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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셰어 요구사항 영세 (SRS) 정형검중 

디지털 보호논리 요구사항 영세 청형검중의 대상온 트립성갱치와 공갱계측치릎 비교하는 기능올 주로 당당하는 

BP 소프브위1 어， 동시논리 알고리즘용 처리하는 기능융 주로 당당하는 CP 소프트혜어， 원자로보호계용융 위한 각종 
시헝융 당당하는 ATIP 소프트예어， 운전원과의 연계 역할올 담당하는 COM 소프트왜어이다 BP, CP, ATIP 에 대 
한 갱형겁종은 .'i'.앵셰킹 기법융 이용하였으며， COM 소프브째어에 대해서는 모과제에서 수행하는 것과 장은 땅법으 

로 소프트셰어 겁중 업무를 수앵하였다 정형겁중은 다옴파 강은 절차용 용해 수행하였다 

• 디지탤 보호논리 소프트떼어의 요구사항 영세(SRS) 분석 

• 주요 검증 속성 추종 

• 모엠 셰커 Symbolic MOOel CheckerlSMV)용 사용하여 모앨셰킹 수앵 

• 모댈셰킹 결과 분석 빛 보고 

김중경과 BP. CP, ATW, COM 요구사항 영세상의 다수의 오퓨융 망견하였으며， 이는 요구사항 영세에 대한 정형김 
중 보고서 빛 이상상태 보고의 임력으혹 제공되었다 

2 소프트헤어 연계 영세 (SOS) 갱형갱중 

디지펠 보호논리 성계영세 갱형검증외 대상은 SRS 정형검중파 마잔가지로. BP, CP, ATIP 소프트예어와 COM 소 
프브떼어이다 BP, CP, ATIP 에 대한 정형집중온 오엔셰킹 기빔융 이용하였으며， COM 소프트쩨어에 대해서는 모 

과제에서 수행하는 것과 갈은 방법으로 소프트혜어 집중 염우용 수행하였다 

자연어 SOS로 lf 터 작성원 FBO프효그댐용 SOS 정형검층의 모댈로 삼았으며， FBO 프로그댐올 깅중하기 위해 
FBO 프도그댐융 Verilog 언어효 변환현 후， 연환왼 Verilog 프로그랩에 대해 S;VIV 모헬셰커흉 사용해 김중용 수행 
하였다 FBO 프로그햄융 Ver1ilog 코드로 연환하는 부관은 기존 도구가 없기 때문에 자셰켜으로 개발한 PLCVe끼 fie 

흉 사용하였다 PLCVeri fier용 사용해 FBD로부터 Verilog 코드 생성융 자동화함으로써， 수꽁연환으로 인한 오류가 
놓성용 중이고 앙대한 양의 FBO 프로그랭올 효과적으로 검중하였다 RPS 성계영새에 대한 정형검증용 다용과 잘온 
설차똥 흥해 수앵하였다 

• 디지면 보호논리 소프트때어 설계 영세(SOS) 분석 

• 주요 건중 속성 추충 

• SOS 정형영세인 FBO로부터 Verilog 코드 자용생성 

• 모옐 셰키 SMV공 사용하여 Veri log 코드에 대한 모옐셰킹 수행 

• 오댄제정 결과 분석 및 보고 

검중길'" BP. CP. A TIP. COM 성게사항 영새상의 다수의 오퓨동 알견하였으여 1 이는 성셰영세에 대한 정형검증 보 

고서 잊 이상상태 보고의 힘력으포 제공되었다 

3. F13D 테스냉 앙안 연구 

FBO 기반 프로그샘올 테스녕하는 앙빔으모 기촌에 제안왼 것으로는.FBO 프로그냉으로부 터 C코드와 경、연 옐도 

의 중간코느를 생성해서 그 중간코드에 대해서 태스냉융 수앵하는 앙빔이 있다 이 방법，0- C .iZ.드 등 중간코드용 생 

성하뉴데 추가 비 용이 든다는 것과， 중잔 코드융 생성하지 않는 FBO프로그댐에 대혜서는 적용쉴 수 없다는 단싱옹 
가지 고 있기 때문에 1 본 연구에서는 FBO 프로그생용 중간코드 생성 없이 식집 테스냉할 수 있는 망안용 개발하였고， 
이 방안의 실제 거용 가능성을 살여보았다 기존 에스탱 알고리즘의 FBO 매스링애의 저용 가능성옴 운서하였으여 1 
FI:lO 기반 제어 호흠 셰스 l깅<Control flow lesting) 땅안 및 데이터 호유 테스딩 (data f10w testing) 양안을 제안하여 
안문게재 하였다 

한 
노싱보호 시스냉 소프브쩨어 요구사항 영세서 소프트때어 성계 영세서， 성형집중. 소프트얘어 테스냉 

색 인 어 "tt 
(각 5개 이상) 영 l1eactor Pmtection System. Software Requirement S않쉰fication ， 앉)ftware 많-sign Speci짐catiηn. 

어 Formal Verification. Software T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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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호논리 정형캠중 및 자동시험 소프트웨어 검증 

]]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디지털 계측제이 소프트웨어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확보된 소프트헤어 검증 기숭은 디지힐화를 추구하는 모든 신형 원전의 안전 소프 

트웨이 검증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률 통해 확보되는 디지털 보호논리에 대한 정형검중 수행 결과 및 분야에 적합한 

소프트떼어 시험방안은 고신뢰도 소프트혜어 빛 제어기기가 휠요한 핵융합 장치， 가속기， 

핵폐기물 관리， 연구용 원자로， 핵의료장비 퉁에 대한 확인 및 경중에도 활용원 수 있고， 나 

아가서 비원전 안전계통인 국방， 우주항공， 고속천， 통신， 의료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 경제 산업적 측면 

• 디지털 안전계통의 원전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혜이 검증을 포항하는 인허가 검중 

비용의 외화 유출 앙지할 수 있다 

• 윈전 안전 필수계통 소프트혜이를 지능화된 확인 및 검중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하게 되변 

원전 이용률의 향상올 기 대할 수 있고 또한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안진 소프트웨어 개발을 순수 국내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꽉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거툴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안전이 중요한 계통올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산엽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 동을 통한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의 효 

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사회 문화적 측민 

원자력말전은 타 발전과는 다르게 대기오염 불진올 배출하지 않아 요즈음 많은 사람틀의 관 

심의 대싱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올 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발 

진소가 사회적으로 더 큰 기대률 모으기 위해샤는 원자력발전소가 매우 안전한 시스댐임을 입 

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기숭올 활용하여 그 계통의 안전성올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한 겨1측제어계통 및 지식기반시스템은 높은 신뢰성을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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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에 문제없이 사용되어 발전소의 안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을 사회적 

으로 홍보하여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중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빛 범위 

。 디지털 보호논리에 대한 정형검중 수행 

。 소프트왜어 요구사항 멍세(SRS)에 대한 정형검증 수행 

。 소프트헤어 설계명세 (SDS)에 대한 정형검중 수행 

。 개정 SRS , SDS에 대한 정형검중 수행 

。 디지힐 보호계통 소프트혜어에 적합한 테스팅 방안 연구 

디지털 보호게통 소프트해어 테스팅 방안의 원형개발 

。 디지혈 보호계통 소프트워1 어 데스팅 망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IV . 연구개발결과 

1 소프트워1 어 요구사항 명세 (SRS) 정형검증 

디지털 보호논리 요구사항 영세 정형검증의 대상은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룹 비교하는 기능 

을 주로 담당하는 BP 소프트왜이 동시논리 알고리즘올 처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CP 소프 

트왜어， 원자로보호계풍을 위한 각종 시험올 담당하는 ATIP 소프트혜어， 운전원과의 연계 역할 

을 닦당하는 COM 소프트웨이이다 BP, CP, ATIP 에 대한 정형검증은 모델체킹 기법을 이용하 

였으며， COM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모과제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형겸층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 디지힐 보호논리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명세 (SRS) 분석 

• NuSCR로 기술된 정형영세 검토 

• 주요 검중 속성 추출 

• 모텔 체키 Syrnbolic Model Checker(SMV)를 사용하여 모텔체 킹 수행 

• 모델체킹 견과 분석 및 보고 

2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SDS) 정형검증 

디지털 보호논리 설계영세 정형검증의 대상은 SRS 정형검증과 마찬가지로， BP, CP, A TIP 소 

프트워| 어와 COM 소프트웨어이다 BP. CP. ATIP 에 대 한 정형검증은 모델체킹 기법을 이용하였 

으떠， COM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모과제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망법으로 소프트혜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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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플 수행하였다 

자연어 SDS로부터 작성된 FBD프로그랩올 SDS 정형검중의 모텔로 삼았으며 ， FBD 프로그램 

올 겁증하기 위해 FBD 프로그램을 Verilog 언어로 변환한 후， 변환된 Verilog 프로그램에 대해 

SMV 모델체커를 사용해 검증올 수행하였다‘ FBD 프로그램을 Verlilog 코드로 변환하는 부분은 

기존 도구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PLCVeri fi er를 사용하였다 PLCVerifier륜 사용하여 

FBD로부터 Verilog 코드 생성을 자통화함으로써 ， 수동변환으로 인한 오류가능성을 출이고 망대 

한 양의 FBD 프로그램올 효과적으로 검증하였다 RPS 설계명세에 대한 정형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하였다 

• 디지힐 보호논리 소프트웨어 설계 명 세 (SDS) 분석 

• 주요 검증 속성 추출 

• SDS 정형영세인 FBD로부터 Verilog 코드 자동생성 (도구 구현올 통한 자동화) 

• 모델 체커 SMV를 사용하여 Verilog 코드에 대한 모텔체킹 수행 

• 모델체킹 결과 분석 및 보고 

3. FBD 데스팅 방안 연구 

FBD 기반 프로그램을 테스탱하는 망법으로 기존에 재안된 것으로는， FBD 프로그랩으로부터 

C코드와 같은 밸도의 중간코드를 생성해서 그 중간코드에 대해서 테스팅올 수행하는 l강법이 있 

다， 이 망법은 C코드 퉁 중긴코드를 생성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과， 중긴 코드를 생성하지 

않는 FBD프로그랩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FBD 프 

로그램을 중간코드 생성 없이 직접 테스팅할 수 있는 방안올 개발하였고， 이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올 살펴보았다 기존 테스팅 알고리즘의 FBD 테스탱에의 적용 가능성올 분석하였으며， 

FBD 기반 제어 흐릉 테스팅 (control f10w tes ting) 망안 및 데이터 흐름 테스팅 (data f10w 

testing) 방안을 제안하여 논문게재 하였다 

v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은 연구플 통해 개발된1 원진 계측제어져l통의 특성올 반영한 소프트떼어 확인 및 검증 기술과 

이 기술올 실제 시스댐에 적용하여 확인 및 겪중한 결과는 대상 소프트혜이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근기를 제시하므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인허 

가성 제고에 구체적으로 활용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개반겸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설 

비에 대한 인허가 차원을 고려한 확인 및 검증 기술이 구체적으로 확립될 것으로 전망왼다 

본 연구에서 개안된 FBD 프로그램에 대한 데스팅 망안은 향후 자동화 도구의 알고리즘에 적 

용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씌인 FBD 테스팅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개받 결과 

인 FBD프로그랭에 대한 테스팅 기법은 FBD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흐릉 중심의 테스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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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 프로그랩 내 오류를 발견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소프트혜어 기반 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확인 및 겪중의 휠요는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확인 및 검증 기술 확럽이 철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개발 

결과에서 제시된 검중방법 및 테스팅 망법， 개발한 도구， 구체적 검증 사례를은 가동원전의 계측 

제어계통 전반으로 확대되어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에 건셜될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 

통에 확대되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원전게통 뿐 아니라 다른 산업체의 소프트워1 어 확인 및 검 

중 기숭 확립에도 활용원 수 있다 인허가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원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상 시스댐 소프트위1 어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로 활용되어 신뢰성 높은 고부가가 

치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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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Fonnal Verification of Digital Protection Logic and Autornatic T esting Software 

II. Project Object and Irnportance 

。 Technical aspect 

• It is intended that digital I&C software have safety and reliability. Project results help 

the software to acquire license. software verification technique, which resul ts in this 

project, can be to use for digital NPP(Nudear power plant) in the future 

• This research introduces many meaning ful results of verification on digital protection 

logic and suggests I&C software testing strategy. These results apply to verify nuclear 

fusion device, accelerator, nuclear waste management and nuclear medical device 디1at 

require dependable software and high- reliable conσoUer. Moreover, These can be used 

for military, medical or aerospace- related software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 

• Since safety of digital I&C software is highly import, It is essenti aJ for the software to 

be verified. But verification and licence acq uis ition related to digital I&C soft ware face 

high cost. This project gives economic profit to domestic economy by using introduced 

verification and testing technique instead of foreign technique. 

• The operation rate of NPP will ri se, when NPP safety critical software is veri fied with 

intellectuaJ V &V tool ‘ It is expected that these software subslitute safety - cri tical 

software that wholly depend on foreign. Consequently , the result of thi s project has 

high commerciaJ vaJue and the recognition of the software developmenl works will be 

able to be spread to the industrial 디rdes 

。 Socia l and cultural aspect 

People expect that nuclear power generation contributes to relieving environmental 

problerns because that does not ernit more harrnful air pollution source than other 

power generations. To give rnore trus t and expectation about nuclear power 

generation to our society , we shou ld rnake people to believe that NPP is highly safe 

system. In that point of view , we can present high- reliable I&C proofed by intellectual 

- 7 -



V&V technique as evidence 

III. Project Contents and Sco야 

。 Formal verification of digital protection logic 

。 Formal verification of SRS(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 Formal verification of SOS(Software Oesign Specification) 

。 Formal verification of revi sed SRS and SOS 

。 Testing strategy research for digital protection logic 

• Prototype development of software testing for digital prote다ion logic 

。 research on feasibility of testing strategy for digital protection logic 

IV. Project Results 

1. FOImal Verification of SRS 

Object for formal verification of SRS includes BP software that compares trip sel point 

wilh processing value, CP software that processes coincidence logic algorithm ,ATIP software 

Lhat performs testing for reactor protection system and COM software that connects 때erator 

COM software is verified with same verification method that applied to upper pr∞ct， while 

model checking method is used for verifying BP,CP and A TLP software. 

Verification step is as follows 

• SRS analysis of digi떼 protection logic 

• review of formal specification written in NuSRS 

• extractÌon of main verification properties 

• model checking using SMV(Symbolic Model Checker) 

• model checking results analysis and report 

Verification results of BP, CP, A TLP, COM show many errors of SRS. These results is 

submitted as a formal verification report of SRS and inputs of abnormal condilion report of 

SRS 

2. Formal Ve.ification of SOS 

Objecl for formal verification of SOS is BP, CP, A TIP and COM software like SRS 

verification. COM software is verified with same verification method that applied to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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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while model checking method is used for verifying BP,CP and ATlP software. we 

chose FBD prograrn based on natural language SDS as formal verification model of SDS. To 

verify FBD program, FBD prograrn is translated into Veri10g code using PLCVerifier and then 

translated Verilog code is inserted into SMV model checker‘ Generating automatica lly Verilog 

code with PLCVerifier enable us to conduct effective verification and get code of less errors 

than code translated by manua l. Formal verification of RPS SDS is as follows 

• SDS analysis of digital protection log ic 

• extraction of main veri fi cation properties 

• Veri log code auto-generation from FBD that is formal specification of SDS 

• model checking of Verilog code using SMV model che디{er 

• model checking results analysis and report 

Verification res비잉 of BP, CP , A T lP, COM show many errors of SDS. These results is 

submitted as a formal verification report of SDS and inputs of abnormal condition report of 

SDS 

3. Research for FBD Testing Tcchn ique 

Existing technique for FBD testing generates intermediate code sllch as C code. The 

intermediate code is used as direct object for testing. But there are several disadvantages in 

lhe method. First, It ta]{es cost for translati ng FBD into C code. Second , [t can be directly 

applied to FBD. For those reas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new technique can be used for 

FBD testing without generating intermediate code. This research analyzes usability of 

existing testing algorithm for FBD testing and suggests FBD- based control f10w testing and 

data f10w tesing strategy. Paper related to result of this research is submitted 

V. Application Plan and Proposal 

Becallse V &V techniqlle, which developed in this project, for NPP I&C and 

verification results suggest specific evidence for reliabili ty of object system, project 

res비ts s ignificantly contribute to showing reliability of object system and is llSed for 

license possibility 

Newly developed s trategy for FBD testing can be applied to FBD testing tool in the 

future. and the tool will help us to tcst alltomatically FBD program with efficiency. 

A lso, new technique for FBD testing can be used for other data flow centered 

tes tings äS well äS FB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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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possess V&V technique suitable our circumstance. Because V&V needs 

for software based system and device rise continuousl}ι project results such as 

verification method, testing technique, tools, specific verification resLÙt is not only 

used for existing NPPs, but also NPP I&C to be built in the future. Also, the results 

will help V & V technique of other industry softwares to be established and can used 

for license possibility of the software. Consequently, These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reliable and higher value- added soI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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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 개요 

제 1 철 연구개벨의 필요성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효과적인 확인 및 취중올 위해서는 안 

전생이 특히 중요시 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 및 캠증 기숭올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이 안진성에 휠요한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사례들에 의해 이미 그 실효성과 유용성이 확인된 정형 

기법올 사용하여 정형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작은 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할 때 1 수학적 이론과 논리 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형명세를 사 

용해서 명세에서의 모호성과 오류를 없애고， 정형적으로 기술된 명세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정형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시스템의 정확성을 겁중하고， 시스템내 

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망법으로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 및 계통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확인 및 검중을 수행할 때， 각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및 검증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기술의 확립은 적용 분야에 대 

한 철저한 이해를 바팅으로 해야 가능하다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보호계통에 사용되는 소프 

트혜이에 대해 확인 및 검중을 수행할 때에도 기술된 소프트웨어 영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 

장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획인 및 검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소프 

트혜어 테스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테스탱 빙법을 이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테스탱 망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확인 및 경층은 개받공정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일틀이 대단히 많은 작엽이 

다‘ 소프트혜어의 측면에서 추적 가능성 분석 1 완결성 및 일관성 분석， 여리 가지 종류의 시험 

풍을 예로 들 수 있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내흰경성 시 험， 내지진성 시험 둥을 예로 들 수 있 

다 또한 이 파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분석되어야 하고 확인 및 검증의 결과불로 생산되 

어야 할 문서틀의 양도 대단히 많다 예를 틀면， 각 단계별 확인 및 검중 작업 보고서， 오류 보 

고서， 확인 및 컵증 요약 보고서， 확인 및 검중 최종 보고서 퉁이 있다 이러한 확인 및 검중 

작업올 자동화된 환경에샤 수행할 수 있도꽉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 및 검증 기술을 자동화된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체제를 1단계에서 구축 완 

료하였다 

기 개발된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보호논리에 대해 정형기법올 이용한 검증 수행 

올 지원하고， 분야에 적합한 소프트워l 어 시험망안올 제안함으로써 각 디지탤 계통에 대한 확인 

및 검증 기술을 확립하는 것은， 차후 원진 계측제어계통의 성능향싱을 위해 적용될 모든 소프 

트혜어 기반 기기 및 겨1 통에 대한 확인 및 겪증 기숙을 확립하고 인허가성올 제고한다는 차원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제 2 절 연구개 발의 목적 및 범위 

L 연구 범위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 범위률 설정하 

였다 

가 디지털 보호논리에 대한 정형검증 수행 

。 소프트혜어 요구사항 영세(SRS)에 대한 정형검중 수행 

。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SDS)에 대한 정형검증 수행 

。 SRS 개정본에 대한 정형검증 수행 

。 SDS 개정본에 대한 정형캠중 수행 

나 디지털 보호계통 소프트혜어에 적합한 테스팅 방안 연구 

디지털 보호제뚱 소프트웨어 테스탱 벙안의 윈형개발 

。 디지털 보호계통 소프트우:11 어 데스팅 망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2 연구 수행기간 

2004. 07. - 20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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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정형기법 

l 정형기법에 관한 국내외 기술개반현황 

가 정 형 적 망법 론 (Formal Methods) 

(l) Mathematical Verification of Requirements 

Jones의 저 서 “ Systematic Software Development Using VDM (New York: Prentice-Hall 

International, 1986)"은 Mathematical Veri fication of Requirements률 설명하고 있다 이 

Malhematical Verification of Requirements은 요건서른 다양한 특성 값틀(안전성， 초고신뢰성) 

올 중멍하기 위한 수학적 형태로 변환한다는 것이 특정이다 

(2) EHDM 

Rushby의 기 숭보고서 "An Inlroduction to Formal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Using 

EHDM (SRI Inlernational CSL Technical Report SRI- CSL - 91- 02, February 1991)"은 EHDM 

올 연영하고 있다 이 EHDM은 강력하게 형성된 고차원 논리， 완벽한 정형적 의띠의 성격을 

가진 Hoare에 관련된 계산에 기초한 영세(그리고 확인)률 나타낸다‘ 

(3) Z 

Chisho lm의 기 술보고서 "FormaJ System Specifications - A Case Study of Three Diverse 

Representations(Argonne National Laboratory Report ANL- 90/43, December 1앉)())"는 Z플 설 

명하고 있다 이 Z는 계통을 설명하는 수학적 표현과 스키마릎 이용한 정형화된 이흔적 언어 

이다 스키마는 그 선언튿에 관하여 특성 값의 속성올 집단화한 선언틀로 구성되이 있다‘ 

냐 SEMI- FORMAL METHOD 

(l) Hatley- Pirbhai Method 

Hatley와 Pirbhai의 저서 "Strategies for Rea l- Time System Specification (New York 

Dorset House. 1987)"은 Hatley- Pirbhai Method활 성 명 하고 있 다 이 Hatley- Pirbhai Method 

는 기숭득이 Boeing과 Lear 회사에서 발전된 것플 재외하고는 Ward-Mellor와 비슷하다‘ 자료 

흐갚도식올 강조하고， 더 나은 구조적 모텔링 가능성올 고려한다‘ 

(2) Harel Method 

"Statecharts: A Visual Formalism for Complex Systems (Harel, Science of ComputeJ 

Programming 8, 1987)"는 Harel Method를 연멍하고 있다 이 Harel Method는 Ward-Mellor와 

비 슷하지만， 위의 모델링과 비슷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독특한 Statechart 표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더 풍부한 표현듀이 고려왼다 STATEMATE라고 윤리 는 도구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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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3) Pelri - Net Safety Analysis 

"Safety Analysis Using Petri- Nets (Leveson & St이zy，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SE- 13(3), 1987)"는 Petri- Net Safety Analys is를 설 명 하고 있 다 이 Petri- Net 

Safety Analysis는 비 극적 실패와 다른 안진 문제들을 위한 설계 충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 

정기적 정기적 Petri -Nets올 가진 시스템 오헨링올 분석하는 것이다 

디 . FORMALlZED REVIEWS 

(1) Formalized Requirements Review 

"Software Validation, Verification, and Testing Technique and T∞1 Reference Guide 

(NßS밍0-93， September 1982)"는 Formalized Requirements Review를 연멍하고 있다 이 

Formalized Requirements Review에서는 기준과 과정의 상세한 성치 전 성정에 의하여 요구영 

세시 타당성의 득별한 인원에 의한 겁토불 나타내고 있다 

(2) Formal Design Review (NBS500- 93, September, 1982) 

"Software Validation, Verification, and T esting Technique and Tool Reference Guide"는 

F0 l111alized Requirements Review륜 생명하고 있다. 이 Formalized Requirements Rev iew에서 

는 기준과 과정의 상세한 설치 전 설정에 의하여 성계 타당성의 특별한 인원에 의한 검토듭 

나타내고 있다 

2 정형기법에 관한 기숨개발현황에서 연구결과가 차지하는 위치 

정형검증은 명세가 정형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정형영세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왼전 계측제어 시스템 소프트우11 어의 요구사항을 명세하기에 적합하게 득화된 영세언어가 없 

는 싣정에서 본 연구개발 l단계에서는 NuSCR 영세를 개발하였고， 이를 모텔체킹하기 위해 

NuSCR영세플 SMV[2.l .7]로 연환하는 안고리즘 및 도구(NuSRS)를 새로이 개딴하였다 

연구개발 2단계의 RPS 요구사항 멍세 단체애서는 l단계에서 구축된 김중 체제틀 따라， 

NuSCR 정형영세로 기슛된 소프트혜이 요구사항 영세륜 NuSRS 도구를 사용하여 SMV 입력 언 

어로 자동변환하고 S:'v1V 검증언어률 대싱으로 모텔체킹을 수행하였다 

설셰 단셰에서는 RPS 소프트워l 어가 PLC 프로그래영 언어인 FBDILD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설셰 영세에 대한 정형검중을 위해서는 FBDILD 프로그램을 정형검증하기 위한 망법을 구축해 

야 했다 기존 정형기법틀 중에 FBDILD 프로그램을 직접 자통적으로 정형 검중할 수 있는 망법 

이 없었기 때문에， FßDILD틀 하드혜이 겪중에 널리 사용되는 검중언어인 Verilog로 변환하여 

검증하는 방법올 선택했다 이에 따라， FBDILD 프로그랭을 Verilog로 번환하는 알고리증을 제안 

하였고 이 과정올들 자동화한 PLCVerifer 도구플 구현하였다 PLCVerifier 도구플 흉해 생성된 

Verilog코브륜 대상으로 모텔채킹올 수행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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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켈 PLC 프로그램 검 중 기술 

1. PLC 프로그렘 검중에 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2.2.1]은 SFC와 프로세스를 각각의 하이프라드 오토마타로 변환하였다 합쳐진 두 모델의 

검증은 CTL파 HyTech 도구를 이용하였다‘ [2.2.2]에서는 TON(timed function blocks)을 표함 

한 자동화된 LD 검증 방법을 연구하였다 알고리즘은 오타마타로 변환되고 SMV를 모델체커 

로서 사용하였디 케네기 멜론 연구 그룹은 [2.2.3] ,[2.2.4] ， [2 .2.5]에서 주어진 LD 프로그랩을 검 

중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먼저 LD를 transition system으로 변환하고 검증 속성은 CTL로 표현 

했다 겸중은 SMV 모델체커를 이용하였다. [2.2.6]는 제이기기 모텔링과 프로세스 모엘링을 위 

해 각각 하나의 petri net올 이용하였다 검중은 합쳐진 두 모텔을 reachability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 PLC 프로그랭 겁중에 관한 기숨개발현황에서 연구결과가 차지하는 위치 

PLC 프로그램을 검중하는 기존 연구틀은 FBD/LD로 작성된 I&C software 검증하기에는 알 

맞지 않았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특정 도메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우리 실정에는 맞 

지 않았다 틀째 1 직접적으로 FBD/LD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SFC 검증 망법 

들은 임시적으로 FBD/LD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특정 FBD/LD언어가 

아닌 SFC전반적인 검중에 대하여서만 연구하였다 하여 FBDILD를 효율적으로 검중하거나 

FBDILD를 동시 검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틀에 대하여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FBDILD로 작성된 I&C software를 Verilog code변환과 SMV 모텔체커를 

이용하는 PLCVerifier를 개발하여 검증하였다 

제 3 철 FBD 테 스팅 기 술 

1. FBD 테스탱에 판한 국내외 기숨개받현황 

가 젤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소프트웨이 테스탱 

소프트혜어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내에 촌재하는 오퓨플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베스트 케 

이스름 가지고 소프트워1 어를 설행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가능한 행위를 데스트하는 

것은 거의 붙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혜어 데스팅의 휠수 작업 중 하나는 테스트 휠 테스트 케 

이스 집합을 견정하는 일이다 태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망식이 

있다 한 가지는 기놓적 테스탱으로샤， 프로그램을 입력 도메인에 있는 값을 출력 도에인에 있 

는 값에 깨핑 (mapping) 시키는 함수로 보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기능적 테스팅은 보통 플 

해박스 테스팅 (black- box testing)으로도 룹린다 다픈 한가지 망법은 구조적 데스텅 (structural 

testing)으로서， 븐랙박스 테스팅과 대비하여 화이트박스 테스팅 (whi te- box testing)이라고도 

한다 구조적 테스탱이 기능적 베스팅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정은 블랙박스 내부의 구현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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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블래박스 내부를 들여다 룹으로써 테스터는 

합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기반하여 테스트 케이스들 생성할 수 있다 

구조직 테스탱 기법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소프트혜어 내부의 제어의 흐릉에 초점 

올 둔 제어 흐름 테스팅 (control flow testing)과， 각 연수가 정의되고 사용되는 것에 초점올 둔 

데이터 흐릉 테스탱 (data flow testing)이 그것 이다， 이 두 가지 테스팅 기업은 모두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어 흐름 기반(control flow-based)의 절차적 프로그래잉 언어 (procedura1 programming 

languages)에 대한 테스팅 기법들은 이미 성숙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FBD와 같은 

데이더 흐릉 기반(data flow- based) 프로그래영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데스팅 기볍틀은 아직 

많지 않으며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나 기존 FBD 프로그랩 테스팅 

(l) SIVAT 

[23.1]에서는 자체 그래픽 면집기를 사용하여 영세 왼 FBD 프로그웹을 프로젝트 데이터메이 

스에 저장한 후， 저장된 FBD 정보로부터 ANSI C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ANSI C 코 

드를 대상으로 하여 테스탱올 수행하였으며 테스탱 수행시 시율레이션 기반 확인(v때dation) 

도구인 SIVAT을 활용하였다 

(2) PLCTOOLS 

[23.2]에서는 FBD들 하이 레벨 타임드 패트리넷 (HL TPN: High Level Timed Petri Nets)으 

로 변환하고 이에 대해 시윤레이션 기반 테스팅올 수행하었다 영세 및 연환， 시플레이선 전 

과정에 PLCTOOLS 통합 도구를 활용하였다 

2. FBD 프로그램 테스팅에 관한 기술개발현황에서 연구결과가 차지하는 위치 

철차적 프로그래멍 언어틀에 대한 테스탱 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및 도구 개발， 실험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플 연구결과틀을 FBD 프로그램 테스팅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 렵다 FBD는 

특성상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틀과 탈리 데이더 흐륨올 기반으로 한 동기식 언어이기 때문이 

다 FBD 프로그랩에 적용할 적절한 데스탱 기뱅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개발에서는 FBD에 대 

한 체계적인 레스팅 방법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FBD 테스탱올 수행한 사혜인 [2.3.1 ] 와 [232] 의 연구는 모두 자동화 도구릉 이용해 

테스팅올 지원한디는 것과 시플레이션 기능올 제 공한다는 장점올 가진다 그러나 [2.3.1] 과 

[2.3.2]에서 사용한 테스팅 망법은 프로그랩을 플핵박스로 보고 테스터가 넣은 입력값에 대한 

결과의 정확생 여부들 확인하는 기능적 테스팅이다 기능적 테스탱에서는 FBD 프로그랩 내부 

의 구조적 득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FBD 내부의 특정 부분은 집중적으로 테스트되고 다 

픈 부분은 테스트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테스팅의 목표설정， 테스팅이 얼마만 

큼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를핵박스 테스탱의 한 

계들 가진다 또한 이들 연구에샤는 FBD들 직접 테스팅 한 것 이 아니라. [2.3 .1 ]에서는 FBD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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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실행코드로 변환하는 중간에 생성한 C코드를 대상으로. [2.3.2l에서는 FBD플 C코드 변환 

하는 중간 단계에 생성한 HLTPN 모텔을 대상으로 테스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해 

당하는 중간 형태 모텔을 생생하지 않는 PLC 도구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정올 가진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이러한 단정들올 개선하기 위하여. FBD 내부 구조를 고려한 구조적 테스탱 

기법올 제안하였으며. FBD로부터 PLC 실행코드를 생성할 때 중간코드 형식으로 어떤 형식올 

쓰는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모든 FBD애 적용될 수 있는 망법올 제안하였다 FBD 프로그램 

올 흐륨그래프로 변환하여 기존의 재이 흐름 테스탱 기볍과 데이터 흐름 데스팅 기법을 적용 

할 수 있는 망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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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디지럴 보호논리에 대한 정형검증 수행 

l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영세 (SRS)에 대한 정형검중 수챙 

디지턴 보호논리 정형검증의 대상은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를 비교하는 기능올 주로 담당 

하는 BP 소프트웨이， 동시논리 얄고리즘을 처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CP 소프트웨어， 원자 

로보호계통올 위한 각종 시힘을 담당하는 ATIP 소프트웨어 운전원과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는 

COM 소프트혜어이다. BP, CP, A TIP 에 대한 정형검중응 모텔체킹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COM 

소프트혜어에 대해서는 모과제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망법으로 소프트혜어 검증 업무룰 수행 

하였다‘ 정형검증은 다옴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 디지털 보호논리 소프트혜어의 요구사항 명 λ~]( SRS) 분석 

• NuSCR로 기숭된 정형영세 컴토 

• 주요 컴중 속성 추출 

• 모텔 체커 Symbolic Model Checker(SMV)를 사용하여 모텔체킹 수행 

• 모델체킹 결과 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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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3.1.1 SRS 모덴체킹 개요 

모텔체킹의 수행 개요는 그힘 3. 1.1과 감다 개발팀에서 작성한 BP, CP, ATI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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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CR 정형명세들 NuSRS도구 내부 모율인 NuSCR2SMV translator플 이용 SMV 입력 언어로 

변환하고， 변환된 SMV 코드에 검중팀에서 추출하여 논리식으로 기술한 주요 검중속성들올 입력 

한다 이후 정형명세된 소프트혜어가 검증속성올 만족하는지를 SMV 모텔체커의 실행올 통해 확 

인한다 모델채킹의 실행결과가 True인 경우， 검증속성이 만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 

행결과가 False~ 경우 검증속성이 만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파 동시에 어떤 경우에 만족하지 

않는지를 모텔체커가 보여주는 반례 (counterexample)들 통해 분석하였다 

가 디지털 보호논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영세(SRS) 분석 

디지원 보호논리 정형컴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의 기능애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우선되어야 한다 BP, CP, A TIP, COM SRS들 기본으로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분석하였 

으며， SRS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SRS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NuSCR로 기술된 정형영세 검토 

NuSCR 정형영세 언어틀 사용하여 명세된 BP, CP, ATIP에 대해서 모옐체킹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먼저 NuSCR 영세를 SMV의 입력형식으로 변환하여야 하는데， 이플 위해 NuSRS 도구 

내에서지왼되는 NuSCR 명세를 SMV의 입력으로 자통변환하는 기능올 사용하였다 

NuSCR 명세에 문법적 오류 및 의미적 오류가 있다면 SMV 입력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오퓨 

가 검출되면서 변환과정이 완료되지 못한다 개발팀애서 명세한 NuSCR 명세를 SMV 입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NuSCR 영세 내에서의 문법적 오류 및 의미적 오류틀이 다수 반생하였고， 발 

생한 오퓨들의 왼인을 분석， 검토하여 개발팀에 전달하였다 NuSCR 명세 오류와 연관되어 SRS 

에서 발견되는 지적사항들도 함끼1 검토 결과로 전달하였다 

BP에 대한 NuSCR 영세 검토 결과 99건의 수정， 29건의 추가， 10건의 삭제， 16진의 검토 사 

항이 발견되었으며， 그댐 3.1 . 2는 BP에 대한 NuSCR 명세 캠토 보고 일부이다 CP, ATIP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로 정형영세 내에 존재하는 문법적 오류 및 영세 관련 오류틀에 대한 검토 보고를 

작성하여 개발팀에 전단하었다 

다， 주요 검증 속성 추출 

정형컴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께인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진성에 필수적인 검증속성득을 추 

출하였으며， 껴증속성올 기술하기 위한 SMV 입력 문법을 분석하였다 주요 깎중속성든올 SMV 

모렐체커의 입릭이 되는 Computational Tree Logic(CTL) 시제논리 형 태로 기술하였다 아래의 

표 3.l.l은 비교눈리 프로세서에 대한 대표적 겸중속성들이다 표 3. l.l에 기꽉된 속성 이외에도 

‘예비트립 설정치와 트립 설정치 긴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트립을 쳤을 경우 히스테리시스가 적 

용되어야 한다‘， ’시험기능 및 박동게수 작동이 정확이 되어야 한다‘둥의 속성뜯을 추출하였고 껴 

증하였다 

- 9 



월질l 청 .. 흘리 프~J:I Æt "‘J8tR 양J;f C ￥ er l . 0)빼 01함 수짱갤고A/황 보고 
ICA I ST 

언 f‘ßCA~셰 SRS 수정 

l‘ 수인g자 「t m~~ ~i JJ~ 
빼"'" 명 ~ll 워 <1 엉 제민g 수~ ~ 수~ ~믿 

S‘" , 훌쩡쳐 
gjool뻐"'" 

때 의힌 용전 
1 IBP.에α:lu lcl-' ， nυ 

"효l 흩쟁 E 
)> 9.Me. los..OB 싱제 .-의 기률이 없흩 ' .Op.없IP.Pe rl h.nc llon noóe 11 거 m은정 

g )> ' .Op.BJφ.Pe r. 노드 

드~ 톨 '1 예 ,,,,,, , 노E로 샤를 '1 

9.root Node Ih.Oø .Byp.Pen.OI 0υtput r 』 。，힌 다 • 타훨헝 노드 
2 )> 9j.ne. 1앵.00 수갱 노=0I7J Input 노 !::-i";.i l ~h_Op~방 t l Pα-1PO@lrl 에성 U흩 αJtput "은검 

,. l h.(}P.려ip~r ，. 노드 훌월 lransi 바"- '. 그'"려-gOyIp-힘In i l ι 
I.OB.Err 훌예 연킬되껴 다 , 

§1h긴-Obw-아@J 1이e씨r!·/a 미，" 일”!g*} rRploe gcl 오잉의 
9.(001삐'" 

3 
)> 9-"(내 | 잊>-00 

수정 1c_~_Byp_Dly ; .. 4 i 얘.&YP.O ↑ 'J : . 4; (연 미지댁이 
지은검 

,. 11'，-(φ-뼈...Perlt TTS *기) 
)> Cons ten ts 
9.rool Node 

1 1 h•OP뺑"C잉지오~I ‘ 
). 9.Ane I09-CEI 

*~ 1h.야) .Byp.Perl 지은검 
〉 며 tLjt Opνp-t& Vφa-rP iet · ns 
... OUtCIJt ... U Io.b le 
영.rool tb:le 

)> 9-"oI)al맹.00 @’ u빼 룰때 내용미 !·c!i뼈는 초건악 01 .머g 수 ~[t 
s )> UJpþ,'P.Pe r. , 수생 

g투 ac ll Ct빼 톨 oi 가 았흩 c。빼 1 1 1 01'1패 actlφ 뭇우 수쩔 뭘g 
지은g 

LOP.Byp.ln l l , '-06.ξ" 
SOT 
9JOO!삐xle 

ja L‘얘O잉，.괴g-y8pW 의-%-미%기r·，. 잊 .지 1 엉흩 ·1 1 m헤c。lr딩얘 iS1대!l를'oc기빼m ·ct 톨 !빼h.잉@괴-W L 의P@미-p-에eMr· 잊-·PIer 1·ι íI 그 ·m 1 6 
>> g LikOpi-&|역φL-OP8er· SOT 

수g "윤경 

5‘' ,2 티^'휩 9. rool Node i·c!뼈 오~O;예 기g언 이을을 
Î IBP_빠빼Jlel-2.nu 

잉익에 의엄 )> 9.01 9 118. U )6 
수g condllion때 를때힐 때훌Ol f얘 I l i 여빼 Ji훌하고 그에 [[121 지은겁 

흘전우회 영쩔 ,. '.Op.뻐φ，.Inll ， 모 .. actlα빼 흩왜가 있흩 act I on 삭흥 변월빼 01 힐 
」 오L LOB.Err SDT 

그탬 3,1.2 BP NuSCR 명세에 대한 검토 보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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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검증 항목 검증 속성 형식 예 설명 

어떤 상태에서든지 항상 다옴에 

l 캠 명세증의 완전성 AG (in-_iniL - > AX in- _iniU 전이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 

(SDT 대상) 
Waiting상태에서 Norrna! 상태로 

도 전이할 -{「 있고， 동시에 

영세의 일판성 
AG!(FROM- Waiting- TO- Norrnal Pretrip 상태로도 전이할 수 있는 
• taken & 2 검증 FROM • W aiting - TO-Pretrip- take 
n) 경우는 없다 즉， 한 상태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 하나의 상태로만 

전이되어야 한다 

A&k>G>J[(UV(A AmfσRXAe V」RA。RVσ >E=CVREV」REPfRWRVRJWfL rRnTpn V「pD이jy 5 。)Pul 가변과출력 공정치가 트립실정치 
3 트발생립조해건야시 함 트럽이 를 초과한 상태로 트립지연시간동 

t=h t VruAe)R OVER; PWR-Tr1P-Log1C 안 유지되면， 트립이 발생한다 

AG((LfV VAARR-O OVVEERR]fWWRR-V Ta「LlpOSut <= (f V AR OVER PWR Trio SP 가변과출력 공정치가 트립설정치 

트제해거립제조되되건연어이야 트 함립이 4 k->VAAFR- OVER- pwR- TrIp] Hyst) 에서 히스데리시스를 뺀 만큼 이 

th_ VAR_OVER_PWR_ Trip_Logic 하로 내려가면 트립이 해제된다‘ 
= false) 

웅靈엄전우회용사끊져야 싫팽짧靜휩첼J 
운진우회개시가 된 상태에서는 모 

윤오류냐 채넬오류， 공정값 범위 
5 

오류가 일어나더라도 트립이 발생 
f-HLe)LOG-POWER-Tnp Out = 

하지 않는다 fa!s 

표 3.1.1 고정설정치 상숭 트립 논리에 대한 대표적 검증 속성들 

라 BP, CP, ATIP 에 대한 모델체킹 수행 

NuSCR 맹세에서 문법적 오류틀을 제가한 후， NuSCR 영세를 SMV 입력형식으로 자동연환하 

였고， 선멸된 검증속성을 가지고 모렐체킹을 수행하였다 각 검증마다 검증 대상， 검증속성， 검중 

속성의 의미， 검증결과툴 기록하였으며 모델체킹 속성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SRS상의 어느 

부분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류가 딸생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영시하였다 모든 검증에 대해 그림 

3.1 .3과 갇은 형태로 검증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검증 속성이 만족되지 않아 반례 

(counterexamp!e)가 생기는 경우는 SMV에서 생성한 반례플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BP의 8개 그룹노드 내 81개 개벨노드듣파 CP의 107H 그룹 내 1117H 개별노드듬， ATIP의 6개 

그룹 내 92개 개별노드들에 대해 모델체킹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오퓨플 발견힐 수 있 

었다 표 3.1.2 BP，CP，ATIP에 대한 전체 정형검증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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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덜체킹 결과 

대상 엉g .. 성 경g .. 성 의0 경률;;"1 툴석곁"1 
仁HI.lOG 빼:; I(FRQM-jniL-TO-sO-taken & FROM‘ 호기상태예셔 운전우회개시신호가 true '-HLLOG_PO'NE R _Op _B~fLlnit s or 명셰 
..POWER. -’niL-T。정 l -faken)) 앙생되는 조건괴 의생되지 않는 죠 의 '/1혼성를 엌인양 
OD_8~.I 건 01 용시에 만약되는 경우는 업디 
미t N3 (in- .iriL - > AX 1 111- .i~U 초기싱태에서; 얀드시 다를 상태토 tru, LHI.LOG.POWεR.Op.BypJnlt SDr 명싸 

전이기 되어 흩찍연수 경이 검정된 의 g전성훌 횡엔함 

다 

N3 (f.HI.LOG.POWER.Oob.Perm Jη • oue 은정우번회 은전 허우를m신호가 톨어오고 주 tru, 겁를측성이 안쪽엉톨 엌인양 

& (LHI.LOG.POVÆR.야b.RosLMCR • true 제어 요정 또는 윈건정 

i ’ . HI .LOG.POYÆROpb.RQSLRSR ,. true) 지언 은전우m 요정이 를이오g 문 

-) AF L HI .lOG.POWER.Op.BypJoit • 전쭈회 찌시 신효가 발생된다 
tru,) 

f .HI.LOG N3 I(FROM-.’n,L -TO -sO-t.랬.e n & FROM- 초기상택에서 용전우회오특가 잉생 tru, LHI.LOG.P。싹HLOB.εrr sor 영세의 잃 
.POWER. .i niL-TO켠 1-• aken) 되는 조건괴 앙생되지 앙능 조건이 혼성을 엌으1 힘 
OB_ε" 융시에 만약되는 경우는 없다 

N3 (N1-jnκ_ -) Þ\X I in- .in L) 초기이상기태 되에어셔: 인드시 디111 상태로 tru, f.HI.LOG.POWER.OB.Err SDr 명새의 판 
전 용g 연수 강이 곁정된 징생을 엌으1 힘 

다 

Aß ( f. HI .LOO.PO'NER.Oob.PermJn . false 용전우에m서 허 주용재신어호반기 은 흩전어g오m지 앙은 νue 겁훌씩성이 안쪽핑을 엌인g 

& (f.HI.LOG.POWER. QOb .RQst.MCR • tr'Ue 상태 요정 
I LHI.LOG.PO'NE R.Opb.RQsLRSR .. true) 또는 원격정지반 옹천우회 요정이 

-) ÞF (LHI _LOG_PO~1:ROB_Err . true)) 를어오g 운전우회 오특 신호기 믿 

생딩다 

LHI.LOG N3 On- jnit. -> ÞV< I in- .iniU 초기이상가태 외예어서: 인 연드수시 다융 싱태호 ’'l，S~ > 반려 LHU.OG.PO'WE A.AT .Query와 

‘POWER. 전 용역 강이 걷정된 I.HI.LOG.POWεR.PT .Ouery까 톨 따 
VaLo..Jt 다 oue인 경우 .init 상태예서 디를 상태 

로 전이양수엉다 그립 3 
, 원인 5 .4.1).4 4 를륙픈학 

(1) (2).(3) (4)에셔 ML。나'CY. 

AT _Gu~W PL딩니'''' 률 두 깨 '1상이 
흉사 ~I true요| 경우 어떤 act ,,:m. 휘해 
야할치때 "한 탱세가 뇨F앉힐였다 흩톨 

그림 3.1.3 BP의 ,LHLLOGYOWER 그룹에 대한 정형검중 결과 보고 일부 

검중 정보 검증결과 발견된 오류들 

정형컴증 그룹 개별 검중 영세누 논리검토 명세요 정형명세 정형영세 오류 주요 

대상 노드 노드 4「:λ。{ 락 요망 1 E「 작성오류 문법오류 총계 오1g「 

(개) (개) (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BP 
8 81 124 12 6 l 2 83 104 21 

CP 
10 111 207 6 0 0 2 45 45 8 

ATIP 
8 92 186 13 8 12 120 153 33 

표 3.1.2 RPS 시스템 정형겸중 결과 

BP, CP, ATIP 소프트떼어 정형영세의 그룹노드 및 개별노드 개수‘ 몇 개의 속성에 대해 검 

중이 되었는지 표듭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검중질과 발견된 오류들을 영세누락， 논리검토요 

망， 멍세오류， 정형명세 작성오류， 정형명세 문법오류의 5가지 부류로 분류하였다 오류 총계는 

발견된 오류의 전체 개수플 나타내며 주요 오류 개수는 오류 총계에서 비교적 사소한 오류에 

해당하는 정형명세 문법 오류를 제외한 건수를 나타낸다 

정형검증을 통해 발견된 오류 결과들을 개발팀에 전달하고 수정을 킨고하였다 정형검증을 통 

해 발견된 구체적인 SRS 오퓨 사례들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3. 1.3은 BP 소프트웨어 

명세에서 발견된 오류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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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헝검중대상 
오류 종류 오류 원인 분석 내용 

그룹노드 

명세 오류 B지요P연건 S에R (k셔S L는 5O4 훈 pla2진후 5 P회블RE록 허S논S용-리O 결P-(정1B)샤y에p서J 지 l연 운y냉시처간우 고을회려 고 허효용려 고하 결 칭;<(정홍않시， 상음 시위간문서 
명세 누락 BP SRS 5432l지 5만불.록 tn논ue리일 ( 경5)우에서에 T 대r한ip_5 명taAtu 가s가 없 false일 경우에 

대한 명세는 있 세 옴 

g_LO_PZR_P 영세 누락 
BP 5R5 5.4.3.2 5 갈록tr논ue리일 ( 경6)우에서에 P 대tr한p_5tatus가 없 f유alse일 경우에 
대한 명세는 있지만 영세가 

RE55 논리컴토 BM상!OPop태e〕E S여BREy부πSp-，에 5l Cl14lh 상C8)a3n관 l-lE없 C 4πo이살n중d록 트2 임1논립 。의리1이대의 (로 발5 하)생 동 T나하n 먼가p게 C O tr 된ouunet다d인 =2‘의 ( 경T 깅후np후， 운 L 측。션ll i우c P회V &-&Eπ 
요망 

(277H 속성 

M B상!OP5n태d S BE여Ry부Snn」，에 5 Cn4lh 상I8)ar3판l |-|E없 C 4rTo이을중nd콕 예2 임，논비 이의리트대의립 (로4 하이) 효 P냐 발훈n가생 - CO t하mou게nted인 =2 된의 ( 경다Pt 경후우 ,J-운~정ll ic && 검중) 논리검토 우 P회V-Eπ 
요망 

정형영세 
변수영 오타， NuSCR명 세시 Prev ious 5tate Variable, Local Clock 

문법 오류 
Variable, 상수 선언 누락， 외부엽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Transition연 

결 누락 동 20건 
g_VAR_OVE 명세 누락 BP 5R5 5.4.4.2 4 블록할논당리되 (5) 지에에서 T rip 명 S세ta가tus 없가다 true인 경우에 

Trip_SP에 어떤 값이 는 대한 
R PWR 

BP 5RS 5.4.4.2 4 이블록 할논당리되는 (6지)에에서 대 Pt한rp 명 5tatus가 없 σue인 경우에 영세 누락 Ptrp 5P에 어떤 값 세가 다. 

(21개 속성 정형영세 
정형명세 문법 오퓨 8건 

껴중) 문법 오류 

영세 누락 BAacPTtl-o SQnR을uSem 취 5.4해 P6T야4-할Q 4지ue왈에ry록 대 중논한리 두 명 (l 개)세，(2가 이l，상(3 누)이，락(4되) 동에었시서다에 E4 tTn-jeQ인ue 경rγ우， 어떤 
BP 5R5 5.4.7.3 4 블록논리 (4) Plrp_Oul ; (Plrp_Logic && 

g_HI_LOG_P 논리검토 'Op죄yp_In i t) 11 Cond2, 이대로 하연 Cond2의 경우 즉 PV_Eπ， 

OWER 요망 Mod.Enr, Chan-Eπ충 임의의 하나가 true인 경우， 운전우회 상태여 

부에 상관없이 예비트립이 발생하게 된다 

(247H 속성 
BP 5R5 5.4.7.3 4 블록논리 (5) Trip_Out ; (Trip_Logic && 

논리검토 !OpJ3yp~nit) 11 Cond2, 이대로 하면 Cond2의 경우 즉 PV_Eπ， 
검증) 

요망 Mod.Err, Chan-Enr중 임의의 하나가 true인 깅우， 운전우회 상태여 

부에 상관없이 E 럽이 반생하게 된다 

정형영세 
정형명세 분법 오류 16건 

문법 오류 
f_H I _LOCAL_POWER_Plrp_Log i c , 

g_HUOCA LHLLOCALYOWER_ T ripJ-ogic 5.4.9.4 4 븐록논리 

LPOWER 명세 누락 (1), (2), (3) , (4)에 MT_Query, AT_Query, PT_Query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true인 경우 어떤 acbon을 취해야할지에 대한 멍세가 누락되 

(8개 속성 었다 

겪증) 정형명세 
정형영세 문법 오듀 3건 

문법 오류 
g_LO_5GLL 영세 누꽉 

g_HLLOG_POWER의 영세 누락과 같은 이유 
EVEL 

논리 검토 
g_LO_PZR_PRESS의 눈리 검토 요망과 같은 이유 

(J7개 속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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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중) 
정형영세 

정형명세 문볍 오류 5건 
문법 오류 

g_SGLLO_F 영세 누락 
5.4.5.2 4 달록논리 (5)에서 Trip_Status가 false일 경우에 대한 영세 

LOW 는 있지만 true일 경우에 대한 멍세가 없옴 

영세 누락 
5.4.5.2 4 블록논리 (6)에서 Ptrp_Status가 false일 경우에 대한 영세는 

있지만 true일 경우에 대한 명세가 없음 l 
(207~ 속성 정형명세 
겁증) 문법 오류 

정형영세 문법 오류 12건 

5.4.10.2 시험신호 발생블록 5 블록논리 (l)‘(7)에서 MT_Queryl과 

명세 누락 
AT_Queryl , PT_Start 중 두 개 이상 true가 되는 경우에 대한 영세 

g_TESLSE 가 없다 두 개 이상 true인 경우 th_Exec TTS의 초기상태에서 전 

L 이가 가능한 상태가 두 깨 이상이 된다 
(2개 속성 

명세 누락 
5.4.10.2 시험신호 발생블록 5 블록논리 (l)‘(7)에서 MT_Queryl과 

검중) AT _Query 1. PT _Start가 모두 false인 경우에 대한 명세가 없다 
정형영세 

정형영세 문법 오류 11건 
문법 오류 

ErcCnCZero상 태 에 서 의 self- transition 조건인 f HB In tO <

LHB_In & h_HB_Eπ'_Cnt < 1 과 Err_Cnt_Zero 상태에서 

정형영세 ErrJncreasing 상태로 가는 조건인 LHB_In_tO < f퍼B_In가 접치 

작성오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결정성이 있다 EJT_CnCZero상태에서 

ErrJncreasing으로 가는 초건이 5.4.12.1 4 블록논리 (l)의 SRS 내용 
gJ{EARTJ3 과 다E 게 부동호가 반대로 영세되어 있다 

EAT Max_Err_Cnt상태에서 Eπ Check상태로 가는 조건과 Err _Increasing 

상태로 가는 조건이 같게 기술되어 있다 SRS 5.4.1 2.1 박동계수 감 

(5개 속성 
정형명세 

시블록의 4 뭔록논이 (l) 에 따르연 h HB Eπ Cnt는 Max값에 도달 

검증) 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ErrJncreasing 상태는 
작성오류 

hJIB_Err_Cnt가 Max보다는 작으면서 증가하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Max_Err_Cnt상태에서 Err _Increasing상태로 가는 transition은 불필 

요하다 

정형명세 
정형명세 문법 오류 8건 

문법 오류 

표 3.1.3 BP 정형영세 검증으로 발견된 오류틀 

BP, CP, ATIP 소프트헤어 요구사항 영세(SRS)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형영세도 개 

정되었고， 개정된 SRS 정형영세 Rev.Ol을 대상으로 정형검중을 다시 수행하였다‘ 절차 및 방법 

은 Rev.OO 에 대해 수행한 방법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3. 1.4는 RPS SRS 개정본에 대한 정형 

껴증 결과륜 요약한 표이다 이득 검증 견과는 정형검증 보고서의 입력이 되었으며 ， 정형검증을 

통해 만견된 주요 오류에 대해 이상상태보고가<BP: 3건， CP:2건， ATJP: l 건) 발행되었다 

마 COM SRS에 대한 검증 결과 

COM 소프트혜이는 정형명세 언이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덴체킹 l상범 올 사용하지 않 

고， 오탈자， 내용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검토사항으로 하여 자연어 영세의 검토들 수행하였다 

COM 논리에 대한 껴토 및 확인 작엽은 두산중공엄에서 작성한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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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SRS 정형검증 결과 _1 
검증속성(개) 110 136 261 

발견 논리오류 1 o 9 
된 

NuSCR명서| 오류 60 6 34 오류 
(건) NuSCR영세누락 9 30 28 

정형영세문서 오류 l o o 
자연어SRS 오류 11 l 

자연어영세누락 3 o 
문법오류 45 50 65 

합계 130 87 136 

표 3.1 .4 RPS SRS 개정본에 대한 정형검증 결과 요약 

소표 E헤어 요구사항 명세서 ’ (KNICS-RPS-SRS221 -04 Rev.OOl릉 대상으로 이루어었다 COM 

자연어 명세 검토 결과는 아래의 표 3.1.5와 같다 

번호 검토 항목 검토 사항 예 검토 결과 

l 명세의 오탈자 오류 
4.4.2 캐비닛 운전원모율 하드웨어 오탈자오류 

다)입력장치- ‘키보트’ --> ‘키보드’로 수정요망 총 6건 
5.1 기능요건 

2 명세의 일관성 오류 
일관성 오류 

총 6건 

5.3.2 시힘논리 

3 명세의 정확성 오류 蠻영요한뽑 〉촬 확인훨요망첼펠隨f릇1$ 
정확성 오류 

총 5건 

표 3.1 .5 COM 자연어 명세 검토 경과 

- COM의 시험논리에서 각 모플 상세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이 요구사항 명세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모틀 상세 요구사항에서 각 모플의 개요 및 동작원리에 대한 그험 및 자연어 실명을 추가 

보완하여 논리 섣명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각 입력든과 출력든의 연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냐 있지 않다 연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 

림 및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COM의 입출력들이 BP. CP. ATIP 둥 다른 소프트쩨어 모률을과 입출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COM의 입출력 연수의 이름륜을 다은 프로세서뜯에서 사용한 입충력명과 동일하게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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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빼어 설계 명세(SDS)에 대한 정형검중 수행 

디지털 보호눈리 설계 영세 정형검증의 대상은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률 비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BP 소프트훼이， 동시논리 안고리즘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CP 소프트웨 이， 

원자로보호계풍올 위한 각종 시험을 담당하는 ATIP 소프트웨 어， 운전원과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 

는 COM 소프트웨어이다 BP, CP, AT!P 에 대한 정형검중은 모델체킹 기볍을 이용하였으며， 

COM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모과제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망법으로 소프트워|어 검중 업무룹 

수행하였다 

그링 3. 1.4는 RPS SDS 정형검증의 개요률 보여준다 RPS SDS의 정형명세는 FBD로 기술되 

어 있다 FBD에 대한 정형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FBD를 Verilog 코드로 변환하고， Verilog 

코드에 대해 정형검중을 수행하였다 pSET 도구에서 FBD는 *. lda 파일 형 태로 저장된다， 자체 

구현한 PLCVerifier 도구를 사용하여 * .lda 파일로 저장된 FBD를 불러 읽어 틀여 Verilog 코드로 

자동 변환하였다 이후 자동 연환된 쿄드에 검중할 속성을 삽입하고. Cadence SMV 모텔체커률 

이용하여 Verilog 코드에 대한 컴충을 수행하였다， 

Functlon Slock Dlagram 

.~ g 
i 

%:: • 

. ; τJ.L it i ι，~，-" 

Parslng a *.Ida fJle and 
。 utoma11c tron‘latlon in↑。

。 Ver Jlog code 
-
.=. 

‘ ••• ... ...... -.. 
•• ‘ ‘-

AlF8D s。ve f。rm。，
*.Ida file 

‘ ' -‘ i ……’ ...... ‘ -’· ‘ 
n "", .. _‘ .... u~~ • • “‘”“-"• 1· 1· ·rl· ， 。. , 1r·‘n.“’‘( .......... ‘· 
.~. “ .... … …- “”“‘ · ’ • π‘’ “·’“ ‘’ •• " ’· ‘ .'"...u‘">~'" 
.. ι--‘’ 

•.• “‘… .••• ’ .• 
• • ‘-“., ... , •• 

’ 
’ 

… . … 
… 
ι
@
 

… 
6. 

” ’”” ” ·i
“ 

‘ ‘. 깅 3 

.. ‘ •. ’ .•. 

.. . -.. ……… ’‘’‘… 

VerJlog code & 

lnser• ed propertles 
’" .“ .• ‘. ‘ “‘- . ... ‘ _ .... , ...... ‘·ι .• ‘ •. “ 。.. “ ..... ‘ .,. ’11<'.' 
~_ .• -.. ‘’‘_. 

‘>U>._"‘ '.‘.-’ ‘ ‘’_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19"" ι ._. 

‘-_. '-'" • '"에 •• ., .. ‘11.'" JI~" “ .. ‘、-, ...... _- “_ .. ' .... ’- ’‘-
,_, "'t R". ~"'I .... ".Il .... "“ .. -‘.-‘ -“ ......... -- ‘ i 

M빼e薰 by SMV & 

Result analysls 
r ... ""'"' ..... _. ___ .. _ _ 

--1‘-‘ "'-1- 1'"‘ - ‘ 
- ，웅응I 

l ‘ .. _., ..... 
’‘.-

|텐렐헬;펠;꽉;1파、 
짚-，꾀，딩;;?i t 

그림 3.1 .4 FBD로 기숭된 RPS SDS 정형영세에 대한 정형캠중 개요 

RPS SDS 정형검증은 다유과 감은 전차꽉 용해 수행되었다‘ 

디지 련 보호논리 소프트워| 어 연계 영세(SDS) 분석 

- FBD로 영세된 SDS 정형명세같 Verilog :rr드로 자동변환 (도구 구현) 

- 주요 검증 속성 추출 

- 모댈 체커 Cadence SMV들 사용하여 모렐체 킹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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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체킹 결과 분석 및 보고 

가 디지털 보호논리 소프트워| 어 설거1 명세 (SOS) 분석 

디지털 보호논리 정형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우선되어야 한다 BP, CP, ATIP, COM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를 기본으로 시스템의 기능을 이 

해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은 창고한 자연어 SOS 문서이다 

KNICS- RPS- SOS231- 0l,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혜어 설계 명세 

서" 두산중공업뮤) 

KNICS- RPS- SOS231• 02, 11원자로보호계통 통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혜어 설계 명세 

서" 두산중공업 191 

• KNICS • RPS • SOS231 • 03, "원자로보호제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혜어 생계 

명세서" 두산중공업 191 

두산중공업 측에서 설계단계 정형명세로 구현한 BP, CP, ATIP에 대한 FBO를 전달받아， 자연어 

영세와 FBO를 대조하며 설계 영세를 분석하였다 

나 FBO로 명세된 SOS 정형영세를 Velilog 코드로 자통변환 

(1) PLCVerifier를 사용한 자동변환 개요 

FßD틀 정형검중하기 위해서， FBO를 기존 하드웨어 검중에서 덜리 사용되고 있는 Verilog 코 

드로 연환한 후 변환된 Verilog 코드를 대상으로 검증올 수행하였다 FBD를 Verilog 코드로 변환 

하는 과정을 수동으로 한다면 매우 오핸 시간이 걸리고 변환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 FBO를 Veri log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도구를 구현하였다‘ 〈그림 2>는 PLCVerifier 변 

환 도구에 대한 개요이다 

PLCVerifier 변환기 도구의 입력은 그림 3. l.5의 A에서 보이는 것처렵 FBO 프로그랭， 정확히 

는 pSET에서 FBO을 저장한 *.lda 형식의 텍스트 파일이다 PLCVerifier 도구에서는 * . lda파일을 

입력으로 얽어 륜여 Structured Text 형태로 파싱하여 보여 주며 1 그링 3. l.5의 B에서와 갇이 변 

수 값 범위에 대해 사용자의 입댁올 필요로 하는 부분올 입력받은 뒤 FBO를 Verilog 코드로 변 

환한다 PLCVeri fier의 출력은 입력된 *. lda 파일을 변환한 Verilog 코드이다 그링 3.l .5의 C에서 

처럼 도구의 오른쪽 창에 변환된 Verilog 코드를 나타낸다 FBO에서 Veri log로 변환하는 규칙은 

[3.11 )논문에 제시된 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계층구조 지원， 변수명명규칙 풍을 추가하여 보완한 

규칙올 적용하였다 

변환된 Verilog 코드에 대해 Cadence SMV 모텔체커를 이용하여 모델체킹을 수행하였으며 

(그댐 3. l.5의 0 ), 모델체킹 결과 분석시 FBD Verifier에 구현한 반려1 분석 기능을 활용하였다(그 

림 3.l .5의 EI 반례 분석 기 능을 도구에 구현하여 SMV의 반례에 나타난 변수들의 값 변화 추이 

들 타이밍 그 래프 형 태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었고， 이로써 분석자에게 분석의 편의를 제공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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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put variable info. 

깐현_，.c _" ......... 

~ 

i,) " ‘· ,. 
’‘ 

…
仁w나
 얘 

A. FBD progrom 

r 

ι”
 
‘ 

…
쉽
 

L 
J 

" m þ:""" 

tN'，OI1뉴 , 
i . 

ζ. Verilog model 

Add P roperties A 11 A2 ... 

.. 
E. VlsuCl llzcrfon of the 

counferexomp le wl• n tlming grapn 

” m g 
윤~ 

m 

‘Itn Codence SMV D. f 
도구 반례분석 지원 

'TRIP CtH O\J! 

그힘 3.1.5 PLCVerifier: FBD로부타 Verilog 코드 자동생성 및 SMV 

TRIP CHT ()UI 
“Al(CNT .TRIP LOGIC 1 

'TSP 1 

P\I OUT rsP _1 .TRIP LOGIC 。이 

T$ P OOA 

IP_CHT_()UI:~TRI P _CNT 

TR1P _LOOIC_()ut←벨켜RIP _LOGIC 

P ... 다굶「μ'TSP 
FDιRISING에 대한 FBD 

이후) 

사용자 정의 블록 

(변수맹 재설정 

l8 -

그립 3.1.6 BP의 



그립 3.1 .6은 BP FBD의 사용자 정의블콕 FIX RISING의 내부 구헌을 보여준다 이 부분 FBD를 

도구률 사 용하여 자동으로 변환한 V e rilog 코드는 그림 3.1 .7과 같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P, 

C P , ATIP의 FBD를 모두 Verilog 코드로 변환하여 검중하였다 

n‘ odu.le ‘1U\i1l (e1k, HYS, MAXCNT, PV..DUη) 
2 
3 Ï11P l.l t dk; 
4 …put (2이 HYS; 
3 …put (.t:O] l.lA.XC l\T 
6 inpu‘ (7-01 PV....oUT‘ 
1 1"e&: (1 이 TRl P .. CN'r 
8 “~g TRIP ..LOCJC‘ 
9 l'('g [7 이 rSPj 
10 wi.-c (5 이 τRJP_CNT...LI llμ 

11 wif"C TFUP.lιOOIC_I : 

12 wil"e [7:0] TSP -.1 ; 
13 wire TR! P J.-OOIC..on‘· 
" ‘ ire [8 이 TSP..ð u ’ 1 

" 16 Q S8 ’ gn J{YS _ 1; 
11 MlJign MAXCNT _ 5; 
,& 
1(, ini‘i.1 b l.'giu 
20 TRJP .. CNT <- 0; 
11 TRJPJ‘。01(' <- α 
ZJ TSP <-짜 
13 ~l ‘d 

" 25 t\ll8ign l'RIP_CNT ..D1I‘ -

{(PV .. OUT >_ TSP) kι l TR’P .. LOGIC) ’ (l'RJP-CNT + t): () 
26 QMigu TRIPJ.OGJC-.l._ 

(TRIP-ûNT .. IHI‘ >- MA.'<CN'I) ? I : TRIP J.,OOICj 
21 I>lI4i811 TSP_l -

( 'l'JUP-.CN'f‘.""O\L ~ >_ ~IAXCN1) 1 ('fSP .. HYS) : TSP; 
28 l).‘ ,.n ’ I'R II、-LOCIC..ou ‘ -

((Pv_ou'r < TSP-.l) &k ’I'IUP.l.OCIC_l ) ? 0 : TR1 P..l..OGIC_l ; 
29 Qssign TSP_，。‘’‘ -

(({Pv .. o t r r <. TSP-.1) && TRHια)(;IC .. I) ’ (l'SP_l + HYS) : 1‘ p-, 
30 
:U IlIWtlyl 0 (pO ft“ Igc clk) bcgin 
32 TRJP .. CNT <- TRIP .. CNT.，Þ‘ι‘ 
33 TRl PJ,OCIC <- THIP_I.OGJC.JlIι 

ι‘ j이SP <- TSP .. Þ u‘’ 
" .,“l 
36 

31 nl‘”‘Y" begin 
l8 íf ( TRI I' _CN1.'...oUL >_ f. IAXCNT ) WIØt:..'1' ‘ A &, TR.IP ....LOGIC_ou‘ -_ 1; 
39 if ( TRl P_LOCIC &:k PV_OUT _ < TSP,Aut) 

M"π A'l: TRIP _J.OOIC'plI.L __ 0 ; 

.j() .,‘d 
41 end n‘odul。

그혐 3.1.7 BP의 사용자 정의 블록 FIX..RISING의 

FBD로부터 변환된 Veri log 모텔 

(2) PLCVerifie r 매뉴얼 

FBD Verifier는 POSCON p S ET 도구로 작성된 FBD 명세 (LDA 파일)에 대 한 정형검중을 위 

하여 개발되었다 FBD는 Verilog로 변환되어 Cad e n ce SMV에 의해 정형컴증이 이루이진다 

(가) 떼뉴 구성 

File 

Verify 

Open LDA!S T : LDA 또는 S T 파일 형태의 FBD를 본러온다 

Open Veri log 

Save S T 

C lose 

Setting s 

E x it 

Veri log 파일안을 불러와 검증할 때 사용한다 

FBD를 ST 형 태로 저장한다 

FBD, Verilog 창에 표시 된 파일튿올 닫는다 

S MV 경로， SMV 실행 형 태를 연정한다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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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 to Verilog FBD를 Verilog로 변환한다 

Save Verilog & SMV Model Checking: Veri10g를 저 장하고 SMV를 실 

행시켜 model checking올 수행한다 

Help 

About 어진 정보플 보여준다 

(나) 검증 예제 

(1)<그립 3.1.8) LDA 또는 ST 파일 형태의 FBD릎 불러온다 

딩’OOVOf뼈r 
-~- - 3 。‘"'1iiI

~.....， 

FIIe Verll'y Help 

!뿔펴굶 대l 잃’뼈 

서3 려l _ ..... 
뺨". 

그립 3.1.8 

~(그림 3.1.9) FBD를 Verilog로 변환한다 

띠 FÐOVelînef 。‘ t 며 
fIIø Yerfl'1 Helfl 

o PLC _L흐 ;파강;、、 r。

짧E ψoc\e( 1따"뼈I빼pacl\FBO짧'"κRIS뼈 ~l 
PTp.rp CNT 

!3EL ( 
G := 

A. ND { 
ItU := 

G' ( 
:ua ;"" 

PV OUT. 

n ’2 ‘= 
PTS I?) , 

""' 써。T PTRIP LOGIC1 , 
INO : : 

0 , 
IN~ : = 

f꾀 한끊ìïè'V8빼 
~~빠t뼈se\Work‘pac.TÐOMesl'f"I)U~S뻐G.얘"야없ftedto ST. 

그립 3. 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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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1.10)변수 범위， 초기값을 설정한다 Boolean 변수가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7:0 s ize의 bit vector로 표현된다 lnitial value 댐에 특정 값을 입력하면， reg 변수의 경우 초 

기값 (üthcyc1e에서의 값)으로 할당되고， input 변수의 경우 상수 값을 가지게 된다‘ 

B FBOV8(1ì‘ 

FMe verltt ’.~ 

g표E\ 

l' .1 . 띠ot\F8。‘짜alion\FB02VlF llLRISINO 띠a 

PTP.:X: P CNT ;'" 

SEI. I 
G : = 

AND ( 

:IN~ :'" 

.. ‘ INl ; '" 

&>11 OU'r, 

1N2 :: 

PTSP) ‘ 
:rN2 : '" 

ItlO :::: 

0 , 
INl 

ransJa1 ln“-

NOT I?T1UP LOGIC) I 

b엠‘| 

。‘ g 엄 

rii1 끼?고삶[\ 

‘IIIIJI매 ... 활‘ ‘잉 기 
Vilfiable 0fI slze Inllialvalue 

"''''' HVS 
E二二二 5 --

.,,,,, ’끼씨XCNT [二二'5"---‘.-1

"'.찌 P1f'1S [2τ--. τ • -.-J 
'"D PTRlP _CNT 1 4 二; ε二그기 

'"' PTR!P .J.OGIC booløan 눴슨갔 

'" PTSP 

Inpul PVßUT I~_._-τr •~ 」

'"' TRlP _C NT lL . 엔-_._-.-j 

'"' TRlP lOGIC Þooløan .,--' ] 
"0 TSP I! ~ 

,. I I Cancel ..... ~ 
그립 3.1.10 

@(그램 3.1.11) 속성올 기입하고 SMV를 실행시켜 model checking을 수행한다 

El FBDV~ - 。'，? 엄 

F“ø Vør il')o .18’P 

I~Pl~ \ 띄)1 V Velilog \} 1 。

熙e~doclfBD Y&!에u~ontF BD總_RISI없 1d. 했e1doc\fBD 빼rlflcallon\F8D '2WDLRIS에0.' 
PTRIP CNT ; '" ‘ 

SEL ( . olwoy~ 9 (p o~edge elk) beg~n 

G : PTRIP CHT <: PTRIP CNT out, 
AND ( PTRIP 1‘。GIC .ç:: P 'l'R'IP LCκHC out; 

INl PTSP <::: PTSP out; 

GE ( TRIP CNT <'" TRIP CNT out; 

:t tU :'" TR:!P LOGI C <= TJUP LOGIC out; 

PV OlJ'l", 'l' SP <= T l!IP out; 

:n12 :"" .nd 

P 'l' i!P) , 
IN2 : = ahnys begin 

에영r PTRIP LOG:IC ) , a •• ørt Al: TRIP LC잉IC ou t 0 ; 

:rNO : = .nd . 
o ‘ enModule 

닌 
INl :'" 

f꾀 비룹짧Vølj l애J$MYM띠@뼈 
\lerl1og modells oenerated. 

그립 3.1.11 

(5) (그힘 3.1.12) Model checking 결과가 false이연 counter example올 보여준다 왼쪽 

창에는 counter example cause에 해당하는 FBD의 일부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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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2) Counter example 분석올 위해 monitoring variable올 정의할 수 있다 

SEL( 
o 

AND( 
IrJl 

OE( 

'"' '^'-。니T 
IN' 

TSP1 , 
씨 

NOTTRIP _LOGIC) , 
1", 

0 
INI 

ADD( 

씨 

n격IP _CNT, 

씨 

1)) 

SEL( 
。.

。E(

다 주요 검중 속성 추출 

’26 128 

'" '" 

그램 3.1.12 

도매인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에 필수적인 컴중속성들을 추출하였다 요구사항영세 정형 검 

증시 사용했던 속성들올 참고하였으며， 주요 검증속성틀올 Synchronous Verilog 코드 내에 삽입 

되는 if ... assert 문 형식올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BP, CP, ATIP에 대한 주요 검중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 BP 주요 검중속성 

• 트립조건시 트립이 받생해야 함 

- 트립조건이 제거되띤 트립이 해제되어야 함 

• 운전우회시 트립조건이더라도 트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 

예비트립설정치와 트립설정치간 간칙이 유지되어야 함 

설정치가 상한값 및 하한값 이내여야 힘 

- 오통작시 반드시 오류정보가 발생해야 함 

시험기능이 정확이 되어야 합 

• 박통계수 깎시 및 발생 논리가 정확해야 함 

。 CP 주요 겪중속성 

- A-D 체넬에서의 경과에 대한 2/4 보팅논리가 정확히 수행되야 함 

4채녘중 3채널 이상에서 전채녘우회가 요청되어야 개시됨 

- 진채널우회 및 트립채덜우회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순간에 하나만 개시되어야 힘 

- 22 -



시험기능(수동，수동리셋，자동주기 시험)이 정확히 풍작해야 합 

- 한 순간에 하나의 시험만 수행되어야 함 

오동작시 반드시 오류경보가 발생해야 함 

• 박동계수 감시 및 발생 논리가 정확해야 합 

。 ATIP 주요 검증속성 

• ATIP , BP, CP 및 ETIP의 박동계수가 허용범위 안에서 올바르게 증가하며 

쿄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야 함 

- A TIP, BP, CP, 및 ETIP의 박동계수의 발생이 비정싱적인 경우에 오류신호가 

발생해야함 

각 시험발생 우선순위 논리가 올바르게 성립되어야 함 

• 각 시험발생 우선순위 논리에 이상이 있을 시 오류신호가 발생해야 합 

- 수동시혐의 발생논리가 채널 내에서 올바르게 성립되어야 함 

• 수동시혐의 발생논리가 채널 간에서 올바르게 생 립되어야 합 

- 수동시험 발생논리가 올바르지 않올 경우 오류신호가 발생해야 함 

수동개시 자동시험의 발생논리가 채널 내에서 올바르게 성립되어야 함 

- 수동개시 자동시험의 발생논리가 채널 간에서 올바르게 성립되어야 함 

수동개시 자동시험 딸생논리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오류신호가 발생해야 함 

- 건전성 감시 및 진단의 발생논리가 올바르게 성립되이야 함 

건전성 감시 및 진단의 발생논리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오류신호가 발생해야 항 

BP의 주요 검중속성올 각각의 공정변수들에 대해 적용하였다 아래의 표 3.1 .5 는 비교논리 

프로세서의 가압기 저압력 트립 모률에 대한 검증 속성들이다 가압기 저압력 트립 모율은 운전 

우회를 갖는 수동리셋 가연설정치 하강트립이다 트럽의 발생과 해제에 대한 검증 및 운전우회에 

대한 검중， 설정치의 범위에 대한 검증 둥을 위해 표 3. l.6과 같이 14가지 검중속성올 가지고 검 

중올 수행하였다 

속성 컴중속성 껴충속성 의띠 Label 

lf (1l-‘6• -P6-TFRrIPS && = 1=-6-(-T6R-TIPS)P a osustert 트지다정립된 설 간정격치(와TSP 예2JY비T트RP립'J) 성IF정F)치올는 유지 항상한 6Y1 _6_Pl: _6_PTSP _out (_6_ TSP _out + 
6 TSP2PTSP DIFF) 

lf (1L-61-FT -6R]IPPTS&F& L ==6-T LR6I-PT)S assert M설간A격정N치(TU와SAPL2 예-PR비TAR트TPE-양D CI 성FAFL정)C을치부는 유분지에 항서한상다 지 트정된립 6 Pl 1 _6_Pl_l: _6YTSP _1 C6_ TSP _1 + 
6_ TSP2PTSP J)IFF) 

_6_PL2 “6666f• T TF (StSI1JEF ER2F P2띤」F F αIrrjSsRlPplP m D = == FF= &FF&))) ( L6 a L6혀6 Te TJtSISPRP」lωP 6]lPl&」&，ι f M정다립A된N 설U정 간A치L격와( RTAS 예TP비E2P트 FTA립RLPL-설DIN정IFG치F부)는을분에 항 유서싱지 트 지한 
6_ TSP2PTSP J)IFF 

asseItT-TS 6E」P2MA( &X 6&) PT (S-P6f OuTtS >= 값 예비 내트에립 쓴 설재정해치야는 한 정다해진 상한값과 하한 _6_P2 .6ßSL TSP ~IN) && C6YTSP _out 
=< _6ßSL TSP ~ 

6 P3 assertT-TS 6P-;PM3DJ (-&6-&TSR L6o-uTt >=_6_RST _ TSP ~INl && C6_ TSP _out 
트내에립 존 설재정해치야는 한 정다해진 상한값과 하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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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6JlST_TSP_MAXJ 

6 P4 -l>=f6<=- (PLT6 6R--F[6 PP-TT-MRLSIAOPPXG」CIJ&CON&-GTo1u)Ct -6 = &f=& aTs lsR PelrvPt--OCNU -TT6-」oo]uu4tt 비지 예연트)나비 예트면립비조(립d트e건이la립이y 발이 c생 만o 딸u족하n생t지된가한다 상 않 M은대AX로C 상N 지태T에정서시 이긴상이이 예 

6 P5 
= l&&f66&&] ( 5이L 1A6 6 5PX T T IC l SRNSP P끼 sE」fsCεlLO = ><G-6IC T a 6 6Rs &•JsIRPe &IsSt Otr PV」T/T lC SS 。E F U 미 • jM T64AE % = >NX<=) 트건(립de이이립la이y 발 만 c생 발족ou한생된n다t하가 상지 M태 않A로X은C 지N 상정T태시 이에간상서이이변 트 지)나립 트조면 
_6_TRIP_LOGICout == 1 

lf (-6--P6T-RP[TPS] PLOoGuItC) && PV-OUT 6-• oPu6t 예정치비트 이립상이 상태 되에띤서 예 공비정트값립이이 해 예제비된트다립설 _6Y6 >= _6YTSP _outJ assert 
_6_PTRlP _LOGIC_out == 0 

lf (-6- -T6R- ITPS-PL-OoGuItC) && PV OU -T6-oPu7t 트이립 되 상면태 트에립서이 공 해정제값된이다 트럽셜정치 이상 _6Y7 >= _6_ TSP _outJ assert 
_6_ TRIP _LOGICout == 0 

_6_P8 P lfV-(-O6U}RTN- oGut M <9J - <6-RPNVGA OUqATX o)ut ass &e&rt 공효이정하범치위이가거 에나러 유가 최효대 발값 범생위한 이를다상이 벗면어)나 공면정(최치소 유값 
6 P8: 6 RNG E out == 0 

_6_P9 -l(f6 6- A RIN- EG (L] E6--Oo |1uBt-D -U6 |T1- F-ST ATRLA[P2}-OL MuOtDGLI-CE-ou &t&) |)1 운유트하효면전 에우범 예러회위비，개 논트 에시리립러예이， 상비 입태 발트력가생립모한플 아 중다니 에 하면러내서라， 모도블 공포정 발치생이 
assert _6_P9: _6_PTRlP _out == I 

_6YIO -l(f-66--ARLNEG (11-E61--O。6uB-tT9RJIl lPlT-L SO ATGL‘κI2C-o-Mu。uIDt)L)-Eass &e&r |t1 운유트트효전립 에우벙이러회위 발，개 논생 에시리한랴트다， 상립 입태력가 중모률 하 아나니 에라띤러보서， 모 발 공율생하정포치만인 
_6_PIO: _6_ TRlP _out == L 

6 Pll l&f& (P -V6--OOUB-TC-N。uT[J=u<t >-=6-O -6B--FVPMERXMCN-sTp) 창되짧면훌 운。놓전우훤회절홉 허짧용흉 상헐태가협 왼정다훌양 장좋 l assert _6_PILl: _6_0B_PERlv• '_out 1 

6 Pll -l&&f6&&- (OPB -V6---POOEUBRT-hC-I-ON 1R(UPTS[V-To-=-uO<StUPT>)-)6-=-。Ou-〔B6--PιUERkXMaCs-sNSeTr >Pt 공상되않정고태。값로연 운이 운 운전 우천우전우처후회회우회 자회 허 허동용제 허용용거 상 지태 설 설연가처셔정간값값 된동보보다안다다 작 지 크속은지 2 
6_PIL2: _6_0BYERM_out == 1 

_6_P12 lf6 ( O-6B--OPBE-RPMER RMS-Tl & SP&) p avs-seOrUtT-6ou Pt12 > 홉허용전차f제동회거제 상 허거용태가 설 상정 된태값다에보서다 공 크정면값이 운 운 )후처우회 
_6_0B_PERl‘,Lout == 0 

l(f-66-OOBB」INml (TT 6] --RMOSBCRR)P)ERIV aIs 。seurtt && 
운서개전시 운우된전회다우허회용이 요청 되이고 M 있C。R연 또 운는전 R우S회R가에 6 P13 11 

6 P13 
6_0B_INIT_STA_out == 1 

lLf66-OOBBJ- NDQI (T1-T]6-RMOSBCR-R))PERh aIs-soeurtt 
&& 

운및전우전 R우회SR회 오에허류서용를 운 되 경전지보우한회 않다은 요갱 상 이태에 있서으연 MC 운R _6_P14 11 
6_P14: 

6 OB E == 1 

표 3. 1.6 가압기 저압력 트립 모륜에 대한 검중 속성듣 

라 BP, CP, ATIP 에 대한 모델체킹 수행 및 결과 정리 

BP, CP, ATIP FBD들 Verilog 코드로 연환한 후， 선벌된 검증속성을 가지고 Cadence 

SMV륜 사용하여 모댄체킹을 수행하였다 각 검증마다 검증 대상， 컴증속성， 겪증속성의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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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를 기족하였으며 모텔체킹 속성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FBO와 자연어 SOS상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명시하였다 모든 검중에 대 

해 그림 3. 1.13과 같은 형태로 검증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었다 

3.4 트링논리 오옳(7.2.4) > 가앙기 고앙력 트럼 모률(7.2 .4 . 1 ) 모일체킹 결과‘ 
- 고정설정치 상승트릴“ 

SDS 검토사항 (p 51-54). 
• p.53. 7.2.4. 1 기잉기 고잉역 고정형 설정치 잉융 비교논리 를륙의 〈률획논리 > (3 )01서 쭈여 및 논티어는 (공정값 (. TSP 1로 기 

울되어 있으나 F8D 상애는IF1X_R1S1NG 사용자 징의 를륙) 길온 부룬이 < (LT: less Ihan )으로 기용되어 있디 트잉 해제 조건이 
미만인지 이하인지 훌혼영하디 + 일관성 있껴 수정 월요((3)논리에서 추석과 논리률 모두 < 로 수정ι 

• p.53 , 7.2.4 I 가앙기 고압력 - .:il~~ 설정치 상승 비교논리 물를의 〈블륙논리 > (4)에 서 주석문어는 공정강 ,- PTSP로 되어 
있고 아래 논리 기슐온 < 로 되어 있다 F8D 상에는 < (LT less Ihan)로 되어 있다 률잉치 • 월관성 있게 수정 월요 (주석문 
에서 〈로수정ι 

5.TRIP .CNT.out >. .5.MAXCNT) 
assert .5.P l : .5.T에P .LOGIC 。α ‘: 

r PV.OULout .. < .5.TSP.ouÜ asseη 
5.P‘ 5. TRP .lOGIC_out .... 0 > 싼인) ~.5J ì 2 .4 .1 기암끼 고압핵 .，"정영 양정 

치 상g 비며농리 를특잉 를역농리> 0)에서 

주석 잉 존리에는 〈공정강 <'" EP)를 기융되어 
잉으니 FBD 상에는(F I:'CR IS씨G 시콩지 정의 톨 
~1 길응 무용이 LT(le$t tl13n 、 1므효 기*되어 

트뀔 때치 죠낀이 미만인끼 이히인 '1 룰운 

IC 

그램 3.1.13 BP SOS의 가악기 고압력 트립 모율에 대한 정형검증 결과 보고 일부 

‘ ,.WJKI • .-J.’_.…-=‘MF.filii æ!마131 
L 띠"El 구·ι) •• ι) ~기lYl LD;1'BD !l.:i(Ll ;tn밑ι} 잉잉(6) S!U티흩떠) S t! α 
앙00 !iSifttl> ’ I 

D~~ ~g wa; ， ~ + “뼈 101 ’ ‘? ".., • " lIú;:T,í +. • • .L; t.꺼 r. , . ...1 , 늬 
1편감~Ãl조~.h~~~I~r .. I t~c L ~ ~싹야객 “짜@안 O싸@잉5 

- !l. I.! i: .J1 잉~12~ ι - -
& PAT..5c.htduI.r 애애」이삐 l ‘ 1 “ ""; ......... ‘-, 껴의인까 0; A‘ .. 
• m애m OO'y ..m ap.’"nUasldl'Z 1 1 ". 딩잉 l 이OlEi EJ잉 j 얘S 크끼 ,.g ιU 

- 딩 E응그I!I I i .A.J.JNTRlP 미i ∞01. 잉· 에 

"." 

+ P"LSch，씨.1 I I ‘ ‘l 
+ memow.milp ” 사u웅엌’$ 

임시u.잉 ti* •• 
~ OndB3OO 

‘ Ax.F‘μ!’6 ’ f1XJ'11StNG ’ MA>ι”ι.RATE.Cιc ’ M!에Al.A .... πJιU뻐5 ’ T에P.DECISION 

" 
깨 

., 
8J 

4 

그럽 3.1.14 pSET에 구현왼 BP FBO 

, 
SCfiL 

BP FBO는 그림 3. 1.14에서 보이는 것치렵 PAT Sched비er라는 메인 프로그랩과 미1 인 프로그 

램에서 판러 사용하는 6개의 사용자 븐록 - OeadBand , FIX_FALLlNG , FIX_RISING , 

MANUAL_RA TLCALC, MAUALRA TLFALLING, TRIP _OECISION - 으로 구성 되 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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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각 사용자 정의 블록-을 모렐체킹 한 후， 떼인 프로그램인 PAT_Schedu ler를 검중하였다 

전체 BP 논리를 당고 있는 큰 파일인 P A T _Schedu ler는 한 번에 검중하려연 상태폭발 문제가 발 

생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추상화를 적용하였다 언저 전체 논리를 독립된 논리낼로 분리하여 컴중 

하였으며， 독립된 논리 모플도 한꺼번에 검증하기에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는 더 작은 세부 모를 

로 나눈 뒤， 검증속성에 이전 모률과의 관계를 선제조건(precondition)으로 추상화하여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세부 모율에 대해서 추상화가 적용된 속성을 가지고 검중을 수행함으로， 

전체 모윤올 검증할 수 있었다 모텔체킹 결과， 다수의 주요 오류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1.7 

은 BP FBD에 대한 정형검중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검증대상 FBO 
정종휴성 오휴밭견 

요휴 내용 원인 꽁용 
(개) (건) 

~"" ιν ‘ ‘>

트럽 해제조건인데 트립이 해제되지 않옹 자영연세어 SOS 
FIX R1S1NG 오휴 

(사용자 정의 활륙) 
6 2 

얘않비용트힘 해제조건인데 예비브린이 해제되지 자영연세어 SOS 
오휴 

FL'{ FALLlNG 
(사용자 정의 블륙) 

6 0 

MANUAL RATE CALC 에비트림성정치 연수 빙위 빗어냥 논리 오류 

(사용자 정의 촬욕) 
3 2 

트립성정치 연수 범위 벗이냥 논리 검토 요앙 

MA :-lUAL• RATEYALL lNG 예비트립 발생조건 만족시 예비트린이 알생 
FBO 영세 요휴 

(사용자 정의 블혹) 
4 

하지 않음 

TRlP OECISION 
(사용자 정의 블흑) 

3 0 

7.2.3 시험신액 논리 오윤 4 0 

트힘 해제조건인데 트링이 해제되지 않음 
자연어 SOS 

7.2.4. 1 가안기 고안력 트위 모 9 2 
영세 오휴 

-..- 에비트림 해제조건인데 얘이트팀이 해제되지 자연어 SOS 
않읍 영세 오류 

7.2.4.2 쉬 중기 올얄생기 - 1 저수위 9 o RPS 트 모 

7.2.4.3 띤 중기웰생기 - 1 저수위 9 0 ESF 브 오률 

트렴 해제조건인데 브해이 해 >J!되 지 않음 
자연어 SOS 

7링2.4 오4툴 중기 ’강생기 l 고수위 트 9 2 
영세 오류 

예비트 ~I 해지|조건인데 예이브휘이 해제되지 자연어 SOS 
아‘~% 영세 오류 

에미브림성정치 연수 범위 빗어냥 논리 오퓨 

7.2.4 .5 중기딴생기 - 1 저앙력 브 3 
트링성정치 연수 언위 벗이냥 논리 오퓨 

헤 모윤 11 
예비트휘 발생조건 만족시 에비트￥l 이 발생 

하지 않음 
FBO 영세 오휴 

트렁 해제조건인네 트힘이 해제되지 않옴 
사언이 SOS 

7.2 .4.6 격낚용기 고암벽 브험 2 
냉세 요휴 

모툴 9 
에미브린 해제죠건인데 예 "1 르헤이 해세외지 자연어 SOS 
않용 밍세 오퓨 

7.2.4 .7 객납용시 고 고압력 트 9 2 트링 해제초건인데 E 립이 해>J!되지 않옴 사언이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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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오류 

영 모윤 예 "1르검 해제조건인데 예비르헤이 해제되지 자연어 SDS 

않음 영세 요휴 

예비브우1연정치 연수 범위 벗어냥 논리 오류 

7립2.4 모8한 중기말생기 l 저유량 트 11 3 
브링셜정치 연수 범위 벗어납 논리 검토 요땅 

예 ul트림 발생죠건 안족시 예비트힘이 발생 FBD 명논리 

하지 않읍 오류세 요휴 

예비 E 힘성갱치 연수 범위 벗어남 논리 오류 

7.2.4.9 가앙기 저압펙 트링 모 16 3 
트휘설정치 연수 병위 빗어냥 논리 오듀 

툴 에 "1드럼 발생조건 만족시 에 u l트림이 발생 

하지 않옴 
FBD 멍세 요퓨 

트렴과 예 "1트힘연정치간 잔격 유지 안 됨 논리 오류 

예비르힘성정치 연수 범위 빗어납 (2건) 논리 오류 

트렴성정치 연수 빙위 빗어냥 논리 김토 요양 

예비트립 발생조건 안족시 예비트컵이 말생 
FBD 영세 오류 

7.2.4.10 가연 파출력 트휘 모률 13 8 
하지 않옹 

트림 방생조건 만족시 E 린이 발생하지 않음 FBD 영세 오류 

예비트링 뼈제조건인네 예비트힘이 해제되지 자연이 SDS 

않음 영세 요류 

트림 해제조건인데 트린이 해제되지 않음 
자연어 SDS 

영세 오휴 

7.2.4 .1 1 중오기률발생기 2 저수위 
RPS 트휘 9 0 

7.2.4.12 중오기융발생 71-2 저수위 
ESF 트립 9 0 

트렴 해제조건인데 트휘이 해제되지 않음 
자연어 SDS 

724l31[ 중기발생기-2 고수위 9 2 
냉세 오감 

트립 오 예비트립 해제조건인데 예비트립이 해제되지 자연이 SDS 

않읍 영세 오퓨 

얘비르입생껑치 연수 빙위 벗어넙 논리 오류 

르힘연정치 연수 범위 빗어냥 논리 오휴 

에비트립 l살생조건 안쪽시 예비트힘이 발생 
FBD 영세 오휴 7브2링4.1 모4 륭 중기옐생기 2 저앙력 11 6 하지 않읍 (2건) 

공정치 유효빙위 에러 발생조건인데 에러가 
FBD 영세 오퓨 

발생하지 않융 

트쉽 발생조건 만족시 트립이 알생하지 않옹 FBD 명세 오휴 

예비흐위연정치 연수 빙위 빗어넙 ?:리 오류 

7.2.4.15 윤 증기얄생기 2 저유량 11 3 
트힘설정지 연수 빙위 빗어납 쓴리 김토 요망 

브위 포 예비트립 낼생조건 만족시 예비브린이 발생 

하지 않옹 
FBD 영 세 오퓨 

브휘 해제조건인데 브강l 이 해제되지 않읍 
자연어 SDS 

7.2.4.16 고 대수 충픽준위 트립 2 
영세 오퓨 

오틀 11 
예비트힘 해재조건인네 예비트힘이 해제되지 사연이 SDS 

않읍 영세 오감 

7.2.4.17 저 핵미등 이탕융 르 ~I 4 0 
모융 

7.2.4. IR 고 국부출력일도 르루1 4 0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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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19 CPCCWP 모률 0 

박동신호 오류가 방생하지 않아야 할 경우인 
논리 오류 

데 오휴가 발생함 (2건) 
7.2.6 박동신호 감시모융 10 4 

박동신호 오류가 방생해야 할 경우인데 오류 
FBD 영세 오류 ‘ 

가 발생하지 않읍 (2건) 

7.2.7 박통신호 생생요융 6 0 

총셰 216 46 

표 3.l .7 BP FBD에 대한 정형검증 결과 

CP FBD는 메인 프로그램인 CP와 VOTING , TCB, BP_HB_MONITOR 서1 개의 사용자 정의 

판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BP와 마잔가지로 각 사용자 정의 블록에 대해 검증한 후， 전체 모률인 

CP 프로그랩을 검중하였다 표 3. 1.8은 CP FBD에 대한 정형검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컴증대상 FB]) 
겁종숙성 오큐황견 

오휴 내용 앤인 용유 f 
(개) (건) 

> ‘’ ι 

B의PJ 블{록B-)MON ITOR (사용자 정 3 
박동신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경우인 

논리 오류 
데 오휴가 발생합 

TCB 1사용자 정의 용욕) 5 0 

VOTING (사용자 정의 블록) 5 0 

7.2.2 시험선택 논리 모융 6 2 시험상태정보가 장뭇 성정됨 12건) 영세 누락 

7.2.3 트럼재일우회 논리 모융 9 0 

7.2.4 전채닐우회 논리 오융 26 0 

7.2.6 214 보팅논리모한 5 0 

박에동 오신휴호가 요 빌류생가함 방 (5생건하)지 않아야 항 경우인 논리 오류 

7.2.1 1 박동신호 감시오틀 20 10 

가 박동 항신생호하지 오류 않가융 발 (5생건해)야 할 경우인데 오휴 FBD 영세 오류 

7.2. 12 박동신호 생성오플 4 0 

- ι 、총계 ~… t‘’ ‘ .... I ~.!'q 13 

표 3.l .8 CP FBD에 대한 정형검중 결과 

ATIP FBD는 Equipment StatusGvlodule 2) , Testing Priority LogidModule 4) , Manual 

Test LogidModule 5) , Manual Initiated Automatic T est LogidModule 6) , Automatic Periodic 

Test LogidModule 7) , Integrity Survei llance and Diagnosis LogidModule 8) 그리고 ATIP 

Integrity Status(Module 9)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률은 4개-167H 의 하위 블록툴올 포함하고 

있다 표 3.1.9는 ATIP FBD에 대한 정형검증 견과를 정피한 표이다 

집중대상 FBD 
겁풍속성 오휴l양껑 

오퓨내용 원인 용퓨 
(개) l진) 

악용껴l수 발생의 논 "1 애서 정상적인 상배애서도 
FBD 영세 요휴 Module 2 Equipment 에펴신호가 ‘강생함 (6건) 28 15 

Status 
박동계수의 값이 초기값으모 용바으게 플아가지 한 리 오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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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옴 

박동계수 발생 오유의 상황에서도 에러신호흩 밭 
논리 오류 

생하지 않용 (8건) 

조건이 안쪽했융애도 불구하고 수동시험 예비 허 자연이 SDS 

용신호가 발생하지 않읍 영세 오류 

조건이 만촉했옴에도 같구하고 수자시험 예비 허 자연어 SDS 
용신호가 발생하지 않옹 영 세 오류 

Module 4 Testing 조건이 만족했읍에도 블구하고 수자시험 예비허용 자연어 SDS 
20 8 

Priority Logic 숭인신호가 발생하지 않음 (4 건) 영세 오류 

수동시험 허용신호 발생의 논리에서 쟁상적인 상 
FBD 멍세 오휴 

태에서도 에펴신호가 발생함 

수자시험 허용신호 벌생의 논리에서 징상척인 상 
FBD 영세 요류 

대에서도 에러신호가 밤생항 

ModuJe 5: Manual Test 수동시험 시작신호 알생논리에서 정상적인 상배에 FBD 영세 오휴 
8 

Logic 서도 에러 신호가 발생함 

조건이 만족했음에도 상구하고 수동개시 자동시험 자연어 SDS 
시작요구 신호가 발생하지 않음 (4건 ) 영 세 오휴 

수동개시 자동시헝 시작신호가 입력되지 않았는데 
논리 겁토 요망 

도 시험 단계값이 ‘0’이 되지 않읍 (2건) 

Module 6 Manual 수용개시 자똥시헝 시험 단계가 상한치룹 멍이냥 
논리오듀 

Initiated Automatic Test 18 11 (2건) 

Logîc 
수동개시 자동시험의 시험 단계가 죠건이 만족되 

었는네도 불구하고 한 단셰씌 중가하지 않음 (2건) 
논리오듀 

시험값이 시험단계에 따라 올바르게 제공되지 않 
논리오류 

용 

Module 7 Automatic 
5 0 

Periodic Test Logic 
조건융 안족시쳐도 시간지연 카옹브가 충가하지 

논리오류 
않융 (8건) 

Module 8 lntegrity 
건전성 갑시 빛 진단 판단 논리가 용바르게 생 린 자연어 SDS 
외지 않읍 영세 오류 

Surveillance and 42 11 
Diagnosis Logic 

흐린연정 치 최 대연화"1 값올 구하는 논리가 올바 
논리 검토 요앙 

으게 성휘되지 않읍 

CP 디지탤 윷력오윤의 시 ~1 단계가 용바르게 중가 
논리오류 

하지 않읍 

Module 9 ATIP 
5 0 

IncegriLY Status 
ιι 

총게 126 46 

표 3. l.9 A TIP FBD에 대한 정형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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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중 정보 검중결과 발견된 오류들 

x ‘Ida 
검걷 그)"-= ιr 명세누 논리검토 

FBD 자연어 
논리 정형검증 

명세오 
오류 

text 
성 릭 요망 

SDS 
총계 대상 

파일크기 류 명세오류 
오류 

(개) (건) (건) (건) (건) 
(MB) (건) (건) 

BP 1.86 MB 216 0 4 13 16 14 47 
CP 2.09 lv1B 83 2 0 5 0 6 13 

ATIP 25.8 MB 126 0 3 9 11 23 46 

표 3.1.10 RPS SDS 정형컴중 결과 종합 

표 3. 1.1 0는 RPS SDS 정형검증 질과 발견된 오류를 종합적으로 정러한 것이다‘ BP, CP, 

ATIP SDS 정형영세 (FBDl의 텍스트 파일 크기와， 몇 개의 속성에 대해 검중이 되었는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검층결과 발견된 오류듣올 맹세누락， 논리검토요망， FBD 명세오류， 자연 

어 SDS 명세오류， 논리 오류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정형검중올 통해 발견된 오류 결과틀올 개 

발팀에 전달하고 수정을 권고하였다 

BP, CP, ATIP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SDS)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FBD명세도 개정되 

었고， 개정된 FBD!LD 영세를 대상으로 정형검중올 다시 수행하였다 절차 및 망법은 이전 버전 

에 대해 수행한 방법올 통일하게 적용하였다 RPS SDS 개정본에 대한 정형컴중 결과 BP에 대해 

서는 64개 속성 검증 결과 1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CP에 대해서는 94개 속성 검증 결과 16건 

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들 검증 결과는 SDS 정형경중 보고서의 입력이 되었으며， 정형검중을 

통해 받견된 주요 오류에 대해 이상상태보고가mp: 4건， CP:3 건) 발행되었다 

마 COM 에 대한 검증 결과 

COM 소프트떼어는 정형검중의 대싱이 아니므로 모델처1 킹 벙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탈자， 내 

용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검토사항으로 하여 자연어 영세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COM 논리에 대 

한 검토 및 확인 작엽은 두산중공업에서 작성한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 운전원모뭔- 소프트혜어 

연계 영세서 '(KNICS-RPS-SDS231-04， Rev. 0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 1.15는 COM 자 

연어 영세의 상세 검토사항 보고의 일부이며 1 표 3. 1.1 1 은 COM 자연어 영세 검토결과틀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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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l 

2 

3 

• • P38. ' 3.3.3.5.1.5. Manual. test- sIop. requesl' inpul. che야의 논리석 -7 논리식애셔 

ATIP으로부터 수동시영 시작신호(CHA_CH~U이TST)가 있어야만 수돔시엉 정치요 

구신호가 알생펀다(CHA_COMJDV -MTSPREl깅=I)고 허}었으나 ATIP으로부터 시작신 

호가 받생되지 잉앙어도 정치요구신호는 언제든지 앙생시킬 수 있어O~ 영 깅 

• • P39. ' 3,3.3.5. 1.5' Manual. test. lerminate- request. input. check와 논리식 • ATIP으호 

부터 수동 시염허용신호(CHA_CHAJlLMTP많Ml가 있어야만 옴료요구신호톨 앙생시 

킴 수 있다(CHA_Cα~JDV-MγrE뼈않=1)고 하었는데 시헝 용료요구톨 위해 ATIP 
으로부터 시험허용신호가 띨요한지‘ 확인요망 」

• • P39 , ' 3.3.3. 5.1 .5. Manual. lesl' reset. request. input‘ check의 논리 식 • ATIP으로부터 

수동 시엉허용신호(CHA_CH~I-MTP앙갱이)가 잉어야만 리셋요구신호톨 맡생시킴 수 

(CHA_COMJDV.MTRST= 1 ) 있다는 논리가 잊는 것인지 확인요망 ν 

그렴 3.1.15 COM 자연어 멍세의 상세 검토사항 보고의 일부 

검토 항목 검토사항 예 검토 결과 
명세의 P26, 3.3.3 .1에서 언급한 그림 2(P68)에서 ’TESTING 오탈자 오류 

오탈자오류 STSTUS ’ 오타 ’TESTING STATUS’로 고쳐야 됩 총 l건 
P22, 2.2.4.6 ’COM은 제어스위치를 통해 제어명령올 CP 

로 전송한다 f 직죄전송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 

영세의 가 있옴， ATJP을 가쳐야 한다는 것은 명시해야 함 (P23 일관성 오류 

일관성 오류 3.0 'COIVI은 BP, CP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고 총 4건 

ATIP올 거쳐야 한다’고 기술， P25. 3.3.1.4 ’COM은 BP 

및 CP와는 입력 기 능만 수행한다’고 기술) 
PZ7, 3.3.3.1.2.5 ，-버튼은 오류가 존재하고 선택되지 않았 

영세의 다면’ ’오류가 존재한 상태에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 정확성 오류 

정확성 오류 인지 아니먼 ’오류가 존재할 때와 선택되지 않았을 때’ 총 19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 표현이 모호함 

표 3.1 .11 COM 자연어 명세 검토결과 

제 2 철 디지털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테스팅 방안 연구 

l차년도에는 FBD 프로그랩을 중낀코드 생성 없이 직접 테스팅할 수 있는 방안의 초안올 개반 

하었다 FBD 프로그랩의 관점에서 단위 테스팅， 통합테스팅의 대상인 단위와 모윤에 대해 개넙 

올 정의한 후， FBD 직접 테스탱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핵심이 되는 프로세스인 FBD프로그햄을 흐 

름 그래프( f]owgraph)로 변환하는 안고리즘을 제안하였다(지은경 외 2인， SAFECOMP 2005 논 

문). FBD 테스탱의 전체 개요는 그램 3.2.1과 찬다 

2차년도에는 l차년도에 개만원 l앙임이 타이띠 함수 판록 둥 내부상태를 가지는 함수 판록듀 

올 키버하지 못한다는 문제정울 해견하여 제안한 망법론올 보완하였다 여러 사이콜에 결쳐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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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FBD 테스탱 망안 개요 

트 되어야 하는 타이띠 함수 플꽉을 포힘한 FBD률 테스트하기 위해서， 타이며 함수 블꽉올 흐룹 

그래프 세그먼트로 변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땅안올 깨발하였다[32.1] ‘ BP 트립 논리 일부에 대 

한 FBD 프로그랩에， FBD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말생하는 오류틀올 삽입하였고， 오류가 삽입된 

FBD 프로그랩올 수동으로 흐릅 그래프로 뻔환하였다 변환된 흐름 그래프로부더， 기존의 제어 

및 데이터 흐릅 커버리지륜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틀올 생성하였다 재안된 기법올 적용해서 얻 

cι 테스트 케이스들에 의해 타이미 오퓨룹 포힘하여 삽입된 오류들이 모두 발견될 수 있음올 확 

인함으로 FBD 비스팅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년도에는 FBD에 특화된 테스트 커버리지 기준을 개발 및 제안하였다 FBD 베스터들은 

테스트 키버리지 단성 정도를 흐름그래프 상에서가 아니라 FBD상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정올 

반영하여 ， FBD상에서 함수 및 함수븐록을 연결하는 에지 (edge)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테스 

트 키버펴지른 개발하였다. FBD름 대상으로 하는 Complete n- path basic coverage, Complete 

basic coverage. Elementary conditions coverage, Multiple conditions coverage 커 버 리 지 기 준 

융 정의하였다 BP 트쉽 논리 일부에 대해 complete basic coverage를 만족시키는 데스트 케 

이스름 생성하고 이를 테스트 케이스륜을 통해 삼입된 오류틀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확인함으 

로 새로 재안된 테스트 커버리지 기준의 싣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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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RPS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폴트 트리 분석 지원 

3차년도 후반 업무로 RPS 소프트헤어 설계 명세 CSDS) 안전성 분석 중 폴트 트라 분석을 지원 

하였다 설계영세 폴트 트리 분석 지원 대상은 트립설정치와 공정계측치를 비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BP 소프트워l 어， 동시논리 알고리즘올 처리하는 기능올 담당하는 CP 소프트웨어이다 

HAZOP 결파 첫 번째 위해도 항목올 포함하는 모률플에 대하여 중접적으로 소프트혜이 폴트 트 

리 분석 (SFTA)을 수행하였으여， 하나의 트립 유형에 대해서 여러 모률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 

표되는 하나의 모율만 대싱으로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폴트 트리 분석을 수행하였다 

BP SDS에서는 중기발생기 l 저유량 트립 모률과 가압기 저압력 트립 모율1 저 핵비퉁 이탈 

융 트립모률에 대해서， CP SDS에서는 트립채널 우회 논리모률파 박동신호 감시 모률에 대해서 

SFTA플 수행하였다 FBD 프로그랭으로부터 폴트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17종류의 템플릿올 번 

저 정의하였으며， FBD 프로그랩과 작성된 폴트 트리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해 

당 FBD 프로그랭의 각 블콕마다 번호플 부여하였다 

가 각 함수 및 함수 불록에 대한 폰트 트리 댐플릿 작성 

FBD 프로그랩으로부터 흘트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각 합수 및 함수 블록에 대해 폴트 

트리 템플릿을 정의하였다 TOP 노드에 대한 템플릿파 각 함수 블록의 연결올 위한 템플릿올 비 

콧해 Logic 그룹의 AND, OR, Compari son 그룹의 GE, GT, LE, L T , EQ, Arithmetic 그룹의 

ADD , MUL , SUB, mv, ABS , Selection 그룹의 SEL, Timer 그룹의 TON, TOF 등 총 17종류의 

함수 및 함수 첼록에 대한 템플릿을 정의하였다 그램 3.3T그힘 3.3.4은 작성된 템플릿의 몇 가 

지 예를 보여준다 

"ε'"i，""'Cl 
:1",'"’“ 

’-!r 、

그렴 3.3.1 TOP 노드에 대한 품트 트리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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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웹 

그림 3~3.2 Logic 그룹의 AND 함수에 대한 폴트 트리 템플릿 

υ
 랩 

• 

까 ‘ 

녕I‘ 

그림 3.3.3 Selection 그룹의 SEL 함수에 대한 폴트 트리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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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4 Timer 그룹의 TOF 합수 블록에 대한 폼트 트리 탱플릿 

템픈릿에 사용된 노드를 각각에 대해 노드 아랫부분엔 해당 노드의 이름을1 윗부분엔 해당 노 

드에 대한 설명을 표기하였다 노드 이름이나 설명에 사용된 기호 중 ‘xx’는 폴트 트리 작성 시 

해당 함수 븐록의 타입 이룸으로， ‘#’은 해당하는 일련 변호로 바꾸어 나타내진다 

나 BP, CP FBD에 대한 폴트 트리 작성 

HAZOP 결과 위험요소플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된 BP, CP FBD의 주요 부분에 대해 템플릿 

을 바탕으로 폴트 트리듭 작성하였다 FBD 프로그램의 각 함수 블측들을 개별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함수븐록이릉+일련번호’와 감은 형태로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림 3.3.5는 가압기 

저압력 트립 모틀에 대한 FBD 프로그햄의 일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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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 가압기 저압력 트립모율에 대한 FBD 프로그램의 일부 

그림 3.3.6은 그림 3.3.5의 가압기 저압력 트립 모률에 대해 작성된 폴트 트리의 일부이다 다 

른 FBD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갈은 망식으로 폴트 트리를 작성하였으며 BP 및 CP의 주요 부분 

에 대한 폴트 트리 정보는 표 3.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작성된 폰트 트리에 대한 분석은 모과 

제 쪽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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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가압기 저압력 트립 모륜에 대해 작성된 폴트 트리의 일부 

흘트 트리 작성 대상 사용왼 함수 갈꽉 및 개수 Gate (깨) 
Basic event 

(개) 

중기발생기 1 ABS(l개). ADD(2개). ANÐ(lO개). DIV (l개 ) . 

저유량 트립 모 
EQ(1개). GE(3개). GT(4개). LE(l개 ). 

376 303 
LT(7개 ). MUL( l개). OR(l 개). SEL(l 5개). 

τIr 
SUB(7개) 

BP 
가암기 저밥력 

AND(7개). SEL(l2개) . LE(2개). ADD(3개). 

GE(3개 J. GT(3개 J. OR(2개). SUB(2개 ). 283 250 
트립 모율 

LT(4개) 

저 핵비둥 이탈 
SEL< l 개). AND(l개). OR(l개 ) 

융 트립 모률 
41 47 

트립채널 우회 

논리 모률 
AND(537~). OR(7개 ) 412 361 

CP 
박동신호 감시 

LE(4개). LT(l개) . AND(4개). ADDO개 ). 

SEL<3개 J . GT(2개). SUB(l개 ) . GE(l개). 128 116 
모율 

DIV(1개) 

표 3.3.1 BP. CP SOS에 대한 폴트 트리 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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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철 연구개 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목표는 디지면 보호 논리 소프트혜이에 대한 정형컴중 및 FBO 테스팅 망 

안 연구이다 최종목표 대비 기여도는 100%로써， RPS의 BP, CP, A TIP, COM 소프트웨어의 요 

구사항 영세 및 설계 명세에 대해 정형검증올 완료하였고(정형영세가 없는 COM의 요구사항 명 

세 및 설계 멍세에 대해 일반 점중 완료)， FBO 베스탱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플 정리하띤 다음 표와 같다 

연구개발 가중치 
연구개발 

연차 세부연구목표 목표 달성도 
목표 (%) 

(%) 
RP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영세 
(SRS) 분석 

디지털 RPS 소고트웨어 요구사항 영세 

보호논리 확인 및 검증 지원 100 
l차년도 정형컴중 BP 정형검증 지원 90 

(만족) 
(2004.7‘ 지원 CP 정형컴중 지원 
2005.6) 一 ATIP 정형검증 지원 

- COM 검증 지원 

FBO 테스팅 
기존 테스팅 알고리즘의 적용기능 

100 
방안 연구 

성 분석 10 
(만족) 

FBD 테 A 팅 기업 개발 
RPS 소쿄트헤어 설계명세 (SOS) 

분석 

BP 

CP 

디지힐 - ATIP 

보호논리 COM lα) 
2차년도 

정형캠증 RPS 설계 명세 확인 및 검증 지 90 
(만족) (2005.T 

지원 원 
2α)6.6) 

BP 정형검증 지원 

CP 정형경중 지원 

ATIP 정형검증 지원 

COM 검증 지왼 
FBD 테스탱 

FBD 테스팅 기법 보완 및 확장 
100 

방안 연구 
10 

(만족) 

2006- RPS s n s 개정본 대상 정형검증 
3차년도 

디지힐 
BP 100 

(2α)6.7‘ 
보호논리 CP 30 

(만족) 2007.4) 
정형검증 A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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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nps sos 개정본 대상 정형검증 
- BP 

CP lα〕

지원 - ATIP 30 
(만족) 

COM 

SOS 안천성 분석 지원 
100 

- BP 30 
(만족) 

CP 
FBO 테스팅 FßO 테스팅 방안 검토 및 보완 

10 
100 

방안 연구 (만족) 

4차년도 
디지털 RPS SRS 개정본 정형검중 검토 

50 
100 

(2007.5- 보호논리 및 보완 (만족) 

2α)8.2) 
정형겁중 RPS SOS 개정본 정형겹중 검토 

50 
100 

지원 및 보완 (만족) 

RPS SRS 정형검중 45 
100 
(만족) 

최종평가 
20(W 

RPS SOS 정형검중 45 
100 

2007 (만족) 

FBO 테스탱 방안 연구 10 
100 
(만족) 

연구깨발 목표률 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연구개발 결과불은 표 4.2.1에 정리되어 있다 

BP, CP, A TIP, COM의 sns 및 SOS에 대한 정형검증 결과는 각 해당 검중보고시의 입력으로 
제출되었다 2단계에서 도구 개발온 과제 목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효과적인 취중올 위해 

서 자체 추가 개발하였다 기존 l단계에서 개발되었던 NuSRSl.O도구의 기능을 엽그레이드하여 

NuSRS2.0으로 개발하였으며， FBOILD로 구현된 설계단계 정형영세 컴중올 자동하기 위해서 

PLCVerifier 도구을 개발하였다 

제 2 철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RPS와 판이 안전성이 필수적인 시스템은 천지한 춰중을 통해 그 안전성이 보장되이야 한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정형검증올 통해 RPS 시 스업 요구사항 영세 및 설계명세 내에 슨재하는 주요 

한 오류든올 자동화 도구틀을 사용해 비 괴적 빠든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반견할 수 있었다 소프 

트워|어 개밥 과정에서 오류는 후반부에 반견윈수록 수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영청나게 키진다 

본 연구개딴에서는 구현 이후 단계에서 반견되었으연 더욱 큰 비용을 치르고 수정해야만 했올 

RPS 시 스템 소프트혜어 내부의 오듀늘을 요구사항 단계 및 설계 단겨l 에서 미리 말견함으로써， 

-f 헨 이후 시스템 설치 이후에 발견되었다연 엄정난 뱃가가 요구되었을 소프트떼어 유지보수 비 

용올 크게 전감시켰다 정형껴층올 풍해 RPS 소프트워1 이의 정확성 및 안전성에 크게 기여하었다 

고 멍가된다 

이제까지 많은 정형기법틀에 연구되고 제안되었으나， PLC 하트웨이에 기반한 윈전 필수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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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소프트워| 어에 적용할만한 정형검중 망법은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개발결과가 실제 시스댐 

---ιl률률훌-， 

RPSSRS 
정형검증 

(BP，CP~~TIP 
정형검증및 
COM 검증) 

RPS SDS 
정형검증 

(BP,CP,ATIP 
정형검증및 
COM 검증) 

FBD 태스팅 
방안연구 

· 검증겉과가 BP， CP, ATIP, COM SRS에대힌 확인 및검증보고서에 입럭될 
.KNICS-RPS-SVlù21-1l(Rev_ 00) 
'KNICS-RPS-5VRl21-12(Rev_00) 
'KNICS-RPS-SVRl21-13CRev. 00) 
'KNICS-RPS-SVRl21-04(Rev.00) 
• KNICS-RPS-SVIWH-l1(Rev.01) 
• KNICS-RPS-SVRl.I-12(Rev.Ol ) 
• KNICS-RPS-SVlù2쩌(Rev. Ol) 
• KNICS-RPS-SVRl21-04(Rev_Ol) 

• NuSCR 영새 및 경증 도구， NuSRS2 。

· 검증 곁과가 BP， CP, ATIP, COM SDS에 대한 획인 및 검증보고서에 잉럭됨 
'KNICS-RPS-S째131-01(Rev. ∞) 
'KNICS-RPS-SVRI31-02(Rev. 00) 
-KJ.'II CS-RPS-SVRl31-03(Rev_ 00) 
'KNICS-RPS-S째131-04(Rev. 00) 
'KNICS-RPS-SVRl31-01(Rev. 01) 
- KNICS-RPS-S'째J31-02(Rev. 01) 
• KNI CS-RPS-SVR131-03(Re'ι 。1)

-KNICS-RPS-SVRl31-04(Rev. 01) 
' FBD/ LD 검증 도구， PLCVerifier 

논문(빼외혁효1 2편， 국내저널 1핀， 국내학회 2띤) 

표 4.2.1 2단계 과재 수행결과불 요약 

의 정확성과 안전성올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됨을 확인하연서， 본 연구개반에서 새롭게 개맞되 

고 제안되이 사용된 방법들 - N u SCR 명세， NuSCR을 SMV로 변환하여 모텔체킹하는 방법， 

FBDιD관 Veri log로 변환하여 모텔체킹하는 방법 - 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형컵중 

기법의 적용 대상을 P L C 기반 원전 필수안전게풍 소프트웨어로 확장한 점에서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PS 정형검중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NuSRS2.0과 PLCVerifier는 방대한 사이즈의 대상 시스 

템을 효과적으로 모델체킹하고 그 질과달 분석율 용이하게 한 도구들이다 이들 도구뜰은 향후 

PLC 기반 보호계풍 소프트혜어 개발， 확인 및 검충을 지원하는 통합개반환경 도구의 일부로 활 

용되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븐 도구가 포 

함된 봉합개반및캠중환경 도구는 원자로 보호계몽과 때키지 상품화의 형태로 감이 수출되어 국 

제 경생랙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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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연구개발결과의 장 제 5 

• 븐 연구를 통해 깨발된 원전 계측제어겨l통의 특성을 반영한 소프트왜어 확인 및 검증 기 

숨과 이 기술의 적용 결과는 대상 소프트해이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제시하므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1 디지텅 계측제어 

소프트웨이가 안전성파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 도구， 검중 경험은 디지혈화률 추구하는 모든 신형 원 

소프트혜 어 검 증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근거를 

기숙적 측면 • 

다 확보왼 

전의 안전 

시스댐 품질 향성 

순수 국내 기숨 

인허가를 획득함으 

확보가 가능하다 

’ 디지힐 계측재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형검증 결과는 디지혈 계측제어 
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다，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자료를 기반으로 

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계통 제어기기 및 보호계통의 

로써 왼전 인허가 기숨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독자 기술의 

본 연구들 통해 확보왼 디지혈 보호논리에 대한 정형점중 수행 결과 및 분야에 적힘한 

소프트혜어 시험방안은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및 제어기기가 휠요한 핵융합 장치， 가속기1 

핵폐기울 관리， 연구용 원자로， 핵의료장비 둥에 대한 확인 및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서 비왼전 안전계통인 국방， 우주항공， 고속철， 통신， 의료분야에서도 활용된 수 있 

• 

다 

경제 ·산업적 측면 

• RPS 정형검증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도구들은 방대한 사이즈의 대상 시스템을 효과적으 

로 검중하고 그 결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한 도구들이다 이들 도구들이 향후 PLC 기반 

• 

보호계통 소프트헤 어 개발， 확인 및 검증을 지원하는 통합개발환경 

되띤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올 할 것이며， 이를 도구가 포함 

된 통합개반 및 깎중환경 도구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패키지 상품의 형태로 갇이 

어 궁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구의 일부로 활용 

수출되 

, 본 과제들 통해 마련된， 원전 적용을 위해 펼수적인 소프트헤어 검중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기술 기반을 토대로， 향후 인허가 검중의 국외 위틱에 사용되는 외화 유출 망지할 

테스팅 방법으로 높아진 정확성，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형검증 및 

안전성올 기반으로 원전 이용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안전 휠수계통의 ， 원전 

산
 

서
。
 미i
 

요
 

중
 

01 

* 위한 소프트워| 어 검증 및 시험 산업의 

수 있으며 벤처기업 창엽 둥을 통한 경제 

’ 본 연구를 통해 안전이 중요한 계통올 
대한 인식이 산업계에 확산될 

41 

필요성에 

엽적 측면의 효과도 기대힐 수 있다 



• 활용방안 

,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완전 디지혈 보호계통 소프트떼어에 대한 검증 결과 및 제안되는 
시험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입력으로 제공되어 인허가기 

관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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