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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 

계통에서 사용되는 장비 간에도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통신망의 도

입이 절실하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통신망 계통은 일반적으로 동일 채널 노드들 간의 통

신, 다른 채널간 통신, 또는 안전등급이 상이한 계통간의 통신을 제공하도록 설

계․구성된다. 이러한 통신망 계통은 통신독립성과 계통건전성에 관한 요건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같은 등급의 안전채널들 간에, 또는 상이한 등급을 가

진 채널간의 통신에서의 고장 파급을 막기 위한 격리 지침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 외에 프로토콜과 전송매체, 망간 접속장치들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전 통신망 설계를 위해서는 통신망 설계와 관련한 요건 분석과 더

불어 통신망 설계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통신망 설계와 관련한 주요 기술기준 

즉, NUREG/CR-6082, NUREG 0800, IEEE Standard 7-4.3.2 및 IEEE Standard 

603 등의 요건 분석을 통하여 일체형원자로의 통신망의 상세 설계 시 설계 방향 

및 설계 기준 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통신망 설계 요소의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토폴로지, 프로토콜, 전송매체, 망간 접속장치 등 4가지의 설계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설계요소는 통신망 통합 설계 시 설계의 한 부분으로서 

분석 및 평가되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기술기준 문서로부터 통신망 설계에 관련된 요건을 

조사하여 공통된 요건을 도출하 다. 또한 토폴로지와 망간접속장치의 통신망 설

계요소의 기능 및 특성을 조사하 으며, 도출된 요건을 평가기준으로서 설계요소

를 분석 및 평가하 다. 

전송 매체로서는 EMI 장해에 뛰어난 광케이블을 사용하며, 프로토콜로서는 

상태기반 전송 시 규칙적인 간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TDM 방식의 프로토콜

을 사용한다. 망간접속장치로서는 결정론적인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고속 처리 

및 고속전송이 가능하여 데이터 중계지연이 가장 적은 스위치를 안전통신망의 

망간접속장치로 선정하 다. 토폴로지로서는 중앙의 제어장치에 해당하는 스위치

의 신뢰도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스타 토폴로지를 선정하 다. 또한 4개의 스위



- iii -

치 사이의 연결에 메쉬구조를 적용하 다.

전체 통신망 구조를 설계하기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및 해결방안을 기술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계통 간의 통신을 위한 안전통신망과 비안전계통 간

의 통신을 위한 비안전통신망 및 안전통신망과 비안전통신망을 연결하는 전체 

통신망 구조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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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digitalizing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I&C)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NPP), a communication network is required for 

exchanging the digitalized data between I&C equipments in a NPP.

A communication network is designed and composed to provide 

communication among the nodes in the same channel, among the nodes in 

different channels and among systems with different safety-grades. These 

communication networks have evident requirements such as a communication 

independence and system integrity and an isolation guidance to prevent a 

failure  affecting with nodes in the same channel, nodes in different channels 

or systems with different safety-grades.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provide  

guidance for the protocols, transmission media and interconnection devices.

Therefore a requirements analysis and an analysis of design elements 

and techniques are required for the design of a communication network. 

Through the requirements analysis of the code and regulation documents such 

as NUREG/CR-6082, section 7.9 of NUREG 0800, IEEE Standard 7-4.3.2 and 

IEEE Standard 603, the extracted requirements can be used as a design basis 

and design concept for a detailed design of a communication network in the 

I&C system of an integral reactor. Design elements and techniques such as a 

physical topology, protocol, transmission media and interconnection device 

should be considered for designing a communication network. Each design 

element and technique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as a portion of the 

integrated  communication network design.

In this report, the basic design requirements related to the design of 

communication network are investigated by using the code and regulation 

documents and an analysis of the design elements and techniques is 

performed. 

As a result of this process, a fiber optic cable which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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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an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olerance and an 

electrical isolation is selected as a transmission media and the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method which transmits data at regular intervals is 

selected as a protocol. As a interconnection device, a switch is selected to 

satisfy the deterministic behavior because it has the smallest transmission 

delay through the high speed processing and high speed transmission. Under 

the condition of guaranteeing the reliability of a switch corresponding to a 

central control device, a star topology is select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overall architecture including the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non-safety communication network is 

proposed for an integral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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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 

디지털 컴퓨터 기술에 기반한 통신망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디지털 장비

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높은 계산 능력 및 내고장성과 

같은 보다 향상된 시스템 성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점

차 아날로그 장비를 대체하면서 그 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은 안전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며,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장비간의 통

신을 위해서는 통신망의 도입이 절실하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통신망 계통은 일반적으로 동일 채널 노드들 간의 통

신, 다른 채널간 통신, 또는 안전등급이 상이한 계통간의 통신을 제공하도록 설

계․구성된다. 이러한 통신 구조가 잘못 설계되면 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은 중요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 계통은 통신독립성

과 계통 건전성에 관한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등급의 안

전채널들 간에, 또는 상이한 등급을 가진 채널간의 통신에서 고장 파급을 막기 

위한 격리 지침도 제시되어야 하며, 이 외에 프로토콜과 전송매체, 망간 접속장

치들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계측제어계

통의 통신망 계통에 관한 규제 요건 및 지침을 이해하고 준용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의 통신설계와 관련된 주요 

기술기준인 IEEE Standard 7-4.3.2, NUREG 0800 7.9절 “Data Communication 

Systems"와 NUREG/CR-6082 등을 조사․분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

통에 설계되는 통신망 계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안전통신망 계통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지원 계통으로서 안전계통의 요건

을 따라야 하므로, 안전계통 기술 기준인 IEEE Standard 603도 조사․분석한다.

이러한 기술기준들을 기반으로 토폴로지, 프로토콜, 망간 접속장치, 전송매

체 등의 통신망 구성 요소 중에서 통신망 구조와 관련된 토폴로지, 망간접속장

치, 전송매체 등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계통의 통신망 구조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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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장비를 평가/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안전통신망과 비안전통신망과의 

통신에 있어서, 비안전통신망 구조는 상용 구성품을 사용하여 구조를 설계하므

로, 안전통신망과 비안전통신망과의 격리 및 독립성 요건을 따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일체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에 적합한 통신망 구

조를 설계한다.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통신망 설계와 관련된 기술

기준을 조사․분석하여 통신망 구조 설계에 관련된 공통된 요건을 도출한다. 제 

3장에서는 통신망 설계 요소에서 토폴로지와 망간접속장치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를 통하여 일체형원자로에 적합한 토폴로지와 망간접속장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 4장에서는 제 2장과 제 3장에서 조사한 공통된 요건과 선정된 토폴로지와 망

간접속장치를 기반으로 통신망 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다. 최종적으로 안전통신망과 비안전통신망을 포함하는 전체 통신망 

구조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추후 수행사항을 다룬다.



- 3 -

제 2 장 기술기준 분석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통신망 계통은 일반적으로 동일 채널 노드들 간의 통

신, 다른 채널 간 통신, 또는 상이한 안전 등급 간의 통신을 제공하도록 설계․

구성된다. 이러한 통신 구조가 잘못 설계되면 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은 중요 계통

의 안전기능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 계통은 통신독립성과 

계통건전성에 관한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망 계통에 있어서 안전과 신뢰도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은 성능이다. 불만족스러운 성능은 대개 계통의 요건이 모호하게 기술되거나 제

대로 이해되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요건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한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 신뢰도 및 성능에 중

요한 요소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통신망 설계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통신망 설계에 대한 요건이 불만족스럽거나 불완전하다면 통신망 계통은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만하며 적절히 성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신망 설계에 대한 요건의 분석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하부 절

에서 설명되는 기술기준 및 권고지침은 이러한 요건들을 다루고 있다. 

제 1 절에서 다루는 NUREG/CR-6082 “Data Communications" 은 원자력발

전소에서 이용되는 통신망 계통의 평가를 위한 권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1]. 권

고 대상 계통은 원자로보호계통, 안전감시계통, 원자로제어계통 등에서 이용되는 

통신망 계통이다. 주로 다루는 분야는 계통설계, 통신 프로토콜, 전송매체 등이

다. 첫째분야에서는 계통설계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 세 가지 관

점이란 구성에 대한 의문점, 특정 위험요소 또는 누락사항, 그리고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다중 통신계통에 대한 권고사항 등이다. 둘째 분야에서는 통신 프로토

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안전계통, 정보표시계통, 비안전 제어계통 등에 사용되

는 기존 프로토콜의 선정이나 신규 프로토콜에 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며, 통신 

프로토콜의 정 한 평가를 위한 권고 기준도 제시한다. 셋째 분야에서는 전송매

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송속도, 위험성 및 유지 관리 특성에 관한 

IEEE 표준들을 확대하여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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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에서 다루는 NUREG 0800의 7.9절 “Data Communication System" 

는 원전 인허가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7장에 기술된 계측제어계통이나 관

련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 계통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가 적용할 수 있는 

허용 권고지침 및 검토절차를 제시하고 있다[2]. 통신망 계통이 관련된 계통의 

지원계통이므로 통신망 계통의 허용기준, 검토분야와 검토범위 및 수준은 관련된 

계통의 중요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허용기준 및 지침에 대한 확인, 

통신망 계통에 관련된 안전기능 수행의 적절성, 계통에 가정된 신뢰도 및 이용도

의 목표치 만족여부, 그리고 무작위성 전송고장에 대한 계통의 내성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검토사항은 한 계통내의 노드들 사이의 통신과 계통간의 통신, 그

리고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간의 통신을 포함한다.

제 3 절에서 다루는 IEEE Standard 6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은 원자력발전소 안전

계통의 전력, 계측 및 제어 계통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요건 및 설계요건을 

규정한다[3]. 통신망 계통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 및 비안전계통의 지원 계통

으로서 각 계통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안전계통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

는 IEEE Standard 603의 요건을 조사․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제 4 절에서 다루는 IEEE Standard 7-4.3.2 "IEEE Standard Criteria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는 안전계통의 일부로서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위의 IEEE 

Standard 603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4]. 이 기술기준에 

포함된 기준은 IEEE Standard 603에 포함된 기준과 함께 안전 계통의 구성요소

로서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 및 설계요건을 규정한다. 또

한 기존 상용 등급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검증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이

러한 디지털 컴퓨터들이 상호간 통신을 할 경우,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외에 통신망 설계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으로는 

IEEE Standard 1046 "IEEE Application Guide for Distributed Digital Control 

and Monitoring for Power Plants", NUREG/CR-6421 "A Proposed Acceptance 

Process for Commercial Off-the-Shelf (COTS) Software in Reactor 

Applications", 그리고  E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 5 -

Applications" 등이 있다. IEEE Standard 1046은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화력발전

소 등의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이다[8]. 그러나 KINS/RR-122 보고서에

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통신망계통의 평가방법을 제안하면서 이 문서를 기술기준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통신망 계통을 설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계요

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15].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 문서가 원자력발

전소의 기술기준에 관한 요건이 아니므로 제외시켰다. NUREG/CR-6421과 EPRI 

TR-106439은 원자력발전소 환경에서 사용하게 될 COT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에 대한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6, 7], 본 보고서에서는 통신

망 구조 설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므로 분석 기술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제 5 절에서는 위의 4가지의 기술기준 문서의 내용을 표로 간략

하게 정리하고 공통된 요건을 분석해보았다.

제 1 절  NUREG/CR-6082

이 문서는 15개의 질문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논의 및 권고사항이 기술하고 

있다. 다음 항은 이러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 다.

1. 상태기반 통신망 설계

상태기반으로 통신망 설계가 이루어지면 사건기반으로 통신망 설계가 이루

이진 것보다 통신대역폭을 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건기반의 계통에 

비해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그 성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및 추후 설계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통신망 전송속도가 높지 않으며, 신호처리알고리즘도 간단하고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자로 보호계통이나 안전에 중요한 정보를 지시

하기 위한 계통에 사용되는 통신망 계통은 사건기반의 구조보다는 상태기반의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태기반방식의 좋은 예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분할다중화(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방식이다.



- 6 -

2. 통신망 구조

통신망 계통의 통신망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드간의 통신회선수와 

노드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망의 성능을 예측해 볼 수 없으며, 통신망의 

병목현상도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세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통신망 계통의 

정확한 통신망 구조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3. 전송대역폭

통신망 계통의 성능 저하의 일반적인 원인은 실제 전송대역폭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연결용량을 초과하거나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노드들의 성능

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망 계통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송대

역폭의 충분한 여유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통신망 계통의 부하가 비정상이거나 에러 처리상황에서 부하가 증가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사건은 통신망 계통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

신망 계통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통신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4. 프레임 구조

전송속도는 일반적으로 초당 바이트(혹은 비트)단위로 정의되며, 다양한 통

신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헤드(overhead)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만약 

실제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이에 비해 오버헤드의 크기가 크다면, 

연결이나 노드에 의해 계산된 전송속도는 통신망 계통의 성능을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 혼란 및 에러조건하에서 각 데

이터 연결에 대한 프레임 구조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5. 시간 요건

 모든 데이터 연결과 노드들이 용량 한도 내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해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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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 계통이 시간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론적 근거, 실

험적 근거에 의해 도출된 전송속도 및 프레임 구조는 각 노드들 간의 연결에 대

한 평균 지연과 지연확률 배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시간 

요건은 통신계통의 노드들 간의 전송되는 전송속도와 프레임 구조에 대한 안전

계통 성능요건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평균/최대지연 배분 및 시간 

정확도는 상세 설계 전에 도출된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최대 지연시간 내에 전달되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는 이를 만족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6. 결정론적인 동작

통신망 계통이 비결정론적이라는 것은 매우 긴 메시지 지연이 통제되지 않

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하여 원자로 보호계통에서 실제 필요할 

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결정론적인 특성

을 가진 통신망 계통이라도 에러복구 시에는 비결정론적인 동작을 보일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토큰 패싱(token passing)방식의 네트워크는 토큰이 상실되었을 

때 재구성이나 복구 시에 랜덤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 계통은 결정론적이어야 하며 비결정론적으로 동작하는 에러

복구조건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최대지연시간에 민감한 기능에 대하여 비결정론

적인 동작의 향이 분석되어야 하고 심층방어 및 다양성 설계 개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실질적인 성능

 대부분의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운 체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등이 데이

터 전송 시에 부가적으로 동작하여, 이로 인하여 통신 네트워크의 성능 평가 시 

고려되지 않는 지연요소가 첨가되어 노드와 노드간의 전송속도가 매체의 최대 

대역폭에 근접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매체의 대역폭보다는 노드의 계산능력이 

성능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능이 중요시되는 계통을 설계할 때는 예

측 불가능한 성능저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드

웨어, 운 체제, 통신 소프트웨어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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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송매체

 통신망 계통의 신뢰도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전송매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향을 받을 수 있다.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는 높은 확률의 매체

고장을 수용하기 위한 부가적인 계통의 탐지 및 복구기능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전송매체의 고장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은 격리, 노이즈 

면역서, 물리적 강건성, 내고장성, 대역폭, 원시(raw) 비트 에러율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송매체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망 계통에 사용되는 전송매체와 커넥터(connector)에 대한 위험도

와 성능요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9. 독립성 요건

통신망 계통은 통신망 계통이 지원하는 각 계통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다중

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통신망 계통은 비안전 계통의 데이터가 안전계

통의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등의 동작을 방지하여 안전 계통의 동작을 방해하거

나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일한 안전등급의 채널간의 통신에 

있어서 한 채널의 통신망 계통이 다른 채널의 통신망 계통의 동작에 향을 미

쳐서는 안 된다. 

10. 통신 에러성능요건

통신망 계통의 안전, 신뢰도, 성능에 미치는 예측 가능한 에러수준과 향이 

정의 되어야 한다.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통신망 계통의 성능은 예상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신뢰할 만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복

구 불가능한 에러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출력이 정의되어야 한다. 

11. 프로토콜 요건

 산업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자들은 신뢰도와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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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통신망 계통의 기능을 초과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을 최소화하여 설

계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프로토콜의 신뢰도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점도 있지만 프로토콜의 복잡성과 성

능의 저하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

는 실질적인 프로토콜의 기능이 정의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복잡성은 

배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 이론적 근거

통신매체와 프로토콜의 전송량 및 지연특성은 통신 관련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된 모델들과 결과들은 시험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성능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계통에 사용하게 되는 통신망 계통의 접

근방법과 성능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 존재하여 계통의 성능에 대한 분석적 예측

과 예상되는 부하에서의 성능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13. 실험적 근거

통신망 계통의 성능과 신뢰도의 실험적 측정은 통신망 계통의 예상 동작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된 실험적 근거는 확실성을 더해준

다. 이론과 실험 사이의 모든 불일치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14. 이용 데이터

 안전계통에 사용될 통신망 계통의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에 대한 기존의 이

용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며, 성능 및 신뢰도의 정략적 분석의 보조 증명 자료

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이용 데이터는 통제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얻

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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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어려움 혹은 문제들을 분석할 때 이용될 수 있다.

15. 구성 요소의 조화

통신망 계통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사용되는 프로세서 등의 기능이 조화

롭게 구성되어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보수작업을 위해 각 기기에 여유 용량을 

고려했는지 검토되어져야 한다.

제 2 절 NUREG-0800, Section 7.9 “Data Communication 

Systems"

이 문서는 I&C 각 계통들이나 관련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 계통의 허

용 기준 및 검토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허용기준, 검토 분야 및 검토의 정도(깊

이)는 통신망 계통이 관련된 계통의 중요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검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가. 허용 기준 및 지침에 대한 확인

나. 통신망 계통에 관련된 안전기능 수행의 적절성

다. 계통에 가정된 신뢰도 및 이용도의 목표치 만족여부

라. 랜덤 전송 고장에 대한 계통의 내성

이 문서에서 기술된 검토는 한 계통 내에서의 노드들 사이의 통신과 계통간

의 통신을 포함하며, 안전 계통 및 비안전 계통간의 통신을 포함한다.

이 문서에서 통신망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통신망 계통에 관련된 계통들

에 대한 허용기준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특정한 통신망 계통에 대한 허

용기준은 통신망 계통과 관련된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과 일치한다. 따라

서 각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통신망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과 각각의 계통(보호계통, 안전정지계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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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제어계통, 다양성 보호계통)의 

기능에 관련된 통신망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이

러한 사항을 표 1에 정리하 다.

표 1. NUREG 0800 7.9절 허용기준 요약 

보호계통

안전정지계통,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제어계통 다양성보호계통

공통

허용

기준

GDC1) 1. “품질 기준 및 기록”

GDC 24, “보호계통과 제어계통의 분리”

개별

허용

기준

GDC 2, “자연현상

에 대비한 보호 설

계기준”

GDC 4, “환경과 비

산물 설계기준”

GDC 21, “보호계통 

신뢰성과 시험성”

GDC 22, “보호계통 

독립성”

GDC 2, “자연현상

에 대비한 보호 설

계기준”

GDC 4, “환경과 비

산물 설계기준”

GDC 13, “계측 및 

제어”

GDC 19, “제어실”

GDC 13, “계측 및 

제어”

GDC 19, “제어실”

“원자로 정지불능의 

위험 감소 요건”

GDC 13, “계측 및 

제어”

GDC 19, “제어실”

공통허용기준, 즉 모든 통신망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으로서 GDC 1 

“품질 기준 및 기록” 과 GDC 24 “보호계통과 제어계통의 분리”를 제시하고 있

다. GDC 1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부품이 수행되어야 할 안전성 기능

의 중요성에 상응한 품질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하며, 이러

한 기록을 원전 수명 기간 동안 통제 하에 보관되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GDC 

24는 제어계통의 기기나 채널의 단일고장, 제어계통과 보호계통에 공통인 기기나 

채널의 고장 및 사용불능 등이 발생하여도 보호계통이 신뢰성, 다중성 및 독립성

1) 일반설계기준 GDC(General Desig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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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는 건전한 계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어계통과 분리되어야 하며, 보호

계통과 제어계통의  상호 연결은 안전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각 계통에 해당하는 개별허용기준은 공통허용기준과 함께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GDC를 따르고 있다. 각각의 GDC에 대한 설명은 참고문헌 9에 설명되

어 있다.

이러한 허용기준 외에 통신망 계통에서 강조되어야 하거나 중점적으로 검토

되어야할 주요 설계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성능

통신망 계통의 프로토콜과 관련된 모든 계통의 성능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실시간 성능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통신망 계통의 

안전계통에 대한 타이밍이 결정론적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상 및 비

정상 작동일 때의 데이터 전송율, 데이터 대역폭 및 정확도 요건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오차에 대한 성능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작사의 실험데이터 및 

형장시험 결과들이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다른 통신망 

계통 혹은 계측제어 계통의 다른 부분들과의 상호연결은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검토되어져야 한다.

2. 신뢰도

통신망 계통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통신망 계통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

성이 검토되어져야한다. 통신망 계통에 포함되어 있지만 불필요한 기능들이 일시

적으로 작동되어 안전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에러로부

터의 복구결과도 검토되어져야 하며, 유사한 적용분야에서의 통신망 계통의 운전

이력이 알려져 있으며 만족스러운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와 운전원 

관련서류의 품질 및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적절한 훈련이 수행되었는지 혹은 수

행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토 시에 통신망 계통이 결정론적인가를 확인한

다. 통신망 계통은 자기진단 시험 및 감시시험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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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통제

통신망 계통의 접근을 허가 받지 않은 직원이 발전소의 소프트웨어를 변경

시키거나 운전원에게 잘못된 발전소의 상태정보를 지시할 수 있는 전자적인 경

로를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발전소 외부의 컴퓨터나 기기가 통신망 계

통에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 연결은 소외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결은 제 4 절 4항 “통신 

독립성”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단방향의 통신경로여야 한다.

4. 단일고장기준

다중신호 혹은 데이터에 대한 단일 선로로서의 통신망 계통의 사용은 단일

고장의 결과로서 대규모의 중대한 고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야기시킨다. 따라

서 개별통신의 하부 계통에 대한 채널 할당이 관련된 계통 내에서 다중성 및 다

양성요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5. 독립성

채널의 물리적/전기적 독립성의 평가 지침은 Reg. Guide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al Systems" 또는 IEEE Std 384, "IEEE Standard 

Criteria for Independence of Class 1E Equipment and Circuits" 이다. 

안전계통의 설계가 안전계통의 다중성 채널에서 공유되는 기기의 사용을 배

제하고 있음을 확인해야하며, 이러한 기기들에는 작동, 리셋 혹은 시험을 위한 

공통스위치, 공통감지선로, 안전계통의 다중성 부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

분들이 있다. 물리적 독립성은 물리적 분리와 보호 장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

기적 독립성은 분리된 전원의 이용을 포함하며, 독립적인 채널간의 신호 전달은 

격리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어 및 보호계통의 상호 향은 전기적 이격 및 상호 연결 등을 조사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어 계통의 기능 수행이 보호 계통의 적절

한 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제어 및 보호 계통의 상호 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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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통신의 독립성은 안전관련 신호의 전달이 통신망 계통을 통한 적절한 전달

과 다중 채널간의 적절한 데이터 격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계통의 다른 부분들 사이의 데이터 통신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분석

은 한 부분의 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 고장이 다중성 부분의 안전기능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계통에서 사용되는 계통이 비안전계통에

서 사용되는 계통과 연결되어 있다면, 비안전계통의 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 고

장이 안전계통의 기능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호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상호작용이 GDC 24의 요건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고가 제어 및 보호기능 간에 공유되는 감지채널의 단순고

장일 때에는 부가적인 다중성을 공급함으로써 보호계통을 채널고장으로부터 격

리하고, 유효 제어 입력을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검증기술을 이용하여 제어계통

을 채널고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6. EMI/RFI 민감성(Susceptibility)

전송매체가 고에너지의 전기적인 오류 혹은 번개와 같은 환경 향으로 인

해 시스템의 다중 계통으로부터 다른 계통으로 혹은 다른 계통으로부터 안전계

통에 대한 전송오류가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섬유는 이러한 향에 

저항력이 강하지만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로막는 다른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 예

를 들어 광통신매체가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방사선 조사 하에서도 도체가 절연 

및 손상 측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체

계획이 정의되어져야 한다.

7. 심층방어 분석

한 개 이상의 통신망 계통이 심층방어(Defence-in-Depth) 분석이 요구되어

지는 원자로정지계통, 공학적안전설비계통, 원자로정지불능예상과도, 다양성 계측

제어계통의 일부분이라면, 모든 유사한 통신망 계통의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취

약성이 분석 평가되어져야 한다. 또한 통신망 계통을 포함하는 각 계통의 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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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심층방어 개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 3 절 IEEE Standard 603

이 기술기준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전력, 계측 및 제어 계통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요건 및 설계요건을 규정한다. 통신망 계통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지원 계통으로서 안전계통의 요건을 따라야 하므로, 통신망 계통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에서 다룬다.

1. 단일고장기준

안전계통은 다음과 같은 고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설계기준사고 하에서 요

구되는 모든 안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계통 내에서 식별은 가능하지만 감지 불능인 모든 고장과 동시에 발

생한 감지 가능한 단일 고장

- 단일 고장에 의해서 야기되는 모든 고장

- 안전 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설계기준사고를 일으키거나 설계기준사고 발

생에 의한 모든 고장 및 계통의 의사 작동

단일 고장은 안전계통의 기능이 필요한 설계기준사고의 이전이나 그 지속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단일고장기준은 안전계통의 수동 및 자동 

제어 수단에 모두 적용되며, 단일고장기준 적용에 대한 지침은 IEEE Standard 

379의 요건을 따른다. 

2. 품질

안전 계통 기기의 부품과 모듈은 최소한의 보수가 요구되는 고장률이 낮은 

고품질이어야 한다. 안전계통 기기의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험, 운전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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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품질보증계획인 ASME NQA-1의 subpart 2.2에 따라야 한다. 디지털 컴

퓨터 및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를 사용하는 안전계통의 기기에 대한 이 기준의 

적용지침은 제 4 절 IEEE Standard 7-4.3.2에서 기술한다.

3. 기기 검증

안전계통 기기는 형식시험, 과거운전경험, 해석 또는 이들 3가지를 조합한 

방법으로서 기기가 설계기준에 명시된 성능요건을 연속적인 사용상태에서 만족

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전기 1급 기기의 검증은 IEEE Standard 603  

및 IEEE Standard 379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디지털 컴퓨터 및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를 사용하는 안전계통의 기기에 대한 이 기준의 적용지침은제 4 절 IEEE 

Standard 7-4.3.2에서 기술한다.

4. 계통 건전성

안전계통은 설계기준에 명시된 적용조건의 전체 범위에 걸쳐서 안전기능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디지털 컴퓨터 및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를 사용하

는 안전계통의 기기에 대한 이 기준의 적용지침은 제 4 절 IEEE Standard 

7-4.3.2에서 기술한다.

5. 독립성

가. 안전계통의 다중 부분간의 독립성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안전계통의 다중 부분은 안전 기능이 요구되는 설계

기준사고 발생 기간 중이나 사건 후에 안전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서로 독

립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나. 안전계통과 설계기준사고 향간의 독립성

특정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계통 기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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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기준사고의 향으로부터 독립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위의 3. 항에 따른 기기 검증은 이 요건을 만족시

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다. 안전계통과 타 계통간의 독립성

안전계통의 설계는 다른 계통 내의 고장과 결과 조치로 인해서 안전계통이 

이 기술기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상호연결기기 : 안전 및 비안전 기능을 공유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안전계

통의 일부로 분류하여야 하며, 안전계통 역에 향을 미치는 격리장치

도 안전계통의 일부로 분류하여야 한다. 격리장치의 비안전계통 측의 고

장으로 인하여 안전계통의  설계기준사고 기간 중이거나 사건 후에 최소

성능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 기능 수행에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격

리 장치의 고장 시에는 안전계통 내 다른 기기의 고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인접기기 : 연계회로도 아니고 전기1급 회로도 아니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계통 기기와 인접한 다른 계통 기기는 비안전성 기기의 고장 발생 시

에도 안전계통의 안전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계통 기기로부터 물리

적으로 충분히 분리되어야 한다. 물리적 분리에는 물리적 방벽이나 적절

한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가능하며, 전기 1급 기기와의 분리는 IEEE 

Standard 384의 요건을 따른다.

6. 시험 및 교정능력

안전계통 기기의 시험 및 교정은 안전계통이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

력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계통 기기의 시험 및 교정은 출력 

운전 중 가능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 기능 수행을 동

일하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 1급 계통에 대한 시험은 IEEE Standard 

338의 요건을 따른다. 발전소의 안전성 및 운전에 악 향을 미치지 않고 시험 및 

교정을 행할 수 없을 경우, 출력 운전 중의 시험 및 교정에 대한 예외 사항이 허

용된다. 그리고 발전소 정지 시 시험 및 교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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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표시기

안전계통의 안전 기능 수행에 필요하고, 자동 제어 기능이 없는 수동조작 

표시용 계측 설비는 안전계통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IEEE Standard 497과 

Reg. Guide 1.97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시기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애매한 지시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계통 상태

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 표시용 계측 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통 상태 정보에는 감지 및 명령 설비와 실행 설비의 보

호 조치에 대한 지시 및 식별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시기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지시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계통의 

상태지시를 위한 표시 계측 설비는 안전계통의 일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위

와 같은 정보표시기는 운전원이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8. 출입관리

안전계통 기기의 접근에 대한 행정적 출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통제에는 안전계통 내에 포함된 대책, 발전소 설계

상의 대책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9. 수리

오작동 기기의 적시 발견, 위치 확인, 교체, 수리 및 조정이 용이하도록 안

전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10. 신뢰도

정성적 또는 정량적 신뢰도 목표가 수립된 계통에 대해서는 계통 신뢰도가 

목표치에 도달하 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설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

뢰도 분석을 위한 지침은 IEEE Standard 352와 IEEE Standard 577을 따른다. 

디지털 컴퓨터 및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를 사용하는 안전계통의 기기에 대한 이 

기준의 적용지침은 제 4 절 IEEE Standard 7-4.3.2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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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통 원인 고장 기준

발전소에 관련된 파라미터는 단일 공통 원인 고장 발생 시에 각 설계기준사

고에 따른 허용한계값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 4 절 IEEE Standard 7-4.3.2

안전계통의 일부로서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제 3 절 IEEE 

Standard 603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이 기술기준에 포함

된 기준은 IEEE Standard 603에 포함된 기준과 함께 안전 계통의 구성요소로서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 및 설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컴퓨터 개발 작업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및 안전계통의 통합 과정에

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IEEE Standard 603의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요건, 기존 상용컴퓨터의 검증요건, 소프트웨어도구

요건 및 V&V(Validation & Verification)요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컴퓨터를 안전계통에서 사용할 경우, 계통 건전성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IEEE Standard 603의 요건 이외에 추가로 컴퓨터 건전성을 위한 설계

와 시험 및 교정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신뢰도를 위해서는 정량적, 정성적 목표가 요구되는 경우, 목표의 만족 여부 

입증에는 하드웨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뢰도의 판정을 위

해서는 분석, 현장 경험 또는 시험을 조합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단지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최소한의 요건 및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통신망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다. 본 보고서

에서는 통신망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들이 상호간 

통신을 할 경우,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이 기술기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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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 독립성

안전 계통에서 디지털화 된 통신망의 사용은 단일 안전 계통 채널의 노드들 

간, 안전 계통의 채널들 간, 그리고 안전등급 계통과 비안전 등급 계통들 간의 

고속의 데이터 통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신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면, 한 계통 혹은 한 노드의 고장으로 인한 오류가 다른 계통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안전계통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안전계통

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지 않고 통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리 방법을 

고려함으로써 안전 등급 채널들 간뿐만 아니라 비안전 등급으로부터 안전 등급

으로의 고장이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안전등급 계통을 비안전 등급 계통으로부터 적절하게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및 통신의 격리 기능이 모두 보장되어야한다. 전기적 격리와 통신의 물리적 

격리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전기적 격리 요건은 IEEE Standard 384에 제시되

어 있다. 전기적 격리는 일반적으로 격리장치(isolator)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격리장치의 출력신호가 입력신호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대표적인 격리장치로는 증폭기, 광케이블, 광커플러 또는 광격리기, 릴레이, 

회로차단기 등이 있다. 통신 격리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격리로써 단방향으로

만, 즉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설계한다든지, 또는 핸드쉐이크(handshake) 방식

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다음 하부 절은 통신 독립성을 위한 4가지의 격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가. 안전채널간의 통신(단방향 통신)

A 채널의 안전계통 노드와 B 채널의 안전계통 노드간의 브로드캐스팅 방식

의 단방향의 통신경로에 의해 소프트웨어적인 격리 및 통신의 격리가 이루어진

다. 노드들 간의 광학적으로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즉, 광케이블 혹은 광 

격리기로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전기적 격리가 가능하다. 그림 1은 이러한 전기

적 격리/ 통신 격리 구조를 모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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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전채널간의 단방향통신 

안 전 등 급

채 널   A
노  드

안 전 등 급

채 널   B
노  드

통 신 링 크

안 전 등 급

채 널   A
노  드

안 전 등 급

채 널   B
노  드

통 신 링 크

전 기 /통 신 격 리

- 전 기 격 리 방 법  : 광 케 이 블

- 통 신 격 리 방 법  : 단 방 향  전 송 방 식

나. 안전채널간의 통신(양방향 통신)

두 개의 격리지점, 즉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전기적 격리지점과 하나의 통

신격리지점을 갖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완충회로(buffering 

circuits)가 사용된다면 안전등급 계통들 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완충회로는 채널들 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한 핸드쉐이크 기능 또는 충돌 회

피 등을 돕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이 회로는 안전기능의 건전성을 보장

하기 위해 통신링크와 안전기능 간의 완충설비로써 작용하며, 완충회로는 안전기

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와 분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보드를 이용하

여 완충회로를 구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세서, 메모리카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그림과 같이 완충회로들 간의 물리적 링크는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전기적 격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2. 안전채널간의 양방향통신

완충

회로

안전

기능
A

통신격리방법 : 서로 다른 통신링크사용

안전

기능
A

완충

회로

통신격리방법 : 서로 다른 통신링크사용

통신링크

전기격리방법 : 광케이블

다. 안전등급 계통과 비안전등급 계통과의 통신(단방향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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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통신망의 개념은 안전계통의 데이터는 비안전 계통으로 전송하도

록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등급 계통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

안전 계통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는 안되며, 그림 3은 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그림 3.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단방향 통신 

안전등급

노 드
비안전등급

노 드

통신링크

전기/통신격리

- 전기격리방법 : 광케이블

- 통신격리방법 : 단방향 전송방식

단방향 통신경로 및 브로트캐스팅 방식으로 통신의 격리 기능을 이루며, 전

기적 격리는 광학적으로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즉, 광케이블 혹은 광격리

기로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전기적 격리가 가능하다.

라.  안전등급 계통과 비안전 등급 계통과의 통신(양방향 통신)

안전등급 계통과 비안전 등급 계통과의 통신에서 양방향 통신은 두 개의 격

리지점, 즉 하나의 전기적 격리지점과 하나의 통신 격리 지점을 갖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완충회로(buffering circuits)가 사용된다면 안전등급 계통들 간의 양방

향 통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4.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의 양방향 통신

완충

회로

안전

기능

통신격리방법 : 서로 다른 통신링크사용

비안전

기능

완충

회로

통신격리방법 : 서로 다른 통신링크사용

통신링크

전기격리방법 : 광케이블

비안전등급

노 드
안전등급

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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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기술기준 분석

위와 같이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을 분석하면 표 2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2. 기술기준 분석

지침 및 기준

전송매체

- 1 절 3. 전송대역폭
- 1 절 5. 시간요건
- 1 절 6. 결정론적인 동작
- 1 절 8. 전송매체
- 2 절 6. EMI/RFI 민감성

프로토콜

- 1 절 1. 상태기반 통신망 설계
- 1 절 4. 프레임 구조
- 1 절 5. 시간요건
- 1 절 6. 결정론적인 동작
- 1 절 8. 프로토콜 요건
- 4 절 1. 통신 독립성

토폴로지

- 1 절 2. 통신망 구조
- 1 절 5. 시간 요건
- 1 절 6. 결정론적인 동작
- 1 절 9. 독립성 요건
- 2 절 3. 단일고장기준
- 2 절 5. 독립성
- 3 절 1. 단일고장기준
- 3 절 5. 독립성
- 4 절 1. 통신 독립성

망간접속장치

- 1 절 5. 시간 요건
- 1 절 6. 결정론적인 동작
- 1 절 9. 독립성 요건
- 2 절 3. 단일고장기준
- 2 절 5. 독립성
- 3 절 1. 단일고장기준
- 3 절 5. 독립성
- 4 절 1. 통신 독립성

성능

- 1 절 5. 시간요건
- 1 절 6. 결정론적인 동작
- 1 절 7. 실질적인 성능
- 1 절 10. 통신 에러성능요건
- 1 절 11. 프로토콜 요건
- 1 절 12. 이론적 근거
- 1 절 13. 실험적 근거
- 1 절 14. 이용 데이터
- 2 절 1. 성능
- 2 절 2. 신뢰도
- 3 절 10.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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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각  설계요소에 따른 분류 4가지와 성능으로 앞에서 설명한 각 

규제지침과 기술기준의 요건들을 정리해보았다. 아래의 각 항들은 각각의 설계요

소에 따른 적용가능한 요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 다. 

1. 전송매체

전송매체는 전송대역폭, 시간요건, 결정론적인 동작, 구성 요소의 조화 및 

EMI/RFI 민감성 등의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통신망 계통의 모든 데이터는 전송매체를 경유하여 다른 계통의 노드로 전

송하게 된다. 이때 데이터 부하가 한 전송매체에 집중되는 경우, 전송매체의 낮

은 전송대역폭으로 인하여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송대역폭의 충분한 여유

용량을 가지도록 전송매체를 선정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사건 

또는 에러 처리 상황에서 데이터 부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서도 

전송매체는 증가된 데이터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전송대역폭을 가져야만 한다.

전송매체는 1절 5 항에서 제시하는 시간요건에 따라 최소지연, 평균지연 및 

최대지연 등이 정확히 계산 가능하여야 하며, 이는 전송매체에 대해서는 1절 6항

의 결정론적인 동작과 같은 특성으로 분석된다. 이때 전송매체의 비정상적인 환

경 하에서의 비결정론적인 동작이의 향이 분석되어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에

러 복구조건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송매체는 EMI/RFI등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 주변 환경 및 

주변기기의 전기적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전송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전송매체가 

사용되어야만 한다.

2.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상태기반 통신망 설계, 프레임 구조, 시간요건, 결정론적인 동작, 

프로토콜 요건 및 통신 독립성 등의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 사항을 만족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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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장비의 상태, 센서의 상태 및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태기반의 통신망은 그 성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프로토콜은 이러한 상태기반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토콜은 적당한 크기의 프레임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1절 4항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송속도는 부가적인 정보, 즉 오버

헤드를 포함하지 않은 실제 데이터의 초당 바이트(혹은 비트)단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전송하려는 데이터에 비해 오버헤드가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버헤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토콜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의 프레임을 전송하 을 때 실제 전송한 데

이터는 적게 된다. 즉 오버헤드의 과용으로 인하여 전송대역폭을 낭비하고, 전송

속도도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프로토콜은 시간요건과 결정론적인 동작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토

큰링이나 토큰패스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노드는 전송권한을 가지는 

한, 보내려는 데이터를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전송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CSMA/CD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를 전송하는 순간에 충돌을 감지하

면 임의의 시간을 기다려서 다시 전송하는 방법은 시간요건과 결정론적인 동작

을 만족하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프로토콜은 한 노드가 전송권한을 가지

는 한, 보내려는 데이터를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 안에 전송할 수 있는 성

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절 11절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 요건과 같이 프로토콜을 불필요한 기능이

나 복잡성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통신망의 신뢰도와 성능에 도움

을 준다. 간결하게 구성된 프로토콜은 오버헤드가 적은 프레임구조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고, 오버헤드 과용으로 인한 전송대역폭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통신의 독립성을 위해서 프로토콜은 통신의 격리를 만족해야 한다. 통신의 

격리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단방향으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4절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채널간의 단방향 통신, 안전

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단방향 통신은 통신의 격리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통신망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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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폴로지

토폴로지는 통신망 구조, 시간 요건, 결정론적인 동작, 독립성 요건, 단일고

장기준, 통신 독립성 등의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통신망에서 정확한 통신망 구조의 설계가 필요함을 1절 2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토폴로지는 통신망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배열 및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

의 구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드들의 배열과 경로의 구성을 통하여, 노드간의 

통신회선수와 노드의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볼 수 있으며, 통신망의 성능도 예측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 구조 요건은 토폴로지 설계 시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물리적인 연결이 버스 토폴로지로 연결되어도 논리적으로는 링 토폴

로지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물리적으로 스타 토폴로지로 연

결되어도 논리적으로는 버스 토폴로지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토폴로지는 물리적인 연결 

구조뿐만 아니라 실제 토폴로지가 운 되는 논리적인 구조의 토폴로지 및 프로

토콜의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시간요건과 결정론적인 동작을 위해서 토폴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일한 

전송속도의 전송매체를 사용하고, 같은 성능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가정 하

에, 한 노드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노드간의 일대일 연결 또는 전송 경로 상에 다

른 노드나 장비를 경유하여 전송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사건이나 에러처리상황에서 시간요건과 결정론적인 동작 특성에 대한 사항이 분

석되어야 한다.

토폴로지는 동일 안전계통간의 통신 및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통신에

서 한 부분의 고장이 다른 부분의 동작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

다. 또한 보호계통과 제어계통과의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서 제어 계

통의 기능 수행이 보호계통의 적절한 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절 9항 독립성 요건, 2절 5항 독립성, 3절 5항 독립성 및 4절 1항의 통

신의 독립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절 3항 및 3절 1항의 단일고장기준을 토폴로지 설계 시 고려하

여 고장이 발생하여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즉, 토폴로지는 토폴로지 상의 임의의 경로나 선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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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경로의 격리 및 대체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 고

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망간접속장치

망간접속장치 설계 시 고려해야할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으로서는 시간 요

건, 결정론적인 동작, 독립성 요건(통신독립성), 단일고장기준 등이 있다.

망간접속장치는 망간접속장치에 인입되는 트래픽을 처리하여 다른 망간접속

장치 또는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이러한 트래픽을 처리

하는 망간접속장치는 고속 처리 및 고속전송이 가능하여 데이터 중계지연이 가

장 적은 장치를 사용하여 안전계통의 기능 수행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한 망간접속장치는 결정론적인 특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인입되는 트래픽이 

망간접속장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최대지연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망간접속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여 비결정론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다양성 설

계개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망간접속장치는 독립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망간접속장치는 비안

전계통에서 안전계통으로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도록 격리기능을 수행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계통의 다중성 부분이 상호 연결되는 곳에 설치되는 망

간접속장치는 다중성 부분의 고장이 다른 다중성 부분의 기능에 향을 주지않

도록 독립성 및 단일고장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리적 독립성, 전기

적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신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4절 1항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각 설계요소에 관한 요건 사항을 설명하 으며, 각 설계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있다면, 표 2의 성능에서 신뢰도에 대한 사항이다. 

각 설계요소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검토되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기능이 불시적으

로 작동되어 안전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가를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각 설

계요소의 신뢰도를 위해서 자기 진단 시험 및 감시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기반으로 각 설계요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를 수행하 다. 여기에서 전송매체와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계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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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 하여 추가적인 분석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즉, 전송매체는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장해에 뛰어난 광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통

신망을 위한 프로토콜은 TDM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따라서 제 3 장에서는 

토폴로지와 망간접속장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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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통신망 설계 요소 분석

NUREG/CR-6082의 권고지침에서는 정확한 통신망 구조에 대한 언급을 하

고 있다. 즉, 통신망 계통의 정확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성능모델

링과 모의실험을 실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노드간의 통신회선수와 노드의 수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예상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며, 통신의 

병목현상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망 계통의 상세설계

가 시작되기 전에 정확한 통신망 구조가 문서화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정확한 통신망 구조를 제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통신망  

설계 요소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통신망 설계 요소의 기능 정리 및 분석을 수행

한다.

일반적으로 통신망 설계 시 고려 또는 결정해야 할 요소는 전송매체, 토폴

로지, 프로토콜, 망간 접속장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설계요소에 대한 평가요소는 

위에서 요건으로 제시한 사항 외에 유연성, 가동률, 보안성, 실시간 성능, 에러율 

및 복구성, 내고장성, 내잡음성, 물리적 견고성 등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2,3].

통신망 구조 설계는 계통간의 실제적인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통

신망을 구성하는 설계단계로서, 각 계통을 기능적으로 그룹핑하고 기능요건에 맞

게 선정된 토폴로지, 프로토콜, 전송매체 및 망간 접속장치 기술을 이용하여 망

의 분할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한다. 

구조 설계의 절차는 먼저 각 계통의 기능과 요건을 고려하여 계통을 그룹핑

하고, 전체적인 통신망 요건과 선정된 통신망 기술을 이용하여, 그룹별 하부망을 

설계한 후, 이들을 망간 접속 기술 및 연계요건에 따라 모두 접속하여 전체망의 

구조를 작성하는 순서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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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토폴로지(Topology)

토폴로지란 노드들과 이에 연결된 선로들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배열이나 구

성을 의미하며, 통신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폴로지로는 스타(Star), 버스

(Bus) 및 링(Ring), 메쉬(Mesh) 등이 이용되고 있다[13]. 이러한 토폴로지는 네

트워크의 구성 목적에 따라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토폴로지를 결합하여 구성하기

도 한다. 

1. 버스(Bus)

버스 토폴로지란 개방된 케이블에 노드들이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이 케이

블을 버스라고 부른다. 특정 노드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는 케이블의 양방

향으로 전달되고 버스에 연결된 노드들은 보내온 신호를 받아서 자신에게 전송

된 신호인지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전송되어 온 것이면 신호를 처리하게 되고, 다

른 노드들은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 한번 전송된 신호는 계속 케이블에 남아 있

을 수 있는데 이때 종단저항(Terminator)을 사용한다. 특정 노드에서 보내는 신

호는 양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결된 모든 노드가 수신한 신호가 그대로 케

이블에 남아 있다가 케이블 끝에 도달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전달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다른 노드는 해당 신호를 수신하느라 자신이 

전송해야 할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케이블의 양

쪽 끝을 막아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종단저항이다.

버스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선로와 네트워크 카드만 있

으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그 구축이 간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버스 토폴로지는 구축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버스상의 어느 한 곳이 차

단/상실되면 전체 통신망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의 수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노드가 연결될수록 

보내진 신호를 확인하는 노드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전송을 지연시키는 요

인이 된다. 즉,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

는 것이다. 전송 거리에 대한 제한도 중요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케이블을 

따라서 전송되는 신호는 케이블의 저항에 의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신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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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버스형 네트워크에서는 전송거리를 확

장하기 위해서 리피터(Repeater)라고 하는 신호 증폭기를 사용한다.

2. 스타(Star)

스타 토폴로지는 별 모양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를 말한다. 스타 토

폴로지의 중앙장치에는 허브(혹은 멀티포트 리피터), 스위치라는 장치가 위치 할 

수 있으며, 각 노드는 이 중앙 장치에 일대일 링크에 의해서 연결된다. 중앙장치

에 연결된 임의의 한 노드/선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노드/선로에 

향이 없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하드웨어가 단순하게 구성이 되며, 확장성도 용

이하고, 장애의 발견과 네트워크의 관리가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중앙장

치에 많은 수의 노드가 연결될 경우에 중앙장치에 과중한 부하가 집중되며, 중앙

장치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전체 통신망이 동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스타 토폴로지를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케이블 량이 많다는 단점을 가진다. 

3. 링(Ring)

링 토폴로지는 단방향 전송 링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폐쇄된 루프를 형성하

는 장비들로 구성된 구조이다. 링 토폴로지의 장점은 첫째 메시지 전송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을 사용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는 메시지 전송에 관한 한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둘째 버스 토폴로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구축이 쉽다. 셋

째 이웃한 노드에 신호를 전달해줄 때 신호를 증폭하게 되므로, 전달되는 신호가 

약해지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링 토폴로지의 단점은 

첫째 연결된 노드중 하나가 고장이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게 된다. FDDI(Fiber Distributed-Data Interface)를 이용한 네트워크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이중 링을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새로운 노드를 연결

하려면, 링의 연결을 끊고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야하므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

단해야 하는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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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쉬(Mesh)

메쉬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들이 2개 이상의 선로를 보유하며 

상호 일대일 전송방식으로 전부 연결되도록 한 형태의 토폴로지를 말한다. 메쉬 

토폴로지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동작된다는 점이다. 

즉, 연결된 노드 중의 하나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신호 경로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란 거의 없을 것이

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 수가 많은 경우, 이들을 일일이 연결하여야 

함으로 케이블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확장성에도 단점을 가진다. 또

한 케이블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네트워크의 관리가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5. 비교/분석 및 평가

위에서 다룬 토폴로지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표 3에 요약․정리하 다.

표 3. 토폴로지 구조 설명 및 장단점 

종류 구조 장점 단점

버스(Bus)

선형의 전송매체에 

스위치 또는 리피터 

없이 적절한 접속 

하드웨어를 이용 직접 

연결

∙융통성이 많음(디바이스 

수, 데이터율 및 종류)

∙중앙제어장치 불필요

∙케이블 비용 최소

∙노드고장 시 전체망에 

대한 향 없음

∙고속, 큰 대역폭의 버스 

필요

∙버스상의 어느 한 곳이 

차단/상실되면 전체망 상실

∙많은 수 연결 시 

속도저하

∙전송거리 제한

스타(Star)

공통의 중앙 장치에 

일대일 링크에 의한 

접속

∙노드고장 시 전체망에 

대한 향 없음

∙하드웨어 단순

∙확장  용이함

∙중앙에 과중한 부하

∙중앙 고장 시 전체망 

가동불가

∙소요케이블 많음

링(Ring)

폐 루프상에 각 노드가 

연결되어 일대일 

전송방식으로 링을 

순환

∙신호 재생산 없이 전송 

가능

∙고속전송 적합

∙소요 케이블 적음

∙단일 링크 또는 리피터 

고장 시 전체망 상실

∙확장 어려움

메쉬(Mesh)

모든 노드가 2개 

이상의 선로를 

보유하며 상호 일대일 

전송방식으로 연결

∙어느 한 노드/선로 

고장/상실되어도 다른 

노드/선로에 향 없음

∙가용성/효율성이 좋음

∙망관리의 어려움

∙소요 케이블 많음

∙확장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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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의 평가는 기술기준의 결정론적인 동작 및 시간요건, 신뢰도, 독립

성, 단일고장기준 요건 등이 평가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결정론적인 동작 및 시간 요건에서는 버스와 메쉬 토폴로지는 한 노드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브로드캐스팅 또는 일대일 연결을 통하여 직접 전송되어짐으로

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스타와 링 토폴로지의 경우, 항상 중앙장치 또는 다른 

노드를 경유하여 데이터가 전송되어짐으로써, 버스와 메쉬 토폴로지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신뢰도에 관해서는 고장의 감지 및 격리성이 중요시 되어진다. 스타 토폴로

지가 높게 평가된 것은 중앙 스위치 장치의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된다면, 데

이터가 집중됨으로 인하여 진단이 유리하고 고장 시 해당 링크를 격리할 수 있

는 장점으로 인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일고장기준 요건은 모든 토폴로지가 비슷하지만, 특히 메쉬 토폴로지 특

성상 단일노드/단일선로가 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 노드나 선로에 향을 주지 

않으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립성 요건은 토폴로지 구조가 전송과 수신간의 물리적 분리와 전기적 격

리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하는 요건으로서, 통신의 독립성은 모든 토폴로지에 

브로드캐스팅 방식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물리적인 분리 또는 격리는 메쉬 토

폴로지가 유리하며, 또한 중앙장치를 사용하는 스타 토폴로지도 유리하다.

아래 표 4에서 토폴로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

(2), 매우 낮음(1) 으로 하 으며, 고장 요건의 경우에는 매우 높음(1), 높음(2), 

보통(3), 낮음(4), 매우 낮음(5) 으로 평가하 다. 

     

표 4. 설계요건에 따른 토폴로지 평가 

요건 버스(Bus) 스타(Star) 링(Ring) 메쉬(Mesh)

결정론적인 동작 매우 높음 5 높음 4 높음 4 매우 높음 5

시간요건 매우 높음 5 매우 높음 5 높음 4 매우 높음 5

신뢰성 보통 3 높음 4 높음 4 높음 4

독립성 보통 3 높음 4 보통 3 높음 4

단일고장기준 보통 3 높음 4 보통 3 낮음 4

합계 19 합계 21 합계 18 합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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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메쉬 토폴로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스타구조가 그 뒤를 따르

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통신망 구조는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확장성이 

뛰어난 스타 토폴로지가 채널 내의 데이터 송수신시에 사용된다. 또한 통신노드

가 작은 경우 확장성 요건이 무시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메쉬 토폴로지를 사

용할 수 있으며, 안전 채널 간 스위치의 연결에서 메쉬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망간접속장치

망간접속장치는 일체형원자로 통신망 계통이 여러 하부망으로 구성되거나 

다른 비안전통신망에 전송연계를 갖는 구성에서, 이를 연계 및 접속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설계요소이다[13]. 이러한 망간접속장치는 다중 채널간 또는 안전계통

과 비안전계통간의 상호연결부로서 독립성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호연결부는 단일고장시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음을 확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망간접속장치는 리피터, 브리지, 스위치,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

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접속장치가 수행하는 범위에 의한 것이며, 일체형

원자로 통신망 계통의의 하부망 또는 비안전통신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접속망간의 프로토콜 또는 방식의 차이가 1계층, 2계층, 3계층 또는 전 계층 중 

어느 범위인가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1. 리피터(Repeater)

IEEE 802.3에 규정된 것으로서, 네트워크 전송선로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

쇄되는 신호를 재생 및 전송선로를 통한 전송 시 파형의 감쇠나 손상된 신호를 

재생시키는 장치이다. 또한 서로 분리된 동종의 네트워크에서 거리를 연장하거

나, 여러 대의 리피터를 접속해 네트워크 노드 수와 케이블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속장치이다.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제 1계층인 

물리계층(physical layer)에 해당되며, 접속되는 수가 제한된다. 리피터의 기능은 

매우 단순하며, 라우터나 브리지,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는 프레임 필터링

(filtering) 기능은 없다. 리피터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LAN(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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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에서 많이 사용하 다.

2. 브리지(Bridge)

브리지는 OSI 모델 계층에서 2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한다. 데

이터 링크는 다시 LLC(Logical Link Control) 계층과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MAC 계층에서 통신을 하며 두 세그

먼트(segment)를 연결해주는 접속장치이다. 또한 동종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접속장비로서 리피터와 유사하나 기능상 차이점으로는 필터링, 포워딩

(forwarding)을 통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

다. 

브리지의 기능은 모든 프레임을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정해진 

대로 보내주며 프레임이 전송되기 전에 프레임의 행선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다. OSI 표준 모델에 의하면 브리지는 제 2계층에 해당된다. 즉, 데이터 링크 계

층을 사용하여 주소정보만을 인식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따라서 상위 계층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인 접속 장치이다. 그러나 

전송을 위해 정렬된 데이터는 에러가 있는지 확인되며 다음 행선지 네트워크로 

보내진다. 결과적으로 라우터보다 브리지가 훨씬 빠르게 작동하지만 그만큼 세

하지는 않다.

브리지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local 브리지와 

remote 브리지로 나눈다. 로컬 브리지는 말 그대로 동일 지역 내에서 다수의 

LAN 세그먼트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고 remote 브리지는 LAN과 WAN(Wide 

Area network)을 연결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다수의 LAN 세그먼트

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3. 스위치(Switch)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MAC 프레임을 기반으로 스위칭을 하는 장비

를 2 계층 스위치라고 한다. 이 스위치는 브리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며, 

쉽게 말한다면 브리지에 포트를 많이 추가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16, 17].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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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전히 트래픽의 증가가 있다. 

스위치도 연결된 모든 노드에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나 데이터 프레임

의 MAC 주소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스위치 내부에서 목적지 포트를 연결하여 

각 프레임을 전송함으로써, 프레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속도가 

빠른 효과를 가지게 된다. 

스위치는 기존의 이더넷(Ethernet)이나 토큰 링(Token ring)처럼 공유 매체

를 이용하지 않고 각각의 스테이션에 독립적으로 LAN을 할당한다. 공유매체 

LAN은 주어진 어떤 순간에 세그먼트에 연결된 여러 개의 노드 중 하나의 노드

만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나, 스위치는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스위치를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NIC(Network Interface Card) 카드, 케이블, 

허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역폭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업그레이드에 유리한 

기술이다. 또한 로드(load)를 분산함으로서 시스템의 다운을 방지하고, 트래픽 증

가로 인한 응답시간의 지연, 충돌에 의한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며, LAN 

간의 통신량 병목 현상 완화하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다중의 송신지 주소

와 다중의 목적지 주소를 가진 다수의 프레임이 동시에 전송되는 경우에 고성능

을 낼 수 있다. 브리지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과는 달리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하여, 브리지보다 월등히 높은 처리 능력을 가진다. 

4. 라우터(Router)

라우터는 LAN과 LAN을 연결하거나 LAN과 WAN을 연결하기 위한 망간

접속장치로서, 알 수 없는 임의의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된다[16]. 인터넷의 경우를 예로 들면, IP 주소를 참조하여 목적지와 연결되

는 포트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네트워크 주소가 다른 IP 주소를 가진 장비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제 3계층 장비를 거쳐야만 한다. 이 경우 2계층 스

위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라우터의 기능으로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팅(routing) 기능이 존재

하며, OSI 제 3계층에 해당된다. 라우터는 브리지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한 네트워크에서 다음 네트워크로 넘기는 방법은 또 하나의 계

층을 더 필요로 한다. OSI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라우터는 제 3계층,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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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계층에서 네트워크 프레임은 프로토

콜 포맷으로 재구성되어 다음 네트워크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될지 결정된다. 

5. 게이트웨이(Gateway)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특성을 상호 변환시켜 호환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중계를 담당하는 접속장비를 말한다. 즉, 프로토

콜 변환, 주소변환 기능 등을 수행하며, OSI 제 1계층에서 제 7계층을 모두 포함

하는 접속장치이다. 하드웨어와 프로토콜, NOS(Network Operating System)가 

전혀 다른 PC, 대형기종, 미니급 컴퓨터 등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프

로토콜을 변환시켜 결합시켜준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용의 네트워크에서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가 

프락시(proxy)서버나 방화벽(firewall) 서버, 스팸 메일을 탐지하는 전자메일 필터

링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 앞단

에 라우터나 스위치 등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아래 표 5는 위에서 살펴본 망간접속장치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5. 망간접속장치의 비교 

항  목 리피터 브리지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크기 소 중 중 대 대

OSI 계층 1 계층 2계층 2계층 3-4계층 1-7계층

기능
전송거리 

단순연장

트래픽 재생 

및  분산

트래픽 

고속전송

 최적경로선택 

통한 네트워크 

연결선택

이종 프로토콜 

변환

중계지연 소 중 소 중-대 중-대

경로방법 Loop 금지 STP STP 각종 프로토콜 N/A

이종 LAN 접속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브로드캐스트 투과
투과 또는 

차단

투과 또는 

차단
차단 N/A

필터링 없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보안관리 불가능 일부 가능 가능 유연한 관리 유연한 관리

에러처리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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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분석 및 평가

이상과 같이 망간접속장치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리피

터는 허브에게, 브리지는 스위치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고 사라지고 있는 장비들

이다. 또 2계층 스위치는 하위 계층 장비인 허브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며, 3 계층까지 제작된 스위치도 생산되고 있으며, 2계층 스위치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허브 대신에 2계층 스위치나 3계층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2계층 스위치 대신에 3계층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위계

층의 장비일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브리지와 스위치는 리피터(허브)와 마찬가지로 LAN 장비를 물리적으로 연

결시키고, 전송거리를 연장하며, 신호를 멀리 전송한다. 그러나 단순히 전기적인 

신호를 증폭시키지 않고 프레임을 재생한다. 즉, 수신한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  

전송한다. 브리지는 스위치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고 사라지고 있으나, 스위치와 

관련된 많은 프로토콜들이 아직까지 브리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OSI 3계층에 속하는 IP 주소를 보고 스위칭 하는 스위치가 나오

고 있으며, 이를 L3(Layer 3)스위치라고 하며, IP 주소와 

TCP/UD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User Datagram Protocol) 포트번호까

지 참조하여 스위칭 하는 장비를 L4스위치라고 한다. 이렇듯이 스위치는 고속전

송을 장점으로 3계층 장비인 라우터의 기능까지 탑재하기도 하며, 라우터는 반대

로 고속전송이 가능한 스위치의 기능을 탑재하기도 한다.

현재 안전통신망은 노드간의 주소지정방식으로써 MAC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16]. 이는 OSI 계층의 2계층, 즉 MAC 계층에 해당하는 브리지나 스위

치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브리지의 기능을 스위치가 대신하며, 결

정론적인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고속 처리 및 고속전송을 통한 중계지연이 가

장 적은 스위치를 안전통신망의 망간접속장치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스위치는 

고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면, 로드를 분산함으로서 시스템의 다운을 방지하고, 트

래픽 증가로 인한 응답시간의 지연, 충돌에 의한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안전통신망과 비안전통신망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전송속도 차이의 변

환, 프로토콜 변환, 주소변환 등이 필요하며, 이때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17]. 게

이트웨이는 안전통신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만 있으며, 안전통신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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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데이터도 송신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져야만 한다.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면

서 안전통신망의 데이터 프레임을 비안전통신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비안전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한다.

안전통신망간의 접속 시에는 결정론적 동작 및 시간 요건에 따라 접속장치 

내에서의 지연시간을 포함한 모든 동작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

다. 또한 망간 접속장치는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또는 한 채널에서 다

른 채널로 모든 신호가 집중되어 경유하는 장비이므로,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장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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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신망 구조 설계

앞장에서 정리 분석한 기술기준과 통신망 설계요소를 고려하여 통신망 구조

를 설계하도록 한다. 통신망 구조를 설계하기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및 처리방

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통신망 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및 처리방안

고려사항 처리방안

안전계통의 다중 채널간의 독립성 그림 1과 같은 통신방식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독립성 그림 3과 같은 통신방식

전송경로의 통신의 독립성 단방향 전송 방식 사용

전송경로의 전기적 격리 광케이블 사용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상호연결부 게이트웨이 사용

안전계통의 다중 채널간의 상호연결부 스위치 사용

독립성이 상실될 수 있는 상호연결부 고신뢰도의 스위치 사용

보호계통과 제어계통의 분리 스위치의 포트 격리시킴으로써 제공

브로드캐스트 통신방식 제공

스위치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는 스

타(star)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버스

(bus)로 구성하여 브로드캐스트 통신 

방식 제공 가능

PPS의 다중성에 따른 별도의 

통신망 제공
이중화된 통신망에 각각 연결

전송경로의 다중성 제공 통신망 이중화

다중화된 4채널간의 통신 경로 연결 메쉬 토폴로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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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들은 먼저 안전통신망에 연결되는 계통과 비안전통신망에 연결되는 

계통을 설명하고, 표 5의 고려사항과 처리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 1 절  노드 구성

채널을 구성하는 노드들을 안전통신망에 연결되는 안전계통과 비안전통신망

에 연결되는 비안전계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7].

표 7. 통신망계통 노드 구성 

안전계통 비안전계통

핵계측계통 핵계측계통

공정계측계통 공정계측계통

플랜트보호계통 공정제어계통

노심보호계통 이차제어계통

안전등급제어계통 출력제어계통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비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PAM․ICCM 표시기 경보지시계통

방사선감시계통 특정감시계통 건전성감시계통

정보처리계통

대형화면

제 2 절  독립성을 고려한 설계

1. 안전계통 다중 채널 간 연결

그림 1에서 다루었던 안전채널간의 단방향연결을 통하여, 전기적 격리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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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격리방법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안전계통의 다중 채널간의 연결을 설계

하 다. 그림 5와 같이 안전계통의 각 채널의 모든 노드들은 단일방향으로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하나의 NIC에 송신포트, 수신 포트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

중화를 위하여 NIC가 2개씩 존재한다. 단, 플랜트보호계통의 다중성 설계 개념에 

따라서 MTP(Management & Test Panel)를 제외한 플랜트보호계통(PPS, Plant 

Protection System)에 속하는 각 노드는 하나의 NIC만 존재한다. 또한 각각의 

NIC의 전송 포트와 수신 포트간의 연결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전기적 격리 요

건을 만족하도록 하 으며, 각각의 전송경로를 통하여 단방향 전송을 수행함으로

써 통신의 격리를 만족하도록 설계하 다.

이러한 모든 노드들을 망간 접속장치인 스위치에 연결하는 스타 토폴로지 

형태로 채널을 구성하 다. 안전계통의 각 노드에서 스위치 간의 연결 및 채널간

의 통신을 위한 스위치간의 연결 모두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 다. 여기에

서 스타 토폴로지의 특성상 임의의 노드의 고장 및 전송경로상의 전송매체의 고

장이 다른 노드에 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설계하여 독립성요건, 고장요건을 모

두 만족하도록 한다.

전송방식으로서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스타

(star) 토폴로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버스(bus)로 구성하여 브로드

캐스트 통신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 안전계통 다중채널 간 연결

채널 내 통신 채널 내 통신

채널 간 통신

노드 1

노드 N

노드 1

노드 N

스위치 
A

스위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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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과의 연결

안전계통을 비안전계통으로부터 적절하게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및 통

신의 격리 기능이 모두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그림 6과 같은 통신망 구조

를 설계하 다. 

각 채널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각 채널의 스위치를 경유하게 되며, 

각 스위치는 채널 내, 또는 채널간의 데이터를 복사하여 안전계통 게이트웨이로 

단방향전송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게이트웨이는 비안전통신망과의 통신을 위하

여 안전통신망 데이터 프레임을 비안전통신망 데이터프레임으로 프로토콜 변환

을 수행한다. 비안전통신망 데이터 프레임으로 프로토콜 변환된 데이터는 비안전

통신망의 NIC의 기능과 동일하게 설계된 안전등급 NIC를 통하여 비안전통신망

으로 전송된다. 이때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의 전송방법은 그림 3과 동일한 방법

으로 설계된다. 즉, 그림 6처럼 게이트웨이의 NIC의 송신포트와 비안전계통 스위

치의 수신 포트간의 연결은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전기적 격리 요건을 만족하며, 

단방향전송을 통하여 통신의 격리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6.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의 연결

단방향전송

스위치 D

노드 1

노드 N

게이트웨이
비안전

계통 
스위치 

양방향전송

양방향전송

스위치 A

스위치 C

스위치 B

단방향전송

단방향전송

단방향전송

단방향전송

3. 스위치의 신뢰성 고려한 설계

스위치에 연결된 각각의 노드는 송수신선로로 사용되는 광케이블을 전유하

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노드와 완전히 격리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한 노드의 

고장 또는 한 노드에 연결된 송수신선로의 고장은 다른 노드/다른 전송선로에 

향을 주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고장의 발견이 쉽고 수리가 용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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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며, 스위치에 여분의 포트를 둠으로써, 노드를 추가할 경우 용이하게 설치

함으로써 확장성에도 유리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스타 토폴로지의 중앙장치인 스위치는 독립성이 상실될 수 있는 부

분으로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 

그림 7과 같이 스위치 내부에 2개 이상의 스위칭 패브릭을 병렬로 두는 다중 스

위칭 패브릭 구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17, 18]. 

스위칭 패브릭은 실제적인 경로를 배선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프로세

서 모듈이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을 참고하여 경로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 

결선을 하여 데이터가 목적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7. 다중 스위칭 패브릭 구조 

프로세서

모듈

입력포트모듈

입력포트모듈

스위칭 패브릭

모듈

스위칭 패브릭

모듈

출력포트모듈

출력포트모듈

입력 트래픽을 여러 개의 스위칭 패브릭에 분산시켜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스위칭 패브릭의 부하를 낮출 수 있으며, 특정 스위칭 패브릭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적인 load balancing의 기능을 통하여 고장이 발생한 스위칭 패브

릭을 제외한 나머지 스위칭 패브릭들이 입력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설계하여 스

타 토폴로지의 최대 단점인 중앙 장치의 신뢰성 및 가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신

뢰도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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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통과 제어계통의 분리를 위해서 스위치 입력포트모듈의 포트간의 격

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보호계통 또는 제어계통의 노드의 고장 또는 전송경

로의 고장을 감지하면, 연결된 입력포트모듈의 해당 포트를 격리시킴으로써, 오

류 데이터가 보호계통 또는 제어계통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스위치를 설계함으로

써, 보호계통과 제어계통의 분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제 3 절  이중화 구성

한 채널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는 이중화로 설계되었다. 여기에서 이중화는 

NIC의 이중화와 노드의 이중화가 있다. NIC의 이중화란 하나의 노드가 2개의 

NIC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노드의 이중화란 PPS 계통(MTP 제외)과 같이 

다중성 설계 개념으로 노드가 이중화 되어 있고 각각의 노드는 하나의 NIC를 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NIC의 이중화가 이루어진 노드는 하나의 NIC가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즉시 다른 NIC로 고장전이(fail-over)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진다. 이에 따라서 전송 네트워크 구조도 이중화 구조로 설계하 다. 즉, 스위치 

A1이 연결된 통신망과 스위치 A2가 연결된 통신망은 별도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채널의 이중화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하게 된다. 그림 8은 이중화된 전

송경로, NIC의 이중화, 노드의 이중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나타낸다. 

그림 8. 이중화 구성

NIC의 이중화

노드 1

노드
 N2

스위치 
A2

노드 
N1

스위치 
A1

채널 간 통신 채널 간 통신노드의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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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각 채널 간의 메쉬 토폴로지 연결

각 채널의 중앙 장치인 스위치를 메쉬 토폴로지 형태로 연결하도록 설계하

다. 메쉬 토폴로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쉬를 이루는 임의의 스위치가 

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 스위치들의 동작에 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4개의 스

위치를 연결하는 임의의 광케이블 선로가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다른 스

위치에 연결된 선로를 경유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9는 안전계통 채널간의 통신을 위한 메쉬 토폴로지의 연결 상태를 보

여준다. 여기에서 각 채널 내의 통신을 위한 송수신포트는 생략하 다. 따라서 

각 스위치는 채널 내 통신, 채널 간의 통신, 게이트웨이로의 통신을 모두 수행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9. 안전계통 채널간의 메쉬 토폴로지 연결 

스위치 
A1

스위치 
C1

스위치 
D1

스위치 
B1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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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최종 통신망 구조

그림 10은 안전통신망과 비안전통신망의 최종 통신망 구조를 보여준다. 센

서로부터의 계측 신호 입력으로부터 운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운전에 중요한 정보와 기기 및 계통의 운전 상태에 관한 개괄적인 운전정보

를 제공하는 대형화면까지의 통신망 구조를 모두 나타내었다. 통신망 구조는 물

리적으로는 스타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 버스 구조로 동작하므로, 이 그림에서는 

논리적인 버스 구조로 작성하 다. 비록 버스구조로 최종 통신망 구조를 나타내

었지만, 설계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1 ∼ 4 절의 설계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센서 및 액츄에이터에서 NIS(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및 

PIS(Process Instrumentation System)로의 선로는 하드와이어드(hard-wired) 선

로로서 통신망 계통 외의 설계사항이지만, 그림 10에서는 전체 계측제어계통의 

이해를 위하여 포함하고 있다. 

그림 10. 최종 통신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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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기반 계측제어계통에 설계되는 통

신망 계통에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IEEE Standard 7-4.3.2, 

NUREG 0800 7.9절 “Data Communication Systems", NUREG/CR-6082 및 

IEEE Standard 603 등의 권고지침과 기술기준을 조사․분석하 다. 분석결과 계

측제어계통의 통신망 계통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요건으로서는 품질, 독립성, 

신뢰도, 결정론적인 특성, 시간 요건, 단일고장기준, 성능 및 접근통제 등이 있었

다. 이는 통신망 계통이 연결되는 보호계통, 제어계통 등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

하기 위한 지원 계통으로써, 연결되는 계통의 요건 또한 만족시켜야하므로 도출

된 결과이다. 통신망 구조 설계에 관련된 요건을 정리하 으며, 이중에서 통신망 

설계요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만을 정리한다면, 독립성, 신뢰도, 단일고장

기준, 결정론적인 동작 및 시간 요건이 있다. 

조사한 기술기준들에서 실제 통신망 계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기준

은 NUREG/CR-6082뿐이다. 그러나 NUREG/CR-6082는 통신망 계통에 대한 간

략한 개요 수준의 정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통신망 설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EEE Standard 1046 기술기준인 

“Application Guide for Distributed Digital Control and Monitoring for Power 

Plants”은 통신망 구조, 통신망의 구조학적 관점, 토폴로지 등의 통신망 구조 및 

설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통신망의 신뢰도, 가용도, 내고장성 등에 대한 사항

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분석한 기술기준과 함께 IEEE Standard 1046의 

원자력에의 적용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 구조 설계 시 이러한 권고지침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통신망 설계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통신망 설계 요소로서는 토폴로지, 전송매

체, 프로토콜, 망간접속장치 등이 있다. 전송 매체로서는 EMI 장해에 뛰어나고 

전기적 격리 특성을 가지는 광케이블을 사용한다. 프로토콜로서는 상태기반 전송 

시 규칙적인 간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TDM 방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토폴로지와 망간접속장치에 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 일체형원자로 계측

제어계통의 통신망계통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 다. 망간접속장치로서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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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되었다. 안전통신망은 노드간의 주소 지정방식 및 전송권한 제어 방식이 

MAC 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브리지나 스위치의 사용을 고려되었으나, 최근

에 브리지의 기능을 스위치가 대신하고 있고, 결정론적인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서 고속 처리 및 고속전송이 가능하여 데이터 중계지연이 가장 적은 스위치를 

안전통신망의 망간접속장치로 선정하 다.

토폴로지로서는 중앙의 제어장치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신뢰도를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스타 토폴로지가 선정되었다. 이때 중앙 제어장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력 트래픽을 여러 개의 스위칭 패브릭에 분산시켜 처리하는 다중 스위

칭 패브릭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신노드가 작을 경우 메쉬 

토폴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4개의 스위치 사이의 연결에 메쉬

구조를 적용하 다.

본 보고서는 규제지침 및 기술기준과 통신망 설계요소 분석을 통하여 일체

형원자로 계측제어계통의 통신망 계통에 적합한 통신망 구조를 설계․제시하

다. 추후 수행하여야할 과정으로는 TDM 기반으로 설계되는 프로토콜을 탑재하

고, 신뢰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스위치를 구현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서 제시한 

통신망 구조가 일체형원자로의 통신망 계통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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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어 정의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COTS Commercial Off-the-Shelf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FDDI Fiber Distributed-Data Interface

GDC General Design Criteria

KEPIC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LAN Local Area network

LLC Logical Link Control

MAC Medium Access Control

MTP Management & Test Panel

NIC Network Interface Card

NIS 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NOS Network Operating System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PIS Process Instrumentation System

PPS Plant Protection System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UDP User Datagram Protocol

V&V Validation & Verification

WAN Loc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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