지털 ESFAS-AC 캐비닛 출력 또는 개별적인 ESF 기기 입력
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DPS와 하드와이어 수동 제어 특성은 예측되는 

CCF가 디지털 PPS 및 ESFAS-AC를 불능상태로 만드는데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표 3.6은 울진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7. Dukovany 원전(체코)  

Dukovany 원전은 VVER-440/213 러시아 노형 타입의 총 4호기로 구성된 상업용 

원전으로 1986년에 운전을 시작한 3호기가 2002년도에 개량화 프로젝트가 시작
해서 2005년도에 주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완수하였다 [34]. 개량화는 

Schneider Electric and Framatome 사(지금은 DS&S사와 AREVA NP사로 각각 변경됨)

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SPINLINE 3를 사용하여 완료되었다.  SPINLINE 3은 RTS, 

ESF 작동시스템(ESFAS), emergency load sequencer, reactor limitation system, 그리고 

reactor control system을 개발하는데 적용하였다.  Dukovany 원전에서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DRPS)은 RTS, ESFAS, 그리고 reactor limitation system을 충족시킨
다. DRPS내에서 분리된 Lines of Protection(LOP)은 기능적으로 다양한 신호 및 분
리된 작동기기 트레인을 도입한 다양성 하부시스템들에 기반을 두고 구현되었다.  

다른 VVER과 같이 Dukovany 원전은 보호 로직의 오직 세가지 디비젼에 대해 

계측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팅은 결과적으로 2/3이다. 세 디비젼의 각각에
서 SPINLINE 3 설계는 SPIN 시스템을 사용한 Chooz 원전에서 달성한 것과 유사
한 방법으로 기능적인 다양성 하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적어도 2개의 변수들이 

각 초기가상사고(PIE)와 관련된 사고 지시자(indicator)로 식별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다양성 작동 개시 기준은 분리된 하부시스템 LOP A 및 LOP B(그림 3.6 참
조)에 의해 그룹핑되고 처리된다. DIS(digital instrumentation system)는 각 디비젼에 

대한 데이터 획득과 안전성 비교처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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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울진 5, 6호기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구조 
x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둔 두 가지 시스템(일차 및 
다양성)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동일 제작사-서로 다른 버전 
x 

ABB사에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작된 AC160(일차 보호계통 용) 및   
Modicon PLC(DPS 용)를 공급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x Motorola 대 Intel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구조 
x 

서로 다른 기판 설계 상에서의 서로 
다른 칩세트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ATWS 사고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해 DPS에 의해 제공되는 축소된 
기능 백업; DPS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성 작동수단(즉, 원자로 트립을 
위해 MG 세트의 출력 접촉단자를 
끊음) 

생명주기(Life-cycle)   

동일 회사내 서로 다른 관리팀 
x 

ABB사 내 개별적인 디비젼에 의해 
공급되는 PPS와 DPS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x 
각 팀에 대해 서로 다른 직원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x 
각 팀에 대해 서로 다른 직원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DPS의 범위 및 구현에 기인한 
다양성계통간의 알고리즘 및 로직의 
차이점(즉, 2-out-of-2 동시논리 및 
축소 기능)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계측이 서로 다른 
방어계층을 지원; 서로 다른 조합 
신호세트가 DPS 와 보호계통을 지원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계측이 서로 다른 
방어계층을 지원; 서로 다른 조합 
신호세트가 DPS 와 보호계통을 지원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다양성계통간, 각 다양성계통 내 
디비젼 간에 사용되는 분리된 
센서들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일차 및 백업 다양성시스템; 서로 다른 
계층(echelons)에 대한, 그리고 일차 및 
백업시스템 간의 다양한 측정 및 작동 
기기 

보호계통은 4단의 다중 안전계통인 반면, 축소 기능을 
제공하는 DPS는 이중 중복(2채널) 비안전계통; 
보호계통은 보호계통의 디지털 프로세서를 
바이패스하는 계통 레벨의 하드와이어드 수동 
작동스위치를 갖고 있음. 

a의도된 다양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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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변수들은 2개의 LOP에 해당되는 분리된 프로세서에 분배된다. 부분적인 

트립 결과는 분리된 NERVIA 네트워크를 통해 2/3 보팅이 2개의 LOP에 해당되는 

2개의 트레인 내에서 수행되는 DRPS의 각 디비젼에 전송된다. 

구현된 보팅 로직은 Chooz 원전 SPIN 내 ULS에 대한 기술사항과 유사하다(그림 

3.6 참조). LOP 양쪽 트레인은 그 디비젼과 관련된 ESFAS 작동자(actuator)를 제어
하고 각 LOP 트레인은 2/3의 일반적인 동시논리에 기반을 둔 분리된 다양성 트
립 브레이커를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다양성 트립 브레이커는 서로 다른 제작사
에 의해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6 Dukovany 원전에서의 디지털 안전계통 [34]  

하부시스템들이 분리된 프로세싱 유닛(processing units)을 사용하는 반면, 각 하부
시스템과 관련된 플랫폼과 통신 네트워크(각각 SPINLINE 3 및 NERVIA)는 동일
하다. SPINLINE 3 플랫폼은 Motorola 68040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NERVIA는 데이터 전송에 대해 브로드캐스트 메세징(broadcast messaging)을 사용
하는 고 대역 토큰링 방식의 네트워크이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CLARISSE라고 

부르는 그래픽 데이터 플로우 지향(graphical data-flow-oriented)의 개발 환경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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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정형 프로그래밍 언어 기법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었다. SSDE(CLARISSE 

system and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는 분석 또는 직접적인 구현을 위한 바
이너리 코드로 컴파일을 위해 자동 C 코드 생성을 지원한다.  

ATWS 기능 구현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으므로 Dukovany 원전에 대한 다양성 

백업시스템의 설비에 대해 확증할 수가 없다. 안전(RTS 및 ESFAS), 제한 및 심층
방어 통제 라인(즉 계층, echelons)은 모두 SPINLINE 3 플랫폼에서 구현되었다. 기
능적인 다양성 하부시스템의 주요 다양성 인자(argument)는 입력 프로필의 다양
화 및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즉 서로 다른 신호 경로)을 사용하는 

것으로 RTS 및 ESFAS의 다양성 하부시스템은 초기사건을 제외한 어떠한 공통된 

자극(stimuli)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각 기능에 대한 주기적(cyclic) 및 변화하지 

않는(invariant) 실행방식이 공통된 수요 의존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비
동기적 수행(asynchronous operation), 정적 메모리 및 프로그램 형상(configuration), 

외부 인터럽트 배제, 그리고 시간에 따른 축적 또는 기능을 요구하는 수행이 없
이 함으로써 시간 의존적인 영향에 대해 잠재적인 공통된 자극을 배제할 수 있
다. 표 3.7은 Dukovany 원전에서의 다양성을 요약하고 있다. 

8. Lungmen 원전(대만)  

대만의 Lungmen 원전은 Taiwan Power Company(Taipower) 발주로 GE에 의해 현재 

건설중인 2호기로 구성된 신형 비등형 경수로(ABWR)이다. 제어계통, 정보계통 

및 안전계통들은 모두 디지털로 구현하고 있다 [35,36]. 그림 3.7은 주요 제어계
통 및 안전계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원전은 크게 6가지 주 벤더(main vendor) 및 

몇몇의 하청공급자로 구성되어 통합된 I&C 계통을 공급하고 있다. 일차계통은 

GE, DRS Tecchnologies(이전에 Eaton Corporation), GE Industrial Systems(GEIS), 

Invensys Process Systems, Hitachi 및 Mitsubishi Heavy Industries(MHI)로 구성되어 공
급하고 있다. 다중 벤더 구성과 디지털 플랫폼의 방식으로 심층방어계층 내에서 

뚜렷한 시스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 계통은 일차 안전기능들에 대해 백업 또는 보조 완화 기능을 두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심층적으로 도입된 

백업 및 보조 기능들은 원전 전체에 걸쳐서 확고한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ATWS 완화 로직은 안전계통의 CCF 발생시에 중요한 백업기능을 담당하도
록 되어있다.   



 

 

- 65 - 
 

 

 

표 3.7 Dukovany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서로 다른 기능적인 관계(즉, 각 
PIE 에 대응하는 다양한 작동 개시 
기준)가 DRPS 의 
하부시스템(LOP)에서 사용됨; 분리된 
통신경로로 된 다중 트레인이 안전 
컴포넌트 작동을 위해 제공됨; 
LOP 간의 다양성(서로 다른 공급자에 
의한) 트립 브레이커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x 

LOP 레벨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또는 방어레벨의 
계층(라인)에서의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분리된 팀이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음.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DRPS 내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이 알고리즘과 구조적인 
차이점뿐만 아니라 LOP 사이의 로직 
차이점도 제공함.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측정치가 SPINLINE 3 
하부시스템 내 대체 작동 기준을 
지원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측정치가 SPINLINE 3 
하부시스템 내 대체 작동 기준을 
지원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SPINLINE 3 내 디비젼 간에 사용되는 
분리된 센서들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안전계통 내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  
기능 다양성을 지원하는 다양성 측정 
기기; 
기기 다양성은 거의 제공이 안됨(특히 
디지털시스템에 대해서); 
가용한 ATWS 구현에 대한 정보가 없음 

안전계통은 하부시스템(LOP) 사이에서 작동 개시 
기준의 다양한 그룹핑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적 
다양성을 갖는 삼중 다중 계통임; 기능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디비젼 세트 내에서 다양성 센서들; 
ESFAS 및 RTS 통합된 공유 신호들; 동일 
플랫폼상에서 구현된 안전, 제한, 그리고 제어 
계층(echelons)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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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Lungmen I&C 계통의 전체적인 개요 [35]  

이 백업 기능(backup functionality)은 Lungmen 원전 I&C 구조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시스템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Lungmen 원전의 특성은 일차 및 이차 다양
성 시스템 구조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메인 Class 1E 안전계통은 SSLC(System Safety Logic Control)로 구성 되어있다. 이 

시스템들은 원자로보호계통(RPS), ESF 계통 및 핵 계측 계통(neutron monitoring 

system, NMS)으로 구성되어 있다. SSLC 내 이 안전계통들은 주로 GE 및 DRS 

Technologies 두 개 회사로 구성되어 공급하고 있다. DRS사는 ESF 계통을 공급하
고 GE 사는 RPS, NMS 및 관련된 격리 기능 시스템(isolation function systems)을 

공급한다. 

RPS는 정지 제어봉(rod scram)과 주증기 격리밸브를 닫아서 원자로계통 격리를 

통해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들을 결합한다. 때때로 RTIF(Reactor Trip and 

Isolation Function) 시스템으로 식별된다.  

ESF 시스템은 ECCS(Emergency Core Cooling System)과 다른 냉각 및 사고 후 보호
기능을 작동한다. ECCS는 HPCF(High-Pressure Core Flooder System), ADS(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 RCIC(Reactor Core Isolation Cooling), 그리고 HPCF(High-

Pressure Core Flooder System)을 포함한다. ECCS는 설계기반 사고(DBA) 후에 핵연
료 냉각을 위해 일련의 다양하고 다중화된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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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GE NUMAC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분산처리 소자들로 구성되는 

사중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 디비젼을 이루는 메인 모듈은 RMUs, 

digital trip modules(DTMs), 그리고 trip logic units(TLUs)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듈
들은 측정에서부터 조작까지 광통신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다운스트림 연계사항
(downstream interfaces)과 함께 작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로직 경로를 구성한다. 

RMU는 멀티플렉싱된 현장 데이터를 안전 계산을 수행하는 DTM으로 통신하도
록 되어 있다. DTM으로부터 부분적인 안전 조작결과값들은 모든 4가지 디비젼 

내 TLU와 통신하도록 되어 있다. TLU는 2/4 보팅으로 디비젼 트립 결과를 나타
내도록 되어 있다. 

ESF 계통은 RPS의 디비젼과 유사한 분산 모듈 구조로 5가지 디비젼으로 구성되
어 있다. ESF 모듈들은 32 bit PLµS 32 microprocessor에 기초한 DRS Technologies 

Programmable Logic Microprocessor System(PLµS)을 사용해서 구현되었다. 4개의 디
비젼은 원자로 유니트에 대해 전용의 ESF 계통을 구성하고 있고, 5번째 디비젼은 

두 호기 발전소의 비상디젤발전기의 spare swing set를 운영하기 위한 unit 연계로
서 작용한다. 4가지 주요 디비젼들은 RPS와 함께 ESF 계통 내에서 통신하고 

EMS(essential multiplexing system)을 통한 ESF 조작장치들로 통신하고 있다. 공통
적으로 디지털 작동 논리는 2/4 보팅으로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 

EMS는 5가지 분리된 시리얼 링 네트워크(즉, ESF 계통을 위해 4개와 5번째 디비
젼을 지원하는 하나)를 제공한다. 각 디비젼은 2개의 EMS 링에 연결되어 있다. 

EMS는 2개의 ESF 디비젼에 연결된 2개의 링으로 구성하는 2개의 디비젼으로 취
급된다. 링 네트워크는 DRS Technologies 사의 성능이 향상된 다중 광학 복제 메
모리 네트워크(PERFORM.NET)에 기반을 두고 구현되었다. 이 2개의 EMS 디비젼
은 각각과 링크되었고 다중 통신연계모듈(communication interface modules(CIMs))을 

통한 RPS와 링크되어 있다. 

Lungmen에서의 메인 공정제어시스템은 고장허용 제어 플랫폼상에서 구현되었고 

특히  Feedwater Control(FWC) System, Steam Bypass and Pressure Control(SBPC) 

System, Recirculation Flow Control(RFC) System, 그리고 Automatic Power 

Regulator(APR)는 GEIS Mark VIe platform을 이용해서 triple modular redundant(TMR) 

controllers로 구현되었다. 이 TMS 플랫폼은 Freescale 8349(즉, PowerPC) 

microprocessor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시스템들은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운전
조건들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안전계통에 백업기능을 하는 작동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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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Lungmen I&C 구조는 ATWS 완화 로직에 대해 발전
소 안전 정지 및 냉각에 대체 수단으로서 분리된 시스템을 제공한다. ATWS 시스
템은 몇몇의 제어계통과 Standby Liquid Control System(SLCS), ARI, 그리고 Fine 

Motion Control Rod Drive(FMCRD)와 같은 대체, 다양성 정지수단을 사용하는 비 

안전 1E 백업기능을 주로 한다. 그러나 ATWS 로직의 일부는 SSLC 캐비닛 내 

다양성 모듈에서 구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ATWS는 안전계통이 CCF로 인해 기능을 상실할 때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회복 시스템으로서의 단순한 기능을 담당한다. 표 3.8은 

Lungmen에서의 다양성 사용법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Lungmen ATWS 시스템은 안전 또는 보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자동 동작을 유발
하는 다중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RPS나 ESF 계통과 비교하여 간
단하면서 자동 동작이 축소된 세트(reduced set)로 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
은 운전원에게 수동제어의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작동기기에 대해 최소 

기기 세트를 통해 연계되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와 수동 입력들을 제공한다. 

ATWS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동작은 안전제어봉의 백업 스크램, 포이슨 액 주입
(liquid poison injection), 스피드 트립 또는 재순환 펌프의 런백(runback of the 

recirculation pumps), 그리고 급수 런백(feedwater runback)을 포함한다. 이들 동작에 

대한 로직은 RFC 및 다른 시스템 그리고 SSLC상의 ATWS 로직 모듈들에서 구
현되도록 되어 있다. 백업 스크램에 대한 로직은 TMR RFC 시스템 내에서 구현
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동작은 안전 로드, FMCRD 및 ARI의 동작에 대해 2/3 로
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RFC내에 구현된 추가적인 로직은 내부 펌프 런백 

및 원자로 펌프 트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로직은 신호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
해 FWC, SBPC, SSLC, 그리고 수동 개시로부터 측정 및 상태 입력 값을 사용한다. 

SLCS 주입 및 급수 런백을 개시하고 ADS 작동을 저지하기 위해 완화로직은 

SSLC 캐비닛 내 ATWS 로직 프로세서 모듈 상에서 구현되어 있다.  

Lungmen에서 적용된 다양성의 다른 측면은 ESF 계통 각 디비젼 내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능들의 비 유사성(dissimilarity)이다. 기본적으로 ESF 안전 응용소프트
웨어는 모든 디비젼에서 동일하지 않다. 상세하게 ESF 연동로직은 각 디비젼에
서 서로 다르다. 입력 및 출력 값이 숫자나 타입에서 서로 다르다. 다중 센서들
은 각 디비젼에서 유일한 식별과 타임 태그로 데이터 메시지를 갖는다. 소프트웨
어에서의 차별성을 증진시켜 동일 시간이나 실행에 따라 의존하는 CCF 취약성
에 대한 잠재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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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Lungmen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구조 
x 

다양성시스템은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둠.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동일 설계 

x 

GE 사는 RPS, DRS 사는 ESFAS, 
GEIS 사는 RFC, FWC, 그리고 
SBPC(Steam Bypass and Pressure 
Control) 공급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x 

Motorola 68000는 NUMAC, 
PLµS32는 DRS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 Freescale 
8349(PowerPC)는 Mark VIe 
(RFC 내 ATWS 로직을 제공); 
명기안된 SSLC내 추가적인 ATWS 
로직에 대한 프로세서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구조 

x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모토롤라 CPU 
헤리티지에 기반을 둔 RPS와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서 다양성 회로기판 
설계는 PLC에 기반을 둔 ESF 계통 

서로 다른 데이터흐름(data-flow) 구조 

x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모토롤라 CPU 
헤리티지에 기반을 둔 RPS와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서 다양성 버스 
구조가 PLC에 기반을 둔 ESF 계통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RPS, ESF 계통, 제어계통 및  
ATWS logic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적; ATWS 시스템은 DBE 대 
SSLC의 축소된 기능 커버리지를 
제공; ATWS는 발전소 정지의 
대체적인 수단을 제공(예를 들어, 
ARI, FMCRD, SLCS)하고 독립적인 
계통(급수, 제어봉 구동, 그리고 
응축계통)에 의해 ECCS를 공급한다; 
각 ESF 디비젼내에서 제공되는 서로 
다른 연동 로직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x 

GE사는 RPS, DRS사는 ESF, GEIS 
사는 TMR 제어계통 및 얼마간의 
ATWS 로직을 제공; ATWS 로직 
프로세서 모듈의 개발자에 대해서는 
정보 부재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 
각 회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직원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i 
각 회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직원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서로 다른 목적/기능 그리고 
ATWS의 축소된 범위(즉 축소된 
기능)로 인해 다양성시스템간의 
알고리즘 및 로직의 차이점; ESF 
디비젼간에서 제공되는 로직  차이점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x 

RPS/ESF 및 ATWS 사이에 서로 
다른 목적 및 기능은 차이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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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이끔; PIE 지시에 대한 변수 
선정 및 작동 개시기준(보증되지 
않는다면 ATWS 작동을 피하기 
위해)의 증가된 범위는 시간 
차이점에 기여함. 

서로 다른 실행환경 - 특정한 정보 부재 

서로 다른 기능표현 - 특정한 정보 부재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측정치는 방어의 서로 다른 
계층(또는 라인)을 지원; 서로 다른 
조합 신호 세트는 ATWS, ESF, 
그리고 RPS를 지원함.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측정치는 방어의 서로 다른 
계층(또는 라인)을 지원; 서로 다르게 
조합된 신호 세트는 ATWS, ESF, 
그리고 RPS를 지원함.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다양성시스템 간 그리고 다중 디비젼 
간에 사용되는 분리된 센서.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일차 및 이차 다양성시스템; 
각 시스템에 대한 다양성 측정 및 다양성 
기기 

네 겹(quadruple)의 다중 안전계통(RPS 및 ESF)은 
다양성을 띰; 축소된 기능 ATWS는 추가적인 
다양성을 제공; 서로 다른 목적, 로직, 그리고 
입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시스템들 사이의 기능적 
다양성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공통 클락이나 시간 신호가 CCF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은 모듈들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오류들은 거
의 동일 시간 또는 밀접한 시간상에서 모든 모듈에서 발생하는 동일 operation에 

의존한다. 디비젼 소프트웨어에서의 차별성은 모든 디비젼에서 발생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오류들의 가능성들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9. Olkiluoto-3 원전(핀란드)  

EPR(European or(Evolutionary) Pressurized Reactor)은 AREVA NP(이전에 Framatome)

사로부터 공급되는 신형 PWR로 핀란드에서 2012년에 가동을 목표로 Olkiluoto 

원전 3호기(OL-3)에 건설되고 있다 [37,38]. EPR은 AREVA Teleperm XS(TXS)와 

Siemens Power Plant Automatin(SPPA)사의 T2000(이전에 Teleperm XP)에 기반을 둔 

통합된 디지털 I&C 계통으로 구현되고 있다.  

OL-3호기에 대한 계측제어 구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내에서 발생 

가능한 CCF 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차 안전계통에 대해 축소된 기능 디지
털 백업(a reduced functionality digital backup)과 FPGA에 기반을 둔 하드와이어 백
업시스템(HBS, hardwired backup system)을 제공한다. 따라서 OL-3호기는 일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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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다양성 시스템 구조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3.8 Olkiluoto-3 계측제어 구조 [37]  

그림 3.8은 주요 I&C 계통을 나타내고 있다. 계측제어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계통
들로 이루어져 있다. 

(a) SICS(Safety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  

(b) PICS(Plan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  

(c) PS(Protection System),  

(d) RCSL(Reactor Control, Surveillance and Limitation System),  

(e) SAAS(Severe Accidents Automation System),  

(f) SAS(Safety Automation System),  

(g) PAS(Process Automation System). 

PAC(Priority Actuator Control) 모듈은 부분적인 작동장치들에 대한 연계사항을 제
공한다. 원자로 트립 및 ESF 기능은 사중(quadruple-redundant) PS 시스템 내에 구
현되고 있다.   

PS는 AMD K6-E2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둔 TXS 플랫폼에서 구현되었다. 

비 안전 I&C 계통은 이중 SIMATIC S7-400H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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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A-T2000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다. 비 안전 계통 중에 이중화된 SAS는 예상
운전과도사건(AOO)과 같이 자주 발생되는 PIE(postulated initiating events)에 대한 

PS 안전기능의 다양한 디지털 백업을 제공한다. 

PS에 대한 잠재적인 CCF 취약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성 백업들의 다중 

층에 덧붙여, OL-3(그리고 일반적으로 EPR)호기의 계측제어 구조는 각 PS 디비젼 

내에서 기능적으로 다양한 하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Sizewell, Chooz, Temelin, 

그리고 Dukovany 원전과 같은 이러한 전략적인 다양성 사용법 사례에서는 각 디
비젼 내 서로 다른 하부시스템 다양성 그룹인 A 및 B에 다양한 안전 변수들을 

할당한다.  

다양한 신호 및 얼마간의 작동장치들이 서로 다른 하부시스템에 할당되기 때문
에 상위 차원에서의 기능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 표 3.9는 OL-3 호기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을 나타내고 있다. 

PS는 네 개의 디비젼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디비젼은 5개의 APU(acquisition and 

processing unit)와 4개의 ALU(actuator logic unit)로 구성되어 있다. 디비젼 내에서 

각 APU는 두 가지 기능적인 다양성 하부시스템 그룹핑 중 하나로 할당되어 있
다. 각 APU는 안전기능 결과를 다른 3가지 디비젼 내 ALU의 해당되는 하부시스
템 그룹핑과 통신하도록 되어 있다. 디비젼 내 각 하부시스템은 디비젼들을 통한 

공유 안전 동작신호를 사용하여 하부시스템 당 다중 보팅(voting)에 대한 이중 

ALU를 제공하기도 한다. ESF 로직에 대해서는 이들 다중 보터(voters)들은 “OR” 

오퍼레이터를 통해 연결된다. 단일 보터로 된 설계와 비교해서 이 구조는 단일 

보터가 실패했을 때 ESF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계통 역량에 따라 디비젼 신뢰
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로 트립 로직도 다중 보터를 포함하고 있으
나 이들 보터는 “AND” 오퍼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다. 이 논리는 거짓(spurious) 원
자로 트립신호 발생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팅 된 하부시스템 그
룹핑으로부터 원자로 트립 신호들은 다른 트립 브레이커들을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룹 된 하부시스템으로부터 보팅된 ESF 동작신호들은 가능하면(feasible) 

일차 및 다른 ESF 메커니즘(예를 들면 노심냉각기능을 하는 비상급수계통 및 안
전주입계통)으로 할당된다. 

기능적으로 다양성 하부시스템 그룹핑(즉, 하부시스템 A 및 B) 사이의 CCF 취약
성에 대한 잠재성은 하부시스템들이 다양한 기능적 관련성에 기반을 둔 각 초기
가상사고(PIE)와 관련된 서로 다른 변수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최소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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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Olkiluoto 3호기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사용법(Usage)
a
 세부사항 

설계(Design)   

서로 다른 접근방법 – 동일 기술 

x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대 
FPGA 기반)에 기반을 둔 일차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서로 다른 구조 

i 

기술 다양성에 기인한 시스템 
마이크로 구조상에서의 고유한 
차이점; 원자로 트립 및 ESF에 대한 
디지털 백업도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두고 
제공됨.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설계 

x 

동일 벤더(AREVA/Siemens)에 의해 
공급되는 일차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 AREVA/Siemens 회사내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의해서 제공되는 
디지털 백업; 서로 다른 회사에 의해 
제작된 일차 및 백업시스템의 베이스 
플랫폼(특히 서로 다른 핵심 
프로세싱 기기)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i 

애플리케이션 전용 FPGA 프로세서와 
명백히 서로 다른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 AMD K6-E2 CPU 
대 로직 처리에 대한 주문형 
게이트어레이; 디지털 백업은 
SIMATIC S7-400H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함.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구조 

i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주문형 
로직(FPGA) 대 관련된 칩세트의 
CPU로부터 기인하는 고유하게 서로 
다른 회로기판 레이아웃에 가능성이 
있음. 

서로 다른 데이터흐름(data-flow) 구조 

i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 회로 대 
범용 컴퓨터/주변 버스 연계로부터 
기인하는 고유하게 사로 다른 버스 
구조에 가능성이 있음.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내재적인 메커니즘 
i 

기술 다양성(PS 대 HBS)에 기인한 
기능 달성을 위한 메커니즘에서의 
고유한 차이점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로직 또는 
작동수단 

x 

HBS는 트립 기능을 백업하고 SAS는 
높은 빈도 사건(10-3 사건/년)에 대한 
보호를 하는 반면  
PS의 목적은 모든 DBEs에 대해서 
원자로 트립과 ESF 보호를 제공; 
SAS는 DBEs 대 PS의 축소된 기능적 
커버리지를 제공; 서로 다른 기능 
관계(즉, 각 PIE에 응답에 대한 
다양성 작동 개시 기준)는 PS의 
하부시스템에서 사용됨; 작동 
디바이스에서의 기능 다양성이 PS, 
HBS, SAS, 그리고 RCSL의 몇몇 
기능들에 대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PS의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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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PIEs에 응답하는 ESF에 대한 
서로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도 
존재함. 

생명주기(Life-cycle)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관리 팀 

x 

AREVA/Siemens 내 서로 다른 팀들이 
PS, SAS, 그리고 HBS를 개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필란드 규제자에 
의해서 예견됨; 서로 다른 팀/ 회사는 
안전 및 비안전 시스템 
플랫폼(AREVA 대 Siemens)을 제공.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x 

일차 및 백업 시스템에 대해서 
개별적인 팀들을 통해 예견되는 
생명주기 다양성(전문지식/스킬 
세트가 고유하게 HBS에 대해서 서로 
다름)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x 

일차 및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개별적인 팀들을 통해 예견되는 
생명주기 다양성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기술 다양성(PS 대 HBS)에 기인한 
로직/기능 인스턴시에이션(예를 들면 
로직 구조)에서의 고유한 차이점; 
SAS의 축소된 범위(즉, 축소된 
기능)에 기인한 다양성시스템들간의 
알고리즘 및 로직 차이점; PS 내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은 
알고리즘 및 구조상의 차이점을 제공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i 

기술 다양성(HBS 대 PS)에 기인한 
로직/기능 실행에서의 고유한 차이점;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op 코드의 
순차적인 실행 대 설정된 어레이의 
병렬 실행)이 상이한 서로 다른 구조 
내에서 일차 및 백업시스템이 서로 
다른 로직으로 실행됨. 

서로 다른 실행환경 
i 

기술 다양성에 기인한 로직/기능 
실행에서의 고유한 차이점 

서로 다른 기능표현 
i 

기술 다양성에 기인한 로직/기능 
인스턴시에이션에서의 고유한 차이점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측정이 PS 하부시스템 내에서 
대체적인 작동 기준을 지원.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다양한 측정이 PS 하부시스템 내에서 
대체적인 작동 기준을 지원.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분리된 센서들이 다양성시스템들 
사이와 PS 내 디비젼들 간에서 
사용됨. 

기타 다양성 고려사항들 
일차 안전계통 내 기능적으로 다양성 
하부시스템들을 갖는 일차 및 이차 
다양성 안전 계통들;  
 
주요 시스템들(제어 및 보호) 사이에서 
얼마간의 신호와 작동 기기들을(우선순위 
연계를 통해) 공유; 
 
안전 기기에 명령신호를 보내는 
시스템들간의 중재를 하는 복잡한 
우선순위 모듈(priority module) 

SAS는 듀얼 다중(dual redundant)인 반면 PS와 HBS는 
네겹의 다중(quadruple redundant)임;  
 
PS는 기능적 다양성 하부시스템을 갖고 완전히 
기능성(functionality)을 갖는 반면, SPS는 축소된 
기능성(즉, PIEs의 제한된 세트를 커버)을 갖고 HBS는 
원자로 트립 조건만을 커버한다;  
 
각 보호계통에 대한 트립 브레이커와 센서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신호는 상호 검증을 위해 공유된다;  
 
PS, HBS, SAS, RCSL, 그리고 제어 시스템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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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간의 명령신호들 사이에서 디바이스 레벨에서의 
FPGA 기반 로직 우선순위 매김(prioritization)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본질적으로, 보호기능과 변수/센서 입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응용 소프트웨
어는 다양성을 가진다. 하부시스템은 어떠한 공통적인 안전기능들과 공유하지 않
는다. 하부시스템은 전기적으로 독립적이고 어떤 통신 링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기기가 하부시스템들에 사용되었고 하부시스템이 

동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기능블록 모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 OL-3호기에서는 SAS의 일부로서 구현된 디지털 백업 

기능과 HBS에 의해 제공되는 비 소프트웨어에 기반 백업기능을 통해 축소된 기
능적 완화 역량(reduced functionality mitigation capability)에 의해 기기 다양성 및 로
직 다양성이 달성된다. SAS는 SPPA-T2000 기기를 사용한 다양성 플랫폼을 통해 

구현되는 반면, HBS는 FPGA 기반 백업 트립 기능을 통해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
된 다양성을 제공한다. SAS는 초기가상사고(PIE)의 축소 세트에 해당되는 제한된 

측정 세트(measurement set)를 도입하고 있다. HBS는 PS에 의해 사용되는 백업 트
립 기능에 대한 동일 변수에서의 분리된 측정치(separate measurements)를 사용하
고 있다. SAS는 업그레이드된 품질로서의 비 안전계통이고, 반면 HBS는 PS 보다 

하부의 안전등급으로 된 안전관련 시스템이다. 

PS내 하부시스템 A 및 B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적 다양성 및 다양성 백업시스템
에 의한 완화기능에 덧붙여 I&C 구조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심층방어 개념이 

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원자로 트립 및 안전계통에 위험한 상황(challenges)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RCSL 시스템은 제어, 검사(surveillance) 및 제한된 

기능들(limited functions)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RCSL은 발전소 조건들을 제한시
켜서 안전계통 위험을 피하는 방식의 소프트 보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파워 

런백(power runback)과 같은 조치는 과도상태에 반응하여 정상운전상태로 되돌리
는 행위이다. 

끝으로, 보호계통에 대한 CCF 취약성의 잠재적인 원인으로는 최종적인 작동장치
의 공통 부분(commonality) 또는 공유(sharing)에 있다. EPR 설계에서 PAC 모듈은 

ESF 작동장치 및 펌프 구동기에 대해 연계 역할을 한다. 이것의 목적은 리소스 

보호(즉, 포화된 또는 고장 난 기기에 대한 제한된 수요(demands))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소스(예를 들면, 안전, 제어 및 수동 명령신호)들로부터 명령을 

중재하면서 작동 리소스의 사용을 관리하는데 있다. ESF 냉각계통과 같은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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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는 안전 및 정상 운전 기능들을 제공한다. 입력 신호들간의 선택은 안전
목표에 기반을 둔 우선순위를 강화하기 위해 최종적인 신호 중요 요소(final signal 

arbiter)를 요구한다. OL-3호기에서 PAC은(예를 들어 Chooz 또는 Sizewell 원전과 

같이) 간단한 릴레이 세트가 아니라 FPGA 기반의 우선순위 로직과 통신 연계사
항을 비 안전계통에 제공해주는 다소 복잡한 장치이다. PAC은 각종 센서 및 명령 

입력신호들을 우선순위화 해서 발전소 인허가 요건 및 운전 우선순위 설정
(preferences)을 반영해주는 출력 값을 분배한다. 또, PAC은 작동장치 및 이들 리
소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장치들로부터 ckeckback(또는 surveillance) 신호들을 

감시한다. Checkback 특징은 포화 제한치에서 제한치 조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PAC 밸브가 full 위치 이전 또는 이후로 구동위치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밸브로 보내지는 명령을 억제한다. 다중 사용의 조작장치들은 PAC 모듈을 통해 

연계된다. 

이 최종 장치는 보호기능의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적인 사이트로 인식되는 것
이다.  공통 PAC 모듈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CCF 현안을 강조하기 위해 PAC 

대체안 설계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된 복잡
도에 대한 현안은 어떤 최종적인 결정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선순위 연계
모듈(예를 들면 Sizewell, Chooz, Temelin 및 Dukovany 원전)을 제공하는 타 발전소
에 대해서는 CCF 취약성에 충분히 역점을 두는 인자(argument)는 최종 제어장치
의 단순성 및 시험성에 있다. 

 

제 3 절 원전 다양성 사용법 요약  

표 3.10은 각국에 분포하는 개량형 원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식별된 다양성 사용
법 예를 요약하였다. 다양성을 구현하는 우세한 해결방법은 일차 및 이차 다양성 

계통 구조로 적어도 하나의 계통에 신호 다양성에 의해 지원되는 전통적인 기능 

다양성을 짜 넣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사된 대부분의 예가 마이크로프로세
서 기반 플랫폼을 각 다양성 계통에 대한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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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각국 원전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요약a  

다양성 속성(Diversuty attribute) Darling-
ton 

Sizewell Chooz B
Kashiwa-

zaki 
Temelin

울진 
5,6 호기

Duko-
vany 

Lung-
men 

Olkiluoto 
3 호기 

설계(Design)                  
서로 다른 기술 - x - x - - - - - 
서로 다른 접근방법-동일 기술 - - - - - - - - x 
서로 다른 구조 x i x i x x - x i 

기기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서로 다른 설계 - x - - - - - - - 
동일 제작사-서로 다른 설계 - - - - - - - - x 
서로 다른 제작사-동일 설계 x - x - - - - x - 
동일 제작사-서로 다른 버전 - - - x x x - - -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처리 구조 x i x i x x - x i 
동일 구조 내 서로 다른 로직처리 버전 - - - - - - - - - 
서로 다른 기기 통합 구조 x i - - x x - x i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 구조 - i - - x - - x i 

기능(Funtional)  
서로 다른 내재적인 메커니즘 x i - i - - - - i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논리 또는 작동 
수단 x x x x x x x x x 

서로 다른 응답시간 범위 x - - - - - - - -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 x x - - - - x -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관리 팀 x - - - x x - - x 
다른 설계/개발 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x i i - x x - i x 

다른 구현/검증 팀(테스터, 설치자 또는 
확인요원) 

x i i - x x - i x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i x i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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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수행 순서 - i - i - - - x i 
서로 다른 런타임 환경 x i - i - - - - i 
서로 다른 기능적 표현 x i - i x - - - i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x x x x x x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x x x x x x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x x x x x x x x 

a의도된 다양성 (x), 고유 다양성 (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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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양성 전략  

제3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전산업에서의 안전필수계통에서의 디지털 기술 사용
법에서 보여준 사례들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다양성 전략들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다양성 조합은 NUREG/CR-6303에서 주어진 다양성 속성의 관점에서 특성화 될 

수 있다. 잠재적인 CCF 취약성의 성질을 고려하였고 이들 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 다양성을 적용시켰을 경우 예견되는 영향들을 평가하였다. 

언급된 예제, 원전 안전계통 고유 성질, 그리고 가용한 I&C 계통에 적용된 기술
적 특성에 관련된 고려사항들을 기초로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 공학적 판단이 적
용되었다. 결과적인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이 적용되는 예와 이론적 설명
(rationale)들을 4장에서 기술하였다. 

이들 전략들은 다양성 사용법에 요구되는 해결방법이 아니라 적절한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다른 대체(alternate) 다양성 전략
들도 가능하며 유사하게 적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제 1절 다양성 사용법 

1. 다양성 평가 시 고려사항  

원전 I&C 계통 구조에 대한 다양성 구현에 대한 필요성은 NUREG/CR-6303에서 

제시된 방법과 같이 D3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 안전기능과 관련된 CCF 취약성에 

적절히 역점을 두기 위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된 부분에서는 동일한 안
전기능 또는 동급의 보상(complementary)의 기능 수행을 위해 자동 다양성 대책
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 산업에서 다양성의 구현방법은 전통적으로 안전
계통 내 다양성 요소(예를 들면, 다중부위(redundancies), 하부시스템 및 기기)나 

분리된 다양성계통(예를 들면, ATWS, DAS)을 적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필수적으
로 다양성이 보통 채택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사고 감지에 대응
되는 총체적인 작동(action)이 1/2(또는 N) 관계(즉, 단순한 논리 “OR”을 효과적으
로 제공하며)를 반영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병렬로 이루어진 다양성 계통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다양성계통들에 구현된 기능은 비록 목적(즉, 제어, 제한, 또는 보호),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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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를 들면 연속 제어, 한번 개시, 요구 시 불연속적인 조작), 또는 기능적 관
계(예를 들면 동일 사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시 기준)에 따라 변하지만 일반적
으로 성격 상 유사(즉, 안전 제한치로 위협받을 때 보상적 작동 개시를 이끄는 

발전소 조건을 반영한 측정 데이터를 기능적 처리)하다. 다양성 기준들간의 수용 

가능한 조합에 대한 지침을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들을 

통해 제공한다. 각 다양성 전략의 목적은 CCF에 대해 공통 결함 원(sources of 

common faults), 취약성 장소(locations of vulnerabilities) 및 유발 조건(triggering 

conditions)에 역점을 두는데 있다.  

다양성계통에 관해서는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대상이 되는 측
면(targeted aspects)은 목적(Purpose), 공정(Process), 결과물(Product), 그리고 성능
(Performance)을 포함하고 있다. Purpose와 Process와 관련된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
스템 결함(예를 들면 결함(flaws), 결손(deficiencies), 이해부족(misunderstandings), 

실수(mistakes), 오류(errors), 흠(defects))이 유입되는 고장원(sources)이 관심 대상이
다. 이들 고장원은 요구사항(requirements), 설계개념/계통 사양(design 

concepts/system specifications), 컴포넌트 및 부품(components and parts), 그리고 제작
라인(manufacturing lines) 뿐만 아니라 각 생명주기 단계에서의 인적 요인 및 도구 

세트를 포함한다. Product 측면에서는 고장을 일으키기까지 잠복 결함(latent faults)

으로 남아 있는 플랫폼과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실제 계통이 관심 대상이다. 

어떤 공통고장의 위치는 하드웨어, 계통 소프트웨어 또는 기본 처리 요소
(processing elements),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로직, 통합 하드웨어/소프트
웨어 환경, 그리고/또는 연계항목(예를 들면 통신, 파워, 구조)에 있을 수 있다. 

Performance와 관련된 계통 측면에서는 기능의 실행과 외부영향에 대한 응답
(response to external influences)을 포함한다. 실행(execution)은 주로 계통 고장을 유
발하거나 조건의 공통성(commonalities)을 유입하는 수요(즉 입력들) 및 처리 메커
니즘(예를 들면 내부 상태 및 상태 전이)와 관계가 된다. 외부 영향에 대한 유사
한 응답은 공통고장에 대한 유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각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 기준들에 대한 조합은 공통 결함의 유입을 최
소화하고 해당 취약성을 완화하고 적용(즉 실행)의 공통성을 관리하고 외부 요소
에 민감한 유사성을 감소시키면서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에 역점을 두는데 

있다. 각 다양성 전략들의 이론적 설명(rationale)에 대한 추후 기술에서 이들 다
양성 효과는 공통 시스템적인 결함에 대한 영향, 동시 실행 프로필(concurrent 

execution profiles) 또는 외부 영향에 대한 유사한 응답으로 특성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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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 다양성(Crosscutting Diversity) 사용법 

가. 기능 및 신호 다양성 

전통적인 다양성 사용법방법으로 기능 다양성 및 신호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사
용하는 것은 원전 I&C 계통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요구사항 

결함, 시스템적 결함 및 공통 또는 공유 기기로부터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하드와
이어드 계통의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해결방법들이 개발되
어 왔다. 이 다양성 영향은 계통 고장을 초래하는 공통 설계 오류의 발생가능성
과 공통 결함을 야기시키는 동시 실행 프로필에 대한 잠재성을 줄이는데 있다. 

사례 조사를 통해 이 다양성 접근방법은 디지털 안전계통의 다중의 하부시스템
(redundant subsystems)이나 안전계통 및 그에 상당한 다양성 작동시스템(diverse 

actuation systems)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구현되었다. 거의 모든 원전 사례 경우와 

같이 신호 다양성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일차적인 디지털 안전계통 내 다중 하
부시스템(redundant subsystems)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GDC 22와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병렬 다양성계통(parallel diverse systems)이 다양성 달성을 

위한 일차적인 수단인 경우 계통 입력간의 어느 정도의 의도적인 신호 다양성(단
순히 분리된 다중 센서(separate redundant sensors)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을 주는 

것은 비교되는 계통(comparative systems)들에서의 입력 다양화(그리고 관련된 기능 

다양성)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얼마간의 다양한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
(즉, 선정된 PIE(필요에 의해 발전소 D3 분석에 기반을 두고)에 해당되는 동일 

또는 보상 기능에 대한 다양한 개시 기준)은 각 시스템에 의해 보여진 신호 경로
의 입력 컴포넌트의 정확한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 

원전 사례 조사에 근거해서,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조합 사용법은 디지털기술의 

특정한 특성의 수용(accommodation)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대체되는
(replaced) 방법이 아니라 보충적인(supplemented) 베이스라인 실례로서 각 전략 내
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의도적 다양성 적용으로 강조되는 특정한 기능 다양성 기
준은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 수단이 포함된다. 각 신호 다양
성 기준의 의도적 사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인 기능적 다양성을 사용하면서 채
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다양성 기준은 모든 다양성 전략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용법은 기존 원전에서 새로운 측정값 대한 설비 개조(backfit)

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한 다양한 측정값들의 사용을 강화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베이스라인 사용에 대한 입장은 GDC 22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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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한 국제적인 지침들과도 

일관성이 있다. 기능(그리고 지원되는 신호) 다양성의 사용은 원전 I&C 계통에서 

CCF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으로 IEC 62430에 의해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2].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다양성에 대한 유럽 규제자 그룹에 의해 도출
된 공통적인 입장은 다양성 디지털시스템의 구현에 있어 기능적 다양성을 “가능
한 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9]. 

나. 기기제작사 및 생명주기 다양성 

생명주기 다양성과 기기제작사 다양성 속성간의 교차 의존성(cross-dependence)으
로 인해 이 두 가지 다양성들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양성계통에 

대해 서로 다른 제작사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조직을 선정하는 것
과 동등하다. 다양성계통의 개발에서 분리된 제작사간의 연합 벤처이거나 부 회
사 및 자회사로부터 상응하는 결과물을 포함하는 상황과 같이, 두 회사간의 공통 

팀 또는 서로 다른 회사간의 공유된 직원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예
상할 수 있다.  

동일 기기제작사가 다양성 계통을 공급하는 경우, 공유되는 제조공정 또는 공통 

소스가 되는 재료 또는 파트 등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물리
적 결함에 대한 잠재성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역의 효과가 공통 영향(influences)

의 결과 또는 각 다양성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 자원(예를 들면, 문화적 

요인, 직원, 도구 세트, 회사 실제 경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통 

설계오류나 구현 에러로 인한 계통 고장의 잠재성은 공통 개발팀 및 구현 팀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매우 큰 관심사이다. 이런 고려사항으로 서로 다른 제작사 

선정을 일차적인 기기 공급자로 다양성계통에 적용하는 것은 CCF 완화에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요약하면 서로 다른 기기제작사(또는 계통 공급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유된 제작 공정, 계통 통합 접근방법, 소스 재료/컴
포넌트 또는 결핍된 품질관리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및 설계 실수 또는 구현 에러로 인한 사람이 개입된 시스
템 결함의 가능성은 서로 다른 직원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적어도 각 계통의 

생명주기에서 인적 다양성을 채택함으로써 동일 사람 또는 팀에 의해 도입되는 

공통 결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서로 다른 설계조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일괄적인 생명주기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 경우, 프로젝트 관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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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 팀, 그리고 구현 및 검증 팀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서로 다
른 조직이 관여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설계 및 구현 팀들이 고유하게 제공된다
고 추론할 수 있다. 직원 다양성(한쪽 경우에서 설계자, 엔지니어, 그리고/또는 프
로그래머, 다른 쪽 경우에서 시험자, 설치자 또는 확인자)에 대한 양쪽 생명주기 

기준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가정을 한다. 

서로 다른 회사에 의해 공급되는 계통들은 설계에 대한 얼마간의 변화된 설계와 

함께 몇몇의 서로 다른 기기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한가지 예상되는 

결과는 다양성 계통은 공통적인 외부 영향(예를 들면, 환경 스트레스)에 동일하
게 반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외부 영향에 대해 분리 및 통제에 

의해 공통적인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CCF 및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한 

일차적인 고려사항이다. 

서로 다른 제작사 선정, 그리고 서로 다른 설계조직과 같은 기저효과(bottom 

effects)를 이용하면 공통성(commonalities)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공통된 시스템 

결함(예를 들면, 제작 결함, 설계 실수 및 구현 에러)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통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것 보다 서로 다른 공급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다
양성 계통들이 공통성을 덜 갖는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지만, 공통 제작사를 통
해 각 계통에 대해 단일 개발팀 대신 분리된 팀들을 적용한다면 계통 결함 도입
에 관한 상당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
작 라인을 통한 공통 결함 또는 오류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작 또는 계통 통합 공정에서의 잠재적 공통성을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취해
지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어느 정도 최소화된다면, 공통된 기기제작사(또
는 계통 공급자)가 선정될 수 있다. 

공통 제작사(또는 계통 공급자)가 선정되었다면, 단일 개발 팀을 적용하는 대신 

각 계통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팀들의 사용법으로 동급의 생명주기 다양성이 달
성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 시나리오 하에서 생명주기 다양성은 의도적으로 

고무(invoke)될 수 있다. 회사 내 단일 팀 형태(예를 들면 각 해당 설계, 개발, 시
험, 그리고 설치 원칙 그러나 분리된 관리). 각 팀들이 두 계통들에 대해 정확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각 팀의 직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NUREG/CR-6303에 서로 다른 관리 팀들을 의도적
으로 사용하는 지침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경영이 적용되는 자원과 설계 팀이 

일하는 법인체의 문화를 통제하기 때문에 “관리(management)”는 생명주기 다양성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상, 관리는 중요하게 목적(objectives),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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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부여하는 제약사항(constraints)을 통해 공통된 시스템 에러에 대한 잠
재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예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기기 및 서로 다른 제작사 선정을 통해 

다양성 계통을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공급자가 선정되어도 개별적인 

팀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각 다양성 계통들에 적용하였다. 거의 모든 사례에
서 생명주기 다양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설계 또
는 유사한 설계에 이런 다양성의 의도적인 적용은 한 조직 내 분리된 팀이나 또
는 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를 통해 달성되었다. IEC 표준에서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처하는데 서로 다른 기기 및 서로 다른 개발 팀을 두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40]. 

사례조사를 통해 발견한 공통적인 실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기기제작사(또는 

계통 공급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각 전략에서 베이스라인 실례로서 취급한다. 

각 분류 내에서 대체 다양성 전략(alternate diversity strategies)들은 다양성계통에서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의 변형으로서 동일 제작사를 의도적으로 선정하
는 것에 기반을 둘 수 있다. 각 계통에 할당된 서로 다른 팀들을 의도적으로 적
용하는 것은 공유된 인적자원에 의해 공통 결함의 유입 잠재성에 역점을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동일 기기제작사로부터 다양성 계통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회사 내 분리된 팀들을 의도적으로 보상적인 측면에서 적용
(compensatory intentional application )하는 것에 교차 의존성(cross-dependent)을 띤다. 

유사하게 특정 응용분야(application-specific) 계통과 관련된 생명주기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서로 다른 설계 조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각 전략 내에서 베
이스라인 실무 예(baseline practice)로서 채택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생명주기 

다양성 기준 베이스라인은 서로 다른 설계개발 팀(즉, 설계자, 엔지니어, 그리고/

또는 프로그래머)과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즉, 시험자, 설치자, 그리고 확인자)의 

형태로 고유의 생명주기 다양성에 대응하며 서로 다른 설계조직을 의도적 사용
하는 것이다. 각 분류 내에서 대체 다양성 전략들은 동일 제작사가 다양성 계통
을 공급 할 때 분리된 팀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대체 전략 

접근방법은 각 계통에 대해서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반되는 팀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관리 팀; 서로 다른 설계 및 개발 팀; 그리고 서
로 다른 구현, 검증, 설치 팀. 이 전략 변종(variants)에 대해서 양쪽 계통들을 공
급하는 회사 내에 의도적 생명주기(인적) 다양성은 공통 직원 또는 공통 법인 제
약사항 또는 문화적 실제 경험의 적용을 통해서 계통 에러의 도입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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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들 다양성 속성들에 대한 교차 의존적인 관계는 각 다양성과 관련된 기준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연관(linkage)을 가져다 준다. 다양성 계통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제작사가 선정되었다면 서로 다른 설계 조직이 효과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반대로 동일 제작사가 다양성계통들에 대해 선정되었다면 각 계통에 대해서 전
체 생명주기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팀(즉, 관리, 설계 및 

개발, 그리고 구현 및 검증)들을 의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성 기준 

사이의 연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모든 다양성 전략들에 적용된다. 생명주
기 및 기기제작사 다양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은 다양성 사용법 사례 분
석을 통해서 이끌어진 공통적인 실증 경험과 일관성이 있다. 

서로 다른 제작사 선정이라도 공통 파트나 기기에 대한 잠재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성 계통의 기기 및 파트는 어떤 공통 항목
(common items)이 충분히 간단해서 의도된 적용에 품질 인증된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다양성 접근방법 분류 

기술(technology)은 각 다양성 전략들을 그룹핑(grouping)하거나 패밀리(family)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주요 특성이다. 다양성 계통, 다중성 부위(redundancies), 하
부시스템, 모듈 또는 기기(equipment)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선정은 의도적으로 

적용되는 설계 다양성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전략들을 분류하기 위한 이 접근방
법의 근본적 이유는 비교상의 각 다양성 계통과 관련된 공정(process, 예를 들면 

설계 및 구현) 및 결과물(product,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계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NUREG/CR-6303에서 식별된 서로 다른 다양성 속성
의 대부분이 다양성 계통에 대한 설계 선정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두 번
째로 다양성 기술에 기반을 둔 계통 및 기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차이점들은 종
종 뚜렷하다. 두 후보가 되는 하부시스템간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설계 다양성
이라고 NUREG/CR-6303에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NUREG/CR-6303 표현방법으로 설계 다양성 속성은 크게 (1) 서로 다른 

기술, (2)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접근방법, 그리고 (3)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구조로 분류 구성 체제(framework)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규약(convention)을 기본으로 첫 번째 그룹핑은 전략 A로 명명하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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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기술들에 의해 특성 지어 질 수 있다. 계통 또는 플랫폼 레벨에서의 전략 

A 베이스라인은 설계 다양성을 제공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구현을 예로 설명
할 수 있다.  

전략 B로 명명된 두 번째 그룹핑은 별개의 기술(distinct technology)을 이용한 접
근방법이다. 전략 B 베이스라인은 FPGA와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즉, CPU) 같이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  

전략 C 분류는 동일 기술 내에서 구조적인 변종(variant)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략 

C의 예로는 서로 다른 CPU(예를 들면 인텔 펜티엄과 애플-IBM-모토롤라 [AIM] 

Power PC)에 의해 공급되는 다양한 마이크로 구조와 같이 서로 다른 디지털 구조 

사용과 관련이 있다. 

전략 D는 비교되는 다양성계통에 대해서 동일 기술(예를 들면 동일 플랫폼)을 

사용한다. 전략 D를 요약하면 설계 다양성이 없고 기기 다양성이 조금 또는 없
는 경우이다. 원전 사례에서는 극단의 공통 플랫폼을 적용하는 사례로는 

Dukovany 원전과 Kashiwazaki-Kariwa 원전(KK-6와 KK-7도 제한된 기능을 포함하
고 아날로그 ATWS 능력을 백업으로 하지만)이 있다. 원전 사례에서 CCF 고려에 

대해서 전통적인 다양성(즉,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을 채택하고 있다. 이 다양성 

조합은 각 다양성계통과 관련된 신호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디지털 CCF 취약성
에 대한 잠재성에 영향을 미친다. 

 

제 3 절 다양성 전략 

1. 개요 

가. 전략 A 

전략 A는 기술적 차이점으로부터 발생되는 포괄적인 다양성 영향을 나타내면서 

다양성 성질 및 이들 기술의 측면에 의해 발생되는 근본적인 비 유사성
(dissimilarities) 특성인 관련된 고유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 전략에서는 서로 다른 

구조를 통해 설계 다양성을 사용하면서 고유하게 정도가 변화하는 것은 서로 다
른 기술, 처리 기기, 기능, 로직, 플랫폼에 따라 다른 생명주기 다양성을 결과로 

낸다. 연계(coupled)된 다른 제작사 및 다른 설계 조직의 교차 의존 선택과 연계
되어 기존의 다양성(신호 및 기능)의 의도적인 사양은 추가적인 다양성 정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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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 B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의한 전략 B는 구조적 특색, 처리 기기, 기능, 로직, 그리
고 플랫폼에 따라 서로 다른 (개별적인 설계다양성의 사용으로 고유한) 생명주기 

다양성을 초래한다.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통 사항
이고 교차 의존 선택으로는 서로 다른 제작사 및 서로 다른 설계 조직이다. 추가
로 규정된 기능 다양성과 관련해서 로직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사용(즉 서로 다른 

알고리즘 및 논리) 할 수 있다. 

다. 전략 C 

전략 C는 동일 기술 내에서 CPU 마이크로 구조와 같이 서로 다른 구조를 채택
해서 플랫폼에 따라 서로 다른 생명주기 다양성을 구현하는 고유 결과를 제공한
다. 다른 전략 패밀리와 같이 의도적인 다양성이 기기제작사, 기능, 생명주기 및 

신호 다양성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플랫폼과 잠재적인 매크로 

구조의 유사성이 가능한 로직 처리에 대한 수단에서의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 

로직 및 처리기기 다양성이 추가된다. 

라. 전략 D 

전략 D에서는 다양성계통의 기본 기기(하드웨어 파트, 소프트웨어 블록, 계통 구
조)들이 동일하다는데 주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략 D에서 이 접근방법을 지
원하기 위한 일차적인 필요성은 플랫폼이 CCF 취약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
다. 원전에서는 유사하거나 보상 기능을 제공하는 병렬 다양성 계통들은 안전계
통에서의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한 전형적인 구조이다. “병렬 다양성 

(parallel diverse)” 구현은 분리된 계통(즉, 동급의 안전계통(coequal safety systems) 

또는 일차 및 이차 계통(primary and secondary systems)) 또는 분리된 다중성 부위
(separate redundancies) (또는 다중성 부위 내 하부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입력
과 내부 상태와 같은 신호 경로의 다양화가 플랫폼의 잠복 체계 결함(latent 

systematic faults)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시에 일어나는 실행 프로필(concurrent 

execution profiles)에 대한 잠재성을 줄일 수 있지만, 예외 처리(exception handling),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에이징”) 또는 하드웨어 결함/노
후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시험되지 않은 조건들에 반응하는 공통
결함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통 플랫폼과 연관된 CCF 취약성
들이 심각하지 않다는데 대한 정당화는 다양성을 제외한 고려사항에 따라 의존
한다. 공통 플랫폼을 채택하는데 대한 적절한 요인들의 일부는 운전 경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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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기능 사용법, 플랫폼 품질보증 및 다른 예견되는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고려사항들은 본 보고서 범위를 벗어나고 따라서 포괄적인 취급은 가능하
지 않다. 결과적으로 전략 D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베이스라인 전략으로 포
함하지 않는다.  

2. 전략 A: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들  

전략 A 분류는 다양성계통(diverse systems), 다중성 부위(redundancies) 또는 하부시
스템(subsystems)을 구축하는데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fundamentally diverse 

technologies)들을 기본(basis)으로 채택하는 다양성 전략들을 총망라한다. 계통 레
벨에서 이 기술의 사용은 아주 뚜렷하고, 각 기술(예를 들면, 제곱근 추출기
(square-root extractor), summing, comparator/bistable 회로와 같은 아날로그 모듈 대 

필요한 계산 능력을 제공하는 FPGA나 CPU 칩을 장착한 프린트 회로기판)과 관
련된 현저하게 서로 다른 기기(equipment)를 통해 이 기술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전략 A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
인 고유 다양성(inherent diversity)을 제공하며,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
(fundamentally diverse technologies)들의 특성 상 현저한 기술들의 차이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다. 의도적 다양성(intentional diversity)은 주로 특
정 보호계통 요구사항(예를 들면 GDC 22)을 만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발되어
온 전통적인 다양성들을 병합하는데 주로 명세되고 있다.  

전략 A의 설계 다양성(design diversity)의 결과인 고유 다양성은 기기제작사, 처리 

기기, 기능, 생명주기 및 로직 다양성이다. 플랫폼/컴포넌트의 관점에서의 서로 

다른 헤리티지(heritages)은 기기제작사와 생명주기에 대한 고유 다양성을 설명해
준다.  기술들의 성격에 의해 처리 기능들의 수단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처리 기기(processing equipment)에 대한 고유 다양성을 제공해준다. 마찬가지로, 

고유 로직 다양성(inherent logic diversity)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기술에 대한 근본
적인 구현 및 처리 방법들에 있어서 현저한 비 유사성(dissimilarity)의 결과이다. 

기능들(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 설정 및 기능의 다양한 실행)의 표현과 실행
에 대해 서로 다른 내재한 메커니즘(underlying mechanism)의 결과로부터 고유 기
능 다양성(Inherent functional diversity)이 나타난다. 애플리케이션 특정한 계통 개발
에서의 잠재적인 공통성(commonalities)에 역점을 두기 위해 교차의존(cross-

dependent) 생명주기 및 기기제작사 다양성에 대해 추가적인 의도 다양성
(additional intentional diversities)이 명세 된다. 계통 레벨에서의 잠재적인 CCF 취약
성에 대해 오래 지속된 중요성에 대응하여 원전에서 개발된 다양성의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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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인 기능 및 신호 다양성(intentional functional and 

signal diversities)들이 전략 A 분류의 베이스라인(baseline) 전략으로 편성
(incorporate)하였다. 

가. 전략 A와 관련된 사례 조사  

해외 원전산업에서 인용된 사례에서는 Sizewell 원전이 전략 A에 해당하는 대표
적인 사례이다. 기술에 집약된 이 접근방법의 사용은 여러 논문, 보고서 및 지침
에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비 컴퓨터 기반 기술
(noncomputer-based technology)의 사용이 유럽 규제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소프트웨
어 설계 다양성에 대비한 공통적인 입장으로 추천되고 있다 [39]. 

최근 원전 개량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계통(안전계통을 포함한)과 아날
로그 계통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I&C 구조를 채택하는 원전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기술의 융합이 어떤 특정 발전소에 대해 얼마간의 의도적인 

다양성 전략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성 및 일정 상의 더 큰 이유로 추진되
었기 때문에 다양성 전략 예라고 보기는 힘들다. 방어라인 내 또는 방어 라인들
을 걸쳐서 설계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간의 아날로그 계통(즉, 유지
(maintained), 쇄신(refurbished), 대체(replaced))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Sizewell 원전 사례에서 다양성은 전산 기반의 일차 보호계통과 아날로그 기반의 

이차 보호계통의 설비를 통해 구현되었다. 이 두 가지 병렬 다양성 계통(parallel 

diversity systems)을 비교하면 설계, 기기(제작사), 기능, 생명주기, 그리고 신호 다
양성들이 의도적으로 제공되었다. 이 기술 사용법(usage)을 바탕으로 기기(처리) 

다양성 및 로직(소프트웨어) 다양성에 대해서 고유 다양성을 추론할 수 있다. 독
립된 다양성 파워 서플라이 및 다양성 작동기기와 같은 하드와이어드(hardwired)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방법도 적용되었다. Sizewell에서 거의 

모든 의도된 다양성은 일차 및 이차 보호계통들을 다양화하기 위해 구현되었다. 

그러나 개시기준(즉, 신호 다양성 및 기능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제공하
는 전통적인 실제 사례에서는 일차 보호계통 내 분리되고, 독립적인 하부시스템
들을 통해 구현되었다. 독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호 다양성이 분리된 다중 센
서(separate redundant sensors)에 의해 다양성 계통 간에 제공되었다. 추가로, 고 빈
도 PIE에 대한 개시기준에 주로 역점을 두는 이차 보호계통(secondary protection 

system)의 얼마간 축약된 기능 범위(reduced functional scope)를 통해 다양성계통들 

사이에 기능 다양성 수단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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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 A의 근거(rationale) 

(1) 전략 A 기술 차이점의 영향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은 물리적 성질과 기능(즉 표현과 실행)들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현저하게 큰 차이점으로 특성 지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
으로 다양한 기술에 기반을 둔 계통들은 그들의 기능적 역량, 동적 거동 및 실현
되는(즉 구현 및 실행) 기능들의 수단에 있어서 차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각 특성들은 공통 시스템적인 결함(common systematic faults), 동시 실행 프로필
(concurrent execution profiles) 또는 외부영향에 유사한 응답(similar responses to 

external influences)에 대한 잠재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적 역량 및 처리 메커니즘
은 물리적 기기 및 구조 규약(architectural conventions) (예를 들면 물리적 레이아웃, 

연계지점, 기능의 분배)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 영향은 요구사항(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을 설계사양(기능이 어떻게 달성되는지)으로 옮기는 데서 발생
되는 공통적인 오역 또는 실수에 대한 잠재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술상의 차이점은 공통적인 하드웨어 제작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코딩 에러에 

대한 잠재성을 줄여서 어느 정도 구현상의 결함을 줄일 수 있다. 다양성 기술에 

기반을 둔 동적 거동과 시간 특성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환경 요소나 인적 행
위와 같은 공통 외부영향에 반응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시발생적인 고장을 줄일 

수 있다. 

기술상의 차이점은 설계 및 구현 공정에서의 공통적인 인적 실수에 대한 발생가
능성에 영향을 준다. 각 계통에 대해 각 생명주기 활동업무 선상에서 수행하는 

직원(예를 들면 설계자, 개발자, 시험자, 설치자)들은 계통 사양과 기능 요구사항
이 구현되고 검증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지모델(즉 사고 표현이
나 이해) 방식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 영향은 특정 개발 도구, 개별적인 

계통 통합 기법 및 특정 숙련도 또는 기술적 전문지식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과 

관련된 구현 접근방법 및 방법에 있어서 전형적인 차이점에 의해 더 증진될 가
능성이 있다. 

아래 기술한 다양성 조합은 디지털 기술의 특정한 특성으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기본의 장점을 살린다. 

하드웨어 계통에 대한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원전에서 전통
적으로 채택되어온 다른 형태의 다양성은 바로 이 다양성 전략에 의해 대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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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보충되는 것이다. Sizewell 원전 예(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원전 예)

에서 보인 것과 같이 공통 소스(예를 들면, 파워, 계측된 변수 등)의 다양화와 공
통기기나 비 필수 연계사항(nonvital interconnections)의 배제는 중요한 키가 되는 

실례이다.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이 원전에서 잠재적인 디지털 CCF 취약성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유용성과 구축된 실례를 반영하기 

위해 이 두 다양성들이 명백하게 전략 A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략 A에 대한 고유 다양성 

최대의 기술 다양성의 결과로 비교 대상 계통(즉 다양성에 대해 비교 대상 병렬 

계통)의 몇몇 다른 속성에 대해서 얼마간의 레벨로 고유 다양성을 제공하는데 대
해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런 설계 다양성 기본의 영향은 고유 기기, 기능, 생명
주기 및 처리(즉, 로직 및 기능 구조) 다양성을 얼마간 제공하는데 있다. 

다양성 기술들과 관련된 기기(equipment)들에서의 일반적으로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고유 기기 다양성(inherent equipment diversity)은 기능 수행에 대해 서로 다
른 근간을 갖는 메커니즘으로부터 나타나는 처리 기기(processing equipment)와 명
백히 관련이 있다. 다양성 계통이 고유하게 근간이 되는 기기 형태(equipment type)

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의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또는 로직을 제공한다. 

안전 채널 내에서 디지털 처리 대 아날로그 처리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비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트립계통은 추가적인 

보팅(voting) 그리고/또는 작동을 위한 통신을 하는 명령어를 계산하기 위한 순차
적인 소프트웨어 명령어 실행을 통해 기능적 알고리즘과 보팅 로직을 거쳐 디지
털화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반대로 아날로그 트립채널에서의 분리된 모듈들은 계
측채널을 따라 추가로 처리하기 위해 전송되는 출력을 발생하고 또는 궁극적으
로 보팅을 위한 릴레이를 하기 위해 회로의 순간적 응답(instantaneous response)에 

기반을 둔 병렬 전기 입력신호를 처리한다. 처리 소자, 구조, 그리고 메커니즘에
서의 상당한 차이점의 결과로 처리 기기 다양성 기준(processing equipment diversity 

criteria)은 전략 A 분류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기 선정 옵션이라기 보다는 고유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추가로, 이 기술 사용법과 관련된 기기 차이점은 개발 헤리티지(heritage) 및 제작
사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공통된 컴포넌트일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제작사 차이점은 또 공정 결함(process deficiencies) 이나 소스 재질 결함
(source material defects)에 대한 잠재성을 감소시킨다. 추가로 다양한 능력, 컴포넌
트 그리고 설정(configurations)과 함께 서로 다른 기기는 공통된 영향(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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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스트레스)에 공통된 응답의 잠재성을 줄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일차적인 설계 다양성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전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내재된 메커니즘을 포함하면서 고유의 기
능적 다양성(inherent functional diversity)을 나타낸다. 이 추가적인 고유 다양성은 

다양한 기술들 상에서 구현된 안전기능들에 대해 서로 다른 기능 실행 메커니즘
으로부터 발생되는 기능적 다양성 기준의 디지털 측면과 특정하게 관련이 있다. 

이 고유의 기능 다양성은 Sizewell 원전에 대한 사례에서도 조사되었다. 

개발 헤리티지에서의 차이점은 각 기술에 기반을 둔 I&C 플랫폼, 모듈 또는 컴
포넌트에 대해 잠재적인 잔여 결함 공간(residual fault space)에 대한 공통적인 인
적요인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고유 생명주기 다양성은 베이스 

플랫폼 또는 키 모듈, 컴포넌트, 또는 파트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계통 

설계 실수 또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구현 에러에 대한 잠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통 인적요인의 발생가능성에 역점을 두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채택된 skill set의 공통성(commonality) 및 계통 생명주기 각 단계에 관련된 직원
들에 의해 달성되는 인지모델의 유사성은 채택된 기술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
는다. 전략 A 분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의 사용은 기능 역량, 처
리 메커니즘, 동적 거동, 기기 타입, 그리고 구현 접근방법에 있어서 극도의 비 

유사성(dissimilarity)을 나타낸다. 이들 요인의 각각은 설계 결과물의 유사성, 구현 

활동, 시험 실례, 그리고 통합/설치 상호 연계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결과적
으로 계통 개념, 설계 개발, 그리고 구현 기법에서의 얼마간의 다양성이 고유하
게 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zewell 원전에서는 일차 원자로보호계통과 이
차 원자로보호계통에 서로 다른 팀들을 투입하여 완전한 생명주기 다양성(full 

life-cycle diversity)을 채택하였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의 성격 상, 로직 다양성 속성의 

각 측면(aspect)은 고유하게 존재한다. 기능적 관계가 처리되는 메커니즘에서의 

뚜렷한 차이점 때문에,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그리고 로직(프로그램) 구조를 

제공하는 기준(criterion)은 다양한 로직 구조를 통해 고유하게 달성된다. 알고리즘 

그리고/또는 로직이 서로 다른 기능 관계 명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
문에, 이 기준을 통한 추가적인 다양성이 어떤 의도된 기능 다양성의 결과로 발
생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간이나 실행 순서를 제공하는 기준은 기능들이 실행
되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고유하게 만족된다(예를 들어 전기 입
력에 대한 순간적인 병렬 응답의 아날로그 회로에 반해서 디지털 데이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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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하면서 순차적인 계산). 서로 다른 실행환경(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기술 및 운영체제)과 서로 다른 기능표현(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반 계통
의 언어 및 아날로그 계통의 전기회로)도 다양성 기술들이 기능을 표현하고 실행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고유하게 만족한다. 

끝으로, 이 기술 다양성을 채택하는 두드러진 결과는 얼마간의 추가적인 설계 다
양성을 고유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및 매크로 구조적인 관점에
서 볼 때, 이 계통 구조는 기술들의 성격상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디지털화
된 데이터상에서 고 직접(high-integrated) 컴포넌트들로 구동되면서 순차적으로 실
행되는 집중화된 소프트웨어-인스턴스 된 기능(concentrated software-instantiated 

functionality) 대 연속 또는 불연속적인 입력 값에 응답하는 분리된 모듈들 상에
서 병렬로 실행되는 분산 하드웨어 기반 기능(distributed hardware–based 

functionality)).  

(3) 전략 A 다양성 사용법에 대한 기본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다양성 전략 분류의 

특색인 주요 설계 다양성을 구성한다. 다양성 설계에 대한 근간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계통 고장, 실행 공통성(execution commonalities)이
나 공통된 외부영향에 대한 반응(response to common external influences)과 관련된 

CCF 취약성의 잠재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고유 다양성(inherent diversity)

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전략 A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예(Sizewell 원전)에서 발견
된 다양성 사용법은 설계, 기기(제작사), 기능, 생명주기 그리고 신호 다양성들의 

의도적 적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Sizewell 원전 예로부터 발견점들을 각 다양성 

속성의 예상되는 완화 영향을 평가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은 전략 A에 대한 베이
스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성 기준들을 그룹핑 하는 기본을 제공한다. 

(가) 기기제작사 다양성  

전략 A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고유하게 기기제작사 다양
성 속성을 나타낸다. 특히, 다양성계통의 기본 기기(플랫폼 자체가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들은 일반적으로 인식될 만큼 서로 다른 기기들로 구성된다. 전형
적으로 뚜렷이 서로 다른 기술로 구성된 기기 타입은 서로 다른 개발 헤리티지
(heritage)를 갖고 있고 명백한 구조 차이점을 제공하고 종종 서로 다른 제작사에 

의해서 공급된다. Sizewell 원전 사례에서도 서로 다른 기기제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에 기반을 둔 기기가 뚜렷하게 서로 다르다고 해도 

동일 공급자에 의해 기기가 제작되거나, 양쪽 다양성 계통들에 대해서 동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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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경우, 제작 결함(예를 들면 공정 결함 

또는 결함이 들어간 기기) 또는 구현 에러(예를 들면 계통 통합 에러)로부터 발
생되는 공통된 계통 결함의 잠재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장하는 어떤 조치가 있
어야 한다. 엄격한 품질관리 및 분리된 개발팀 적용은 공통된 조치사항이다. 

(나)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  

이 다양성 속성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간의 근본적인 다양성의 결과로 고유
하게 만족한다. 전략 A 분류에서 처리 기기 구조(processing equipment architecture)

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술로부터 아주 다른 처리 소자(processing elements)들
의 구조 또는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일
차적인 처리소자 구조는 CPU 마이크로 아키텍쳐에 의해서 제공된다. 아날로그 

모듈에 대해서 일차 처리 소자 구조는 아날로그 회로 자체로 제공되고 이 회로
는 개별적으로 아날로그 칩에 구현된 트랜지스터와 수동소자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소형 회로로 구성된다. 처리 기기 컴포넌트 통합 구조(processing equipment 

component integration architecture)는 일반적으로 프린트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포함
한다. 기술적 차이점은 공통 설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공통된 외부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점을 제공하는 뚜렷하게 서로 다른 기판 레이아웃의 결과로 

나타난다. 데이터 흐름 구조는 기본적으로 처리소자에 대해서 내부 통신 구조를 

표현한다. 또, 근본적인 기술 차이점은 서로 다른 내부연계 구조 및 통신규약
(convention)을 구동하게 한다. 따라서 플랫폼 상, 기판 상 또는 칩 레벨 통신에서
의 공통된 검출되지 않은 시스템적 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 기능 다양성  

신호 다양성과 조합해서 기능 다양성의 의도적인 사용은 모든 전략 분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관련된 다양성 기준은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 수단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적 표현방
식은 각 다양성 계통에 할당된 기능 및 제어 로직의 차이점을 나타내면서 다양
한 안전기능 개시기준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유의 

기능 다양성은 기술들의 성질에서의 차이점의 결과로도 달성된다. 이 성질은 처
리 기능에 내재된(underlying) 메커니즘의 다양화를 이끈다. Sizewell 원전의 경우, 

기능 다양성과 신호 다양성이 의도적으로 조합되어 적용되었다. 다양성 개시기준
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기능은 주로 디지털 안전계통의 하부시스템 내에 구현되
었다. 이차 보호계통은 잦은 빈도의 PIE의 축소 세트(reduced set)에 대한 백업 안
전 조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병렬 다양성 계통 간의 기능에 대해 더욱 진보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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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를 제공한다. 

(라) 생명주기 다양성  

근본적인 다양성 기술은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면 주요 모듈, 기기, 파트에 대한 

다양한 제작사 또는 공급자들을 갖기 쉽다. 기기 차이점이 공통 제작사 또는 계
통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기 차이점이 존재하면 생명주기 다양성은 각 회사 

내 서로 다른 조직으로 애초에(default) 달성할 수 있다. 공통제작사(또는 계통 공
급자)가 선정되었다면 이에 상당하는 생명주기 다양성은 단일 개발팀이 아니라 

각 계통 전용의 분리된 팀의 적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근본적인 다양성 기술
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결과로 다양성 계통에 대해 분리된 팀 구축의 

결과를 가져다 주고, 또 서로 다른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Sizewell 원
전의 경우 서로 다른 회사로부터 서로 다른 설계조직이 적용되었다. 

(마) 로직 다양성  

전략 A는 다양한 기술에 따른 근본적으로 다양한 처리기능의 수단에 의해 고유
하게 로직 다양성을 제공한다. 장점은 다양성 계통 내에 구현된 기능들의 실행 

프로필(예를 들면 계산 상태 및 상태 전이)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의도적인 신호 다양성과 연계해서 이 고유한 로직 다양성은 다양성 계통에 대해 

뚜렷한 신호경로(signal trajectories)를 제공한다. 따라서 입력 패턴 그리고/또는 내
부 상태와 관련된 공통 유발요인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바) 신호 다양성  

근본적인 다양성 기술들을 병렬 다양성 계통(parallel diverse systems), 다중성 부위
(redundancies) 또는 하부시스템에 대해서 근간으로 선정한 것은 신호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능 다양성과 조합해서 신호다양성의 의도적인 

사용은 개발된 모든 전략 분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Sizewell 원전 예를 보면 다양성 신호들은 서로 다른 변수에 기반을 둔 다양성 

개시기준을 지원하기 위해 일차 보호계통 내 분리된 하부시스템에 제공된다. 이
차 보호계통은 잦은 빈도의 PIE의 축소 세트의 백업 조치사항에 역점을 둔다. 여
기서 축소 PIE 세트는 일차 보호계통에 대한 것과 비교해서 축소된 입력 세트
(reduced set of inputs)를 이끈다. 

다. 전략 A 설명 

(1) 설계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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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다양성은 근본적인 다양한 기술들의 선정을 통해 제공된다. 상세하게 이 

분류의 주요 전략 예는 다양성계통(diverse systems), 다중성 부위(redundancies) 또
는 하부시스템(subsystems)을 구축하는데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fundamentally 

diverse technologies)들을 기본(basis)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 다양성 사용법의 목
적은 공통된 시스템 결함, 동시발생 실행 프로필 및 공통된 외부 영향에 유사한 

응답으로부터 발생될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전원공급기나 센서와 같은 전기 및 계측 부품에 대해서 임베디드 마이크로 콘트
롤러(embedded microcontrollers)가 점차 공통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
향은 표면상의 아날로그 부품의 안전관련 기능이 임베디드 디지털 소자의 잠재
적인   CCF 취약성에 의해 절충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 기기제작사 다양성  

의도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기기 설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제작사(또는 계통 공
급자)의 선정을 통해 제공된다. 이 다양성 사용법은 제작사 결함이나 구현 에러
로부터 발생될 공통된 시스템 결함의 잠재성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전략 A 내 다른 대체 다양성 전략으로 동일 제작사의 서로 다른 설계를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의 변형(variation of the baseline combination)으로 의도적으
로 채택할 수 있다. 대체 기기제작사 기준(alternate equipment manufacturer criterion)

의 사용은 생명주기(인적) 다양성의 의도적 보상 적용(compensatory intentional 

application)과 연계된다. 

(3)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  

전략 A와 관련된 고유한 처리 기기 다양성 기준은 다른 처리 기기 구조, 다른 

처리 기기 부품 통합 구조 및 다른 데이터 흐름 구조이다. 추가적인 의도적인 로
직 처리 기기 다양성은 필요하지 않다. 

(4) 기능 다양성  

의도적 다양성은 축소 PIE 세트(발전소 D3 분석에 기반을 두고 필요한)의 커버
리지와 관련된 서로 다른 기능이나 제어 로직의 형태와 다양성 안전기능 개시 

기준(GDC 22 및 신호 다양성 참조)의 사용을 통해 제공된다. 이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사양의 차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계통에서 

보여지는 신호경로(signal trajectories)를 다양화하는데 있다.  

(5) 생명주기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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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전용(application-specific)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생명주기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설계조직을 사용하여 의도된 다양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베이스라인 기준은 서로 다른 제작사의 서로 다른 설계에 대한 기기제작사 

다양성 기준의 의도적 선정과 연관되어 있다. 생명주기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공유된 인적자원의 공통 실수 또는 이해부족으로 인해 다양성계통의 설계 및 구
현 중 시스템적 결함 유입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동일 제작사가 다양성계통을 공급할 때 전략 A 분류 내 대체 다양성 전략
(alternate diversity strategies)은 분리된 팀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대체전략 접근방법은 제작사를 실제적인 만큼 각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팀들로 의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관리 팀, 서로 다른 설계 및 개
발 팀, 그리고 서로 다른 구현, 검증 및 설치 팀. 

(6) 로직 다양성  

로직 다양성은 전략 A에 고유하게 구현된다. 고유하다는 기준은 서로 다른 알고
리즘, 로직, 로직 구조,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 순서, 서로 다른 실행 환경, 

그리고 서로 다른 기능 표현이다. 추가적으로 의도된 로직 다양성은 필요치 않다. 

(7) 신호 다양성  

의도된 다양성은 발전소 변수에 대한 분리된 그리고/또는 다양한 측정
(measurements)의 사용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의도된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공
통성(commonalities)의 최소화, 기능 다양성(GDC 22 참조)의 지원, 그리고 동시 실
행 프로필의 다양화를 포함하고 있다. 세가지 신호 다양성 기준들의 각각은 의도 

다양성으로서 실제적인 만큼 적용하는데 적절하다. 

라. 전략 A 요약  

하드웨어 계통에 대한 전통적인 다양성 전략과 연계해서 전략 A로 특성 지어진 

다양성 기준과의 조합으로 잠재적인 CCF 취약성 완화를 적절히 할 수 있다. 특
히 전략 A 다양성 그룹핑의 구축을 통해 공통 시스템적 결함, 동시발생 프로필 

또는 외부 영향에 대한 유사한 응답의 발생 기회를 줄일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
세서 기반 일차적인 보호계통 및 아날로그(ladder logic)의 이차적인 보호계통 방
식을 취하는 Sizewell 원전이 전략 A의 전형적인 예이다. 표 4.1은 전략 A에 대
한 베이스라인 예 및 한가지 변형(variant)을 나타내고 있다. 전략 A1은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그룹핑을 나타내고 전략 A2는 동일 제작사가 기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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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조직 내 분리된 팀들이 다양성계통들에 대해서 명세하는 대체방법
(alternative)이다. 그림 4.1은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 전략 A를 구성하는 다양성 전략들의 개요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전 략 a

 

A1 A2 

설계(Design)   

서로 다른 기술 x x 

서로 다른 구조 i i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서로 다른 설계 x -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설계 - x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 i i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 i i 

서로 다른 데이터흐름(data-flow) 구조 i i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내재적인 메커니즘 i i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수단 x x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x -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관리 팀 - x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 x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i x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i i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i i 

서로 다른 실행환경 i i 

서로 다른 기능표현 i i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x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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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 전략 A  

3. 전략 B: 구별되는 기술 접근방법  

전략 B는 다양성계통, 다중성부위 또는 하부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대
해서 뚜렷이 구별되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다양성 전략이다. 기술적 광범위 분류
(즉, 디지털) 내에서 현저한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기능이 수행되는 메커니즘이
나 계통 구현에서의 방법이나 도구에서 주목할 차이점에 있어서 얼마간의 고유
한 비 유사성(dissimilarities)을 갖는다. 이런 차이점에 불구하고 FPGA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성 계통들은 계통 레벨
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상, 각 기술 접근방법을 사
용한 구현은 랙 마운트 새시(rack-mounted chassis) 또는 카드 케이지(card cage) 내 

장착된 프린트 회로기판 상에 로직 처리 기기(즉, CPU 또는 FPGA)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술적 접근방법의 성질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설계, 구현 또는 안전계통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완
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전략 B 사용으로 나타나는 설계 다양성은 애플리케이션 전용 로직 장치와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현저한 차이점으로부터 유발되는 고유 다양성의 결과를 가
져다 준다. 이 고유 다양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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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구조(프로세서와 관련된 기기 간의 비 유사성),  

� 기기제작사(처리 기기 헤리티지(heritage)),  

� 처리 기기(처리 기능을 위한 현저한 차이점을 반영),  

� 기능 및 생명주기(처리 기기 헤리티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 로직(기능 구현 및 처리 특성에 관련된) 다양성들.  

고유한 기능 다양성에 대한 측정(measure)은 기능 표현에 대한 서로 다른 내재된 

메커니즘으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 (즉, 프로그래머블 어레이(programmable array) 

내 복잡한 로직 하드와이어드 대 범용 CPU 상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소프트
웨어 명령어). 보상적 성격의 의도된 다양성(complementary intentional diversities)은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과 상호의존 생명주기 및 기기제작사 다양성에 대해서 구
현된다. 첫 번째로 의도된 다양성의 적용은 기판 레벨 설계 및 기기에 대한 잠재
적인 공통성(commonalities)에 역점으로 두는 반면, 두 번째 적용은 애플리케이션 

전용의 계통 개발에서의 잠재적인 공통성과 관련이 있다. 덧붙여, 의도된 기능 

및 신호 다양성들은 이 전략 분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일부로 명세 될 수 있다. 

이 다양성 적용은 특정 보호계통 요구사항(예를 들면 GDC 22)에 대한 하드와이
어드 계통에 대해 개발되는 전형적인 CCF 완화 접근방법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의도된 기능 다양성(intentional functional diversity)의 적용으로 설계 가상개시사건
(PIE)과 다양성 개시 기준(diverse initiation criteria) 간의 서로 다른 기능적인 관계
와 연관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도된 로직 다양성(intentional 

logic diversity)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 전략 B에 관련된 사례조사  

Olkiluoto 원전이 전략 B를 채택한 유일한 사례이다. 일차적인 안전계통은 마이크
로프로세서 기반이고 다양성 보호기능에 대한 하드와이어드 백업시스템은 FPGA

로 구현되었다. 다양성 백업안전계통을 제공하는데 덧붙여 몇 가지 의도적인 다
양성이 안전 및 보상 기능(예를 들면 다양성 원자로 트립 및 ESF 기능뿐만 아니
라 ATWS 완화 로직)을 다양화하는데 명백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설계, 기기(제작사), 기능, 생명주기, 로직(서로 다른 기능 관계
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 그리고 신호 다양성들이 기술되었다. 

추가로 이 기술 사용법을 통해서 얼마간의 기능 및 로직(소프트웨어) 다양성을 

관련된 결과로 나타내면서 고유의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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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공한다. 이 사례는 안전 개시기준(safety initiation criteria)에 응답하는 유사
한 또는 동급의 기능들을 구현하는 병렬 다양성 계통(parallel diverse systems)을 포
함하기 때문에 전략 B 분류에 대한 고려사항이 직접적으로 Olkiluoto 사례와 관
련이 있다. 

나. 전략 B의 근거(rationale)  

(1) 전략 B 기술 차이점의 영향  

뚜렷하게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기능(즉, 

표현과 실행) 및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처리하는 내재된 메커니즘에서의 현저
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특성 지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에 기
반한 계통들은 일반적으로 동적 거동, 마이크로 구조 형식 및 기능을 실현하는
(즉, 구현 및 실행)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제공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들 특
성의 각각은 공통 계통 고장, 동시 실행 프로필 또는 외부영향에 유사한 응답에 

대한 잠재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FPGA 및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s)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프로그
래밍 가능한 ASICs(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s)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계산 플랫폼이다. 반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범용 명령어 세트(즉, 오퍼레이션 코
드, 데이터 관리)의 소프트웨어로 설정되는 적용을 통해 특정 응용프로그램에 적
합할 수 있도록 한 상용(commercial off-the-shelf, COTS) 계산 플랫폼이다. 각 기술 

접근방법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면, 각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처리 방법은 기능 실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동시 

실행 상태나 공통된 외부 영향이 CCF를 일으킬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전략 B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설계 및 구현 메커니즘의 성질은 뚜렷하게 서로 틀
리다. 각각의 기술에 궁극적인 기반을 해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근본적인 형
태(즉, CPU의 기계어 또는 FPGA의 어레이 형식)로 변환되고, 각 기술의 구현기
법이 상위 레벨의 abstraction(기본 블록 모듈의 그래픽 한 설정, 묘사적인 언어 

표현)과 자동생성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해도, 각각의 설계개념은 구별이 분명하
다. 예를 들어 FPGA 사용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능에 해당되는 하드와이어드 

로직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마이크로 회로 설계(즉, 게이트 어레이(gate 

array) 설정)의 얼마간의 형태를 포함한다. 반대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법은 일
반적으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 시퀜스(sequence)를 나타내면서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각 설계 접근방법은 상위의 복잡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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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할 수 있지만 설계자/구현자 각각의 경우에 의해서 구성되는 인지모델들은 

현저하게 서로 다를 가능성이 많다. 도구 세트에서의 차이점과 함께 기술의 차이
점의 결과는 설계 실수와 구현 에러에 대해 가장 가능성 있는 소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다양성 계통의 설계 및 구현으로
부터 발생되는 공통적인 계통 고장의 발생 가능성은 유사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
을 둔 경우보다 발생 가능성이 낮다. 

끝으로,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 접근방법은 디지털 계산(즉, 입력 → 운용 → 출
력)의 성질로부터 발생되는 거동(behavior)에 있어서 얼마간의 유사성도 나타낸다. 

이 유사성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programmable logic devices)가 범용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에뮬레이션 하는데 사용되도록 한다. 필수적으로 CPU의 지적소
유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CPLD나 FPGA에 구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대한 CPU를 대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FPGA는 동급의 능력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을 실행하는 중심적인 

Processing Core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FPGA 기반 시스템과 CPU 기반 시
스템 사이의 더 많은 부분에서 현저한 유사성이 기능 표현과 이것의 실행에 있
어서 나타난다. 마이크로 구조 내 차이점들이 프로세서 구현의 성질 때문에 발생
된다고 하더라도, 구현 접근방법이 취해지면 더 가능성이 있는 실행 공통성
(execution commonalities)은 이 전략 그룹핑을 전략 C로 고려하는데 더 알맞게 한
다. 

(2) 전략 B에 대한 고유 다양성  

뚜렷하게 서로 다른 기술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기능들의 

수단에서의 현저한 비유사성을 제공하고 실행 메커니즘에서의 주목할만한 차이
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고유 다양성의 얼마간의 레벨이 비교되는 계통들의 

여러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 기술 차이점을 설계 근간으로 채
택한 결과 고유 기기, 기능, 생명주기 및 로직 다양성이 제공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술과 관련된 기기는 얼마간의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다양성을 

제공한다. 고유 기기 다양성은 명백하게 일차적으로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기능(즉, 소프트웨어 선언문
(statement) 실행 대 하드와이어드 디지털 로직)들을 완수하는데 서로 다른 내재 

메커니즘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략 B 분류 내에서 특정 설계 

다양성을 나타내는 일차적인 로직 처리 기기는 일반적으로 기능, 알고리즘, 그리
고/또는 로직의 처리에서의 얼마간의 고유한 차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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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PGA 기반의 기능 구현은 미리 설정된 gate array framework 내 디지털 입력의 

기능적 처리를 가능토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용 설계, 표현, 그리고 하드와이어
드 로직의 제작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트립 계통은 기
능적 알고리즘과 보팅 로직을 instantiating 하는 소프트웨어 선언문에 기반을 둔 

명령어들의 순차적인 실행을 통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처리 요소
(processing elements), 마이크로 구조, 그리고 계산 메커니즘에서의 차이들의 결과
로, 처리 기기 다양성 기준(processing equipment diversity criterion)은 일반적으로 이 

기술 차이점에 대해서 고유하게 만족한다. 

FPGA와 CPU를 뚜렷한 기술 접근방법을 나타내는 고유의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기기로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하다. FPGA 플랫폼이 다양성 시스템(즉, CPU의 IP 코
어가 FPGA 형태로 구현되는 것)의 베이스 CPU를 에뮬레이팅 하는데 사용된다면,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 접근방법의 구별되는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다양성 

기준의 영향은 절충될 수 있다. 필수적으로 FPGA는 공통적인 소프트웨어 기능들
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급의 CPU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 같은 고유 다양성에 대
한 신뢰를 하기 전에, FPGA가 채택되는 방식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으
로 로직(소프트웨어)에서의 고유 다양성은 유사하게 절충될 수 있다. 

이 기술 사용법과 관련된 기기 차이점(equipment difference)은 개발 헤리티지
(heritage)와 제작사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의 성질에서의 유사성은 컴포넌트 통합 구조(즉, 회로기판 설계)나 데이터 흐름 

구조(즉, 내부 버스 구조)와 같은 얼마간의 기기 공통성(equipment commonalities)

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 공통성의 잠재적인 영향은 어떤 의도된 다양성이 규정
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더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 공통 컴포넌트에 대한 

잠재성은 일반적으로 기판 레벨 또는 바로 상위로 국한되는 반면, 제작사의 차이
점은 공정 결함(process deficiencies)이나 소스 재질 결함(source material defects)에 

의해 유입되는 공통적인 결함에 대한 잠재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을 일차적인 설계 다양성으로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전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내재된 메커니
즘을 포함하는 고유한 기능적 다양성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추가적인 

고유 다양성은 다양성 기술 상에서 구현된 안전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기능적 

실행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기능 다양성 기준의 디지털 측면(aspect)과 특정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고유한 기능 다양성은 Olkiluoto 원전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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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헤리티지(development heritage)에서의 차이점은 각각의 기술에 기반을 둔 

I&C 플랫폼, 모듈, 또는 컴포넌트에 대한 잠재적인 잔여 결함 공간(residual fault 

space)에 공통적인 인적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
나 고유한 생명주기 다양성(inherent life-cycle diversity)은 베이스 플랫폼, 또는 상
세하게 로직 처리 컴포넌트(logic processing component) (즉, FPGA 또는 CPLD 대 

CPU)에 제한될 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공
통적인 인적요인의 발생 가능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영향은 공통 계통 

설계 오류 또는 응용프로그램 구현 에러에 대한 잠재성을 통제하는데 있다. 

뚜렷하게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의 성질 상, 로직 다양성 

속성(logic diversity attribute)의 각 기준은 거의 모든 구현 사례에서 고유하게 존재
한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그리고 로직(프로그램) 구조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양성 기능 설정(configuration)을 통해 고유하게 달성될 수 있다. 필수적으로 미
리 설정된 전용 어레이(dedicated preconfigured arrays)들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
이스(programmable logic device)에서 프로그램 구조(program structure)와 기능 표현
(functional representation)을 제공하지만, 미리 정의된 순차적인 작업(predefined 

sequence)에서 범용 명령어(general-purpose instructions)를 호출하는 소프트웨어 선
언문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구조를 제공한다.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CPU 에뮬레이션이 목표이고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소프트
웨어 상에 구현되는 곳에서는 이들 고유한 다양성 장점을 달성하는데 있어 우선
적인 예외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 순서를 제공하는 기준은 뚜렷하게 기능들(디지털화
된 입력 값에 응답하는 하드와이어드 게이트 어레이 상호연계점(hardwired gate 

array interconnections)을 통한 병렬처리에 반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조작하는 순차
적인 계산)이 실행되는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해 고유하게 만족한다. 서로 다른 실
행 환경(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기술에 대한 운영체제)과 서로 다른 

기능 표현(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반 전산 언어와 하드와이어드 로직 기반 시스
템에 대한 하드웨어 기술 언어)에 대한 기준은 다양성 기술이 표현되고 기능이 

실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 때문에 고유하게 만족한다. 

(3) 전략 B 다양성 사용법에 대한 기본  

뚜렷하게 서로 다른 기술들을 사용한 접근방법을 의도적인 사용하는 것은 전략 

B 분류의 특성이 되는 중요한 설계 다양성을 구성한다.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
을 다양성 설계에 대한 근간으로 적용함으로써, 계통 고장, 실행 공통성(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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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alities) 또는 공통적인 외부 영향에 대한 응답(responses to common external 

influences)과 관련된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B 접근방법(Olkiluoto 원전 사
례)의 중요한 예에서 나타난 다양성 사용법은 설계의 의도적인 적용, 기기(제작
사), 기능적, 생명주기, 로직(기능적 다양성과 부합하면서), 그리고 신호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기기제작사 다양성 

전략 B 분류 내에서 다양성 전략은 일반적으로 기기제작사 다양성 속성의 상황
에서 서로 다른 설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성격과 플랫폼 레벨에
서의 구조(즉, 카드 케이지 내 회로기판)의 공통성은 서로 다른 설계는 얼마간의 

유사성을 보일 수 있고 동일 제작사로부터 가용할 수도 있다. 공통 공급자가 선
정이 된 경우라면 제작 결함(예를 들면 공정 결함 또는 결함원이 있는 컴포넌트) 

이나 구현 에러(예를 들면 계통 통합 에러)로부터 유발되는 공통적인 계통 고장
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개별적인 개발 팀을 구축하는 것이 공통 조치사항이다.   

(나)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은 프로세싱 유닛(processing unit), 시스템 서비스, 회로기판 

구조(board architecture), 버스 구조 그리고 주변장치와 같이 어떤 중요한 공통 컴
포넌트로부터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설
계 다양성 선정으로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즉, FPGA 및 CPU 마이크로 구조)

들이 제공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의 기본적인 

영향은 공통된 시스템 고장이 감소될 가능성 및 실행 프로필(즉, 프로세서의 내
부 상태)의 차이점과 관련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에서 나타나는 성질 상, FPGA와 CPU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구현에 대
한 회로기판 설계에서의 공통성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로 다
른 컴포넌트 통합구조(즉, 회로기판 설계)의 사용은 기기의 잠재적인 공통성과 

예견되는 공통적인 설계 에러에 역점을 둔다. 이런 다양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결
과는 환경 영향(예를 들면, 온도, 습도, 방사되는 전자기파 간섭) 또는 에이징
(metallic whiskers 또는 electromigration)과 같은 외부 영향에 대한 각 계통의 응답
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의 회로기판들을 채
택하는 것은 플랫폼 수준에서의 공통적인 시스템 고장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 106 -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컴포넌트 결함, 자원 통합 결함 또는 기판 설계 

에러를 포함한다. 

서로 다른 제작사로부터 다양성 계통들의 취득(acquisition)은 회로기판 설계의 차
이점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준다. 추가로 각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관련된 칩 세트
에서의 차이점은 기판 부품의 다양성을 가져다 주고 설계 차이점에도 영향을 준
다. 결과적으로 회로기판 차이점을 의도적으로 명세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플랫폼에 대해서 가용 하다는 정도로 차이점을 식별하면 

될 것이다. 공통되는 단순 부품들은 소스 결정 및 품질인증을 통해 처리될 수 있
는 반면, 복잡한 부품은 로직 처리 기기와 관련된 CCF 취약성에 충분히 역점을 

둘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통된 회로기판들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대체수단(alternate means)의 사용법이 정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회로기판은 

아주 단순한 설계, 높은 품질의 부품을 채택하고 완벽하게 시험하고 품질인증 되
도록 회로기판을 보증해야 한다. 공통적인 스트레스 요인(예를 들면, 파워 품질, 

환경 조건)들이 각 계통에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대책
(measures)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보이도록 외부영향의 통제가 추가적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 구조(different data-flow architecture) (즉, 버스 구조)의 사용
은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different component integration architecture)에 대해 

고려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계통을 통한 데이터 흐름의 운용 및 버스 구조
에 대한 토팔로지(topology)는 일반적으로 잘 구축되고 이 구조들이 많은 사례에
서 표준화되어 왔다. 다양한 버스 구조의 사용은 불필요하게 보인다. 본 보고서
의 다양성 사례에서 살펴본 바, 버스 구조에 대한 다양성 사례는 거의 없다. 전
략 B에서 인용된 Okliluoto 원전 사례에서도 회로기판 설계나 버스 구조의 차이
점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다) 기능 다양성 

신호 다양성과 조합해서 기능 다양성의 의도적인 사용은 본 보고서를 통해 기술
된 모든 전략 분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한 부분으로 채택되고 있다. 관련된 다
양성 기준은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 수단(actuation means)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 표현은 각 다양성 계통에 할당된 기능 및 

제어 로직에서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다양성 안전기능 개시기준(divers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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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nitiation criteria)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고유한 기능 다양성은 기술의 성격 

차이점으로 인해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은 처리 기능에 대한 내재된 메커니즘의 

다양화를 이끈다. 각국 원전 사례를 통해 볼 때 이 기능 다양성은 거의 의도적인 

다양성(intentional diversity)으로 적용되었다. Olkiluoto 원전에서는 기능 및 신호 다
양성을 조합해서 의도적으로 적용하였다.  

(라) 생명주기 다양성 

전략 B에서 기술 차이점은 채택된 skill set의 공통성(commonality)과 시스템 생명
주기 각 단계에서 관련되는 직원들이 나타내는 인지모델(cognitive modeling)에 대
해서 유사성에 영향을 준다. 비록 생명주기 업무에서의 고급 수준에서의 유사성
이 존재하더라도(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반 설계 도구를 사용한 고급 수준 언
어에서의 기능 적용의 표현), 설계 성질(nature)은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과 하드
와이어드 로직 기반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뚜렷하게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기능적 표현, 처리 메커니즘, 동적 거동, 기기 타입 및 구
현 접근방법에서 비 유사성(dissimilarity)을 제공한다. 이들 요소들의 각각은 설계 

결과물, 구현도구 세트 및 시험 실례(testing practices)에서의 유사성을 최소화하도
록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개념, 설계 개발 및 구현 기술에서의 얼마 

정도의 다양성이 고유하게 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 원자로보호계통 

및 하드와이어 백업계통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팀을 갖는 Olkiluoto 원전 사례에서
는 생명주기 다양성이 예견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적 요소에 의한 공통 계통고장에 대한 잠재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설계 조직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전 단계에 걸친(across-

the-board) 생명주기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
조직을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공통 제작사(또는 계통공급자)

가 선정되면 각 계통에 대해 분리된 팀을 적용시켜 상당한 생명주기 다양성이 

달성될 수 있다. 거의 모든 다양성 사용법 사례에서 식별된 예를 살펴보면, 조직 

내 개별적인 팀을 통하거나 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생명주기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로직 다양성  

로직 다양성 속성은 뚜렷하게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의 

성질 상 고유하게 만족한다. 의도된 기능적 다양성의 전통적인 사용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그리고 로직(프로그램) 구조를 제공하는 기준도 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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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계통의 디지털 타입에서 표현되는 서로 다른 기능적 관계로 인해 의도적으
로 달성될 수 있다. 로직(의도적이거나 고유하거나)에서의 차이점의 각각은 시스
템 실행 프로필에서의 차이점을 나타내며 내부 상태간의 전이 메커니즘(transition 

mechanisms between internal states)에 대해 얼마간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CPU의 프로세싱 코어를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 FPGA를 사용하는 것은 이 기술 

차이점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로직 다양화 장점(logic diversification benefits)들과 절
충될 수도 있다. 이 예에서 기능은 각 계통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행된다. 로
직 다양성이 기계어 수준에서의 코드 표현의 마이크로 구조 상의 차이점 및 뒤
따르는 실행 차이점들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결과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FPGA 구현의 성질의 확증은 이 속성에 대해 논의된 고유 다양성을 신뢰하기 전
에 보증되어야 한다.  

(바) 신호 다양성 

뚜렷하게 서로 다른 기술 접근방법을 병렬 다양성계통(parallel diverse systems), 다
중성 부위(redundancies) 또는 하부시스템에 대해 근간으로 선정한 것은 신호 다
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기능 다양성과 조합으로 신호 다양성의 

의도적 사용은 모든 전략 분류에서 베이스라인의 일부로서 채택되었다. 

본 적용은 원전 산업 사례에서 규명된 실례들과 일관성이 있다. Olkiluoto 원전 사
례에서 신호 다양성은 안전계통 내에서 채택되었고 안전 및 백업계통 사이에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또, 신호 다양성은 트립과 비상안전설비 기능들을 수
행하는 다중성 부위(redundancies) 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적용되었다. 

다. 전략 B 설명  

(1) 설계 다양성 

의도적 다양성은 뚜렷한 기술 접근방법들을 통해 제공된다. 이 분류에서 채택된 

기술 차이점의 특정한 형태는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FPGA 또는 CPLD 대 범용 

CPU)을 서로 다른 계통, 다중성부위(redundancies) 또는 하부시스템에 대한 근간
(basis)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공통 계통고장, 

동시발생 실행 프로필, 그리고 공통적인 외부 영향에 대한 유사한 응답 발생가능
성(prospect)을 최소화함으로써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설계 다양성 전략 분류 내 다양성 사용법은 FPGA 기반 처리 기기는 범용 마이
크로프로세서의 에뮬레이션이라기 보다는, 기능 로직의 직접적인 구현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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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정 하에서 허용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디지털기술을 포함하는 어떤 전략
이 전략 B 그룹핑 내에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FPGA 기반 시스템에 대한 성질(nature)이 확증되어야 한다. 

(2) 기기 다양성 

의도된 다양성은 서로 다른 기기 설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제작사(또는 계통 공
급자)의 선정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제작 결함이나 구
현 에러로부터 발생되는 공통적인 계통 고장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는데 있
다. 

전략 B 분류 내 대체 다양성 전략(alternate diversity strategies)은 서로 다른 설계에 

대해 동일제작사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베이스라인 조합의 변종(variant)으
로 채택할 수 있다. 대체 기기제작사 기준의 사용은 생명주기(인적) 다양성의 보
상적인 의도된 적용(compensatory intentional application)과 관련되어 있다. 

(3)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에 대해 고유한 처리 기기 다양성(Inherent processing 

equipment diversity)은 서로 다른 처리 기기 구조(different processing equipment 

architectures)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기술 차이점과 이 설계 다양성의 사
용으로부터 맺어지는 고유 다양성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이, FPGA 구현 

성질에 대한 확증을 보장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FPGA는 직접적으로 기능(즉 

로직)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
로프로세서를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범용 CPU의 FPGA 기반 에뮬레이션을 

포함하는 다양성 전략들은 전략 C 분류 내로 취급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전략 B 분류에서 의도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회로기판 설계를 통해 제공된다. 

컴포넌트 통합 구조 다양성 기준의 사용법은 플랫폼 레벨에서의 공통된 계통 고
장 (예를 들면 컴포넌트 결함, 통합 결함(integration deficiencies) 또는 기판 설계 

에러)뿐만 아니라 환경 스트레스(예를 들면 온도/습도, 방사되는 전자기파 간섭)

와 같은 외부 영향에 대한 공통적인 민감도(susceptibility) 또는 에이징(예를 들면 

금속 휘스커(metallic whiskers) 또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판 설계의 단순화, 완벽한 품질인증 및 시험,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 요인의 통
제와 같은 대체 수단(alternate means)을 통해 달성되는 많은 장점들을 본다면, 이 

다양성 기준은 선택적인 취급에 대해 적절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기준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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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용을 생략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설계의 복잡성, 

공통 컴포넌트의 최소 사용,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의 제한된 공통 사용과 같은 

고려사항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4) 기능 다양성 

PIE(발전소 D3 분석에 기반한 필요성에 따라)의 축소 세트 범위(coverage of a 

reduced set of PIEs)와 관련된 서로 다른 기능 또는 제어 로직의 형태와 다양한 안
전기능 개시기준(GDC 22 및 신호 다양성 참조)의 사용으로 의도적 다양성이 제
공된다. 이 다양성 적용의 목적은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사양에서의 차이점을 제
공하는데 있을 뿐 아니라 각 시스템에 의해 보여지는 신호 경로를 다양화하는데
도 있다. 

(5) 생명주기 다양성 

의도된 다양성은 애플리케이션 전용의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생명주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설계조직의 적용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 베이스라인 기
준은 서로 다른 설계에 서로 다른 제작사를 적용시키는 기기제작사 다양성 기준
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생명주기 다양성 적용의 목적은 

다양성 계통 설계 및 구현 동안 공통된 실수(mistakes)나 공유된 인적자원에 의한 

이해부족(misunderstanding)에 의해 기인하는 계통 고장 유입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전략 B 분류에 속하는 대체 다양성 전략은 동일 제작사가 다양성 계통을 공급할 

때 개별적인 팀을 의도적으로 선정해서 채택할 수 있다. 특히, 이 대체 전략 접
근방법은 각 계통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리 팀, 서로 다른 설계 및 개발 팀, 서
로 다른 구현, 검증 및 설치 팀 등을 실무적인 정도로 의도적으로 구성한 제작사
를 적용하는 것이다 

(6) 로직 다양성 

의도된 다양성은 디지털 형태로 구현된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 다양성은 기능적 다양성의 의도적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다양성 적용의 목적은 실행 프로필(즉, 내부 상태 및 상태 전이)의 다양
화에 기여하고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오류나 이해부족 또는 구현과정에
서 나타나는 공통 에러에 기인한 잠재적인 계통고장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
해서이다. 

(7) 신호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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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다양성은 발전소 변수에 대해서 개별적 그리고/또는 다양한 측정의 사용
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 의도된 다양성 적용의 목적은 공통성(commonalities)의 최
소화, 기능적 다양성(GDC 22 참조)의 지원, 그리고 동시발생 실행 프로필
(concurrent execution profiles)의 다양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세가지 신호 다
양성 기준의 각각은 실제적으로 의도된 다양성으로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라. 전략 B 요약  

전략 B는 다양성 계통, 다중성부위(redundancies) 또는 하부시스템을 현저하게 서
로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한 접근방법이다. Olkiluoto 원전에서의 다양성 접근방법
은 CPU 대 FPGA를 사용하여 뚜렷하게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한 좋은 예이다. 

표 4.2는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 전략 B를 구성하는 다양성 전략들의 개요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전 략 a

 

B1 B2 B3 

설계(Design)    

서로 다른 기술 x x x 

서로 다른 구조 i i i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서로 다른 설계 x - x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설계 - x -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 i i i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 x x -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내재적인 메커니즘 i i i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수단 x x x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x - x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관리 팀 - x -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 x i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i x i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x x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i i i 

서로 다른 실행환경 i i i 

서로 다른 기능표현 i i i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x x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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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B1은 베이스라인, 전략 B2는 동일 제작사가 서로 다른 기기를 공급하지만 

조직 내 분리된 팀이 다양성 계통을 개발한 예이다. 전략 B3는 회로기판 다양성
이 불필요함을 보이는 예이다. 그림 4.2는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4.2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 전략 B  

4. 전략 C: 동일 기술 내 구조 변화 

전략 C는 다양한 계통, 다중성부위 또는 하부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있어 기여 요
인인 특정한 동일 기술 상에서 구조적인 변경을 채택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내 

구조적인 변경은 일차적으로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사용을 다양성계통
에 대한 근간(basis)으로 적용한다. 계통 레벨에서 이 기술 차이점의 형태는 쉽게 

구분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유사한 구성과 

설정으로 두 가지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 전략 분류 내 설계 다양성의 성질은 기판 또는 모듈 레벨에서의 매크로 구조
상의 차이점도 영향이 있지만, 주로 마이크로 구조 레벨(즉 CPU 또는 처리 소자)

에서 발생한다. 필수적으로 로직 처리 기기의 코어에서의 마이크로 구조상의 차
이점은 비교되는 시스템들에 대해 중요한 설계 다양성을 제공하고 얼마간의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 유사성(dissimilarities)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 설계 

다양성의 일차적인 영향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간의 마이크로 구조 상의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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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 시스템(예를 들면 소스코드를 실행파일로 변환)에 대한 기능구현에 영향
을 주고 실행(즉 기본 계산 오퍼레이션의 서로 다른 물리적 실현)에서 얼마간의 

차이점을 제공한다. 

전략 C 설계 다양성으로부터 얼마간 발생되는 고유 다양성은 기기제작사, 생명
주기 및 로직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기기제작사 및 생명주기를 고려할 때 고유 

다양성은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헤리티지(heritage) 관점에서 달성될 수 있
다. 고유한 로직 다양성은 근본적인 실행 메커니즘 차이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
다. 이 기술 차이점에 대한 고유 다양성은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
하는데 적당한(modest) 기여 요인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술 차이점에 의해 

제공되는 설계 다양성의 효과를 보상하는데 서로 다른 다양성 속성으로부터의 

기준이 의도적으로 채택된다.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 분
류에 대한 베이스라인 전략에서 구현된 의도적 다양성은 기기제작사(시스템 공급
자), 로직 처리 기기, 생명주기 및 로직(소프트웨어) 다양성이다. 다른 전략 분류
와 함께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 전략 

분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일부로 채택된다.  

가. 전략 C와 관련된 사례 조사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구조(즉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구조)의 

사용은 해외 원전 사례에서 조사되는 가장 공통되는 설계 다양성이다. 특히, 

Chooz 원전, Darlington 원전, Temelin 원전 및 울진 원전 사례들에서는 다양성 기
준의 그룹핑에 의해 전략 C 특성이 사용된 각종 방법들을 설명해준다. 추가적으
로 Lungmen 원전에서 구현되고 있는 I&C 시스템 구조는 전략 C 접근방법의 다
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원전 사례에서의 다양성 응용은 서로 다른 구조 스킴(scheme)을 포함한다.  

� Chooz 원전에서는 안전계통을 백업하기 위한 방어 통제 라인 내ATWS 기
능을 제공하는 Qualified Reduced-Functionality System을 통해서 방어 라인
(lines of defense)을 걸쳐서 다양성이 나타난다. 

� Darlington 원전에서는 다양성 작동 메커니즘을 구동하는 Coequal Protection 

Systems (즉, SDS1과 SDS2)내에서 다양성을 구현한다. 

� Temelin과 울진 원전 사례에서는 비 안전등급 다양성(이차) 작동 시스템과 

함께 안전기능 개시기준의 제한된 세트(limited set)를 통해서 축소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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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functionality)을 제공하는 일차 및 이차 안전계통(primary and 

secondary safety systems)들을 포함한다.  

� Lungmen 원전에 대한 I&C 시스템 구조도 안전기능들에 대한 축소된 기능 

백업(reduced functionality backup)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방어라인들 내 또
는 방어라인들을 걸쳐서 시스템 간의 뚜렷한 다양성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사례들 각각에서 다양성(예를 들면 신호 및 기능 다양성)의 전통적인 사용
이 채택되었다. 독립성, 다양한 전원 공급원(power supplies), 다양한 작동 기기 등
과 같은 하드웨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방법도 적용되었다. Chooz 

원전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들(즉, 축소된 기능 세트와 서로 다른 개시기준)이 서
로 다른 제작사에 의해서 공급되는 유사한 설계로 된,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
서 기반의, 기기(equipment) 상에서 구현되었다. Temelin 원전 사례는 Chooz 원전 

사례와 유사하지만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다양성(standalone DAS 대 임베디드 

ATWS)의 구조적 사용법과 기기 소스(equipment source)로부터 나타난다. Temelin에
서는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기기가 개별적인 공급자라기 보다 동
일 공급자(즉 Westinghouse사)에 의해 공급되었다. 안전(Eagle 사) 및 공정제어
(Ovation 사)의 설계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었고 서
로 다른 소프트웨어들로 구현되었다. 더구나, 서로 다른 팀들이 플랫폼과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양쪽 사례(Chooz 및 Temelin)들의 경우, 기능 다양성이 일
차적으로 안전계통 내에서 구현되었고 다양성 작동계통에 대한 기능 및 신호 다
양성이 축소된 기능 개시 기준(a reduced set of function initiation criteria) 및 분리된 

다중 센서(separate redundant sensors)로부터 구현되었다. 이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분리된 다중 센서의 사례 사용법은 울진 원전 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Lungmen 원전의 경우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이 시스템 내 또는 시스템 사이에서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Lungmen에 대한 시스템공급자의 다양성은 I&C 시스템 

구조를 통해 기기 다양성(equipment diversity)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능들은 안전계통의 동일 다중성(same redundancies) 내, 그리고 다양한 안
전 응답을 제공하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서 제공된다. ATWS 시스템에 의해 제
공되는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성 응용은 Chooz 원전에서 사용된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다양성 정지 메커니즘에 대한 CANDU 원전의 특성과 요건으로 인해, Darlington 

원전은 두 가지 정지계통을 통해 PIE의 동급인 안전 커버리지(safety coverage)를 

제공한다. Darlington에서의 다양성시스템은 서로 다른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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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설계 유사성으로 서로 다른 기기로 구성되었다.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은 

시스템 내, 그리고 시스템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가능토록 구현되었다. 추가적으
로 소프트웨어 다양성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및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도 촉진되었다. 

안전기능 개시에 대해 감시되는 현상의 성질 및 작동 수단(actuation means)에서의 

차이점들을 통해 타임 스케일(time scale)에 관계된 추가적인 기능 다양성과 안전 

응답에 대한 내재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디지털 

기술의 특정한 특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특정한 다양성이
라기 보다 전통적인 다양성 사용법에 더 관련이 있다. 

원전 사례의 각 경우는 디지털 기술 내 서로 다른 구조의 사용과 관련된 설계 

다양성에 덧붙여 의도적인 다양성을 적용하는 것이다. 처리 기기 내 다양성은 채
택된 기술(즉, 서로 다른 CPUs)과 관련되어 있다. 생명주기 다양성은 각 경우에 

사용되고 적용된 특별한 기준들은 기기제작사의 선정과 관련되어 있다. 규제적인 

설계기준에 대응하는 기능 및 신호 다양성에 대한 사양은 공통적이고 다양성 개
시기준과 관련된 알고리즘에 입각한 로직 다양성(logic diversity)에 기여할 수 있
다. 어떤 예들에서는 추가적인 로직 다양성이 축소된 기능(reduced functionality)을 

구현하는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또는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언어, 운영체제)를 

다양화하는 다른 기준들을 통해서 제공된다.  

나. 전략 C의 근거(rationale) 

(1) 전략 C 기술 차이점의 영향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전략 A) 또는 현저하게 서로 다른 기술 (전략 B)에 반해
서, 동일 기술 내 구조적인 변화는 내재된 물리적 성질이나 기능을 처리하는 메
커니즘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설계 다양성과 관
련된 특성은 공통 시스템 고장, 동시실행 프로필 또는 외부 영향에 유사한 응답
에 대한 잠재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설계 및 구현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차이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성(commonalities) (기능의 고급언어 instantiation, 설계 

실현(realization)의 유사한 인지모델)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서로 다른 컴퓨터상에
서 공통된 소스코드를 통한 소프트웨어 실행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즉 프로그램 

레벨)는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C 설계 다양성의 사용은 고도로 복잡
한 전자공학적 근본적인 구조상에서의 차이점으로 인해 얼마간의 공통적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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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state-machine 처리 코어의 내부 조건들 

사이의 차이점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기능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 기술 내 구조적인 변종은 처리 요소(processing elements)가 상호 연계되는 방
식과 이들 소자들이 어떻게 상호동작(interoperate)을 하는가 따라서 차이점을 제
공한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처리 유닛(processing units)의 구성은 종종 가장 낮
은(즉, 머신) 레벨까지 기능들이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해서는 마이크로 구조 상의 차이점들은 대표되는 통합 회
로 오퍼레이션의 고급수준에서의 애브스트랙션(abstraction)이 달성되는 방식에서
의 비 유사성(in-similarity)을 결과로 초래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에 대한 이 

애브스트랙션을 명령어 세트 구조(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라고 부른다. ISA

는 실행 유닛에 대해 native commands와 마이크로 구조 내에서 구현되는 데이터 

경로를 나타내는 기계어(또는 opcodes)를 명세(specifies) 한다. ISA는 데이터 타입, 

명령어, 주소할당 모드(addressing modes), 레지스터(registers) 등과 같은 원천적인 

처리 요소를 기술한다. 공통된 ISA를 공유하는 CPU 일지라도 내부 설계는 서로 

크게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효율 향상(efficiency enhancements) (예를 들면, 명령
어 파이프라이닝(instruction pipelining), 메모리 캐싱(memory caching), 그리고 멀티
쓰레딩(multithreading))은 마이크로 코드 레벨에서의 ISA 오퍼레이션들이 매우 다
르게 실행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양한 마이크로 구조 상에 존재하는 기계 명령어(machine instructions), 파이프라
이닝, 그리고 다른 계산 메커니즘 내에서의 차이점들의 서로 다른 결과로서, 소
프트웨어의 머신 레벨 표현에서의 차이점과 구성된 기계어(opcode)의 실행은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성능에 있어서 얼마간의 다양성을 제공해준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들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즉, 운영체제 및 시스템 서비
스), 머신 레벨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번역(interpretation) (예를 들면 

컴파일러, 어셈블러),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의 런타임 실행에 있어서 얼
마간의 다양성 수단(diversity measures)을 제공한다. 이 다양성은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코딩 시에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설계 또는 프로그래밍 결함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소프트웨어 실행(즉, 상태 전이에 대한 기본 메
커니즘)에서의 얼마간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작사, 프로세서 패밀
리, 그리고/또는 패밀리 세대(generation)에 따라 헤리티지(heritage)에 있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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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점을 제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선정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 

플랫폼, 특히 마이크로 구조 차이점이 더욱 표명(pronounce) 될 때 메인 프로세싱 

컴포넌트(즉,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세트)에 대해서 인적 유입 설계 및 구현 에러
의 공통성(commonalities)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칩 제작사는 알려진 결함들을 문
서화하는 현재의 정오표 시트(current errata sheets)를 발행하고 따라서 이들은 차이
점이 더 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추가로 서로 다른 제작사로부터의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은 서로 다른 공정 라인을 통해 제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
서 공통된 제작 결함(defects)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정
은 얼마간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헤리티지(heritage) 차이
점과 연계해서 마이크로 구조 차이점은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간의 공통 결
함(예를 들면 ISA의 구현 상의 결함, 제작 결함)의 발생가능성을 줄인다. 

많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패밀리들은 그 패밀리에 특정한 관련 칩 세트(즉, 메모리 

조절기 허브(memory controller hub), I/O 제어기 허브(I/O controller hub))를 갖고 있
다. 이들 특별화된 컴포넌트들은 일반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보이기 위해 특정 마
이크로프로세서 패밀리들과 연계해서 구동되도록 설계된다. 다양한 마이크로프로
세서의 선택은 관련된 칩 세트에서 발생되는 차이점들을 통해 서로 다른 플랫폼
에 대한 메인 회로기판 설계를 다양화 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기판 설계 

및 외부영향에 대한 공통 반응에서의 시스템 고장에 대한 잠재성을 줄일 수 있
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칩 세트 간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얼마간 이해하는 

것은 제공된 다양성의 정도(the degree of diversity)를 고려하는데 있어 손쉽게 한다. 

본 보고서에서 인용된 다양성 사용법 사례에서는 컴퓨터 기반 플랫폼으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한 중요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적절히 사려
분별이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영향은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프
로세싱 코어에서의 공통 고장에 대한 잠재성을 줄이고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의 내부 상태(internal states)에서의 어떤 다양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구현 결함(implementation faults) (즉,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 또는 실행 

공통성(execution commonalities)에 기인한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줄일 수 있으므
로 얼마간의 적절한 장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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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C에 대한 고유 다양성  

선정된 설계 다양성 접근방법으로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을 사용하는 것
은 다른 다양성 속성들과 비교해서 시스템에 고유 다양성 기여를 거의 하지 못
한다. 플랫폼 레벨에서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그리고 관련된 칩 세트에 

대한 얼마간의 고유의 기기제작사 다양성이 아마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유
한 생명주기 다양성은 다양성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서로 다른 개발 헤리티지
(heritage)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컴포넌트 통합 구조(즉, 회로 기판)에 대한 얼마
간의 고유 처리 기기 다양성(inherent processing equipment diversity)은 선정된 마이
크로프로세서에 칩 세트가 특정하면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얼
마간의 적당한(modest) 로직 다양성(logic diversity)이 런 타임 환경(운영체제 및 시
스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마이크로 구조와 칩 세트의 효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끝으로, 처리 기기의 다양성은 의도적으로 설계 다양성의 선정과 함께 명세 될 

수 있다. 효과적으로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구조의 선정은 서로 다른 처리 기
기(즉,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 

(3) 전략 C 다양성 사용법에 대한 기본  

전략 C의 특성을 보이는 설계다양성은 동일 기술 내 서로 다른 구조를 의도적으
로 선정하는데 있다. 이 다양성은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형태로 시스템 

고장과 동시 실행 프로필과 관련된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을 어느 정도 감
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제공된 온건한 기술 

다양성은 비교되는 시스템들의 다른 애플리케이션 특정 측면(aspect)에 대한 고유 

다양성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결과적으로 의도된 다양성
의 사용은 시스템 결함, 실행 공통성(execution commonalities) 또는 공통 외부영향
에 대한 응답과 관련된 잠재적인 잔존 CCF 취약성(remaining potential CCF 

vulnerabilities)에 대한 중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 전략 C에 해
당되는 언급한 예에서의 다양성 적용은 기기제작사 다양성, 처리 기기 다양성, 

기능 다양성, 생명주기 다양성, 신호 다양성 및 로직(소프트웨어) 다양성의 의도
적인 적용을 포함하였다. 이들 사례와 각 다양성 속성 및 그에 관련된 기준들의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다양성 기준의 전략적인 그룹핑에 대한 기본은 전략 

C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유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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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기제작사 다양성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둔 플랫폼에 대
한 기기 차이점은 민감하다. 마이크로 구조 차이점은 이들 두 시스템을 비교할 

때 즉각적으로 뚜렷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기 차이점은 두 마이크로프
로세서 기반 플랫폼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기술되거나 또는 직
접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BTP 7-19에서의 검토 절차에서는 단지 명판(name-plate)

만을 근거로 다양성을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8]. 전략 C의 사용에 해당되는 열거된 거의 모든 예에서 다양성시스템을 공급하
기 위해 서로 다른 기기 및 서로 다른 제작사 선정을 채택하고 있다. 동일 공급
자가 사용된 곳에서 거의 모든 경우 분리된 팀과 엄격한 품질관리가 각 다양성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동일 공급자가 선정된 경우 이들 실례가 제작 결함(예를 

들어, 공정 결함 또는 결함원인 기기), 구현 에러(예를 들어, 시스템 통합 에러)로
부터 발생되는 공통된 시스템 고장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중해
야 하다. 

(나)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은 처리 유닛(processing unit), 시스템 서비스, 기판 구조, 

버스 구조 및 주변기기와 같은 어떤 중요한 공통 컴포넌트로부터 발생될 가능성
이 있는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 설계다양성 선정에 의해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즉 CPU 마이크로 구조)가 제공된다. 앞에서 논의한 것
과 같이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의 기본적인 영향은 공통 시스템 결함의 감소
가능성이 있고 실행 프로필(즉, 프로세서의 내부 상태)에서의 차이점과 연관되어 

있다. 서로 다른 제작사로부터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패밀리는 마이크로 

구조 내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차이점이 

동일 제작사로부터 서로 다른 제너레이션(generation)으로 국한된다면 주의가 필
요하다. 얼마간의 노력이 마이크로 구조 내의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보
증할 수 있어야 한다. CPU 패밀리 진화(evolution), 보고된 칩 결함에 대한 정정 

차이점, 신규 지원 칩 세트의 관련된 개발 등에서 구현된 구조적 성능 향상의 기
술과 같은 정보는 CPU 간의 차이점 정도에 대한 증거를 줄 수 있다. 많은 경우, 

다양성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은 관련된 칩 세트에서의 차이점도 갖는다. 칩 세트에
서의 다양성 결과는 기판 레벨에서의 컴포넌트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복잡한 처
리 컴포넌트에서 임베디드 잔존 결함(embedded residual faults)의 발생가능성을 최
소화시키고 기판 설계의 공통성(commonality)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다. 



 

 

- 120 -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즉, 회로 기판 설계)의 사용은 기기 및 예상되는 

공통 설계오류에 있어서 잠재적인 공통성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 다양성을 유발
하는 하나의 결과는 환경 영향(예를 들어, 온도/습도, 방사되는 전자기파 간섭)이
나 에이징(예를 들어, 메탈 휘스커(metallic whiskers) 또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electromigration))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각 시스템의 응답을 다양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의 회로기판을 채택함으로써 

플랫폼 레벨에서의 공통적인 시스템 결함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은 컴포넌트 결함(component defects), 자원 통합 결함(resource integration 

deficiencies), 또는 기판 설계 오류(board design errors)를 포함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제작사로부터 다양성 시스템 취득(acquisition)은 회로 기판 설계 차이
점에 있어서 뚜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각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관
련된 칩 세트에서의 차이점은 기판 컴포넌트를 다양화 할 수 있고 기판 설계 차
이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로 기판 차이점을 의도적으로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가 플랫폼에 가용 하다는 정도로 차이
점을 식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공통되는 단순한 파트(simple parts)는 소스 결
정(source determination)과 자격 취득(qualification)을 통해 처리될 수 있지만 복잡한 

컴포넌트는 로직 처리 기기와 관련된 CCF 취약성에 충분히 역점을 두도록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공통 회로 기판으로부터 유발되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기 

위한 대체 수단(alternate means)의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로 기판이 

매우 단순한 설계이고 높은 품질의 부품을 채택하고 완전히 테스트되고 품질인
증 되었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얼마간의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 더구나 공통 

스트레스 요인(예를 들면, 출력 품질, 환경 조건)이 각 시스템에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대책이 제공된다는 것을 보이는데 외부 영향의 통제
가 사용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 구조(즉, 버스 구조)의 사용은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를 고려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스템과 버스 구조에 대한 토팔로지
(topologies)를 통한 데이터 플로우 운용은 일반적으로 잘 구축이 되고 이런 구조
는 많은 경우에 표준화되어 왔다. 다양한 버스 구조의 사용은 불필요하게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다양성 예제에 대한 버스 구조에 대해서 특정 정보가 거
의 제공되지 않았다. 

전략 C에서 사례조사에서 조사된 예는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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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Darlington 원전은 SDS1과 SDS2에 대해서 서로 다른 회로기판 레이아웃
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서로 다른 버스 구조를 갖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 기능 다양성 

마이크로프로세서(즉, 디지털 기술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능적 

능력과 처리 메커니즘에서의 현저한 유사성은 시스템 사양과 구현 규약(예를 들
면 코딩 실례, 테스팅 방법, 설치 절차)에서의 차이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설계사양(어떻게 기능을 완수)에 대한 요구사항(어떤 기능이 필요한
지)의 변환에서의 공통적인 오류 변환이나 실수에 대한 잠재성이 중요하다. 추가
적으로 이 기술적 변종에 의해 제공되는 간소한 차이점은 설계나 구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인적 실수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
한다. 각 시스템에 대해 각종 생명주기 업무에 종사하는 설계자, 개발자, 시험자, 

설치자와 같은 스탭은 시스템 사양의 공통 인지모델과 기능 요구사항이 구현 및 

검증되는 방식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 공통성은 유사한 개발 도구, 공통 

시스템 통합 기법, 비교되는 스킬 세트(또는 기술 전문지식)에 더 더욱 기인할 

수 있다. 이 조건은 공통 시스템 결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전략에 대한 

기능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호 다양성과 조합해서 기능적 다양성의 의도적인 사
용은 모든 전략 분류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일부로 채택되고 있다. 관련되는 다양
성 기준은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 수단 등을 포함한다. 기본
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 표현은 각 다양성시스템에 할당된 기능 및 제어 로직에
서 차이점을 나타내면서 다양한 안전기능 개시 기준을 취득(capture)할 수 있게 

한다. 기능 다양성 방법은 의도된 다양성이 우세라는 것을 각국의 원전 사례조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생명주기 다양성 

특정 동일 기술(예를 들면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들)내에서 구조적 변종을 

설계 다양성으로 선택하는 것은 설계와 구현과정에서의 공통적인 인적 실수에 

대한 가능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기능 다양성의 의도적 사
용은 기능 요구사항과 구현되는 기능의 다양화에 채택된다. 설계자, 개발자, 구현
자, 시험자 및 설치자는 얼마간의 인지적인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나타
낸다. 더구나 서로 다른 기능들은 시스템 설계 및 안전기능의 소프트웨어 인스턴
시에이션(instantiation)에 얼마간의 변화를 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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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설계조직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인적 요인에 

의해 유입되는 공통 시스템 결함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across-the-board) 생명주기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설계조직의 사용을 통해 달성된다. 공통 제작자 또는 시스템 공급자가 선정
되었다면 상당한 생명주기 다양성이 각 시스템에 대해 개별적인 팀의 사용을 통
해 달성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조직 또는 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회
사 내에서 개별적인 팀을 통해 생명주기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
반적인 사례에서 조사되었다. 

(마) 로직 다양성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 다양성은 소프트웨어 

다양성에 대해 얼마간의 영향을 준다. 마이크로 구조 내 차이점은 소프트웨어 명
령문의 근본적인 실행에 얼마간의 차이점을 준다. 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인터
페이스, 그리고 런타임 환경, 특히 칩 상(on-chip)의 자원(예를 들면 멀티코어 프
로세서, 칩 상의 시스템)이나 기판 상의 자원의 운영 및 접근을 위해 관련된 칩 

세트에서의 주어진 차이점들에 대해 유사한 영향이 존재한다. 이들 차이점 각각
은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얼마간의 차이점을 야기시키면서 내
부 상태간의 전이 메커니즘(transition mechanisms between internal states)에 대해 얼
마간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마이크로 구조의 차이점은 소프트웨어를 머신 코드로 번역하기 위한 방법에서 

얼마간의 다양성을 이끈다. 따라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리고 어셈블러는 소
프트웨어의 기계어 수준의 표현에서 머신 특정의 opcodes와 operands로서 차이점
에 대해서 설명하는 백 엔드(back-end) 변환에서 얼마간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실
행코드 생성을 다양화하고 변환과정에서의 공통 오류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시
키기 위해 서로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것도 얼마간의 이득이 있다. 

위에서 주목하는 차이점은 다양성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계어 표현방식에
서의 다양성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런타임 지원에서의 다양성을 제공해준다. 각 

안전기능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기본 오퍼레이션과 자원 운용을 수행하는데 대한 

하드웨어 메커니즘에서의 차이점과 함께 자연어 표현과 런타임 환경에서의 비 

유사성을 연계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실행 프로필의 다양성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다양성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플랫폼에 대해 로직 처리 결함(flaws)

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faults)이 다양성시스템의 동시발생 고장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다양성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연계해서 다양성 런타임 환경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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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코드 생성(즉, 컴파일러, 어셈블러)의 의도적인 적용은 동시 실행 프로필에 대
한 잠재성을 감소시키면서 공통 플랫폼 전용의 시스템 결함의 발생가능성을 최
소화시킬 수 있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런타임 환경 및 소프트웨어 컴파일러(서로 다른 기
능 표현, 특히 전산언어의 형태를 제공하는)을 통해 달성되는 다양성은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를 통합된 전산 머신(integrated computational machine)으로 연계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시스템 결함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나 코딩 오류의 발생가능성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잠재적인 CCF 취약성의 원인은 시스템 설계 및 응용 

소프트웨어에서의 실수나 이해부족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V&V)의 구현에서의 에러와 직접적으로 더욱 관련이 있다. 설계와 프로그래밍 도
구에서의 결함(flaws)은 시스템 결함을 일으키는 잠재성이 되지만, 더 큰 원인은 

인적 개발자 그들 자체로부터 유발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주기 및 

기능 다양성 각각은 각 다양성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발 팀간의 인지적인 

다양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의도적인 소프트웨어 다양성은 이 다양화에도 기
여 할 수 있고 설계와 구현에서의 공통 시스템 결함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기능 다양성의 사용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 및 로직의 의도적인 

사용이다. 기능 표현에서의 이들 차이점의 결과로 소프트웨어 설계는 전산 오퍼
레이션의 숫자와 타입, 이들 오퍼레이션이 배열되는 순차적인 작업(sequences), 조
작되는 데이터 세트 등에 대한 차이점이 될 것이다. 다양성시스템의 프로그램 구
조는 결과적으로 얼마간의 차이점도 보여준다. 공통 설계와 구현 결함의 도입에 

대한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에 덧붙여, 이 소프트웨어 다양성은 다양성시
스템 내 소프트웨어 실행에서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 실행 

프로필의 발생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고 공통 신호경로(signal trajectory) (즉, 공
통 내부 상태 및 입력 값)에 의해 유발되는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도 줄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머신 코드로 변환하는데 서로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달성되는 

표현 다양성(representation diversity)에 반해,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은 각 

다양성시스템에 할당된 서로 다른 프로그래머의 인지적인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언어 선정에 

있어서는 특히 옳다. 구현에 있어 ADA, Pascal, PL/M과 같은 고급 언어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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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에서는 어셈블러와 같은 하위수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양성 적용 사
례에서 식별된 여러 가지 예이다. Temelin 원전 및 Darlington 원전은 이러한 예이
다. 유럽 규제지침의 공통 입장, 그리고 몇몇 IEC 스탠다드 [40,41]에서의 지침은 

서로 다른 언어 사용을 잠재적인 CCF 취약성 완화에 추천할 만한 수단으로 식
별하고 있다. NUREG/CR-6303에서도 서로 다른 전산언어를 소프트웨어 다양성 

속성 하에서 기준으로 식별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언어는 수렴하고 혼합(intermix)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의 효력은 언어 선택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선정된 언어 타입 및 관련된 프로그래밍 규약에 대해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NUREG/CR-6463, Review Guidelines on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42]은 10가지 고급언어에 대해서 안전 특성 및 수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규약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다양성 속성 하에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알
고리즘, 로직 또는 프로그램 구조의 형태로 로직 다양성을 사용하였다. 이 기준
의 일차적인 사용은 축소된 기능 백업(reduced functionality backups)에 기반을 둔 

기능적 다양성 또는 개시 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기능 관계와 관련이 있다. 여기
서 프로그래밍 언어(또는 기능 표현) 다양성 기준으로 취급되는 서로 다른 컴파
일러는 몇 가지 사례에서 채택되었다. Darlington 원전에서는 다양성 정지계통에 

대해서 서로 다른 컴파일러와 소프트웨어 언어를 채택하였다.  

다른 로직 다양성 기준은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 순서 및 서로 다른 런타
임 환경을 포함한다. 의도적 또는 고유의 다양성으로 식별된 이전의 기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 차이(timing differences)나 신호경로(signal trajectory)

에서 얼마간의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순서(execution order)의 사용은 기능 

다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구조 또는 알고리즘 다양성이 없는 경우(즉, 소프트웨
어는 동일하거나 순번 교대(order shifts)가 없이 되는) 가장 적절하게 보인다.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조합은 서로 다른 신호 경로(이 전략 그룹핑의 특성인 설계 다
양성에 의해 제공되는 내부상태에서의 차이점을 따라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신호 다양성 

동일기술 내에서의 구조적인 변종을 병렬 다양성시스템(parallel diverse systems), 

다중성부위(redundancies), 또는 하부시스템(subsystems)에 대한 기본(basis)으로 선
정하는 것은 신호 다양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능 다양성과 연계한 신호다양성의 의도적인 사용은 모든 전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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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베이스라인의 한 파트로 채택된다.  

이 사용법은 원전산업 사례에서 식별된 예와도 일관성이 있다. Chooz 원전 및 

Temlin 원전 그리고 다른 원전에서 이끌어진 예로 ATWS 계통이나 다양성(이차) 

작동 계통은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PIE의 축소된 세트(reduced set)에 대한 백업 

작동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일차 보호계통과 비교해서 축소된 입력 세트
(reduced set of inputs)를 이끈다. 

다. 전략 C 설명 

(1) 설계 다양성 

의도적인 다양성은 동일기술 내 차이가 나는 구조 선정을 통해서 달성된다. 다양
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서로 다른 시스템, 다중성 부위, 또는 하부시스템에 대한 

근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분류 전략에 대한 일차적인 예이다. 이 다양성 사용
법의 목적인 플랫폼 레벨(즉, 기본 처리, 컴포넌트 및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처
리 능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연계)에서의 공통적인 시스템 결함과 

동시 실행 프로필(즉, 내부 상태 및 상태 전이 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되는 잠재
적인 CCF 취약성들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다. 

(2) 기기 제작사 다양성 

의도적인 다양성은 서로 다른 기기 설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제작사(또는 시스템 

공급자)를 선택함으로써 구현된다. 이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제작 결함이나 구
현 에러로부터 발생될 공통적인 시스템 결함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  

전략 C 분류 내 대체 다양성 전략(alternate diversity strategies)이 서로 다른 설계를 

동일 제작사가 하는 의도적인 선정을 통해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의 변
종으로서 채택할 수 있다. 대체 기기제작사 기준의 사용은 생명주기(인적) 다양
성의 보상적 의도적인 적용(compensatory intentional application)과 연계된다. 

(3) 로직 처리 기기 다양성 

의도된 다양성은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기기의 선정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 다양
성은 전략 C 분류의 특성인 설계 다양성의 선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기본
적으로 일차적인 구조 차이점은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선정을 통해 제공된
다. 이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플랫폼 상에서의 공통적인 시스템 결함과 동시 

실행 프로필로부터 발생 가능한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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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컴포넌트들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다양성 사용법 사례의 검토는 다양한 CPU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가
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다양성의 예는 Intel 80186 대 Motorola M68010, AMD 

29050 대 Motorola 68040 대 Intel 80486, 그리고 Intel 80386 대 Intel 80186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차이점이 마이크로 구조 내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동일 제작사로부터 서로 다른 제너레이션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주의해서 보증해야 한다. 동일 구조를 서로 다른 로직 처리 버전으로 선택된 로
직 처리 기기 다양성 기준으로 대체 사용(alternate use)을 하는 것은 구조적 차이
점(예를 들면, 마이크로 구조적인 변종으로 무엇이 구현되었는지), 결함 다양화
(flaw diversification) (정오표 시트에 기반을 둔), 그리고/또는 칩 세트 차이점들에 

대한 증거에 대해 정당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컴포넌트 통합 구조(즉, 회로기판 설계) 다양성 기준의 의도적 사용은 플랫폼(즉, 

컴포넌트 결함, 통합 결함 또는 기판 설계 에러)상에서의 공통적인 시스템 결함, 

환경 스트레스(예를 들어 온, 습도와 방사되는 전자기파 간섭)과 같은 외부 영향
뿐만 아니라 에이징(메탈릭 휘스커(metallic whiskers) 및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electromigration))과 같은 잠재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점들은 기판 설계의 단순화, 완벽한 품질인증 및 테스팅, 그리고 외
부 영향에 대한 통제와 같이 대체 수단(alternate means)을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다양성 기준은 플랫폼 설계의 복잡성, 공통적인 컴포넌트의 최소한의 

사용,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들의 제한된 공통성(commonalities) 같은 고려사항들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로직 처리 기기 기준의 의도적 적용을 

생략하도록 의사결정이 정당화 되었다면, 서로 다른 기기제작사의 사용과 함께 

전략 변화를 연계하는 것은 공통 기판 설계 에러 또는 컴포넌트 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보상적인 가능성 있는) 보증을 할 수 있다. 

(4) 기능 다양성 

PIE(발전소 D3 분석에 기반한 필요성에 따라)의 축소된 세트의 범위와 관련된 

서로 다른 기능 또는 제어 로직의 형태와 다양한 안전기능 개시 기준(GDC 22 및 

신호 다양성 참조)의 사용으로 의도적 다양성이 제공된다. 이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사양에서의 차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시스
템에 의해 보여지는 신호 경로를 다양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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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명주기 다양성 

애플리케이션 특정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생명주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로 

다른 설계조직의 사용을 통해서 의도된 다양성이 제공된다. 이 베이스라인 기준
은 서로 다른 설계에 서로 다른 제작사를 적용시키는 기기제작사 다양성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생명주기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다양성시스템 설계 및 구현 동안 공통된 실수나 공유된 인적자원에 의한 이해부
족에 의해 기인한 시스템 결함 유입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전략 C 분류에 해당하는 대체 다양성 전략은 동일 제작사가 다양성시스템을 공
급할 때 개별적인 팀을 의도적으로 선정해서 채택할 수 있다. 특히, 이 대체 전
략 접근방법은 각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운영 팀, 서로 다른 설계 및 개발 

팀, 서로 다른 구현, 검증 및 설치 팀 등을 실제적인 만큼 의도적으로 구성한 제
작사를 적용하는 것이다 

(6) 로직 다양성 

디지털 형태로 구현된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의 형태로 의
도된 다양성이 제공된다. 이 다양성은 기능적 다양성의 의도적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의도된 다양성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 컴파일러 및 전산 언어 

사용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특정한 다양성 기준은 런타임 환경(즉 운영체제) 그
리고 서로 다른 기능 표현(즉, 컴파일러 및 전산언어)들이다. 이 다양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 플랫폼 레벨(즉, 플랫폼에 의해 처리되는 역량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소프
트웨어의 연계사항)에서의 공통적인 시스템 결함 및 동시 실행 프로필(즉, 

내부 상태 및 상태 전이)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운영체제 및 서로 다른 컴파일러의 사용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컴파일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설계과정에서의 공통적인 실수
나 이해부족 또는 구현과정에서의 공통적인 에러에 기인한 시스템 결함의 

유입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운영체제의 단순화가 CCF 취약성에 대한 잠재성에 대한 런 타임 환경의 기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다면 전략 C 분류 내에서 대체 다양성 전략의 

사용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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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호 다양성 

의도된 다양성은 발전소 변수에 대해서 개별적 그리고/또는 다양한 측정의 사용
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 의도된 다양성 사용법의 목적은 공통성(commonalities)의 

최소화, 기능 다양성(GDC 22 참조)의 지원, 그리고 동시 실행 프로필의 다양화를 

포함하고 있다. 세 가지 신호 다양성 기준의 각각은 실제적으로 의도된 다양성으
로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라. 전략 C 요약 

전략 C에서는 동일 기술 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차 안전
계통과 다양성 백업시스템을 ATWS나 DAS와 같이 다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구축한 것이 좋은 예이다. 표 4.3은 전략 C에 대해서 네 가지 변화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 전략 C를 구성하는 다양성 전략들의 개요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전 략 a

 

C1 C2 C3 C4 C5 

설계(Design)      

서로 다른 구조 x x x x x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 – 동일 설계 x – x x x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설계 – x – – –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 x x – x x 

동일 구조 내 서로 다른 로직 처리 버전 – – x – –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 x x x – x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수단 x x x x x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x – x x x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관리 팀 – x – – –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 x i i i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i x i i i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x x x x x 

서로 다른 실행환경 x x x x – 
서로 다른 기능표현 x x x x x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x x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x x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x x x x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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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C1은 베이스라인 그룹핑을 나타내고 전략 C2는 동일 제작사가 다양한 기기
를 공급하면서 조직 내에 분리된 팀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이다. 전략 C3는 동일 

제작사 마이크로프로세서 패밀리 내에서 서로 다른 제너레이션에 기반을 둔 다
양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략 C4는 회로 다양성이 불필요
함을 나타내고 있다. 전략 C5는 공통 운영체제(OS)가 충분히 간단해서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기여할 수 없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은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 전략 C  

 

제 4 절 다양성 전략 응용 

1. 전략 개발 요약 

다양성 전략들은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해 적절히 완화를 위한 베이스라인 

접근방법을 나타낸다. 이들 전략과 변화된 방법은 NUREG/CR-6303 [7]에서 정의
한 속성 및 기준으로부터 채택한 다양성 기준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 전략들
은 원전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성 사용법 사례들로부터 얻어진 실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전략들은 기술 선정 효과, CCF 취약성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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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양성 타입의 예견되는 영향(impact) 같은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 다양성 전략들에 대한 상황은 안전계통 (계통 내 효과적으로 다중성
(redundancies)을 무력화시키는)에 의한 안전기능의 시기 적절한 수행을 방해하는 

CCF 취약성들에 역점을 두면서 제기된다. D3 분석의 결과들은 안전 규정들을 만
족하기 위해 다양성이 어디에서 필요한가를 결정함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
을 확립한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식별된 CCF 취약성들과 

관련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완화시키려는데 적용된다. 다양성 사용법의 가정
은 손상된 안전계통에 다양성을 추가 또는 자동다양성작동시스템(automatic 

diverse actuation system)을 제공하는데 적용된다. 전자는 다양성은 안전계통 내 다
중성 부위(redundancies), 하부시스템, 모듈 및 컴포넌트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differences)들과 관련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다양성은 동일 기능 또는 적절한 보
호를 제공하는 보상 기능을 달성하는 영향을 받은 안전계통(affected safety system) 

및 병렬 다양성 계통(parallel diverse system)간의 차이점들과 관련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전략들에 대한 기술적인 근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 사용법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기술된다. 특히, 다양성
의 영향 및 장점들이 공통적인 결함 소스(purpose and process), 취약성 위치
(product), 그리고 공통 유발 조건(performance)에 따라서 식별된다. 사실상 CCF 취
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성 기준들의 기여도는 공통 시스템 결함, 동시 실행 

프로필, 또는 외부 영향에 유사한 응답에 영향을 주는 그들의 역량(capability)에 

따라 특성 지어 진다. 

추가적으로 원전 사용법 도메인에서의 다양성 전략들에 대한 시발점이 확립된다. 

특히, 원전 I&C 계통 내 다양성 적용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각 다양성 전
략에서 채택된 기준이 되는 실제경험들로부터 얻어진다. 이 다양성 해결방법들은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CCF 취약성에 대한 관심에 앞서 원전산업에 의해 개발되
었고 그 방법들은 계통 레벨에서의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해왔다. 

기존 다양성 해결방법들의 일차적인 초점은 공통성과 설계기반 불확실도와 관련
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다양성 전략들은 디지털 기술과 연관된 유일한 

특성들에 역점을 두고 대체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접근방법들을 확립한다. 

베이스라인 전략들의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중요 다양성 속성들 

사이에서 얼마간의 근본적으로 기술 독립적인 관계성도 기술된다. 이들 관계성의 

성격은 보상적인(complementary) 특성과 교차의존성(cross-dependence)을 포함한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다양성 입출력 관계성과 PIE에 해당하는 개시기준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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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을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다
양성시스템에 대해 제작사 또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서로 다른 회사의 선정
으로부터 발생되는 인적 다양성(personnel diversity)과 같은 의존성(dependencies)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다양성 전략 분류 계획(scheme)이 제시된다. 다양성 조합의 그룹핑이 

전략들의 체계적인 구성을 검토에 쉽도록 패밀리로 구성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전략들의 분류가 계통, 다중성 부위(redundancies), 하부시스템, 모듈 또는 컴포넌
트간에 다양성의 비교적인 사용(comparative use)을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계통 간의 근본적인 이 차이점이 식별 가능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계
통 설계의 다양성 특성을 제공한다면, 채택된 기술은 전략 분류에 대한 기본
(basis)으로 선정되었다. 추가로 기술 차이점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설계 다양
성 속성은 일반적으로 다른 다양성 속성들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에 대한 기본을 문서화하기 위해 다양성 분류 스킴의 상
황에서 원자력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고려사항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tie)되어 

있다. 각 전략 분류에 대한 근거(rationale)를 기술하여 인용된 원자력 사례를 통
해 공통된 실제경험에 대해 명백한 기반(clear ties)을 제공한다. 그리고 결함원인
(fault sources), 취약성 지점(vulnerability sites), 그리고 CCF 유발 메커니즘(triggering 

mechanisms)에 대한 다양성 기준의 예견되는 영향에 대해 역점을 둔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각 전략 분류를 통해 잠재적인 CCF 취약성의 적절한 완
화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계통에 대한 전통적인 다양성 사용법과 함께 다양성 기
준의 베이스라인 조합(baseline combination)을 제공하였다. 표 4.4는 세가지 분류들
에 대한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들의 비교 요약이다. 그림 4.1, 4.2, 4.3은 전략 A, 

전략 B, 그리고 전략 C에 대해서 각각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을 나타내
고 있다. 

2. 전략 평가 접근방법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다양성 전략들의 응용에 대한 리뷰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과정이 구축될 수 있다. 베이스라인 전략을 채택하는 사용법사례에 대해서 평가
과정은 다양성 기준들의 조합에 따르는 직접적인 확증방법이다. 즉, 잠재적인 

CCF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대체 수단의 적용은 제안된 대체방법이 충분히 대처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더 복잡한 평가 접근방법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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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베이스라인 다양성 전략들 개요  

설계 속성(Design Attribute) 
전 략 a

 

A B C 

설계(Design)    

서로 다른 기술 x – – 
서로 다른 접근방법 – 동일 기술 – x – 
서로 다른 구조 i i  x 

기기 제작사(Equipment Manufacturer)    

서로 다른 제작사-서로 다른 설계 x x –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설계 – – – 
서로 다른 제작사 – 동일 설계 – – x 

동일 제작사 – 서로 다른 버전 – – – 
로직 처리 기기(Logic Processing Equipment)    

서로 다른 로직 처리 구조 i i x 

동일 구조 내 서로 다른 로직 처리 버전 – – – 
서로 다른 컴포넌트 통합 구조 i x x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data-flow) 구조 i – – 
기능(Functional)    

서로 다른 내재적인 메커니즘 i i – 
서로 다른 목적, 기능, 제어 로직 또는 작동수단 x x x 

서로 다른 응답시간 범위 – – – 
생명주기(Life-cycle)    

서로 다른 설계조직/회사 x x x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관리 팀 – – – 
서로 다른 설계/개발팀(설계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 i i 

서로 다른 구현/검증팀(시험자, 설치자 또는 
인증요원) 

i i i 

로직(Logic)    

서로 다른 알고리즘, 로직 및 프로그램 구조 i x x 

서로 다른 타이밍 또는 실행순서 i i – 
서로 다른 실행환경 i i x 

서로 다른 기능표현 i i x 

신호(Signal)    

서로 다른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동일 물리효과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변수들 

x x x 

유사한 센서들의 서로 다른 다중세트(redundant 
set)에 의해서 감지되는 동일 변수들 

x x x 

a의도된 다양성(x), 고유 다양성(i), 적용 불가 또는 정보 없음(-). 

 

 

안전규정과 규제적인 요구사항들이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양성 사용
법사례의 평가로부터 맺어진 결론들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다양성 기준의 베이
스라인 조합에서의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포함을 통해 이들 전략에서 명백히 

역점을 두어온 기존 다양성 사례 사용법의 응용은 10 CFR 50, Appendix A의 

GDC(특히, GDC 22)에서 구체화된 설계기준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10 CFR 50.62와 

10 CFR 50.55a(h)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동일 또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달성
하기 위한 다양성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 베이스라인에서 명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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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기준의 풀 세트의 사용법은 D3에 대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입장 3

번 항목 (Point 3 of Commission’s positions) [43]이 만족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다양성 전략과 관련된 평가과정(evaluation process)은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검토방법은 요구되는 다양성 식별, 다양성 기준들의 특정분야 

사용법에 대한 지지(adherence)의 확증, 어떤 일탈영향에 대한 결정, 그리고/또는 

다른 대체전략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다양성 사용법의 각종 측면에 대
해서 역점을 둔다.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다양성 전략 분류 

설계 기술사항(design descriptions)이나 또는, 명확하게 참고문헌이 인용 

되어있다면, 선정된 특정 다양성 전략 식별에 기반을 둔 다양성 

계통에서 채택된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2) 고유 다양성 크레디트(credit) 확인  

이 단계에서는 기술 사용법(usage)의 결정 및 기술 차이점의 영향과 

관계된다. 이 단계의 중요성은 기술의 차이점으로부터 유도된 얼마간의 

고유한 장점들이 적용된 설계개념이나 가능한 공통성(commonality)의 

정도 같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절충 가능하다. 이들 요소의 예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 다른 기술(예를 들어 CPU 를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 FPGA 를 사용)을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또는 기술 접근방법), 

(b) 플랫폼 헤리티지(heritage)의 공통성(예를 들면, 공통된 파트, 기판, 

그리고/또는 설계방법을 사용하는 혼합모드의 전자장치 뿐만 아니라 

각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공통 인력)  

만약 제안된 다양성 전략의 문서가 기술 차이점(예를 들면 디지털 대 

연속적인 데이터, 기능의 직렬 대 병렬 수행, 소프트웨어 로직 대 

하드웨어 로직), 적용된 설계개념 및 공통성(예를 들면, 파트 또는 구성품, 

연계사항, 처리 메커니즘, 헤리티지)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으면, 설계사항에 대한 더욱 상세한 검토과정(또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도적 다양성 사용법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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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적용된 다양성 기준에 대한 식별로 구성된다. 

제안된 다양성 전략에 대한 문서화에서 의도적인 다양성이 어디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4) 해당 전략 분류와 연관된 다양성 사용법 범주화(categorization) 

이 단계에서는 테이블 형태(표 4.1 에서 표 4.4 참고, 상세한 설명은 

NUREG/CR-7007 [10]의 Appendix A 참고)의 하나로 다양성 기준들의 

조합을 획득(capture)한다. 범주 옵션은 다음과 같다.  

(a) 베이스라인 전략(A, B, 또는 C),,  

(b) 베이스라인 전략(즉, A2, B2, B3, C2, C5)의 변종(variant)의 하나, 또는  

(c) 대체 전략(alternate strategy).  

어떤 전략 분류가 적용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은 편집된 다양성 

사용법(compiled diversity usage)이나, 또는 문서가 제공된다면 다양성 전략 

문서화에서의 명료한 요구(claim)에 기반을 둔다. 

(5) 다양성 전략의 적절함(adequacy)을 평가 

이 단계와 연관된 활동은 단계 (4)에서 결정된 제안된 다양성 전략 

범주화(categorization)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성 사용법 테이블과 다양성 

평가 도구(NUREG/CR-7007, Appendix A [10] 참고)는 제안된 다양성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다양성 평가 도구는 베이스라인 

전략뿐만 아니라 원전산업에서 구현된 실례 및 공통성에 대해 제안된 

다양성 대체전략의 상대적인 입장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도구는 제안된 다양성 기준의 조합을 평가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다.  

(6) 다양성 전략이 타당성이 있는가 결정  

제안된 다양성 전략이 D3 평가에서 식별되었듯이 CCF 완화 필요성에 

적절히 역점을 두고 있는가 결정한다. 

� 베이스라인 전략(Baseline strategy) 

이 범주는 세가지 전략 분류에서 정의된 다양성 기준의 베이스라인 조합의 하나
와 일관성 있게 보이는 제안된 다양성 사용법으로 구성된다. 관련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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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된 조치는 다양성 계통들이 명기된 기술 차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2) 시스템 설계가 고유 다양성에 대한 관련된 크레디트(credit)와 타협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3) 명료한 다양성 사용법은 풀 세트의 의도된 다양성을 채택. 

 

� 베이스라인 전략의 변종(Variant of baseline strategy) 

이 범주는 세가지 전략 분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기술된 다양성 기준의 대체
(alternative) 조합과 관련되어 보이는 제안된 다양성 사용법을 포함한다. 관련된 

조치사항은 변종의 민감도와 관련된 조건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수적인 결정
과 함께 베이스라인 전략 범주화(baseline strategy category)를 위해 기술된 그것과 

상응하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다. 

� 대체 전략(Alternate strategy) 

이 범주는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 제안된 대체 방법에 대해
서 관심을 갖는다. 필수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제안된 전략들은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다양성 전략들의 어떤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관련된 조치사항
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베이스라인 전략으로부터 타입과 크기의 결정
으로 시작된다. 일탈(deviations)이 크지 않다면 일탈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함께 이전 접근방법과 유사하게 평가를 진행한다. 만약 일
탈이 성격상 크고, 제안된 다양성 전략이 어떠한 전략 분류에도 속하지 못할 때
는 제안된 완화 접근방법에 대한 기술적 근간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체적인 전략의 평가로부터 발견사항은 안전계통 응용에 대한 다양성 요
구(claim)를 지원하거나 검토 시 그 같은 요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근간을 제공한
다. 

선정된 검토 접근방법에 무관하게 검토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첫
째, 평가가 다양성 대체 조합(alternate combination of diversities)이 해당 CCF 취약
성을 완화하는데 동급의 효과를 제공하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필수적으로 CCF의 

결함원인, 취약 사이트, 그리고 유발 메커니즘에 대한 대체 접근방법의 영향은 

수용되는 전략과 비교될 만 해야 한다. 둘째, 평가는 적용된 각 다양성 기준(예를 

들어 4.3절)에 대한 기본을 구성하는 근거(rationale)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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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원전 I&C 계통에서의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오
고 있지만, 최신 I&C 계통 설계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
로 증가되면서 공통적인 계통 결함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록 소프트웨
어 개발 시에 엄격하고 고 품질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들을 거친다고 해도 

결함요인이 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CCF를 해결하기 위해 완
화 전략으로 다양성의 사용에 대해서는 안전성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품질
보증 실무(quality assurance practices)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양성 사
용법은 원전 안전계통에 대한 설계기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원전의 법적 기
준에 의해서고 요구되고 있다. 신호 다양성이나 기능 다양성 같은 전통적인 다양
성 전략들은 공통성(commonalities)과 설계기준 불확실성에 역점을 두면서 하드와
이어드 안전계통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채택이 되어 왔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
시된 다양성 전략들은 전통적인 다양성 접근방법과 함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인 CCF 취약성에 대한 대처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견고히 하였다. 

다양성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원전산업으로부터의 다양성 사용법과 

실제 사례에 대한 가용한 문헌 조사, 전문가 지식의 획득 및 이를 통해 습득된 

교훈, 최선의 실무경험(practices) 결정, CCF 및 보상적인 다양성 속성의 특성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한다. 결과적인 다양성 전략들은 잠재적인 CCF 취약성의 적절한 

완화를 제공하는데 대한 베이스라인 접근방법을 나타낸다. 이들 전략과 그들의 

변종들은 NUREG/CR-6303에서 정의된 속성들과 기준들로부터 채택된 다양성 기
준들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 전략들에 대한 기본은 세계 각국의 원전산업에서의 고 무결성 그리고/또
는 안전필수 I&C 응용분야에서의 다양성 사용법 예로부터 유도된 실례에 중점을 

두었다. 세계 각국의 원전에서 식별된 다양성 접근방법은 전략들의 대표적인 예
로 작용한다. 다양성 사용법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원전산업에서는 디지털 

CCF의 배제 및 완화 수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 선정의 영향, CCF 취약성의 성질, 그리고 각 다양성 타입의 

발생 가능한 영향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다. 특히 다양성 계통의 

Purpose, Process, Product, 그리고 Performance 측면에서의 각 속성과 기준들의 영향
에 대해서 2장에서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다양성 적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분류하는 체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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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NUREG/CR-6303의 설계 다양성 속성에 해당되는 기술은 전략들을 그룹
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적 특성에 의거해서 선택되었다. 이 분류 체계에 대
한 근본적인 원리는 기술 중점의 설계 다양성이 제공하는 충분한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계 다양성의 사례(instances)들은 바
로 관측이 되고 다른 다양성 속성들의 대부분은 설계/기술(design/technology) 선정
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NUREG/CR-6303에 의거해서 

“설계 다양성은 후보가 되는 두 가지의 하부시스템들간의 명백한 차이점이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다양성 전략에 대한 분류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서로 다른 기술(전략 A), (2) 동일 기술 내 다른 접근방법(전략 B), (3) 동
일 기술 내 서로 다른 구조(전략 C). 각 전략들은 다음과 같은 필수 특성이 있다. 

(1) 전략 A는 다양성 계통, 다중성 부위, 또는 하부시스템에 대한 근간으로서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략 A 베이스
라인(계통 레벨이든 플랫폼 레벨이든)은 설계 다양성을 제공하는 아날로
그 및 디지털 구현으로 예시될 수 있다. 이 기법의 선택은 고유하게 뚜
렷한 설계구조, 기기 제작자, 처리 기기, 기능, 생명주기 및 로직 다양성
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생명주기 및 기기 제작자 다양성이 의도적으
로 베이스라인에 적용이 되고, 기능 및 신호 다양성도 전통적인 사용으
로 채택된다. Sizewell 원전에서 채택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일차 보
호계통 및 아날로그 기반의 이차 보호계통이 전략 A의 대표적인 사례이
다. 

(2) 전략 B는 다양성 계통, 다중성 또는 하부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
별되는 동일 기술 내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략 B 

베이스라인은 PLC 장치나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이 서로 구별되는 

접근방법인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기술의 선택으
로 고유하게 설계 구조, 기기 제작자, 처리 기기, 기능, 생명주기 및 로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로직 처리기기, 생명주기, 기기제작사 다양성
이 베이스라인에 포함되고,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의 전통적인 사용이 채
택되고 있다. 일차적인 안전계통에 대한 기본으로 서로 다른 디지털 기
술(즉, CPU 대 FPGA)과 다양성 백업시스템을 사용한 Olkiluoto 원전 이 

전략 B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전략 C는 다양성계통, 다중성 부위 또는 하부시스템에 대한 근간으로서 

동일 기술 내에 구조적인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략 C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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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예로 서로 다른 CPU로 제공되는 다양성 마이크로 구조 같이 서
로 다른 디지털 구조가 좋은 예가 된다. 이 전략은 고유하게 기기제작사, 

생명주기 및 로직 다양성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기기 

제작사, 로직 처리기, 생명주기 및 로직 다양성을 베이스라인으로 의도적
으로 적용하고 기능 및 신호 다양성을 전통적으로 적용하였다. 일차적인 

안전계통에 대해 다양성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고 ATWS나 DAS와 

같은 다양성 백업시스템을 사용한 것이 전략 C의 좋은 예이다. 

평가 대상 전략들의 체계적인 구성을 전략 A, B, C에 따른 다양성 조합의 그룹핑
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전략 분류를 통해 계통, 다중성 부위, 하부시스템, 

모듈, 또는 컴포넌트 간의 비교되는 다양성 사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D3 평가를 통해 규명된 CCF 취약성들에 대해 역점을 두기 

위해 다양성 사용법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평가과정을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였다. 

다양성 사용법의 평가로부터 나온 결론들은 적절한 CCF 완화를 제공하고 규제
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양성 전략과 관련된 

평가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검토방법은 요구되는 다양성 식별, 다양성 기준
들의 특정분야 사용법에 대한 지지(adherence)의 확증, 어떤 일탈영향에 대한 결
정, 그리고/또는 다른 대체전략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다양성 사용법의 

각종 측면에 대해서 역점을 둔다. D3 평가를 통해 식별된 어떤 CCF 취약성들에 

대응하는데 적용 가능한 다양성 평가과정은 4.4.2절에서 기술한 평가과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양성 전략들에 대한 평가과정은 잠재적인 CCF 취약성들에 역점을 두기 위해 

명백하게 채택된 의도적인 다양성 식별을 강조하면서 선정된 기술에서 발생되는 

고유 다양성을 적절히 신뢰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성 대체전략에 대한 근거
(rationale)를 평가하는데 있어, 다양성계통의 Purpose, Process, Product, 그리고 

Performance 측면에 대한 각 다양성 기준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다양성 전략이 동시 실행 프로필의 발생을 줄이고, 외부 영향에 대한 유사한 응
답의 가능성을 적절히 줄이면서, 공통적인 계통 결함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도
록 CCF 완화 능력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을 확증해야 한다. 

다양성 전략들은 수용 가능한 다양성 사용법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고 D3 평가를 

통해서 식별된 CCF 취약성들이 적절히 해결되었다는 보증을 하기 위해 직접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다양성 전략들은 동급의 CCF 완화 능력이 제공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다양성 사용법 테이블 그리고 또는 다양성 평가도구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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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 기준(comparative norms)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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