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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프로그래머블 로직 콘트롤러 가 안전 필수 시스템 구현에(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1]

많이 사용되면서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형검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PLC .
히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 분야에서 기존의 기반 아날로그 시스템들을RLL(Relay Ladder Logic) PLC
기반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감에 따라 원자력 계측제어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정형검증이 중요한, PLC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함수 블록 다이어그램. PLC (FBD:

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형검증 기법 및 자동화 도구를 제안한다Function Block Diagram) .

본론본론본론본론2.2.2.2.
프로그램을 정형검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모델로 자동 변환하고 변환된FBD FBD Verilog[2] ,
모델에 대해 모델체커를 이용해 정형검증을 수행하였다 아래는 함수 블록Verilog Cadence SMV[3] .

다이어그램에 대한 정형적 정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검증언어인 모델로 변환하는 규칙, FBD Verilog
을 템플릿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프로그램으로부터 모델의 생성//-- FBD Verilog --
규칙 모듈 선언// 1.modulemodulemodulemodule main (clk, [input ports],[output ports]);
규칙 변수 선언 타입 및 비트 크기 결정// 2. - (bit)input | reg | wire | outputinput | reg | wire | outputinput | reg | wire | outputinput | reg | wire | output [size(v) : 0] v;
규칙 변수// 3. reg (vreg 들에 대한 초기화)initial begininitial begininitial begininitial beginvreg <= [initial_value_of_vreg];endendendend

규칙 및 출력 변수들에 대한 계산식 할당// 4. wireassignassignassignassign v = f(v);
규칙 변수// 5. reg (vreg 들에 대해 저장할 값들 할당)alwaysalwaysalwaysalways @ (posedgeposedgeposedgeposedge clk)beginbeginbeginbeginvreg <= [stored value];endendendend
규칙 검증 속성 삽입// 6.always beginalways beginalways beginalways begin{ifififif [condition]} assertassertassertassert[label]: [assertion];endendendendendmoduleendmoduleendmoduleendmodule

위의 제안한 규칙을 따라 프로그램으로부터 모델을 생성하면 생성된 모델에 대해FBD Verilog , Verilog
모델체킹을 수행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 및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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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프레임워크를 자동화하기 위해FBD FBDVerifier 도구를 개발하였다. FBDVerifier는 개발FBD
도구인 에서 사용하는 저장 포맷 형식의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 이를 모델로pSET[4] FBD Verilog
자동 변환한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생성된 모델에 사용자가 검증 속성을 수동으로 삽입하고. FBD Verilog
실행시키면 FBDVerifier는 를 호출하여 모델체킹을 수행한다 모델체킹 결과 생성된 반례Cadence SMV .
의 변수 개수 및 스텝수가 커서 반례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BDVerifier는 반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효과적 반례 분석을 위해 반례의 내용을.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에게 친숙한 타이밍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며 사용자가 모니터링하기 원하는 수,
식을 입력하면 그 수식의 값이 각 사이클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별도로 보여 주는 기능을 제공 한다 또.
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도록 지정하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여주거나 숨,
기는 기능도 지원한다.
제안된 검증 기법을 사용하여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개발사업단 에서 개발 중인FBD , (KNICS)[5]

원자로 보호 시스템 내 안전 필수 등급 시스템인 와APR_1400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BP
에 대해 정형검증을 수행하였다 여 페이지의 설계 명세를 반영하여 명세한 천여 개의 함수 블CP . 350 3

록 및 천여 개의 변수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변환한2 FBD
모델은 만 라인 정도가 되었다 도메인 전문가들이 추출한 필수 검증 속성들을 형Verilog 1 . if assert

태의 논리식으로 만들어 모델에 삽입하였고 모델체커로 모델체킹을 수행하였다 대상 프Verilog , SMV .
로그램 내 변수 개수가 많고 각 변수값의 범위가 커서 상태폭발 문제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검증 과,
정에서 수동으로 추상화를 적용해 검증하였다 검증을 통해 잘못된 변수명 사용 잘못된 연산자 사용. , , ,
변수 범위 검사 논리 누락 초기값 설정 누락으로 발생된 의도치 않은 음수 연산 자연어 설계 명세와, ,

프로그램간 명세간 불일치 등 중요한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모델체킹을 통해 발견된 오류FBD ,
는 개발팀에 전달되어 소프트웨어 내 오류를 수정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자료로 사용되었다BP, CP .

결론결론결론결론3.3.3.3.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언어 중 널리 사용되는 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형검증 기법PLC FBD

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으로부터 모델을 자동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FBD Verilog , Verilog Cadence
모델체커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전체적인 검증 체계를 자동화하기 위해SMV . FBDVerifier 도구를 개

발하였으며 이 도구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모델 자동 생성 및 효과적인 반례 분석을 지원한, FBD Verilog
다 제안된 방법을 설계명세 정형검증에 적용하였고. KNICS APR-1400 RPS , FBDVerifier의 변환 자동
화 및 반례 분석 지원 기능을 통해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검증FBD
할 수 있었다 발견된 오류들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실제 산업에서의 사. ,
례연구를 통해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의. FBDVerifier가 도구의pSET
저장 포맷만 지원한다는 단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제조사의 저장 포맷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구를FBD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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