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ITER AC/DC 컨버터(Converter)는 핵융합 발생을 위해 토카

막의 초전도코일에 제어된 전류를 공급하여 플라즈마 발생, 형

상 유지, 소멸하는 기능을 한다. 만일 컨버터 또는 초전도코일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호동작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된 F LIC(Fast Local Interlock Controller)은 즉시 작동하여

Bypass 및 Make Switch 트리거, 차단기 작동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ITER Interlock System의 기기는 중요성이 고려되어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F LIC 회로분석과

Telcordia SR 332 Standard에 의한 부품고장률 산출방법을 사

용하여 FMEDA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회로구성 부품의 고장

이 미치는 영향과 F LIC 제어모듈의 SIL 2 등급의 적합성을 분

석하였다.

1. 서 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는 한국,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이 참여하는 핵융합발전 실용화 Project로서 토카막을

비롯한 모든 핵융합장치가 매우 고가이며, 특히 AC/DC 컨버터

들은 핵융합 기능면에서 중요한 설비이다. 전원장치는 전자기력

으로 플라즈마를 고온과 고밀도로 토카막 내에 가두어 핵융합을

발생시키는 초전도코일과 컨버터 및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장치는 고장이나 어떤 이상 시에도 보호되도록 설계된다.

F LIC 설계의 개념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

어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되어 있으며, F LIC의 회로는 그

림 1과 같이 연산 증폭기, 논리 게이트 및 수동 전자 부품으로

구성된다.

F LIC은 Event 발생 시 즉시 작동하여 Bypass 및 Make

Switch 트리거, 차단기 작동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Alpha 컨트롤러와 F LIC은 광 송수신기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연동정보를 교환하여 직렬 연결된 컨버터의 보호가 수행된다.

F LIC 모듈은 보호기능의 중요성이 고려되어 높은 신뢰도가 요

구된다.[1]

본 논문에서는 신호흐름 분석과 Telcordia SR 332 Standard

에 의한 부품고장률 산출방법을 사용하여 FMEDA(Failure

Mode, Effects and Diagnostic Analysis)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

여 회로구성 부품의 고장이 미치는 영향과 F LIC 제어모듈의

신뢰도를 분석한다. 또한 ITER가 요구하는 SIL(Safety

Integrated Level) 요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그림 1. F-LIC 및 Alpha 컨트롤 회로도 

Fig.1 Circuit Diagram of F-LIC and Alpha Control

2. F-LIC 제어기의 신뢰도 분석

F LIC 구성 부품의 고장률 및 MTBF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Telcordia SR 332 Issue 3 Method I에 따라 계산하였다. 고장률

계산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였다.

• 분석은 Telcordia Issue 3에 따라 수행하고

• 사용 환경은 40°C로 가정

• 구성요소의 품질수준은 Telcordia 따라 QA Level 1 또는

Level 2로 가정

• 전기스트레스는 인가전압(또는 전력)과 정격전압(또는 전

력)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함

신뢰도계산 방법은 Telcordia SR 332 표준의 블랙박스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방법에서 블랙박스의 정상상태 고장률 λBBi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λBBi = λGiπQiπSiπTi (1)

여기서, λGi = 부품 i에 대한 일반적인 정상 상태 고장률

πQi = 부품 i의 품질 인자

πSi = 부품 i의 전기스트레스 계수

πTi = 부품 i의 온도 계수

F LIC은 기능적으로 입력 회로, 제어 회로, 출력 회로로 나눌

수 있다. 각 회로 모듈의 고장률은 보드상의 부품 고장률을 합

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MTBF(Mean Tim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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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는 고장률의 역수를 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모듈의 각

부품은 공급한 부품회사 및 PCT Windchill 데이터 Library의

고장률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작성되었다.

표 1 공급자 및 Windchill Lib.에 의한 부품 고장률 리스트 예

Table 1 Sample List of Component Failure Rate by Supplier & 

Windchill Lib.

F LIC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RBD(Reliability Block Diagram)

모델을 분석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뢰도 및 FMEDA는 분석 소

프트웨어 PTC Windchill Quality 솔루션 10.2가 사용되었다.

ITER F LIC의 신뢰도 요건은 MTBF가 10년 이상이다. 계산

결과인 표 2를 보면 Total MTBF가 34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분

히 만족하고 있다.

표 2 F-LIC 시스템의 신뢰도 및 가용도 계산결과

Table 2 The Result of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F-LIC

Total failure rate = 3.30706E-06 /hour

Total MTBF = 3.024E+05 hours

34.519 years

3. F-LIC 시스템 FMEDA 분석

FMEDA는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술이다. 이는 시

스템 구성 요소의 모든 가능한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시스템의 작동 및 안전성에 대한 이러한 고장의 영향을 판별

하여 시스템 설계를 분석한다. FMEDA는 진단 테스트에 의해

검출되는 위험모드의 고장률(λDD)과 진단 테스트로 검출되지 않

는 위험모드의 고장률(λDU)을 산출한다.

실제 시스템을 모사한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F LIC 입출력 모

듈의 전자회로 기능과 신호흐름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F-LIC 시스템 구성 및 신호흐름

Fig. 2 F-LIC System Structure and Signal Flow

FMEDA 분석은 각 모듈별 고장모드 및 고장영향을 분석하며,

각 부품의 고장률을 검출되는/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고장과 위

험한 고장으로 분류한 후, PTC Windchill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

하여 표 3과 같이 구하였다. 여기서 Lamda 값을 사용하여 식

(2) 및 (3)에 의해 SFF(Safe Failure Fraction) 비율과

DC(Diagnostic Coverage) 비율을 구하고 PFD(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및 PFH(Probability Failure per Hour)를

계산한다.

SFF = (λS+λDD)/(λS+λDD+λDU) (2)

DC = (∑λDD )/(∑λD) (3)

여기서, λS = 모든 안전 고장률, λDD = 검출되는 위험 고장률

λDU = 검출되지 않는 위험 고장률, λD = 모든 위험 고장률

표 3 Input Module의 FMEDA 분석 예

Table 3 Sample of FMEDA Analysis for Input Module

F LIC 시스템은 단일구조(1oo1)이며, ITER가 요구하는 SIL 2

등급의 SFF 범위는 60 90%이다. 또한 PFD의 범위는 ≥10 3 to

<10 2이다. 최종적인 계산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각 모듈의 SFF

값과 Total PFD는 ITER의 SIL 2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표 4 F-LIC의 FMEDA 분석결과

Table 4 The Result of FMEDA for F-LIC

4. 결 론

본 논문은 ITER 전원장치의 Local Interlock System의 중요

제어기인 F LIC의 MTBF와 SIL 2 등급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FMED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F LIC이 ITER의

Local Fast Interlock의 MTBF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며, 또한

IEC 61508의 SIL 2 요건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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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Dtotal = PFDin + PFDlogic + PFDout 2.00E-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