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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  I&C 신기술 센서들의 건 성을 검증하기 해서  이들 센서들이 설치되는 

치에 한 극한환경요건이 정의되어야 한다. 한 극한환경에서 센서들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한 규제 지침(guideline 는  로토콜) 의 개발이 요

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극한 환경 용을 한 센서  유무선 통신망에 한 기술 

황을 분석한다.  원자력 시설 용에 을 맞춘 극한 환경 요건을 정의하고,  원  

보호 계통에 용될 신기술 센서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스마트 센서의 표 화 동향

을 기술한다.  극한 환경요건에 한 라미터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자 련 

문헌들을 조사하 으며 미국 NASA, JPL  DARPA 의 연구논문, 보고서  지침서

들을 참고하 다. 무선 통신 기술에 해서는 NUREG/CR-6882, NUREG/CR-6939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자력 시설에서의 용 사례를 조사하 다.  유선 통신은 

섬유 통신에 국한하여 분석하 으며 미국 JPL, NASA, 유럽 ESA 등이 우주선에 사

용하기 해 마련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섬유 통신 시스템의 생존성을 검증하

기 한 기술요건  실험 데이터 들을 조사하 다. 



SUMMARY

   One of the challenges in harsh environments qualification & verification  

for emerging new I&C system of the nuclear power plant is to define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se new emerging I&C sensor and 

communication network such that they are tested to the limits of a mission 

without requiring expensive over design.  To aid this, this report defines, 

discusses and recommends environmental guideline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for using state-of-the-art RPS sensors, fiber optic communication 

system, wireless communication and wireless smart sensors in nuclear harsh 

environments.  This report focuses on advances in sensors (e.g., temperature, 

pressure, neutron and thermal power sensors) and their potential impact. 

Discussed are: radiation, thermal, electromagnetic, and electrical environment 

specifications. Presented are the typical performance data (experimental data), 

evaluation procedure and standard test method of communication devices, 

state-of-the-art RPS sensors,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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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력 발 소 계측 계통에 용을 하기 하여 일반 산업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들을 발굴하고 이들 기술들의 황을 분석 정리한 보고서가 2003 년에 ORNL, 

NRC에 의해 NUREG/CR-6812 보고서로 출 되었다[1]. 이에 의하면 계측 계통에 

용되는 신기술들을 8 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센서  측정, 통신 매체  네트워

크,  마이크로 로세서  IC 소자,  컴퓨터 랫폼, 감시진단  측기술, 제어, 휴먼

-계통 상호반응 (Human-System Interaction), 고 신뢰도 소 트웨어(High Integrity 

Software) 등의 8 개 분야에 한 40 여개의 세부 기술들의 동향이 개략 으로 기술

되어 있다. 2006 년에 발간된 NUREG/CR-6888 보고서는 2003년도에 NRC, ORNL 

에 의해 발간된 NUREG/CR-6812 보고서의 개정 으로 원  보호 계통에 용될 가

능성이 높은 센서의 기술 인 측면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상용화시기를 측하고 

있다[2].  원자력발 소 계측계통 용을 한 센서의 신기술 동향은 계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센서를 용하여 원자로 보호계통

의 압력, 온도, 성자 속  수  측정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원자력 발 소의 안

성을 향상시키고 운  여유도(margin)를 개선할 수 있다. 재 가동 인 원자력 발

소에 사용되고 있는 센서들은 간  계측 방식에 의해 원자로 보호 계통의 압력, 온도, 

성자 속  수 를 측정하고 있다.  NUREG/CR-6888 보고서에 의해 거론되고 있

는 신기술의 원  보호계통 센서들은 원자로 가까이에 치하여 직  계측에 의한 방

법으로 계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 운용 인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 센서는 간  계측에 의하므로 원자로로부터 격리  차폐된 치에 

설치된다.  이에 비해 신기술의 센서는 직  계측에 의해 계측 정 도를 향상시키는데 

주안 이 있으므로 설치환경은 고 선량율의 감마선  성자를 방출하는 원자로와 

근 한 치이다. 따라서 신기술의 센서는 고온  고  방사선 피폭 환경의 보다 

가혹한 극한 환경에 노출된다.  원  I&C 신기술 센서들의 건 성을 검증하기 해서 

이들 센서들이 설치되는 치에 한 극한환경요건이 정의되어야 한다. 한 극한환경

에서 센서들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한 규제지침(guideline 는  

로토콜) 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극한 환경 용을 한 센서  통신

망에 한 기술 황을 분석한다.  2 장에서는 극한 환경용 필드 통신망의 기술개발 

황을 기술한다. 원자력 시설 용에 을 맞춘 극한 환경 요건을 정의하고, 원  

보호계통에 용될 신기술 센서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스마트 센서의 표 화 동향

을 기술한다.  극한 환경요건에 한 라미터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자 련 



- 15 -

문헌들을 조사하 으며 미국 NASA, JPL  DARPA 의 연구논문, 보고서  지침서

들을 참고하 다.  3 장에서는 유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술 황을 분석하 다.  무선 

통신 기술에 해서는 NUREG/CR-6882, NUREG/CR-6939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하여 원자력 시설에서의 용 사례를 조사하 다.  유선 통신은 섬유 통신에 국한하

여 분석하 으며 미국 JPL, NASA, 유럽 ESA 등이 우주선에 사용하기 해 마련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섬유 통신 시스템의 생존성을 검증하기 한 기술요건  

실험 데이터 들을 조사하 다.  한 차세  에 지원인 국제 열 핵융합로의 극한 환

경요건에 응성을 갖는 섬유 통신시스템의 기술 동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측면에서 하드웨어 으로  보안성(unconditional security) 이 제공되는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의 연구 개발 동향도 간략히 언 하 다.  4 장에서는 결론으로 

신기술 센서의 기술 추이와 원자력 발 소 극한환경에 용하기 한 유무선 통신 시

스템의 기술  환경 인 장벽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연구 개발 내용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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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극한 환경용 필드 통신망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일반 산업분야에서의 극한 환경

   일반 산업에서 극한 환경은 고온, 고압, 부식, 유독성, 자  간섭  고 

에 지 방사 환경과 같은 극한의 물리  환경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정의된 

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성 이고 막연한 개념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정량

이고 구체성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원자력, 심해  화재 재해 

등의 분야에서는 방사선 피폭, 고 수압, 고온  유독성 가스 등에 의해 사

람이 근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에 기술한 환경이 사람에게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극한 환경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재료 기술, 기구 기술, 

제어 기술   IT 기술 등의 신 기술로 무장한 로 에게는 그러한 환경에

서 정상 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극한 환경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PVC 필름

을 로 든다.   같으면 도 부근의 실외 환경에 PVC 필름이 6 개월 

이상 노출되는 환경이면 PVC 필름에게는 극한 환경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는 UV 안정화 기술의 개발에 의해 PVC 필름이 상기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

되어도 PVC 필름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극한 환경

의 정의는 재료, 소자, 시스템, IT, NT, BT 기술을 포함한 6T 기술의 발 에 

따른 내환경성을 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극한 환경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의 기술에 의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재래의 

센서, 소자, 시스템이 용될 수 없는 환경으로 정의한다. 



- 17 -

   제 2  원 시설에서의 극한 환경 요건

   원자력 시설의 극한 환경은 일반 산업 시설의 극한 환경 요건에 감마선, 

성자 등의 방사선 피폭 요건 (총  피폭선량, 피폭 선량율)을 부가 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원자력 시설에서의 극한 환경 요건 

   안  등  통신망 캐비넷의 방사선 피폭선량 기 은 1000Rads/40Years 으로 정

의된다. 원자력 발 소는 치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나 며 극한 환경(harsh 

environment) 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A의 경우 환경 요건이 정량 인 수치로 정의 되

어 있지 않다[3]. 

○ 1000Rads/40Years 기 으로 설정되어 있는 안  등  통신망 캐비넷의 방사선 

피폭 환경요건은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의 센서기술 개발 추세를 감안할 경우 차세

  향후 원 의 환경요건으로 부 합하다. 

○ 발 소 보호계통의 센서가 current loop 개념의 기  센서에서 빛의 간섭 원리

를 이용한 섬유 센서로 환되고 학  원리를 이용한 압력, 온도, 수  계측 센서 

시스템이 향후 3 ~ 5 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 Luna Innovations Inc. 는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 용을 한 섬유 압력 센서

를 개발 완료 하고 고방사선 환경하의 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4].

○ 이는 간  계측에서 직  계측 방식으로 환되므로 측정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직

 계측을 해 센서들의 설치 치는 노심 주변에 치하므로 방사선 피폭 (감마선, 

성자) 선량 율  TID (총  피폭선량) 환경은 보다 가혹해진다 [5][6][7]. 

╺ 를 들면, 원자로 압력 용기의 카본 스틸 라이 는 108 Rad 의   피폭 선량과 

106 Rad/h 의 피폭 선량 율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고 있다. [8].

╺ 발 소 보호계통의 센서들이 노심 주변에 설치되므로 보다 가혹한 방사선 피폭환

경에 노출된다. 따라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 송하는 안 등  통신망도 가혹한 방사

선 피폭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한 극한환경요건도 재정립 되어야 한다. 

○ 발 소 보호계통 센서의 기술 개발 추이와 차세  원   상업용 핵융합 발 소의 

용성을 고려할 경우 극한 환경에 한 정의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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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  등  통신망의 기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안 성,  신뢰성,  

실시간성,  결정론성,  보안성,  검증성,  격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변 온도  습도는 노심 용융에 의한 차이나 

신드롬으로 연결되는  사고 발생 시의 환경 요건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발 소 보호계통의 주요 센서의 계측 방식이 신뢰성  정 도 향상을 해 직  

계측 방식으로 환되므로 방사선 피폭 환경 요건이 DBE 는  DBA (Design Basis 

Accident) 기 피폭 선량 율  피폭선량 요건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DBA 기 의 방사선(감마선)  피폭 선량은 5 X 106 Rads 이상이다. 

╺ DBA 기 의 감마선 피폭 선량 율은 400kRad/h 이상이다. 

╺ 상용 원 에 사용되고 있는 압력 센서(Rosemount 1152) 의 경우 0.4MRad/h 환

경에서 2 시간 이상 정상 동작하는 DBA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9].

○ Wireless Smart Transmitter 를 포함한 스마트 센서가 향후 원 보호 계통에 

용될 시 에 비하여 DBA 기 의 TID 환경에서 고 신뢰성을 갖는 통신망 요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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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Category)
정의 환경 요건

 A

 격납용기(containment) 내부의 모든 치

이며 Category B 의 환경요건을 과하는 

역

 Category B의 요건 과

B 
 격납용기 외부이고 다음 환경요건이 

용된다.

 방사선 

(TID)

 4 Gy ～ 100 Gy

 (40 년)

온도

(사고)

 ≒ 38℃ (100℉)

 ≒ 최 동작온도의

    90%

습도

(사고)

 ≒ 80%

 ≒ 95%

  (비응축 조건)

 C 
 격납용기 외부이고 다음 환경요건이 

용된다.

 방사선  ≤ 4 Gy (40년)

 온도  < 38℃ (100℉)

 습도

(사고)

 ≤ 80%

 ≤ 95% (비응축)

표 1. 원자력 발 소의 역별 (카테고리) 환경 요건 [3]

센서 재 미래

 온도  RTD
 섬유 센서,

 JNT (존슨 노이즈 온도계)

 압력, 벨  기-기계 메커니즘  섬유 압력 센서

 성자 속  SiC Flux Monitor

 무선 스마트 센서  GEN IV RPS
(※1)

표 2. 발 소 보호계통 센서의 기술 발  방향 [2] 

(※1) 20~30 년 후에 실용화 될 것으로 측되는 차세  원자로에는 무선 송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센서를 발 소 보호계통에 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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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발 소 주요 설비 치의 방사선  환경 

   원자로의 노심 주변은 아주 높은 선량율의 감마선과 성자 피폭환경이다.  특히, 

높은 성자 선량 율은 자기기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  성자 flux 가 높으면  

SEE(Single Event Effects) 상이 발생된다.  SEE 에 의한 자 기기로 구성된 계측

계통의 오동작을 막기 해서는 내방사선 설계  SEE 를 경감시킬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경수로형 원자로 주변의 방사선  성자 피폭 선량 특성은 다음과 같다

[10][11].  원자로 노심 주변의 발 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체 으로 감마선 는 

 선량(TID) 으로는  106 Gy (100 Mrad) 이며 선량 율은 ～103 Gy/h (100 

krad/h)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극한환경 통신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자, 통신 

기기  부품에 한 DE(Dose rate) 효과를 감쇠시키기 한 책이 필요하다.

치 감마선 성자

 원자로 압력용기 둘          

 (Pressure Vessel Annulus)
10

2 Gy/h  3․102 Gy/h 

 원자로 냉각재 역

 (Coolant Loop Area)
5․10

-1 Gy/h  

 원자로 냉각재 외부

 (Outside the Loop Area)
2․10

-3 Gy/h  2․10-4 Gy/h

표 3. 가동 의 PWR 원자로 주변의 방사선  특성[10]

치 감마선 선량율 [Gy/h]

 원자로 압력용기 하단         

 (Lower Intervals of the Pressure Vessel)
2․10

-1

 원자로 압력용기 상단

 (Upper Intervals of the Pressure Vessel)
7․10

-2 

 성자 차폐 패드

 (Neutron Shield Pad)
> 10

3 

 증기발생기 주변

 (Around the Steam Generators)
1.5․10

-1 

 원자로 냉각재 계통

 (Coolant Loop Area)
3․10

-3 

표 4. 연료 재장  기간의 PWR 원자로 주변의 방사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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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Gamma Dose Rate 

(Gy/h)

Neutron Dose Rate 

(Gy/h)

Neutron Flux 

(n/㎠/h)

 Within the

 fueling machine 
10

5  102 1011 ～ 1012 

(near the fuel)

 In the storage 

 pond

10
3 ～ 104 

(near the fuel)
Negligible Negligible

표 5. 핵연료 취   조작 시의 방사선 [10]

환경 Doses Dose-Rates

  피폭선량 환경

 (유지보수 작업)
 < 10 Gy  0.01 Gy/h 

 1차 계통 부품의 유지보수,

 제염  핫셀 작업
 < 10

3 Gy  10 Gy/h

 원자력 압력 용기 주변 작업

 원자로 해체  핫셀 작업
 < 10

6 Gy  < 103 Gy/h

 원자로 정지기간 동안의 노내  

 유지보수 작업  연료조작
 > 10

6 Gy  > 103 Gy/h

표 6. 원자력발 소에서 원격조작을 필요로 하는 작업환경의 방사선 [5]

방사선 환경 Doses Dose-Rates

 군사  ( 략핵무기※1)  수 mGy～102~3 Gy
 10 Gy/h ～ 

 10
9~13Gy/h (펄스)

 우주  10 ～ 104 Gy  10-2 ～ 102Gy/h

 원자력

 발 소

정상 가동 (40℃)  ～ 5×10
5 Gy (40년)  ～ 1 Gy/h

사고 (120℃)  ～ 106 Gy  ～ 103 Gy/h

 고에 지 입자시설  ≤ 105 Gy (년간)  ≤1 Gy/h～10 Gy/h

표 7. 주요 환경의 방사선  비교(※1 비공식 데이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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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방사선 극한환경의 방사선  (LMJ = Laser Mega Joule 시설) [6]



- 23 -

3. 극한 환경 통신망의 요건 

○ 발 소 보호계통의 주요 센서의 계측 방식이 신뢰성  정 도 향상을 해 직  

계측 방식으로 환되므로 방사선 피폭 환경 요건이 DBE 는  DBA (Design Basis 

Accident) 기 피폭 선량 율  피폭선량 요건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DBA 기 의 방사선(감마선)  피폭 선량은 5 X 106 Rads 이상이어야 한다. 

╺ DBA 기 의 감마선 피폭 선량 율은 400kRad/h 이상이어야 한다. 

╺ 압력 송기(Pressure Transmitter) 가 설치되는 치에서 냉각재 상실사고

(LOCA) 는 고에 지 배  단(HELB- High Energy Line Break) 이 발생하 을 

경우 3분 동안 216℃(420℉) 온도 분포를 보이며 10 분에 걸쳐 176℃(350℉) 의 온도

분포를 보인다[7]. 

╺ 상용 원 에 사용되고 있는 압력 센서(Rosemount 1152) 의 경우 0.4MRad/h 환

경에서 2 시간 이상 정상 동작하는 DBA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9].

그림 3. 고온 배  단(HELB) 시의 온도/압력 특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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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 소 사고시의 환경 요건 

╺  사고는 안 설계 평가 시 가정하고 있는 수단으로 한 원자로 냉각 는 

반응도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 결과 핵연료가 용융되고 원자로 용기  격납건물 

건 성이 상실되면서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 방출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 방사선 (감마선, 성자)  피폭 선량은 100Mrad 이다.

╺ 방사선 피폭 선량 율은 ～ 100Krad/h 로 정상 가동  보다 낮다. 이는 핵분열 반

응을 억제하고, 노심 용융을 방지하기 해 보론 포함 냉각수가 유입되므로 선량 율은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  감마선 피폭 선량 율에 의한 DE(Doserate Effect) 와 성자 차폐 패드가 

손상된다고 가정하면 성자에 의한  SEE(Single Event Effects) 효과를 방어하기 

한 응체계가 필요하다.

╺ 노심 용융을 야기시키는 고온 환경, 습도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에 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심층방어(Defense-in-Depth) 개념에서 공학  안 설비 계통(ESFACS) 이 설계기

사고(DBA)에서 제시한 방사선 피폭 선량  고 선량율 피폭환경에서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안  등  통신망이 건 성을 가져야 한다.

○ RPS(PPS) 계통의 센서 (압력, 수 , 온도) 와 물리 계층인 필드버스 ( , 

PROFIBUS-PA) 간의 통신 환경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심층 방어 수 목표 수단

1  이상 상태  고장 방지
 보수 인 설계, 건설  운  

 단계에서의 철 한 품질보증

2
 이상 상태  고장 발생 시 

 제어
 제어  보호계통 설치

3  설계기 사고 이내로 제어  공학  안 설비 계통 설치

4  사고 진행 완화  사고 리

5  방사성 물질의 방출 완화  소외 비상 응

표 8. 원자력발 소의 심층 방어 수   제어 수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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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층 방어 개념(Defense-in_Depth) 

그림 5. 계통 계층에 따른 극한환경 통신 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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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한 환경 통신망의 내방사선 특성 강화 요건 

   방사선에 의해 통신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Single Event Effect(SEE)로 불리는 상으로 다시 이 상에

는  성자(양성자) 입자가 소자와 부딪 서 단순히 0 과 1의 디지털 신호를 변화 시

키는 Single Effect Upset(SEU) 과, 시스템을 Reset 시키거나 원을  재 공  시켜

야 정상으로 회복되는 Single Event Latch-up(SEL), 그리고 소자를 태워버리는 

Single Event Burnout (SEB) 등이 있다.   둘째는 통신 시스템이 원자로  보호 계통 

설치 치에서 동작하는 동안 소자에  방사선(감마선) 피폭이 되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Total Ionizing Dose Effect (TID or TDE) 라 불리고 있다.  TID 효과는  

시스템의 수명과 계되는 것으로  각 소자마다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 피폭 량이 

되면 소자의 기능이 상실된다.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자들은 그 시스템의 수명

동안  방사선 피폭 량을 계산해서 정된 수명동안 정상 인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고 에 지(~GeV) 입자들에 의해 나타나는 상으로 

Displacement Effect(Damage) 가 있는데 이 상은 원자폭탄과 같은 막 한 양의 

방사선 환경에서 보고되는 상이다[13].   

   일반 으로 자 부품(소자) 의 성능은 소자 기술(제조기술), 노드(단자) 크기(트랜

지스터 게이트 길이 등), 구조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기능과 라미터를 

갖는 소자도 제조 회사가 다를 경우 방사선 피폭환경에서의 성능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다양한 방사선 피폭 환경에서의 소자 기술 (0.18㎛  2.0㎛ 제조 공정의 기술 

세 ) 의 성능 평가를 그림에 나타내고 있다[14].  그림은 소자 기술의 발 에 따른 의

존성을 반 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노드 크기가 감소하면 실리콘 트랜지스터

의 경우 게이트 유 체의 체 이 감소하므로 TID(total ionization dose) 에 의한 

향은 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에 의해 생성되는 하 도는 증가하므로 SEE 에 의

한 향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소자 활성 역의 체 체 의 크기가 감소하므로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단  체 당의 하 도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피폭 환경에서의 부품 성능은 TID, DD(Displacement Damage)  SEE 

감도 시험 등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시험 차는 MIL-STD-883 표 을 따라야 한다. 

내방사화 공정(RHA-radiation hardened process) 으로 제조되지 않은 부품 는 방

사선에 한 면역성이 없는 부품 등은  RLAT(radiation lot acceptance test)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분의 상용(COTS) 제품은 방사선환경에 사용되기 해서는 RLAT 

검사를 거쳐야 한다.  RLAT 검사의 기 은 아래 그림에 나타내고 있는 방사선 

보다 3배 는 그이상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도 생존 

확률이 99% 가 된다는 사실을 90% 확신도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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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자기술에 따른 내방사선 성능 평가[14]  

   원자력 발 소의 고방사선 피폭환경에 용하기 한 통신용 자 부품  기기에 

한 내방사선 특성 평가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주 방사선 피폭 환경에서 

우주선에 사용되는 자부품의 내방사선 신뢰성 평가를 해 미국의 NASA, JPL 이 

작성한 성능 평가 기 을 검토하 다.  내방사선 특성에 해서는 5 개의 평가 항목이 

있으며 이를 각각 기술한다. 

가. TID (Total Ionizing Dose) level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은 에 지를 잃으면서 자-정공 들을 생성

한다.  이로 인해 자의 결합력이 약해지며 결함들이 생성된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생성된 결함들은 계속해서 된다.  소자의 활성 역에 존재하는 결함들이 하를 

가두게 되고 결국에는 소자의 성능에 향을 끼친다.  결함 농도가 일정 농도를 과

하면 소자의 기능이 정지된다.  이를 해당 소자에 한 TID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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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환경에 사용되는 소자의 요건은  방사선 조사 후 한계 사양 (post-irradiation 

specification limit) 내에서 정상 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방사선 조사 후 한계 사양

은 그림 5 에 나타내고 있는 상 방사선 피폭 선량의 2 배이다.  2 배로 요건을 정한 

이유는 방사선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TID 방사선 환경은 모든 방사선 

선원(X 선, 감마선, 양성자, 자  이온 등) 들을 망라한다. 

년  (Time frame) Feature Size
설 류 소스    

(Leakage Source)

1980 1 ㎛
Gate Oxide

Field Oxide

1990년  반 0.7 ㎛

Gate Oxide

Sidewall

Back Channel

1990년  후반 0.35 ㎛

Gate Oxide

Field Oxide

Gate Edge

Buried Oxide

표 9. 반도체의 공정개선에 따른 TID 향 [15]

그림 7. NASA 의 REF(Radiation Effects  Facility)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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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D (Displacement Damage)

   이온 입사에 의해 원자들이 자기 치로 부터 이탈된다. 원자들이 이탈된 치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기며 이를 변  손상으로 정의한다.  일반 으로 TID 에 내성을 

갖는 소자들은 변 손상(DD) 에 취약하다.  변  손상에 취약한 부품들은 학 소자, 

 검출 소자(photo-detector), CCD,  결합소자, LED, 이  다이오드  정  

바이폴라 선형소자 등이다.  변 손상 민감도 평가는 TID 평가 방법을 보완하기 한  

필요 요건이다.  변 손상 민감도 평가의 선량한계는 상 피폭 선량치의 2배 이다.

다. 복구 가능한 단일 이벤트 :  SEU (Single Event Upset)

   재료에서 단  길이( l) 당 층되는 이온화 입자의 에 지를 LET(Linear Energy 

Transfer) 로 정의한다.  선형 에 지 달(LET) 계수의 단 는 MeV×㎠/mg 이며, 

LET 는 재료에서 입자 입사에 의해 생성되는 하량을 반 한다.  LET 계수는  안

정성 소자 (Flip-Flop, 카운트, RAM, μP, 등) 를 포함하는 미세회로의 성능을 특정하

는데 사용된다.  즉, 방사선 환경에서 SEU 평가의 문턱치(threshold) 단 이다.  소자

의 활성 역에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하( 자-정공 ) 들은 기장에 

의해 극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류의 흐름을 생성하며, 류가 충분히 많이 흐를 

경우에는 양 안정(bi-stable element) 소자의 극성을 바꾸어 버린다.  즉,  하나의 트랜

지스터를 스 칭(ON→OFF 는 OFF→ON) 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시스템(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상태를 변화시켜버린다.  SEU 에 의해 

생성된  오류 신호는 실제 신호와 구분이 불가능하다.  단일 SEU 효과에 의한 오류 

신호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은 일정하지 않다.  를 들면,  상 데이터 역에 

생성되는 단일 비트 오류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선 화” 등의 명령어를 

송하는 비트에 오류가 야기되면 우주선을 잃을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양 안정 소자를 이용하는 마이크로 자소자는 마이크로소자가 갖는 모든 

기능에 해 SEU(단일 이벤트 극성 반 ) 특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반 율

(upset rate) 을 계산하여야 한다.  자소자는 107 ions/㎠ fluence 까지 확장되며 

SEU 요건은 다음과 같다.

  ○ SEU 검사 동안  LET 계수가  75MeV×㎠/mg 이하에서는 비트반 (upset) 이 

측되지 않아야 한다.

  ○ 은하계의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는 소자의 일일 비트 에러 율 (BER/da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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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이하 임을 검증하여야 한다. 

  ○ 소자의 반 율(upset rate) 계산 값은 회로의 SEU 분석에 의해 결정되는 회로의 

반 율 요건보다 같거나 어야 한다. 

그림 8. SEE(Single Event Effect) 에 의한 로직회로 오동작 [13] 

라. 복구 불가능( 구 인) 단일 이벤트

    소자의 설계  구조에 종속 이지만  소자의 활성 역에 단일 이온이 입사되어 

소자의 상태가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Single Event Latchup (SEL)

       CMOS 소자에 나타나는 상이다.  CMOS 소자는 기생 트랜지스터(parasitic 

transistor) 들이 내재되어 있다.  단일 이온 입사에 의해 형성된 이온화 통로(track) 

가 기생 트랜지스터들의 경로를 따라 흐르는 류 채 을 생성한다. 단일 이온 입사에 

의해 생성된 기생 류(기생 트랜지스터들을 통해 흐르는 류)는 증폭이 되어 큰 류 

흐름이 되므로 이를 지시키기 해서는 소자의 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부 으로 형성된 큰 류가 내부 셀들을 연결하는 선로(wire)를 순간 으로 녹여 소

자의 일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는 잠재 인 시스템의 장애를 야기 시킨다.  이러

한 Latchup 상은 20～50㎱ 기간에 발생하며 SEU( 단일 이벤트 비트반 ) 보다는 

진행 속도가 늦다.  SEL 은 소자의 일부 국부 인 기능을 마비시키므로 체 시스템

에 끼치는 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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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OS 소자 (에픽텍셜 층을 갖는 소자포함) 들은 SEL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의 이온 조사량(fluence) 의 크기는 107 ions/㎠ 이다.  SOI 구조의 CMOS 소자는 

SEL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SOI 구조의 CMOS 에는 내부에 기생 트랜지스터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제작 되기 때문이다.   이온 빔들의 조사 각도는 60° 이내이고 

이온들의 범 는 35㎛ 보다 커야 한다.  평가 시 소자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압은 최

 압이다. 상온, 125℃  소자의 허용 최  동작 온도에서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SEL 민감도 요건은 아래와 같다.

  ○ LET 계수가  75MeV×㎠/mg 이내에서는 SEL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소자의 SEL 발생 확률은 10-4/device-year 이하이고 이때

의 이온빔 에 지 범 는 35～70MeV×㎠/mg 이다.

   2)  Single Event Gate Rupture (SEGR)

       SEGR 은 이온에 의해 트리거 된다. 이온에 의해 생성된 하가 게이트 

극을 형성하는 유 체 인근 역으로 이동한다.  유 체 양단에 기장이 유도되며 

유 체의 항복(breakdown) 압을 크게 넘어서게 되어 게이트를 쇄 시킨다. SEGR 

에 민감한 소자는 력소자(power device), 로그래머블 소자  유 체(산화층)의 

두께가 아주 얇은 소자 등이다.  일반 으로 SEGR 민감성 소자는 한 정 기 방

(electrostatic discharge)  기  과도 응력 (electrical overstress) 에도 민감하다. 

  off-mode에서 동작하는 power MOSFET 를 포함하는 소자들은 최악의 환경요건

인 VGS 압에서 SEGR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SEGR 검사는 상온에서 정상 인 이

온빔 입사환경에서 수행된다.  생존 드 인-소스 압 VDS 는 최소 fluence 인 106 

ions/㎠ 의 이온에 노출될 때의 값으로 설정된다.  이온의 선형 에 지 달(LET) 계

수는 75MeV×㎠/mg 보다 큰 값이다. 한,  공핍 층(depletion layer) 두께 보다 

150% 큰 범 에 이를 때의 드 인-소스 압이 VDS 생존 압이다.  SEGR 효과를 방

어하기 해서는 인가 압을 설정된 생존 압 VDS 의 75%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3)  Single Event Burnout (SEB)

       SEB 는 력 트랜지스터 (MOSFET 는 바이폴라) 와 련 있다.  단일 이온 

입사에 의해 생성되는 이온화 유기  류가 반도체구조 내의 허용 류 도를 과

한다.  이러한  류는 반도체 내의 국부 인 결함 는 불 균일 도우핑 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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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콘을 녹여 버린다. 소자의 구 인 장애를 가져온다.  력 소자는 최악 응용 환경

에서의 VBE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형) 는 VGS(MOS 형) 압조건에서 SEB 테스트

를 받아야 한다.  SEB 검사는 상온에서 정상 인 이온빔 입사환경에서 수행된다.  

MOSFET 구조 력소자의 생존 드 인-소스 압 VDS 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

조 력 소자의 콜 터-에미터 압 VCE 는 최소 fluence 인 106 ions/㎠ 의 이온에 

노출될 때의 값으로 설정된다.  이온의 선형 에 지 달(LET) 계수는 75MeV×㎠

/mg 보다 큰 값이다. 한,  공핍 층(depletion layer) 두께 보다 150% 큰 범 에 이

를 때의 드 인-소스 압 VDS  는 콜 터-에미터 압 VCE 가 생존 압이다.  SEB 

검사 요건은 SEGR 검사요건과 비슷하다.  소자 괴(burnout) 상이 일어날 때의 

MOSFET 의 드 인 류 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콜 터 류를 측정해야 하는 

것이 SEGR 검사 요건과 구분되는 이다. SEB 효과를 방어하기 해서는 인가 압은 

설정된 생존 압의 75% 이하로 낮아야 한다.

그림 9. SEE 검사 구성도 

마. 개선된  선량율 감도 (ELDRS - Enhanced Low Dose Rate Sensitivity)

   일부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은  선량 율에 노출되었을 때 고선량 율 피폭의 

경우보다 더 큰 손상을 받는다.  이를 ELDRS 로 정의한다. 고 선량 율 피폭은 100 

rad/s (360krad/h) 이상으로 정의된다.  우주 방사선 피폭 선량 율 환경은 지상 검사 

시설의 선량 율 환경보다 일반 으로 상당히 낮다.  선형 바이폴라  BiCMOS 구조

의 IC 들은 ELDRS 민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LDRS 민감도 평가에서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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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 선량 율 범 는 0.005rad/s (18 rad/h) ～ 10 rad/s (36krad/s) 이다. 소자들은 

상되는 TID 환경의 값보다 3 배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한,  회로의 최악 경우 

해석에 있어서 ELDRS 에 의한 라미터 열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우주용 반도체 소자에 한 SEE 검사 국제 규격

  ○ ASTM F-1192 - Standard Guide for the Measurement of Single-Event 

Phenomena from Heavy Ion Irradiation of Semiconductor Devices.■

  ○ EIA/JESD57 -Test Procedures for the Measurement of Single-Event 

Effects in Semiconductor Devices from Heavy Ion Irradiation.■

  ○ Single Event Effects Test Method and Guidelines ESCC Basic 

Specification No. 25100 ISSUE 1 October 2002

Ion
입사각           

(Angle of Incidence)

LET or LETeff  

(MeV×㎠/mg)

Range in Silicon  

    (㎛)

Copper 0 20.7 117

Krypton 0, 32, 38, 45 29.3, 34.6, 37.2, 41.4 116, 98, 91, 82

Xenon 0 53.9 102

표 10. TAMU (Texas A&M Univ.) 의 사이클로트론(Cyclotron)  실험시설

사. 반도체 소자에 한 SEE 방어 책

  ○ 정상 가동 일 경우에는 핵분열을 제어할 수 있고, 성자 차폐 패드에 의해 원

자로에서 방출되는 성자는 차폐된다.   SEE 상을 야기하는 방사선원이 없기 

때문에 극한 환경 통신의 SEE 상에 한 방어 책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냉각수 투입에 의한 핵분열을 억제한다고 하

더라도 성자 차폐 패드의 손상을 고려하면 성자 속의 외부 방출을 고려해야 

한다.  SEE 상에 의한 극한 환경 통신 시스템의 오동작을 방어하기 한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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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 

  ○ 반도체의 SEE 상 방호 책은 하드웨어/소 트웨어 으로 구성된다. 

  ○ 심각한 방사선 피폭 환경에서는 핵심소자의 동작을 지한다.

  ○ 한 차폐를 통해 에 지를 갖는 입자 환경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 한 차폐를 통해 에 지를 갖는 입자들이 반도체의 민감 역(체 )으로 이동

하는 것을 감쇠시킨다.

  ○ SOI 등의 한 공정을 통해 이온화 입사 빔에 의한 하 생성-수집 과정을 감

소시킨다. 

  ○ 단일 이벤트 과도 상 (SET)에 의한 펄스 생성   경로를 감소시키는 회로

를 설계한다. 

  ○ EDAC (Error Detection And Correction) 알고리즘을 용한다. 

  ○ 동일 기능의 셀을 공간상에 여러 개 병렬로 구 하는 다 화(redundancy) 설계

를 한다.

Method 내용 

Parity Single Bit Error 검출

CRC                     

(Cyclic Redundancy Check)
송 데이터 구조내의 에러 검출

Hamming Code 단일 비트에러 교정, Double bit 에러 검출

Reed-Solomon Code 다   연속 바이트 에러 교정

Convolutional Code
통신 데이터 열에서의 격리된 burst 

잡음(에러)  교정

Overlying Protocol
시스템 특성에 맞는 교정 로토콜      

( 를 들면, 에러 검출 시 재 송 요구)

표 11. SEE 를 방호하기 한 EDAC 알고리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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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용 부품(COTS) 에 한 내방사화 요건

   ○ 내방사화 자공학기술의 발 으로 상 천이 기반 램 메모리(PRAM,  phase 

transition-based random access memory) 등이 개발되어 격납용기 내의 극

한 환경 (harsh environment) 에 응용이 가능함.

   ○ 공 과 수요의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 원 (특수 목 용) 통신설비  기

기의 생산 감소  단종, 생산 업체의 세화가 지속되므로  원자력 발

소 안  계통에 있어서의 상용 통신설비  부품에 한 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상용 부품의 체 가능성 검토 [16].

╺ Aging & Obsolescence (단종) 주기의 단축 [17]

╺ COTS 부품의 극한 환경 용 기회 확  

╺ COTS 부품의 Aging mechanisms DB 구축 필요

╺ COTS 부품의 RHA (Radiation Hardness Assurance) 검증 DB 구축 

╺ COTS 부품 (IC, FPGA) 의 SEE (Single Event Effects) 특성 실험을 한 

표  규격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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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원  I&C 계통의 센서 기술 분석

   원자력 발 소 디지털 계측계통을 개선하기 한 8 개의 계측제어 센서

기술에 한 황을 기술한다. 

1. SiC(Silicon Carbide) Neutron detector

  바이폴라 합 트랜지스터 (BJT)  CMOS 기반 마이크로 자소자는 180℃ 이상

의 고온 환경에서는 심각한 성능 열화가 래된다.  180℃ 이상의 고온에서는 과도한 

설 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8]. SOI (Silicon-on-Insulator) 소자는 합 역을 최

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 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300℃ 부근에서 한계를 보인

다[19]. SiC 소자 기술은 넓은 밴드갭(bandgap) 에 지와 낮은 진성농도의 특성 때문

에 500℃ 이상의 고온 환경에 용될 수 있는 소자이다[20].  실리콘, 게르마늄 소자보

다 방사선에 강한 특성을 지니므로 강력한 감마선 피폭환경에서 성자 계측 센서로 

응용되거나 감마선  성자를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센서소자로 응용될 수 있다. 

그림 10. SiC Schottky diode radiation detector [20] 

300㎛ 두께의 SiC 기 (substrate) 에 3～100㎛ 두께의  n 층을 에픽텍설 층으로  

층시킨다.  n 에픽텍설 층 박막표면에 성자 민감 물질인 리튬(6LiF) 을 층한다. 

리튬을 층한 박막에 성자가 입사되면 하를 띤 입자 Li(n, α)3H 로 변환된다. 

성자- 하 입자 변환특성을 이용하여 열 성자를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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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6Li(n, α) 반응에 의한 입자 하생성을 이용한      

성자 검출 

그림 12. TO-8 패키지에 탑재된 SiC Schottky 

diode  (등가직경: 4.4㎜) [20]

미국 웨스 하우스와 NASA 는 어 이 형태의 SiC 센서를 이용하여 우주용 원자로의 

기동부터 정격 최  출력(full power) 까지를 측정하고 있다[21]. 노심으로 부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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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리에서 설되는 고속 성자를 계측한다.  성자 럭스, 주  온도, 감마선 선

량 율을 노심과의 거리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노심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치한 노

외의 여러 치에서 SiC 성자 센서를 이용하여 성자 럭스를 측정함으로써 원자

로 출력을 상할 수 있다.  웨스 하우스가 제작한 SiC 성자 센서는 우주용 원자로

의 체 수명인 15년에 걸쳐 원자로 출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iC 성자 센서의 특성은 넓은 동  측정 역(dynamic range) 을 가지며 원자로의 

기동에서부터 100% full power 에 이르기까지 성자 속(neutron flux)을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800℃ 이상의 고온과 1017 n/㎠ (En > 1MeV) 의 고속 성자 

환경에서 동작하는 SiC 센서가 보고되고 있다.

2. Solid-State Neutron Flux Monitor

  SSFM(Solid-State Neutron Flux Monitor) 는 미국 ORNL 과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자이다.  성자 럭스에 의한 

A1N(Aluminum Nitride) 물질의 기 항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 개념

이다.  노내에서 원자로의 국부 인 출력을 측정하기 한 용도이다[22]. 

그림 13. SSFM(Solid-State Flux Monitor) 의 개념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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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el Mimic Power Monitor (or CTPS - Constant Temperature Power Sensor) 

  핵연료 모사 질량에 쌓이는 핵에 지를 직  측정한다.  CTPS 센서 어 이는 노심

내의 워 분포를 극히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성자 럭스를 

측정하여 원자로 출력을 측하는 고 인 방법에 비해 핵 출력을 직  측정하는 것

이 특징으로 노내 계측 용도로 활용된다[23].

그림 14. CTPS 의 개념도 

핵분열 물질인 농축 우랴늄(UO2) 펠릿을 기  열 항선으로 감싼다. 펠릿과 기

 열 항선은 센서 코어를 형성한다(Node 2). 센서 코어는 알루미나 기반의 세라믹 

연체로 감싼다(Node 1).  궤환 제어 루 를 이용하여 노드 2 의 온도가 시간에 

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  에 지를 공 한다.  이때의 온도는 

노드 2 에 층되는 핵 에 지에 계없이 주변 냉각재 온도보다 높게 설정된다.  센

서의 동작모드는 Mode 1 과 Mode 2 로 구분된다.  Mode 1 동작모드는 궤환 루

제어에 의한 상온유지 모드이고 Mode 2 동작모드는 동  온도 감쇠(dynamic 

temperature decay) 모드이다.  주변 냉각재 온도와 다른 냉각 특성들의 함수 계인 

열 항 변화에 따른 센서의 응답 특성변화를 보상하기 해  모드 변환 알고리즘이 

용된다. 모드 2에서는 궤환 루 제어에서 일시 으로 이탈한다. 이때 공 되는 류

는 정상상태보다 1% 낮은 값이다. 이때 DSD(Dynamic System Doctor) 모델을 이용

하여 Node 1 과 주변 유체의 열  항, 주변 유체의 온도를 추정한다.  이러한 추

정치는 Mode 1 동작에서 핵연료 모사 펠릿에 쌓이는 핵에 지이다.  Mode 1 과 2 

의 변환과정을 통해 핵에 지를 측정한다.  CTPS 센서는 실린더 구조와 원형 구조

의 2 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Ohio 학과 웨스 하우스 기는 DOE 의 NERI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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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터의 후원에 의해 실린더 구조  원형 박  구조의 CTPS 센서를 개발하여 감마선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24]. 

그림 15. Planar 구조의 CTPS 센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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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실린더 구조의 CTPS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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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센서 수치해석 모듈의 블록구성도 [24] 

그림 18. CTPS 센서를 이용한 핵에 지 측정 순서도[23] 

원형 구조의 CTPS 센서는 500℃ 범 이내에서 온도에 한 항 변 가  

선형특성을 나타내며 기울기는 0.0225Ω/℃ 이다. 감도는 1㎾ 의 원자로 출력

에 해 0.5㎽ 이다. 측정 주기는 3.5㎐ 이다.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는 

신호의 드리 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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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hnson Noise Thermomtry (JNT) 

   5 년 내에 원자력 발 소에 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측된다. 

유도성 (inductive) JNT 와 도성(conductive) JNT 2 가지 타입이 있으며 도성 

타입이 빨리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성으로는 thermocouple, resistance 

thermometer 들의 단 인 drift 특성에 해 면역성을 가지므로 교정(calibration) 주

기를 확장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센서 물질의 특성에도 둔감하고 열 기구학

(thermo-mechanical)   응답 천이(response shift) 가 없다. 상 으로 응답시간이 

길다. 이는 온도를 측정하기 해 비교  긴 분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JNT 가 

원 에 용될 경우에는 온라인, 자기 교정(self-calibration) 기능이 있는 RTD 일 가

능성이 크다.  상 으로 긴 응답 시간 (허용 한도이내의 정 도로 측정하기 해서

는 분시간이 길어짐), 자  잡음의 민감성(sensitivity) 이 상용화를 가로막는 장벽

이 되고 있다.  NIST 에서는 시스템의 복잡성(민감한 아날로그 역 통과 필터가 필

요) 을 극복하기 해 DSP 를 이용하고 있으며  ORNL 에서는 긴 응답시간을 개선하

기 해 dual-mode thermometer 를 개발하 음.  격납용기내에서 사용하기 해서는 

내방사선  내열 특성을 갖는 치 증폭기(pre-amplifier) 가 필요하다[25].  

그림 19. 도성 JNT 

그림 20. 유도성 J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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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Johnson Noise 측정을 이용한 RTD 의 자동 교정 

그림 22. 원자력 발 소 용의 존슨 노이즈 시스템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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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gnetic Flowmeter for Primary Coolant Flow Measurement

  도체가 자장을 통과할 때 도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압이 생성된다.  1차 계통 냉각

수가 훌륭한 이동 도체이므로 자장을 이용한 유속  유량 측정을 할 수 있다.  자장

유량계는 신호처리부, 자기장 코일, 극으로 구성된다.  자기장 유량계는 이상 인 조

건일 경우 ±0.25% 이하의 정확성과 선형 응답특성을 갖는다.  이물질 침 (fouling) 

과 펌  출력의 소모가 없고 냉각재 펌  속도로부터 유량을 추론하는 방식에 비해 유

량을 직  측정하는 장 을 갖는다.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성숙한 기술이다. 자기장 

유량계의 비 도성 이  라이 (pipe liner) 가 방사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경수로형 

원자로의 냉각재 계통에 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세라믹 

라이 와 첨단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결합한 구조가 보고되고 있다. 재 내방사선 

라이  생산과 이의 생존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 운 인 2 세  

원자력 발 소 용을 목표로 2.4×10
8
 rad 의  방사선 피폭에 견디는 자기장 유량

계를 개발 에 있다.  

그림 23. Magnetic Flowmeter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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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bry-Perot Fiber-Optic Temperature Sensor

  섬유 온도 센서들 에서 간섭계 형이 감도가 가장 높다. EMI, RFI 에 면역성이 

강하고, 부식성 환경에 내성이 강하며, 신뢰성이 높고, 정확도가 높다. Fabry-Perot 

섬유 온도센서의 원리는 빛을 두 가닥(기 용, 센싱용)의 섬유에 송한다. 

센싱용 섬유의 물리 인 크기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두 가닥을 통과

한 빛은 상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차는 간섭무늬(fringe) 형태로 나타

난다. 이러한 간섭무늬의 개수를 측정함으로써 센싱용 섬유의 물리 인 변

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온도를 측정한다[26]. 

그림 24. Fabry-Perot 간섭계 원리를 이용한 섬유 센서 구성도 

원자력 발 소 용성을 평가하기 해 2 개의 Fisco Fabry-Perot 섬유 온도

센서에 해 내방사선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27]. Fizeau 간섭계와 CCD 어

이센서를 이용하여 간섭무늬의 세기가 최 가 되는 치를 찾는다. 간섭무늬

의 세기는 주변 환경온도와 직 인 계가 있다.  첫 번째 센서는  IEEE Std 

323-1983에서 규정한 열수력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으며 2.5kSv/h 의 피폭 선량

율로 15kGy 의 피폭선량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 성능열화는 측되지 

않았다. 두 번째 센서는 감마선  성자의 복합 피폭 환경에서 테스트 되었

다. 성자 fluence 는 2.6×10
16 n/㎠ 이고 감마선의 TID 는 1.09×108 rad 다.  

기의 교정치에 비해 18.9℃ 의 편차를 보 으나 온도 변화에 한 응답특성

은 선형성을 유지하 다.  온라인 센싱 과정에서 감마선  성자 피폭으로 

인한 온도 편차를 보상할 수 있으면  섬유 온도 센서는 원자력 발 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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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ber-Optic Pressure Sensor

  섬유 압력 센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빛을 (diaphragm) 에 을 맞춘

다. 압력을 받으면 이 편향되고 이에 따라 빛의 반사각도가 의 편향에 따라 변화

한다.  다발 구조의 섬유에 백색 을 입사시켜 격막(diaphragm)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다발 구조의 일부 섬유 들은 백색 을 격막으로 가이드하고 나머지 섬유들

은 격막에서 반사된 빛을 수 하여 포토다이오드에게 달한다. 이때 반사되어 돌아오

는 빛의 세기는 격막의 편향에 비례한다. 격막의 편향은 격막에 인가되는 압력과 계

된다. 

그림 25. 섬유 압력센서의 구성도 

압력에 한 센서의 응답은 격막의 변 에 의한다.  격막의 변 (displacement)는 송

신 섬유를 통해 달되는 빛이 격막(압력센서 헤드)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수신 

의 세기에 변화를 야기한다.  격막은 압력센서의 요한 핵심 요소이다.  센서의 직

경은 1.7～8㎜ 이며 100～30,000 psi 의 압력 범 를 갖는다. 센서의 특성은 재료의 

물리 인 특성인 기계 강도(mechanical strength), 열팽창 계수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용융 온도, 도도 등에 의존한다.  섬유 압력센서의 격막재료

로 이용되는 재료들의 물리 인 특성들을 표로 나타내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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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Melting 

Point(℃)

CTE      

(열팽창계수)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열 도도 

(Wm
-1K)

열충격 

항

Aluminum 660 ～25×10-6 68.9 0.33

Copper 1083 16～25×10-6 110 0.343

Stainless 

Steel
1371-1454 9～20×10

-6 190～210 0.27~0.3

Kovar 1450 5.1～11×10-6 138 0.317

Alumina 2100 ～8×10-6 ～300 ～0.22

25 @20℃

～5.7

@800℃

Good

Sapphire 2040 ～8.4×10-6 345 0.29 0.04 Poor

Zirconia 2700 ～10×10-6 200~360 0.23~0.3 2.0 Fair

SiC ～2700 4.0 410 0.14 120 Excellent

Mullite ～1900 ～5×10
-6 130 ～0.25 ～5.0

Very 

Good

표 12. 섬유 압력센서 재료의 물리  특성 ( 속  세라믹)

재료
Softening 

Point(℃)

CTE      

(0～300℃)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열 도도 

(Wm
-1K)

열충격 

항

Fused Silica ～1600 ～5.5×10
-7 73 0.17 ～1.4 Excellent

Fused 

Quartz
～1600 5.5×10-7 73 0.17 ～1.4 Excellent

Borosilicate ～720 3.3～5.0×10-6 64 0.20 ～1.1 Good

Soda Lime ～690 9.3×10-6 70 0.22 ～0.937 Poor

표 13. 섬유 압력센서 재료의 물리  특성 ( 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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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센서 헤드 구성 

그림 27. 엔진 모니터링용 섬유 압력센서 헤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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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압력센서는 일반 산업의 극한 환경에 해당하는 자동차  항공기 엔진 센서로  

사용되고 있다. 원자력 발 소에도 용도를 넓히고 있다.  섬유 압력센서의 장 은 

우수한 안정성, 높은 정확성, 유지보수 필요성이 낮은 특성의 장 을 갖고 있다.  한 

고온, 고 부식, 고 자  간섭환경  고 방사선 피폭환경과 같은 극한 환경 용에 

유리하다.  Luna Innovations 이 개발한 Bragg grating 형태의 섬유 압력센서는 

1,440 시간 동안 2×1019n/㎠ 의 고속 성자  87 GRad 의 감마선 피폭환경에  동

시 노출되었어도 생존하 다[4].   이 센서는 800℃ 의 고온 환경에서 500psi 의 압력 

측정 범 를 가지며 샘 링 주 수는 1㎒ 이다.  섬유 FFPI(Fiberoptic Fabry-Perot 

Interferometer) 센서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 소의 원심펌 (centrifugal pump) 의 

캐비테이션(cavitation)  유동의 불안정성을 검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29]. 

그림 28 섬유 압력센서를 이용한 Centrifugal Pump 의 

캐비테이션 검출 실험 구성도[29] 

석 (quartz) 계열의 섬유 센서는 8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압력 측정의 신뢰성이 

아주 낮다. 1000℃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는 단일 결정의 사 이어(Single crystal 

sapphires) 재질이 사용된다. 섬유 압력센서의 동작환경 온도를 높이기 하여 단일  

결정의 큐빅 지르코늄의 압력센서가 개발되었으며 압력 측정 범 는 0～1700 psi 이

고 동작온도는 23～1026℃ 이다[30][31].  온도범  0～1600℃에서 섬유 센서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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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로차이 (OPD- Optical Pass Difference) 는 52～68㎛ 로 우수한 선형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 Single Crystal Sapphire 재질의 섬유 센서 구성  특성[30] 

섬유 압력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석유시추 작업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응용

분야도 있으며 섬유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투기(F-109 의 터빈 압력을 계측하는 

실험도 수행되고 있다[28].  그림에서 5 개의 센서가 설치되었으며 가운데는 Kulite 

센서가 설치되었고 Kulite 센서를 심으로 좌우에 각각 4 개의 섬유 압력센서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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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섬유 압력센서를 이용한 F-109 터빈엔진의 압력 측정 

치되었다.  그림에서 Mini 는 miniature 섬유 압력 센서이고 Dia-Ferr 는 

Diaphragm-ferrule 구조의 섬유 압력센서이다. 

그림 31. Miniature fiber optic 압력센서 [32] 

센서 헤드에 공기층(air gap) 변화를 이용하여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계측하는 간섭계 

기반의 섬유 센서도 개발되고 있다[33].  고속 응용을 해서 자기 교정기능을 갖는 

간섭계 기능과 원의 드리 트와 섬유 손실을 보상해주는 기능을 동시에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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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IB(Self Calibrating Interferometer/Intensity-Based) 구조의 섬유 센서가 개발

되고 있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SCIIB 구조의 섬유 센서는 온도는  0～600℃ 측정

범 를 가지며 압력은  0～8000psi 범 에 해 0.1% 이하의 정확도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그림 32. SCIIB 섬유 센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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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ydrogen Sensor

  원자력 시설에 응용되는 수소 센서는 고속 응답특성을 가지며 환경변화에 강건한 

팔라듐 합 (palladium alloy) 센서이다.  수소 센서는 원자로에 수소 농도가 축 되

는 것을 감시하는 용도에 활용되고 있고 장래에는 원자력 수소 생산 공정에 응용될 수 

있는 핵심 센서이다[35]. 

그림 33. Pd Alloy 를 이용한 수소 검출 센서[35]

수소 검출 센서의 특징

○ Size  < 1 ㎟

○ Power < 1 ㎼

○ sensitivity < 10 ppm

○ response time < 1 s

○ 동작온도 : 2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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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원  I&C 계통의 필드 버스 기술 분석

  원  I&C 계통에 필드 버스를 용하기 해서는  산업용 필드 버스에 한 기술 

검토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드 버스의 설치 치에 따라 고  방사선 

피폭환경에서는 필드 버스에 사용되는 기기  부품에 하여 내방사화 설계 등의 내

환경 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에서는 산업용 필드 버스 콘소시움 에서 규모가 

큰 PROFIBUS(PROcess FIeld BUS) 에 해 기술조사를 수행하 다[36].

1. 자동화(Automation) 분야에서의 통신

   각종 기기와 서 시스템간의 통신 능력과 통합된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는 것

은 자동화의 장래를 생각할 때 단히 요한 요소이다.  통신은 field level 에서는 

수평방향으로 행해지고 동시에 몇 단계의 계층에 해서 수직방향으로 이루어진다. 

PROFIBUS 는 하  벨에 AS 인터페이스, 상  벨 (PROFInet 보다 상 ) 에서는 

Ethernet 에 응한다. 이와 같은 계층 구성은 생산시스템에서의 투명한(transparent) 

망 실 을 한 이상 인 조건을 제시한다.

가. 산업용 통신

   1) 센서 벨 

     센서, 조작기(actuator) 벨의 ON/OFF 신호는 Sensor-Actuator Bus 로 통신

한다. 간단하고 렴한 가격 의 통신이 요구된다.  AS(Actuator-Sensor) Interface 

는 센서  조작기 벨에 합한 버스이다. 

   2) 필드 벨

     장 기기(원격 I/O, 송기, 드라이  유니트, 분석 계기, 밸 , 장 감시기기 

등) 과 제어기(control) 와의 통신은 강력한 실시간 성능을 갖는 통신 시스템이  요구

된다.  장 데이터는 주기 으로 통신을 하고 기기설정정보, 진단정보 등의 부가 인 

데이터는 비주기로 통신하는 것이 요구된다.  PROFIBUS 는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산업 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 와 공정 자동화(PA, Process 

Automation) 에 각각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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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셀(Cell) 벨

      PLC 와 산업용 PC 와의 상호통신과 동시에 Office 환경의 IT 시스템과 통신

한다. 이러한 통신은 Ethernet, TCP/IP, Intranet, Internet 으로 수행 된다. 

   4) 필드 버스

     매체로는 동선, 섬유, 무선을 이용한다. 장에 설치된 기기(센서, 조작기기, 드

라이 , 송기 등) 의 데이터를 직렬통신으로 제어기(controller) 는 리 시스템에 

달하는 산업용 통신 시스템이다.  필드버스 기술은 아날로그 신호 송 시스템을 디

지털 통신 시스템으로 치환하기 해 1980년 부터 개발되기 시작하 으며 국제규격 

IEC61158, IEC61784 로 인정되고 있다.  Ethernet 기반의 통신기술은 서로 다른 FA 

환경과 사무실 환경을 연결하는 통신으로 폭넓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PROFInet 

은 이와 같은 Ethernet 기반 통신의 한 이다.

나. 국제 표  규격

 IEC 61158 Document  내용 OSI Layer

 IEC 61158-1  Introduction

 IEC 61158-2  물리층 사양  서비스 정의 1

 IEC 61158-3  데이터 링크    서비스 정의 2

 IEC 61158-4  데이터 링크    로토콜 사양 2

 IEC 61158-5  어 리 이션   서비스 정의 7

 IEC 61158-6  어 리 이션   로토콜 정의 7

표 14. IEC 61158

2. PROFIBUS

   PROFIBUS 는 FA, PA 응용을 한 개방형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다.  엄격한 실

시간성과 복잡한 통신 방의 요구에 응한다. 국제규격 IEC 61158  IEC 61784 

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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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

    PROFIBUS-FMS (Fieldbus Message Specification) 이 최 로 개발되었으며, 

PROFIBUS-DP(Decentralized Periphery) 의 사양이 1993년에 완성되었다. 

PROFIBUS -DP 는 확장되어 DP-V0, DP-V1  DP-V3 의 3개의 버 이 지원되고 

있다.

나. 시장 유율

    20% 이상의 시장 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 조직 

    PROFIBUS 국제 회 (PI) 가 1995년에 발족되었다. 

라. Tool Box 

   1) 기술  측면

     ○ PROFIBUS DP 는 FA 용의 필드버스이다. RS-485 송기술, DP통신 버

의 하나, FA 용 어 리 이션 로 일 (ID 시스템, 로 /NC 등) 을 사용한다.

     ○ PROFIBUS PA 는 PA(공정 자동화) 용의 필드버스이다. MBP-IS 송기술, 

DP-V1 통신 버 , 어 리 이션 로 일 (PA 기기) 를 사용한다. 

그림 34 . PROFIBUS 기술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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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기술

      ○ RS485 : twisted pair 선을 사용하며 최  12Mbps 송 속도를 갖는다.

      ○ RS485-IS : 폭발 험 역에서의 EEx-I 방폭 용도의 4선 송 사양이다.  

안  벨을 확보하기 해 최  압, 류 벨이 결정되고 시스템내의 각 기기와의 

결합 개수가 정의된다. 이를 과할 수 없다. ( , FISCO, FIeldbus Safe COncept) 

모든 스테이션이 능동 원을 가져야 한다.

      ○ MBP (Manchester Coded, Bus Powered) : FISCO 모델을 사용한다.  본

질  안 기기(Intrinsic Safety Device) 의 설계와 설치가 간단함.

      ○ 섬유 : EMI 가 강한장소 는 장거리 연결에 사용한다.

   3) 통신 로토콜

      ○ FMS 는 PLC 는 PC 간 통신을 한 것으로 셀(Cell) 벨의 통신 로토

콜로 설계 되어 있다. 

      ○ DP 는 버스 마스터와 슬 이  사이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DP-V0( 기 버 ), DP-V1 (비주기  데이터 송), DP-V2(슬 이 -슬 이

 데이터 송, 등시(isochronous) 버스 사이클

      ○ Bus Access Protocol (OSI 계층 2) 은 토큰 패싱 방법을 정의한다.  데이터 

시큐리티, 데이터 임을 취 한다.

      ○ 응용 (Application, OSI 계층 7) 은 응용 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

한다.

   4) 로 일 (Profile)

     공 자(vendor) 와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다. 각 기기의 라미터와 동작을 정의

한다.

마. PROFIBUS 성공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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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공통 기술 개발  OPEN 

   ○ 비용 감

   ○ 업종 고유의 응용에 한 최 의 해법 제시

3. PROFIBUS 송과 통신

가. 송기술 

    IEC 61158, IEC 61784 국제 규격에 따른다. 

 송 속도 [Kbits/s]  송거리 / Segment [m]

 9.6, 19.2, 45.45, 93.75  1200

 187.5  1000

 500  400

 1500  200

 3000, 6000, 12000  100

 이블 타입 A 의 특성

 항 (Impedance)            135～165Ω

 용량(capacitance)            30 ㎊/m

 Loop 항                   110Ω / ㎞

 선 직경 (wire diameter)      > 0.64 ㎜

 단면  (core cross-section)  > 0.34 ㎟

표 15 . 이블 타입 A 의 송속도  거리

   1) RS485

     각 세그먼트 양단에는 능동형 버스 종단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버스 종단 기

기(terminator) 에는 압이 인가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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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RS485 송기술의 배선과 버스 종단 

      ○ 이블은 타입 A 를 권장한다.

      ○ 코넥터는 빠른 속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보호 등 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 9pin D-Sub (보호 등  IP 20)

        • M12 원형 코넥터 (IEC 947-5-2, 보호 등  IP 65 는 67 에 응)

        • Han-Brid 코넥터 (DESINA 추천, 보호 등  IP 65 는 67 에 응)

           http://www.HARTING.com

        • Siemens 하이 리드 코넥터 (보호 등  IP 65 는 67 에 응)

그림 36. M12 원형, Han-Brid, 하이 리드(Fischer) 코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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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S485-IS

   3) MBP 송 

     M( Manchester Coding ) 과 BP ( Bus Powered ) 용어의 약칭이다. 폭발 

험성이 높은 역의 기기 속에 사용된다.

    • Segment Coupler : RS485 신호를  MBP 신호 벨로 변환한다.

    • 극성이 바 어 속되어도 버스의 기능에 향을 주지 않는다. 자동 극성 검출

기능이 비되어 있다.

   4) 섬유

 종류  직경(코어/클래드)[㎛]  거리[㎞]

 멀티모드, 석  62.5/125  2～3

 싱 모드, 석  9/125  ≥ 15

 라스틱  980/1000  ≤ 80m 

 HCS  200/230  ～ 500m

표 17 . 섬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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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P RS485 RS485-IS 섬유

 데이터 송

 디지털, 

 비트 동기, 

 Manchester  

 Encoding

 디지털, 

 RS485 응 

 차동신호,

 NRZ

 디지털, 

 RS485 응 

 차동신호,

 NRZ

 , 디지털, 

 NRZ

 송속도

 [Kbits/s]
 31.25  9.6～12,000  9.6～1,500  9.6～12,000

 데이터 

 시큐리티

 Preamble,

 에러 보호, 

 start/end 

 delimiter

 HD=4,

 패리티,

 start/end 

 delimiter

 HD=4, 

 패리티,

 start/end 

 delimiter

 HD=4,

 패리티,

 start/end 

 delimiter

 이블

 shielded, 

 twisted pair 

 구리선

 shielded, 

 twisted pair 

 구리선

 (타입 A)

 shielded, 

 twisted 

 4-wire구리선

 (타입 A)

 멀티/싱

 모드 

 Glass fiber, 

 PCF, 라스틱

 원 공  신호선 공  추가 라인  추가 라인
 하이 리드 

 라인

 보호 타입
 본질  안

 (EEx ia/ib)
 ―

 본질  안

 (EEx ib)
―

 토폴로지

 라인, 

 트리(종단) 

 는 복합

 라인 (종단)  라인 (종단)
 Star,Ring

 (통상) 라인

 스테이션 
 32/segment

 126/network

 32/segment

 (리피터 없음)

 126/segment 

 (리피터 있음)

 32/segment

 (리피터 없음)

 126/segment 

 (리피터 있음)

 126/network

 리피터  4
 9 

(증폭기 부착)

 9

 (증폭기 부착) 
 제한 없음

표 18 . PROFIBUS 송기술 (물리층)

   5) FISCO (Fieldbus Intrinsically Safe Concept) 모델

      폭발 험성이 있는 장소의 필드버스(PROFIBUS) 운용의 기본 모델이다. 

    ○ Station 이 송신 일 때에는 원공 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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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그먼트는 하나의 원공  장치를 갖는다.

    ○ 각 필드기기는 정상상태에서 어도 10㎃ 의 베이스 류를 소비한다.

    ○ 장 기기는 수동기기( 원 공  없음) 로 동작한다.

    ○ 버스 라인의 양단에는 수동 인 라인 단말이 설치된다.

    ○ 라인, 트리, 스타 형태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한다.

    ○ 최  이블 길이는 1000m (방폭보호 클래스 i, 카테고리 a), 

       1900m (방폭 보호 클래스 i, 카테고리 b) 이다.

    ○ 이블은 아래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R' = 15～150Ω/㎞, L' = 0.4～1 mH/㎞, C' = 80～200 ㎋/㎞)    

나. DP 통신 로토콜 

     필드 벨에서의 고속 데이터 교환을 목 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37 . PROFIBUS DP 의 버 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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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기능 DP-V0

    ○ 주기 으로 슬 이 로 부터 입력정보를 읽는다.

    ○ 주기 으로 출력정보를 슬 이 에 장한다.

      가) 통신 스피드

         DP에서 user data 는 계층 2의 SRD(Send and Receive Data)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림 38. 단일 DP 마스터 시스템에서의 버스 주기 

       ( 조건: 각 슬 이 마다 2바이트 입출력 데이터 )  

      나) 진단 기능

         ○ 기기 고유의 진단 : 과열, 압, 인터페이스 불명 등

         ○ 모듈 련 진단 : 특정 I/O 도메인 ( , 8비트 출력 모듈 등)

         ○ 채  련 진단 : 고장원인이 특정 입출력 비트에 있음을 진단 

            ( , 출력단락)

      다) 단일 마스터 시스템

         버스 시스템 가동 에 단지 1개의 마스트만 활성화(active) 됨. 버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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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주기가 가장 고속이다. 

그림 39. PROFIBUS 단일 마스터 시스템 구성 

   2) DP-V1

   ○ 비주기 데이터 통신: 운  에도 버스를 통해 장 기기의 라미터 설정   

교정이 가능

   ○ 확장 진단 기능

그림 40. DP-V1 의 주기  비주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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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P-V2

     ○ 슬 이  간 통신(DXB)

     ○ Isochronous mode

     ○ Upload/Download 

그림 8. DP-V2 의 슬 이 간 통신

   4) Slot Index 를 수반하는 어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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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내용

 Bus Access

 • Master-Master : 토큰 패싱, Master-Slave 간에는 데이터 

    교환

 • 모노 master - 멀티 slave (option)

 • 하나의 Master-Slave 버스에 최  126개의 스테이션 운

 통신

 • Peer-to-Peer (User data) 통신 는 Multicast 통신

    (제어명령어)

 • 마스터-슬 이 간 주기  데이터 통신

 동작 Status

 (상태)

 • 동작(Operate) : 입출력 데이터의 주기  송

 • 클리어(Clear) : 입력은 읽고, 출력은 안 한 상태로 유지

 • 정지(Stop) : 진단  라미터 설정, User data 는 송신 

    불가

 동기

 • 제어 명령어로 입출력간의 동기를 잡는 것이 가능.

 • 동기(Sync) 모드 : 출력이 동기 됨.

 • 고정(Freeze) 모드 : 입력이 동기 됨.

 기능

 • DP master-slave 간의 user data 주기  송

 • 각각의 슬 이 를 동 으로 구동, 정지/ 슬 이 의 구성 

   (configuration) 체크

 • 강력한 진단기능 : 3 단계 계층의 진단 메시지

 • 입력 는 출력 ( 는 양방향) 동기

 • 버스를 매개로 한 슬 이  어드 스 할당 가능 (option)

 • 각각의 슬 이 마다 최  244 바이트의 데이터 입출력 

    가능

 보호 

 • Hamming 거리 (HD=4) 로 메시지 송신

 • DP 슬 이 의 Watchdog 기능에 의해 마스트 장애 검출

 • 슬 이  출력에 한 access 보호

 • 마스터 내의 가변 감시 타이머에 의한 유  데이터 통신 

    감시 

 디바이스 타입

 • DP Master Class 1 (DPM1) : PLC, PC 등의 앙 로그

    래머블 콘트롤러

 • DP Master Class 2 (DPM2) : Engineering 는 진단 Tool

 • DP Slave : 디지털 는 아날로그 입출력 기기, 드라이버, 

    밸  등

표 19 . DP-V0 의 기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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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용 Application Profile

가. PROFIsafe

  ○ 안 련 어 리 이션에 응하는 총 인 개방형 해결책(open solution)을 

제공한다. 

   ○ Failsafe 기기(긴 정지 버턴, 격자, overfill cutouts, 등) 가 PROFIBUS 를 

통하여  Failsafe 제어기와 안 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 IEC61508 을 기반으로 한다.

   ○ 지연, 데이터 소실, 데이터 반복, 부정확한 순서 는 어드 스,  충돌 등 직렬

통신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에러를 고려한다.

   ○ 주요 기능으로는 

    안  문(telegram) 의 연속 인 numbering, 입력 메시지 임과 그의 인정에 

한 타임아웃, 송/수신자간의 ID 번호(패스워드), 데이터 시큐리티 기능 추가(CRC, 

Cyclic Redundancy Check)  

   ○ 안  클래스로 최  SIL3 이상의 클래스에 응한다.

   ○ Single 채 의 안  sloution 이다. 

   ○ 비주기 통신을 사용한다. RS485, 섬유, MBP 송기술을 사용한다.

그림 42 . PROFIsafe 를 사용한 안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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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FIBUS DP 와 HART

다. Time Stamp

  ○ 네트워크 상의 진단  고장 치를 기록할 때 이벤트나 액션에 정확한 시간

(time stamp) 을 부가한다.

라. Slave 의 redundancy 

그림 43. PROFIBUS 의 slave redundancy 

5. 특정 Application Profile

가. PROFIdrive

   ○ 표  드라이  (class 1)    주 설정치 ( , 비율, 스피드) 로 제어

   ○ 내부연산포함 표 드라이  (class 2)

   ○ 치결정제어 포함 표 드라이  (class 3)

   ○ 앙 모션제어  (class 4, class 5)

   ○ 클럭과 시 트에 의한 분산제어  (clas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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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A 기기

   ○ 물리 블록 (PB)

   ○ 트랜스듀서 블록 (TB)

   ○ 함수 블록 (FB)

다. Fluid Power

   ○ 비례 밸 , 유압펌 , 드라이  등의 데이터 교환 포맷과 라미터를 규정한다.

라. SEMI 디바이스

   ○ 일반정의, 질량유량 제어, 진공압력 게이지, 진공펌 의 4개 트로 구분된다.

마. ID 시스템

바. PA 용 remote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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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Profile 내용
 PNO

 guideline

 PROFIdrive
 PROFIBUS 상의 가변 기드라이 의 특성과 데이

터 엑세스 수순을 규정

 V2 3.072

 V3 3.172

 PA devices
 PROFIBUS 를 사용하는 PA 의 로세스 기기 특

성을 규정

 V3.0

 3.042

 Robots/NC
 운반과 조립용 로 의 PROFIBUS 에서의 제어방

법을 규정 

 V1.0

 3.052

 Panel devices
 간단한 HMI 기기에서 고도의 자동화 부품

(component) 에 이르기까지의 인터페이스를 규정

 V1.0D

 3.082

 Encoders
 Rotary, Angle, Linear endcoder (single-turn 는

 multi-turn)  등의 인터페이스를 규정

 V1.1

 3.062

 Fluid power  VDMA 력에 의해 유압,공압기기의 제어를 규정
 V1.5

 3.112

 SEMI
 반도체 제조기기의 PROFIBUS 특성을 기술

 (SEMI standard)
 3.152

 Low-voltage 

 switchgear

 압기기(차단기, 모터 status 등) 의 PROFIBUS 

DP 에서의 데이터 교환방법 기술
 3.122

 Dosing 

  /weighing

 PROFIBUS DP 에 의한 량계, 투약계측 시스템

의 실장을   기술
 3.162

 Ident systems  자동인식기기(바코드, 응답기 등) 의 통신을 기술  3.142

 Liquid pumps
 VDA 력에 의해 PROFIBUS DP 에서의 액체 T 

펌 의 동작을 정의
 3.172

 Remote I/O 

 for PA devices

 Remote I/O 는 PROFIBUS PA 기기와 다른 디바

이스 모델과 데이터 타입을 사용
 3.132

표 20 . PROFIBUS 의 Application Profile 사양

6. 시스템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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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vice 리

가. GSD

   ○ ASCII 텍스트화일로 디바이스 고유의 통신사양을 포함한다. 

   1) GSD 구조 

      ○ 일반사양

        제조자(vendor), 디바이스 명, 하드웨어/소 트웨어 릴리즈 버 , 응 스피

드, 감시 가능한 인터벌 시간, 코넥터의 버스 사양 등을 포함한다.

      ○ Master 

        마스터 련 라미터 ( 속 가능한 최  슬 이  수, Upload/Download 

option) 를 정의한다.

      ○ Slave 

나. EDD

  ○ 장기기의 기능을 EDDL 화일로 기술할 수 있다. 

다. FDT/DTM Concept

  ○ Device vendor 가 장기기의 확장기능, 특수기능을 표 포맷으로 제공하여 어

떠한 필드 버스에도 응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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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PROFIBUS 통합기술 

8. 품질 보증

9. 개발  실장

가. 표  component

  ○ Interface module

  ○ Protocol Chip

     Single Chip - 모든 로토콜 포함, 콘트롤러 불필요

     통신 Chip - 통신 로토콜의 일부를 카바하므로 controller 추가 으로 필요

     로토콜 Chip - micro controller 포함

나. Interface 개발

  ○ MBP 송기술

  ○ RS485 송기술

10. PROF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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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스마트 센서 통신망 개념  표 화 동향

    스마트 센서는  센서, 신호처리, 통신, 네트워킹 기능  연산 추론 기능이 집 되

고 상호 연동되는 구조이다.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의 표  동향은 IEEE를 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NIST 가 스마트 센서의 표 화 IEEE 1451x 를 주도하고 있

다[5-0-0].  IEEE 1451x 는 센서 는 액추에이터의 수용, 계측용 신호처리 그리고 계

측기 내외부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표 을 제시한다[37][38][39][40].

1. IEEE 1451.x 

   IEEE 1451 표  명칭은 “A Smart Transducer Interface for Sensors and 

Actuators" 이다.   1993년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출  는 작업 에 

있다.  재 IEEE 1451.0 ~ IEEE 1451.6 까지 7 종류의 세부 표 이 진행 이거나 

출 되었다. 이 표 에는 센서 는 액추에이터 내부의 Transducer 간 통신과, 

Transducer 와 NCAP(Network Capable Application Processor) 간의 통신을 

한 인터페이스 등이 있다.  Ad-hoc 네트워크의 Point to Point 방식은 다수의 기기들

이 연결되는 경우 각 로토콜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성 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장. 오동작 는 오류 등의 처리 한 고려하여야 한다.  표 1에 표 과 각 표 이 

제공하는 기술을 정리되어 있다.

그림 45. IEEE 1451 스마트 트랜스듀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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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내용

 IEEE 1451.X  A Smart Transducer Interface for Sensors and Actuators

 IEEE 1451.0

 호환성을 한 TEDS 구조

 1451.1과 각 1451.X의 Layered protocol stack. 

 트랜스듀서에 한 기본 명령어 집합 정의

 IEEE 1451.1
 Network Capable Application Processor (NCAP) Information 

 Model

 IEEE 1451.2
 Transducer to Microprocessor Communication Protocols and 

 Transducer Electronic Data Sheet(TEDS) Formats

 IEEE 1451.3
 Transducer Electronic DataSheet(TEDS) format for 

 distributed multi system

 IEEE 1451.4  Mixed-mode communication protocol and TEDS format

 IEEE 1451.5
 Wireless Communication and Transducer Electronic Data 

 Sheet (TEDS) Formats

 IEEE 1451.6
 A High-speed CANopen-based Transducer Network 

 Interface

표 21. IEEE 1451.x 의 세부 정의 내용

트랜스듀서들은 시스템에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고유의 데이트 시트를 가지고 있다. 

이를 Transducer Electronic Data Sheets (TEDS)라 부른다.  IEEE 1451 표 에서 

TEDS 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센서들을 스마트 센서(Smart sensor)라 부르고 일반 

센서와 구분하여 취 한다.

가. IEEE 1451.0

    IEEE 1451.0 은 1451.1, 1451.2 이후에 표 들 간의 통일성 유지를 목표로 설계

되었다. 공통으로 지원하는 TEDS 의 구조, 1451.1 와 각1451.X 사이의 계층  통신 

로토콜 (Layered protocol stack),  그리고 트랜스듀서에 한 기본 명령어 집합의 

정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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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IEEE 1451 표  구성도 

나. IEEE 1451.1

    IEEE 1451.1 은 Network Capable Application Processor (NCAP)의  정보 모

델 (Information Model)을 정의하고 있다. NCAP은 각각의 트랜스듀서와 네트워크 

사이에 개 역할을 하며  응용 로그램 모듈 는 계측신호 처리 모듈을 구성하여 

데이터의 처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IEEE 1451.1 은 하드웨어에 무 한 정보모델 

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소 트웨어 개발의 용이성, 재사용 가능성, 객체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통 구조의 제어네트워크 정보를 객체모델처럼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모델들은 트랜스듀서 블록, 기능 블록(Function Block), 네트워크 블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999 년에 제정되었다.

나. IEEE 1451.2

   IEEE 1451.2 는 트랜스듀서  Network Capable Application Processor 

(NCAP) 간의  하드웨어 벨의 통신 채 에 해 정의하 다.  하나의  NCAP 에 

하나의 Smart Transducer Interface Module (STIM)이 연결되는 구조이며  STIM과 

NCAP 사이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Transducer Independent Interface (TII) 라 

부르는 10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II 는 제어신호,  데이터 신호  원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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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Serial Peripheral Interface (SPI)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STIM 에는 트랜스듀서가 최  255개 까지 연결될 수 있고, STIM 에 연결된 트랜스

듀서 각각에 해 TEDS를 읽어 STIM의 비휘발성 메모리 역에 기록해둔다.  IEEE 

1451.2 는 재 RS-232, USB 등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해 개정작업 에 있다. 

이 표 은 1997 년 제정되었다.

그림 47. IEEE 1452.2 스마트 센서 모델 

그림 48. STIM 코넥터 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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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IEEE 1451.2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다. IEEE 1451.3

    IEEE 1451.3 은 트랜스듀서, NCAP 들 사이에서 높은 통신 역폭이 요구되는 

경우를 하여 설계되었다.  NCAP 은 Transducer Bus Interface Module (TBIM)

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의 NCAP이 다수의 TBIM 을 가지고 있는 Multi Drop 

Bus(MDB)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  버스는 다층 구조로 표 할 수 

있는데 OSI 7 계층 모델에서 각 계층에 응하는 계층별 통신 로토콜의 스택을 정

의하고 있다.  물리 계층은 2 개의 라인을 사용하며 데이터, 동기신호 등은 주 수 분

할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 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은 동작 인 상태에서  

각각의 트랜스듀서, TBIM의 연결과 제거가 가능한 Hot Swapping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2003 년에 제정되었다.

라. IEEE 1451.4

   IEEE 1451.4 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가 공동의 하드웨어에서 라인을 공유하는 

Mixed Mode Communication Interface (MMCI)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각 신호

의 극성에 따라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통신으로 구분되는 Class 1 인터페이스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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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디지털 통신 라인을 사용하는 Class 2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다.  하나의 

NCAP 은 다수의 트랜스듀서 들을 버스 형태로 연결할 수 있고,  러그 앤 이 

(Plug-and-Play)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2004 년에 제정되었다.

그림 50. NI (national Instruments) 사의 IEEE 1451.4 표  응용  

그림 51. IEEE 1451.4 표 을 이용한 LabVIEW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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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EEE 1451.5

    IEEE 1451.5 은 트랜스듀서와 NCAP 사이의 무선 인터페이스 연결을 해 설계

되고 있다. 재 표 화 작업이 진행 에 있다.

그림 52. IEEE 1451.5의 무선 센서 표  

바. IEEE 1451.6

    IEEE 1451.6 은 물리 계층에 CAN open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버스의 구조에 

한 인터페이스이다. 재 표 화 작업이 진행 에 있다.

그림 53. IEEE 1451 을 이용한 분산형 스마트 센서/액 에이터 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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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원  센서 통신망 기술 분석결과  향후 망

  원자력 발 소 환경에 용하기 한 원  I&C 신기술 들이 2003 년에 

ORNL/TM-2003 (NUREG/CR-6812) 보고서로 출 되었다[1].  2006 년에 발간된 

NUREG/CR-6888 보고서에서는 2003 년에 소개된 원  I&C 신기술의 기술 동향을 

추 하여 원  보호계통에 용될 센서의  기술 인 측면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상

용화시기를 측하 다.  원  보호 계통 용을 한 첨단의 원  I&C 센서 신기술

은 센서의 계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센서 신기술은 원자력 발 소의 안 성

을 향상시키고 운  여유도(margin) 를 개선할 수 있다.  재의 원자력 발 소 안  

등  계통의 센서들은 간 계측 방식에 의해 원자로 보호계통의 압력, 온도, 성자 

속  수 를 측정하고 있다. 원  I&C 신기술의 원  보호계통 센서들은 원자로 가

까이에 치하여 직  계측에 의한 방법으로 센서의 계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는 기술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 보호계통의 센서에 비해 신기술 센서의 설치 

환경이 보다 가혹해지는 극한 환경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원  

I&C 신기술 센서들의 건 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이들 센서들이 설치되는 치에 

한 극한환경요건이 정의되어야 한다. 한 극한환경에서 센서들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한 규정(guideline or 로토콜) 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54.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 센서 신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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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 센서 신기술  동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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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 센서 신기술  동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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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래형 원  용을 한 통신 기술

   제 1  무선 통신

   무선 통신의 가장 큰 장 은 이블 비용을 감할 수 있다. 기존의 원자

력시설에 방 한 량의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이블 설치비용으로 인해 비

경제 이다.  그러나 무선 통신 기술을 용하면 부가 인 여러 타입의 센서

를 많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나 역의 심층 인 이해가 가능하다.  

같은 종류의 센서를 다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성이 향상되고, 특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센서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다양성이 개선되므로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무선 통신 망의 표  

 그림 56 에는 상용 무선망의 표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IEEE 표  802 의 

송방식은 OFDM(Orthogonal FDM), FHSS (Frequency-Hopping Spread 

Spectrum),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등의 역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송거리는  응용범 에 따라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의 수십m 에서 WMAN(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 의 ㎞ 로 구분된다. 이를 표 21 에 나타내고 있다.  

IEEE 

표
OFDM FHSS DSSS

주 수 

(㎓)
크기 거리

최  

송율 

(Mbps)

802.15 ○ 2.45 PAN 수십 m 0.7

802.16b ○ 5 MAN ㎞ 54

802.11 ○ ○ 2.45 LAN 수백 m 1, 2

802.11a ○ 5 LAN 수백 m 54

802.11b ○ ○ 2.45 LAN 수백 m 11

802.11g ○ ○ 2.45 LAN 수백 m 54

표 21. 무선망 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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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무선망의 계층과 응용 

가. Wireless LANs-WiFi

   노트북(랩탑) PC 와 PDA 기기의 속한 보 이 무선 속단자(AP) 를 

이용한 인터넷 속기능을 진시켰다. 무선 LAN 의 속한 확장요구에 부

응하여 IEEE 802 의 하  표 인 IEEE 802.11 가 태동되었다.  표 22 에 망 

표 인 ISO 계층과 무선 망 표 인 IEEE 802 의 계를 나타낸다. 

OSI Layer IEEE 802

Application

Presentation

Session

Transport

Network

Data Link
LLC (Logical Link Control)

MAC (Medium Access Control)

Physical PHY (Physical )

표 22 . 무선망 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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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1 표 은 MAC 계층에서 충돌회피 기능이 포함되며 변조  부호

화 기능은 PHY 계층에서 수행된다. IEEE 802.11 은 표 21에 나타낸바와 같

이 IEEE 802.11a, IEEE 802.11b, IEEE 802.11g 로 세분화 된다[41][42][43]. 

(1) IEEE 802.11a 

   표  데이터 송 율은 6, 12, 24Mbps 이며 6, 9, 12, 18, 24, 36, 48,   

54 Mbps 의 8 개 데이터 송 율을 지원한다. 변조방식은 OFDM이며 운용 

주 수는 5 ㎓ 의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역을 사용한다. UNII 역내에 100㎒ 간격의 3 개 채 이 할당된다. 하 채

의 주 수는 5.150～5.250 ㎓ 이며 송 출력은 최  40 ㎽ 로 실내 용도

이다. 간 채 은 5.250 ～ 5.350 ㎓ 이며 출력은 200㎽ 로 형 건물간의 

통신에 주로 사용된다.  상  채 은 5.725 ～ 5.825 ㎓ 이며 최  송출력

은 800㎽ 로 실외통신에 용된다. 

(2) IEEE 802.11b 

   가장 많이 보 되어 있는 표 으로 사무실, 학구내  가정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 데이터 송 율은 1, 2, 5.5  11 Mbps 이고 변조방식은 DSSS 

를 채택한다. 운용 주 수는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의 

2.4 ～ 2.4835 ㎓ 를 사용하며 300㎒ 를 유한다.

(3) IEEE 802.11g 

   IEEE 802.11a 와  IEEE 802.11b 표 을 혼합한 것이다.

(4) IEEE 802.11i 

   IEEE 802.11a, IEEE 802.11b  IEEE 802.11g 표 에 보안성을 강화한 표

으로 TKIP (Temporary Key Integrity Protocol) 와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 알고리즘이 포함된다. 

나. Wireless PAN

   휴  화기, 개인용 정보 단말(PDA),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형의 값싼 

정보기기의 성장에 의해 PAN 표 이 제정되었다. IEEE 802.15.4 (Zigbee) 와 

IEEE 802.15.1 (Bluetooth) 로 구분된다[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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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igbee (IEEE 802.15.4)

   2.4 ㎓ 역의 2.405 - 2.480 ㎓ 주 수 역을 5 ㎒ 간격의 16개 채 로 

구성되며 데이터 송율은 250kbps 이다. 

(2) Bluetooth (IEEE 802.15.1)

   2.4 ㎓ 역을 사용하며 1 ㎒ 간격의 79개 채 이 할당되며 데이터 송

율은 1Mbps 이다. 일반 으로 2.4㎓ ISM band 는 비인가 무선설비의 사용

이 허용된다. 인가기기는 출력 (power level), 변조 형태(modulation type), 

역폭 제한(bandwidth limits) 등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2. 무선 통신 망의 특성 

   원  시설에 무선통신 기술을 용하기 해서는 간섭 (interference), 출력, 역 

변조 방식, cyber security 측면에 한  엄격한 기술 기   요건을 정비하여야 한다

[46][47][48].

가. 무선 통신 망의 장

   핫셀 는 Glove Box 를 추가 증설할(몇 개의 센서를 추가 설치) 경우에 격납용기

(containment) 내에 소요되는 이블, 이블 배 (통로), 격납 건물 통

(penetration), 이블 연결 단자, 터미날 블록, 터미날 캐비닛 설치 등의 복잡한 설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요 부품  기기는 원자력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  

특수 부품/기기이므로 가격이 고가이다.  수정(추가) 작업도 방사선 환경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우려가 있다.  단거리 무선 센서 망을 이용할 

경우 에 열거한 설치비용 등을 크게 일 수 있다.  한 설치시의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도 최소화 할 수 있다.

○ 이블 설치/유지/보수 비용의 감

○ 기존 시설과의 공존성(Coexistence - 신규 센서 설치  시설 증설) 우수  

○ 동일 기능 센서의 다수 설치에 따른 다 성 향상과

○ 여러 종류 센서의 다수 설치에 따른 다양성 확보로 계통의 신뢰성 향상

○ RFID 를 이용한 핵 물질 취 / 장 용기의 추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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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 통신 망의 단

   원자력 시설에는 무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배타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무선기기에서 송되는 RF 에 지가 계측기기에 향을 주어 독 에러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무선 신호는 충분한 계 강도를 갖는 한 어떠한 치에서나 가로채기가 

가능하다는  때문에 보안성(security) 측면에서 유선 통신 망에 비해 취약성이 크다. 

반사는 무선 의 장보다 비교  큰 물체 (건물, 벽, 기타  경로 상에 

존재하는 물체)에 부딪쳤을 때에 발생하며 입사각, 편 방향, 매질과 반사 표

면의 기  특성에 향을 받는다.  

○ 간섭 (EMI, RFI) 에 의한 기기의 오작동 

○ 임의 치에서 가로채기가 가능하므로 보안성이 취약하다

○ LOS (Line-Of-Sight, 가시거리) 통신에 따른 거리의 제약

3. 원자력 시설에서의 용 사례 분석

  

   안 련 계통에는 용된 사례가 없고 비안  련 계통에는 몇몇 사례

가 있다. 원격 피폭선량 계측(Tele-Dosimetry) 시스템, 기기  설비의 재고 

리(Barcode Scanning System) 에 무선 기술이 용되었으나 발 소 장  

사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여 설비가 폐기되었다.  한 무선센서를 이

용한 상태기반 유지보수(Condition Based Maintenance) 개선에 활용된 사례

가 보고되고 있다.  CBM 로그램을 유선 센서 망으로 구축할 경우에는 

이블 연결  유지비용 때문에 구 이 용이하지 않다.  이의 안으로 무선 

센서 망이 거론되었다.  무선 진동  온도센서를 모터에 설치하여 터빈 블

이드의 상태를 온라인 (condition-based monitoring) 모니터링 한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무선 송기를 테스트한 결과 Barton, Rosemount 사의 민감성 

센서 기기(압력 송기) 의 보호덮개를 제 치에 고정한 상태에서는 센서기

기(diagphram) 의 편향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센서 기기의 보호덮개를 제

거한 상태에서는 자  간섭에 의해 센서기기의 오류(upset) 가 발생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스마트 무선 센서는 마이크로 로세서를 내장하여 계측 

변수 (alarm state, 리미트 스 치 치, 트랜스미터의 건 성 등등) 를 원격

지에 송할 수 있으며, 송신기의 자체 구성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원격지 

포함)  교정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 소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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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기간(overhaul) 에 무선설비의 용성을 테스트한 사례가 있다.

가. EPRI 

   EPRI 는 CCP(Centrifugal Charging Pump)의 가동성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 비용을 감하기 해 기어박스에 스마트 무선센서와 무선 통신기술을 

용하 다.  무선 표 은 IEEE802.11b 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57 무선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CCP 기어박스의 모니터링

그림 58. 무선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기어 박스의 건 성평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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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RNL(Savannah River National Lab) 

   SRNL 은 핵물질 취 을 한 기존 핫셀 시설에 Glove Box 를 추가 증

설하면서 무선 센서망으로 구축하 다[49]. 핫셀에 Glove Box 를 추가 증설

(몇 개의 센서를 추가 설치) 할 경우에 containment 환경 내에 소요되는 

이블, 이블 배 (통로), 격납 건물 통(penetration), 이블 연결단자, 터미

날 블록, 터미날 캐비닛 설치 등의 복잡한 작업이 발생하며 한 설치 비용

도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요 부품  기기는 원자력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내방사선 부품  기기이므로 가격이 고가이다. 수정(추가) 작업도 방

사선 환경에서 해야하는 작업이므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우려가 있다.  이

러한 을 고려하여 설치 비용을 이고 설치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

소화 하기 해 단거리 무선 센서망을 이용하여 3개의 온도 측정노드와 1 개

의 산소농도 벨을 측정하는 4 개의 측정 노드를 추가 증설하 다.  설치된 

무선 센서망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극한 환경에 한 강건성을 확보 하고 있다. 

   ╺ 감마선 피폭 선량율 (4x103 rad/hr) 에 한 내환경성

   ╺ 고반사율 환경의 고주  역에서의 강건성 확보

○ 밧데리에 의한 자체 력으로 1년 이상의 운용 주기를 달성하 다. 

○ 보안성을 확보하기 해

╺  력 송출 력

╺ 데이타 암호화

╺ 격리된 망구조(Isolated network) 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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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SRNL 핵물질 취  시설의 이블 배선 모습

그림 60. 핵물질 취  핫셀의 측정 노드 증설(미국 S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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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NC (일본 핵주기 연구시설,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JNC 는 Joyo 실험용 원자로 주변의 신 연료 장시설(FFS1), 사용 후 연료 

장시설(SFP1), 연료 이동설비(Cask Car area)  원자로심 간의 무선 통신

망의 합성 여부를 테스트 하 다.  

○ IEEE802.11b 표 에 근거한 2.4㎓ 역의 주 수를 사용하여 원자로 내에

서의 무선 데이터 송 특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림 61. JOYO 실험용 원자로의 무선 통신망 배치 도면[50]

라.  원자력 발 소 4호기

   한  력연구원에서는 스마트 무선 송기의 원자력 발 소 용 가능

성을 검토하기 해  4호기의 정기 검(overhaul) 기간 에 무선 단말

기를 이용한 데이터 송실험을 수행하 다. 

○ 실험에 사용한 무선 데이터 송시스템은 무선 송기 - 계기 -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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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 무선 채 은 4 개를 이용하 으며 온도 3 채 , 습도 1 채 의 송 실험

을 수행하 다[51].

4. 원자력 시설에서의 무선 통신망 용을 한 고려 사항

 

   원자력 환경의 엄격한 안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센서 데이타는 비인가자의 불법 인 근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비인가 센서 데이터가 계통에 끼어들지 않도록 방어되어야 한다. 

○ 시설망은 센서 망을 통한 침투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시설망은 염탐(spoofing) 기기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무선시스템은 원자력 시설내의 계통과의 간섭문제가 상존한다. 무선 송

기의 설치 치에 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선망의 성능을 

측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요한 요소이다. 송 매체(무선)의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선시스템은 속성상 비 결정론 이다.  원자력 

발 소 안 등  통신망 요건 의 하나가 결정론 이기 때문에 재로서는 

무선 통신망이 원  보호계통의 안 등  통신망에 용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SRNL, 일본 JNC   3호기의 에서 보듯이 무선 센서  

통신망은 원자력 시설에의 용이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핫셀  연구용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시설에서의 무선 센서  통신망의 안 성이 검증되

면 무선 스마트 센서기술  표 과 목되어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NUREG/CR-6888 보고서의 측에 의하면 GEN IV 

원  보호계통의 센서 통신망은 무선 통신 망 구축을 제로 하고 있다. 이

를 해서는 무선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자 기기  부품의 내방사

선 특성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한 기술 인 요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 고 방사선 환경에 생존성을 갖는 하드웨어 랫폼 

   ○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자회로설계  제조 기술

   ○ RTCMOS(Radiation Tolerant CMOS) 공정의 방사선 생존 환경은 100 

krad 이내이다.

   ○ 방사선 허용(Radiation Tolerant) 소자의 TID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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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Total Dose (TID) : 10 krad(Si) ～ 100 krad(Si)  

   ○ 100 krad 이상의 고  방사선(감마선) 피폭 환경에서는 RHCMOS 

(Radiation Hardened CMOS) 공정의 소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내 방사선(Radiation Hardened) 소자의 TID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Total Dose (TID) > 100 krad(Si)

   ○ MOS 소자의 성자 피폭에 의한 열화가 측되는 성자 선량은 1015 

neutrons/㎠ 이다. 

   ○ 방사선 환경에서의 소자의 수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52].

Lifetime (h) =
RadiationHardness (rad)
RadiationDoseRate (rad/h)

   ○ 센서 수명 요건을 충족하기 한 차폐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Material
도         

(g/㎤)

방사선을 1/10 로 감쇄시키는데    

필요한 차폐체의 두께 (㎝)

 Concrete 2.4 23.11

 Iron 7.94 6.86

 Steel 7.85 9.40

 Lead 11.34 2.79

 Uranium 18.76 1.37

 Tungsten 19.64 1.78

 Water 1.00 66.04

표 23. 방사선(감마선) 차폐 재료의 특성[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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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재료의 감마선 차폐특성[52] 



- 83 -

그림 63. 방사선 별 응용에 따른 내방사선  반도체 

소자의 제조 공정 [54]

그림 64. 방사선 피폭  선량에  따른 소자의 열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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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Radiation Tolerant
Radiation 

Hardened 

Strategic 

Rad-Hard

 Total Dose < 300 krad(Si)
300 krad ～ 

1Mrad (Si)
> 1Mrad(Si)

 Dose Rate Upset < 10
7 rads(SiO2)/s

107～1010 

rads(SiO2)/s

> 1010 

rads(SiO2)/s

 Dose Rate 

 Survivability 
< 10

10 rads(SiO2)/s
1010～1012 

rads(SiO2)/s

< 1012 

rads(SiO2)/s

 Single Event 

 Upset

> 10
-10 

errors/bit-day

10-10～10-11 

errors/bit-day

< 10
-11 

errors/bit-day

 Single Event

 Latchup
immune immune immune

 Neutron < 10
12 MeV-㎠/mg

1012～1014 

MeV-㎠/mg

> 1014 

MeV-㎠/mg

표 24. Honeywell SSEC 의 내방사선 소자 설계 공정기 [87]

Parameter
Radiation Hardness 

Assurance
Notes

 Total Ionizing 

 Dose (TID)
3×10

5 rad(SiO2) MIL-STD-883 Method 1019

 Dose Rate Upset > 6.6×109 rads(Si)/s 20㎱ FWHM

 Dose Rate 

 Survivability 
> 5×1011 rads(Si)/s 35㎱ FWHM

 Single Event 

 Upset
< 2×10-12 errors/cell-day

Non-hard Flip-Flop Cell 

(8×10-9) 

 Single Event

 Latchup
LET > 110 MeV/㎠/mg

 Projected 

Neutron Fluence
1014 n/㎠

표 25. AeroFlex 의 내방사선 ASIC 설계 공정기 (25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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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방사선 효과를 최소화하기 한 시스템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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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납 건물 구조의 무선통신 가혹환경에 한 면역(강건성)

   원자력 발 소 격납 건물 내의 주요 구조물 들은 무선 를 반사시키는 열악한 

환경이다.  Stainless steel tank, glove box containment system, piping, valves, 

pumps, motors, fans, ventilation network 등의 재료가 속이므로 무선 가  

반사된다.  

   ○ 무선 의 반사에 의한 다  경로 간섭(multipath interference) 상이 

발생 한다.

   ○ 다  경로 간섭 (multi- path interference) 에 해 면역성을 가져야 

한다. 

   ○ 역 확산 송방식을 사용한다. (DSSS, FHSS, HSS, UWB)

   ○ 자가 치료기능을 갖는 망 구조의 통신망 (Self-healing mesh topology)

   ○ 잠복 (Latency) 최소화 

   ○ 도청에 한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Cyber Security 측면

    무선 는  충분한 계 강도를 갖는 한 어떠한 치에서나 가로 채기가 가능

하다는  때문에 보안성(security) 측면에서 유선 통신 망에 비해 취약성이 크다. 

   ○ 암호화 (Encryption) 알고리즘을 용 한다.

   ○ 최소 력을 사용하여 가능한 LOS 거리이내에서만 데이터 송/수신이 

되게 한다.

   ○ 지향성 안테나 (Directional Antennas)를 사용한다. 무선 가 직진

하도록 하여 LOS 를 벗어난 주변 구조물에 반사  회  되지 않도록 

하여 도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 역 확산 송방식 (Spread spectrum) 을 사용한다.

라. 기타

   ○ 국가 표   환경 요건 검토

⁃ 물리 인 환경요건  표  (하드웨어) 검토

⁃ 소 트웨어 인 규제요건 (regulatory environment)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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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 검토

   ○ 무선 센서  통신망은 사고 발생 시 기존 선로(유선/ 섬유 통

신) 체계의 붕괴에 따른 응 통신 체계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66. 데이터 송율과 무선망의 표  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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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유선 통신

   유선 통신은 송매체에 따라 twisted pair 선을 이용하는 데이터 송, 

섬유를 이용하는 통신으로 구분된다.  안  등  통신망의 기간망

(backbone) 은 섬유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PROFIBUS 를 비롯한 산

업용 필드버스는  100Mbps 의 섬유 Ethernet 기간망으로 구축된다.  

PRIFIBUS-DP Master 를 통해 PROFIBUS-PA 계층의 센서  액 에이터 기

기를 제어하기 한 통신 링크로 섬유 데이터 링크를 지원하고 있다. 원자

력 발 소,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열 핵

융합 시험시설(ITER) 등을 포함한 고 방사선 환경의 원자력 시설에 섬유 

통신 시스템을 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재 원자력 시설의 

고 방사선 환경에는 섬유 통신시스템의 용이 제한 이다.  이는 신뢰성

과 안 성 요건에서 섬유 통신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보

고서에서는 원자력 발 소 극한 환경에 용하기 한 섬유 통신의 구성 

부품에 한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방사선 환경에서의 응성을 평가한다. 

섬유 통신의 기본 구성은 발  소자, 섬유, 수  소자  섬유 코넥터

로 구성된다. 발  소자는 기  데이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변환하여 섬

유에 입사시킨다.  섬유는 빛의 신호로 변환된 정보를 수  소자에게 송

한다. 수  소자는  신호를 기 신호로 변환하여 정보를 복원한다.  

1.  통신용 발 소자

   통신용 발 소자는 반도체 이  다이오드와 LED 로 구분된다. 섬

유의 송손실이 상 으로 낮은 850㎚, 1300㎚, 1550㎚ 장 역에서 발

특성을 갖는다.  이  다이오드는 감마선에 피폭될 경우에 이  출력이 

감소한다.  감마선에 의해 이  다이오드의 출력이 감소하는 원인은 이

 다이오드 패키지의 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가. 반도체 이  다이오드의 방사선 조사 특성

방사선 여기 결함은 밴드 갭에 에 지 를 생성하여 이  반도체의 

기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  다이오드의 열화(aging) 특성이 가속화 되고 

이  발생 조건의 문턱 류(threshold current) 를 증가시키며,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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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천이시킨다.  결국에는 이  모드 구조를 변화시켜서 일정한 류

에서의 이  출력이 감소한다.  이  다이오드 출력은 재 결합률과 계

있으며 이는 과잉 소수 캐리어의 수명(lifetime) 이다.  p-n 합구조의 이

 다이오드의 p 면에서 이  출력이 생성되면 소수 캐리어는 자이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소수캐리어 수명(lifetime) 은 아래와 같다.

τ
0

τ = 1+ τ 0KΦ 

여기서 τ
0
 는 방사선 조사 의 소수 캐리어 수명이며, τ 는 조사 후 소수

캐리어 수명이다. K 는 손상(damage) 상수이며 단 는 ㎠∙s
-1 이다. Φ 는 

방사선 fluence 이며 단 는 ㎝-2 이다.  방사선 선원이 성자일 경우에는 

n/㎠ 이고 감마선일 경우에는 photons/㎠ 이다.  이 다이오드의 동작 

라미터는 방사선 조사 후에 τ
0KΦ 함수로 변화하며  τ

0K 가 방사선 민감

도의 척도이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이  다이오드 문턱 류의 증가는 

τ
0KΦ에 비례한다. 손상 상수 K 는 방사선의 종류와 재료의 구성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다이오드 구성 물질의 내방사화 특성은 τ
0K 값을 

계산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으며, 1
τ
0K

 은 이  다이오드 구동 류 문턱

치 천이를 야기하는 방사선 fluenece 의 한계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에 SNL에서 수행한 이  다이오드의 방사선 조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57].  방사선 민감도 τ
0K  계산을 한 ㎠ 와 s

-1 변환은 다음과 같다. 

   ○ 포톤 (1 MeV) 의 1 R(뢴트겐) 은 1.95 × 109 photons/㎠ 이다. 

   ○ 1 MeV 포톤의 fluence는 실리콘에 0.865 rad(Si) 흡수선량으로  

된다.

   ○ 1.95 × 109 photons/㎠ (1R) = 0.865 rad(Si) 이므로 포톤의 rad(Si)-1 

과 ㎠ (단면 ) 간의 변환 factor 는 다음과 같다.

1photon = 4.44×10
-10rad(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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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이  다이오드의 방사선 조사 특성[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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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으로 이  다이오드에 한 감마선 조사의 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다이오드는 성자 조사에 가장 민감하다.  감마

선 조사에 비해 100 배 이상 손상을 받는다.

   ○ 반도체 이  다이오드의 활성 역에 알루미늄 물질의 존재가 소자

의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이  다이오드의 주요한 향은 문턱 류 도 

J th 의 증가이다.  

   ○ 107～108 rad 이하의 감마선 조사 환경에서 이  다이오드는 성능 

열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매우 높은 선량 율 조사 환경인 10
11～1012 rad/s에서 이  다이오드

의 기  특성은 크게 악화된다. 이를 완화하기 해 한 차폐를 

한다. 

   ○ 1013～1014 n/㎠ 이상의 성자 조사환경에서 이  다이오드는 심각

한 손상이 발생한다. 

   ○ 방사선 효과를 최소로 하기 해 이  다이오드는 낮은 문턱 류 

 아주 높은 최  동작 류 특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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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방사화 특성이 우수한 반도체 이  다이오드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  다이오드의 특성은 다음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 문턱 류(Threshold current) 가 낮아야 한다. 문턱 류 도 J th 와 

최  동작 류사이의 차이가 크다.

   ○ 최  동작 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 의 방열 구조(heat sinking) 

를 가져야 한다.

   ○ 주변 온도에 한 의존성은 최소로 한다.

   ○ 낮은 소수 캐리어 수명

   ○ 고 방사(radiance) 특성 

   ○ 기 이  출력의 세기는 높아야 한다.

최근에는 수직 공진기 구조의 표면 방출 이 (VCSEL -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가 방사선에 해 강건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8][59].  VCSEL 이 는 재래의 에지-방출(edge emitting) 구조의 다

이오드에 비해 여러 가지 우수한 이  특성을 갖고 있다. 

   ○ 원형구조 단면에서 이  빔이 방사되므로 빔 특성이 좋으며 발산이 

다.

   ○ 구동 류(문턱치 류) 가 낮다.

   ○ 고온 동작이 가능하므로 자 응용 시장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VCSEL 이  다이오드는 개발 에 있으며 에지 방출 구조의 이  다이

오드에 비해 이  출력이 낮다.  양자 도트 반도체 이  (quantum dot 

laser diode) 도 에지 방출 이  다이오드에 비해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자 도트 이 는 매우 낮은 문턱 류를 갖는다. 

한 소수 캐리어 들을 공간 으로 치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공진기 미러 

에서의 비 방사화 재결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발생이 불가능한 소수 

캐리어의 비방사화 재결합은 이  다이오드에서 열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

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다이오드의 과열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

에 신뢰성이 우수한 이  다이오드를 구 할 수 있다. 양자 도트 이 는 

DARPA 의 고효율 다이오드 원 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 되고 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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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VCSEL 이  다이오드 구조 

그림 69. 이  다이오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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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VCSEL 이  다이오드 어셈블리 (MITEL 1A 440) 구조 

1: TO-CAN, 2: Glass ball lens, 3: fiberoptic ferrule [60]  

2.  통신용 수  소자

   섬유 통신 시스템 구성요소에서 수  소자인 포토다이오드가 방사선 

에 한 내성이 가장 약하다.  방사선 조사 환경에 노출된 포토다이오드는 

감도가 떨어지고 암 류(dark currnet) 가 증가한다.  방사선이 반도체 격자

구조에 결함을 생성한다. 입사 에 의해 생성된 소수 캐리어들이 극에 도

달하기 에 결함에 의한 캐리어들과 재결합함으로써 포토다이오드의 응답

(A/W) 특성을 떨어트린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포토다이오드의 특성은 입사

에 한 응답 류(photocurrent) 로 나타낸다.  포토다이오드는 10
6 

Gy(TID) 크기의 감마선 는 3×1013 n/㎠ 의 성자에 노출되면 암 류가 

2～5000 배로 격히 증가한다[61].  그림 71 은 InGaAs p-i-n 포토다이오드

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선 조사 후에 따라 입사 에 한 

포토다이오드의 출력 류 특성곡선 기울기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포토

다이오드는 감마선에 비해 성자에 의한 손상이 더욱더 크다. 그림 74에 

성자 조사에 따른 포토다이오드의 성능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65]. Si 계열의 

포토다이오드는 2×1013 n/㎠ 의  성자 피폭 선량에서 성능이 격히 

떨어짐을 보이고 있다.  GaAs 계열의 포토다이오드는  Si 계열에 비해 성능 

열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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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InGaAs p-i-n 포토다이오드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입사 /출력 류 특성 [62] 

그림 72. HoneyWell HFD3013 Si PIN PD 의 감마선 조사(선량율 1.3kGy/h) 에 

따른 설 류 변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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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HoneyWell HFD3013 Si PIN PD 의 감마선 조사 (선량율 

1.3kGy/h) 에 따른 응답  특성 변화 [63] 

포토 다이오드 Dose (Gy) 암 류 (dark current) 증가율

HMP2004 10
6 ×8.9

 HFD 3002-2 4.4×105 ×5

HFD 3002-3 2.6×105 ×5000

C 30997 2.9×106 ×42

SFH 202 A-3 104 ×3.8

SFH 202 A-4 104 ×1.8

ETX 75 10
4 ×3330

NDL 1202 104 ×25

표 26. 포토다이오드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암 류 증가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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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이오드

Dark current  (㎁)

before 

irradiation
after 5×10

11 n/㎠ after 5×1012 n/㎠

 HFD 3002 0.16 2.28 36.7

C 30997 17.0 17.7 48.7

SFH 202 A 0.62 13.7 102.8

ETX 75 0.64 13.0 104.7

NDL 1202 1.13 10.6 43.2

표 27. 포토다이오드의 성자 조사에 따른 암 류 변화[64]

그림 74. 성자 조사에 따른 포토다이오드의 성능 열화[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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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상용 Si-PD의 감마선조사(선량율: 2kGy/h, TID 2MGy) 에 

따른 류 특성 변화 [66]

그림 76. 상용 Si-PD의 감마선 환경(20kGy)에서의 열 성자 

조사(7×1015n/㎠) 에 따른 류 특성 변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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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 이블

   섬유는 가볍고 크기가 작으며 자  간섭(EMI), 자  펄스(EMP) 에 

한 우수한 면역성을 갖고 있다. 송 손실이 으며 역 송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군사  우주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섬유

의 신뢰도는 기계 인 특성과 학 인 특성의 2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기계  특성은 섬유의 강도와 피로도이다. 학  특성은 송 손실이다. 

일반 으로 섬유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흡수 손실(RIA- Radiation Induced 

Attenuation) 이 발생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섬유의 재료인 실리카에 

칼라 센터가 형성된다. 이러한 칼라 센터는 어떤 장 의 빛을 흡수한다. 

방사선 유기 손실의 크기는 칼라 센터들의 수에 종속 이며 따라서 장에 

종속 이다.  일반 으로 순수 실리카 재질의 섬유가 방사선 유기 흡수 손

실이 가장 낮다.  방사선 유기 송 손실은 단 장 역이 장 장 역 보다 

크다.  미국 NASA 는 우주 비행체에 한 방사선 환경요건을 정의하고 비

행체 내부의 데이터 송 시스템으로 섬유 통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우주 방사선 환경 용을 해 상용 섬유에 해 방사선 특성평가를 수행

하며 이를 DB 로 구축하고 있다[69]. 국제 우주 기지(ISS-International Space 

Station) 성의 방사선 피폭 환경은 42rad/min (2.5krad/h)이며 온도 환경은 

-125℃ 이다.  그림 22～29 에서 나타낸 섬유는 10 년 이내의 상용 제품으

로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림 77. 감마선 조사 선량율에 따른 섬유의 송 

손실[67]  



- 100 -

그림 78. 장에 따른 섬유의 감마선 유기 송 손실 특성[68]

그림 79. 다 모드 섬유의 특성[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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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단일모드  편  유지모드 섬유의 특성[69]

그림 81. 다  모드 섬유에 한 감마선 조사 특성[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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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다  모드 섬유에 한 감마선 조사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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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다  모드 섬유에 한 감마선 조사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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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단일 모드 섬유에 한 감마선 조사 특성[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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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편  유지 모드 섬유에 한 감마선 조사 특성[69]

그림 86. 다  모드 섬유에 한 성자 조사 특성[69]



- 106 -

  섬유 통신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한 방사선 특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성 요소

방사선 향

변  손상 

(Displacement)

 피폭       

(TID)

단일 이벤트 

효과 (SEE)
 송신부

LED

LD

○ 비 발 성 재결합 

 (Non-radiative 

 recombination)에 

 의한  출력 감소 

○ 소수 캐리어 수명 

 감소

 ○ Darkening of 

  Integrated Components
SET

 수신부

PD

APD

CCD

○ 자-정공  생성에 

 의한 암 류  설 

 류 증가

○ Charge trapping

○ Surface recombination

○ Darkening of 

  Integrated Components

○ Flatband voltage shift

SET

 스 치

Optocouplers 

○ 비 발 성 재결합 

 (Non-radiative 

 recombination)에 

 의한  출력 감소 

○ 발  소자의 소수 

 캐리어 수명 감소

○ 수  소자의 응답 

 손실

○ Surface recombination

○ Darkening of 

  Integrated Components

SET

학부

섬유

 코넥터

즈

⁃

○ 방사선 유기 칼라 

  센터(color center) 형성

○ 흡수 손실 발생

⁃

표 28. 섬유 통신 시스템의 방사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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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방사선 향

변  손상 

(Displacement)

 피폭       

(TID)

단일 이벤트 

효과 (SEE)
 송신부

LED

LD

취약 강건 강건

 수신부

PD

APD

CCD

취약 강건 주의 필요

 스 치

Optocouplers 

취약 강건 주의 필요

학부

섬유

 코넥터

즈

강건 취약 강건

표 29. 섬유 통신 시스템의 방사선 환경에서의 감도

그림 87. 방사선(감마선) 조사에 의해 형성된 칼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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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ITER (국제 열 핵융합로) 의 방사선 [70] 

4. 극한 환경에서의 섬유 통신시스템 용 사례  시험 차

  원자로 주변의 감마선, 성자 피폭환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국제 열 

핵융합로 (ITER) 의 센서 제어 계통의 통신망으로 섬유 통신 시스템을 고

려하고 있다. 국제 열 핵융합로의 방사선 피폭 환경은 감마선 기 으로 ～30 

kGy/h 의 고 선량율 피폭환경이고 TID 는 100MGy 이상이다[3-2-4-0].  벨

기에의 원자력 연구기 인 SCKCEN 은 ITER 주요 기기  동작 환경을 모

니터링하기 한 용도로 섬유 데이터링크 구성부품에 한 방사선 향 

평가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70].  상용 섬유 통신 시스템 구성 부품에 한 

방사선 향 평가를 통해 ITER 요건의 충족여부를 단하고 이를 한규정 

 시험 차서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88 은 ITER 환경에 사용되는 섬

유 통신 부품  자 기기에 한 품질 보증  DB 구축 차를 나타내고 

있다[71].



- 109 -

그림 89. ITER 환경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품질보증 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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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MIL-STD-883D 표 의 MOS  자부품의 

내방사화 품질 보증 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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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고에 지 입자 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의 품질 보증 차(AVT - 

Advanced Validation Test) [75]  

그림 92. 섬유에 한 방사선 조사 실험 구성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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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이  다이오드에 한 방사선 조사 실험 구성도[74] 

그림 94. 섬유 통신 시스템의 방사선에 의한 BER(Bit-Error-Rate) 시험 

구성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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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섬유 통신 시스템의 방사선 향 평가 시험 구성도[74]

   섬유 통신 시스템의 방사선 향 평가 시험에서 문턱 류(threshold), 이득

(gain), 잡음(noise), 선형성(linearity), 송 역에서의 상승시간(risetime) 등의 리

미터를 측정한다.  그림 40 은 벨기에 SCK.CEN 이 검토하고 있는 ITER 국제 열 핵 

융합 시험로의 계측 링크 구성도이다.  계측 데이터 링크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기법의 2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소스는 수직 공진기 구조의 VCSEL 

이  다이오드를 사용한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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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ITER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의 계측 계통 통신망 구성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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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향 평가를 한 조사시설

   그림 97 은 유럽 항공 우주 기구의 감마선 조사 시험시설 구성도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97. ESA 의 감마선 조사 시험시설 구성도[76] 

그림 98. ESA 의 성자 조사 시험시설 구성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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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자 조사 시설

    유럽 항공 우주기구의 양성자 조사 시설(PIF - proton irradiated facility) 은 스

스에 있으며 에 지 에 따라 2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77]. 

   ○ 일반 인 특성

⁃
 Flux/Dosimetry  ~5 % absolute accuracy 

⁃ HIF compatible sample frame is fixed on XY table

⁃ Irradiation take place in air

   ○ 고에 지 양성자 조사시설

⁃ Energy range: 30 to 254 MeV

⁃ Initial Energies: 254, 100 and 60 MeV.

⁃ Maximum Proton flux (254 MeV): 2.5×108 p/㎠/sec

⁃ Beam spot ~90 ㎜ diameter

⁃ Beam uniformity > 90 %

   ○ 에 지 양성자 조사시설

⁃ Initial Energies: 6 to 71 MeV 

⁃ Maximum Proton flux : 5×10
8 p/㎠/sec

⁃ Beam spot ~50 ㎜ diameter

⁃ Beam uniformity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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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온(Heavy ion) 조사 시설

Ion Cocktail

M/Q = 4.94

Energy 

MeV

Range

㎛ (Si)

LET

MeV(mg/㎠)

10B2+ 41 80 1.7

15N3+ 62 64 2.97

20Ne4+ 78 45 5.85

40Ar8+ 150 42 14.1

84Kr17+ 316 43 34.0

132Xe26+ 459 43 55.9

Ion Cocktail

M/Q = 3.3

Energy 

MeV

Range

㎛ (Si)

LET

MeV(mg/㎠)
13C4+ 131 266 1.2

22Ne7+ 235 199 3.3

28Si8+ 236 106 6.8

40Ar12+ 372 119 10.1

58Ni18+ 567 98 20.6

83Kr25+ 756 92 32.4

표 30. 벨기에 이온 조사시설의 특성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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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Cocktail

M/Q = 3.7

Energy 

MeV

Range

㎛ (Si)

LET

MeV(mg/㎠)

15N4+ 139 218 1.7

20Ne6+ 186 149 3.5

30Si8+ 278 132 6.0

40Ar12+ 372 117 10.0

56Fe15+ 523 99 18.0

83Kr22+ 768 96 30.0

131
Xe

35+
1217 97 53.0

표 31. 핀란드 이온 조사시설의 특성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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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양자 암호화 통신

   양자암호는 ‘측정에 의한 고유 상태 붕괴’ 라는  양자 역학  효과를 이용 한다.  

양자 역학을 이용한 통신에서는 도청 과정의 끼어들기 자체가 신호 상태를 변화시킨

다.  수신자는 도청자가 송 선로( 섬유) 에 끼어 들어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암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재의 기술  수 에서 보

면 양자암호 통신의 데이터 송율(양자 암호키 송율) 은 원자력 발 소의 안 등  

통신망에 요구되는 데이터 송율[80][8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인 비용문제

를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험실 수 에서 국내의 경우 한

국 기연구원에서 단일 자의 상변조를 이용하여 10㎞ 길이의 섬유에 해 양

자암호 키를 송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82]. 그 결과에 의하면 송 에러 율 1.5％, 

송 속도 6.4Kbps 의 비교  빠른 특성을 갖는 양자 암호화 키 배송(분배) 시스템을 

구 하고 있다. 상용 제품인 MagiQ 사의 경우는 최  송거리 120㎞에서 100bps 

의 암호키 송율을 갖는다[83]. idQuantigue 사는 특허 취득한 Plug&Play 방식에 

의한 양자 암호장치의 경우 송거리 25㎞에서 1.5Kbps 이상의 암호 키 송 율을 발

표하고 있다[84]. 원자력 발 소의 안  등  통신망의 통신선로 길이를 1km 이내로 

한정할 경우[80], 한국 기 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1km 이내의 섬유에 한 양자 

키 송으로 가정할 경우 섬유의 송 손실이 10 배 개선 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

기 때문에 데이터 송 속도는 64Kbps 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MagiQ 사 제품은 

섬유 송 손실이 약 100 배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10Kbps 의 송율 특성을 

갖는다. 산업용 필드버스인 PROFIBUS-PA 의 RS-485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송율이 

31.25 Kbps 이므로 경제 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 소 보호계통의 랜

트 센서(온도, 압력, 벨) 와 PROFIBUS-PA 간에는 실험실 수 에서는 양자암호 통

신 시스템의 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원자력 발 소 안  등  통신망의 근

간을 이루는 PROFIBUS-FMS 로토콜에서는 데이터 송율이 12Mbps 를 상회하므

로 용은 불가능하다[83]. 

  양자 암호 통신시스템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면 고속 단일 자 발생기술, 송 매

체인 섬유, 단일 자 검출기술로 크게 나  수 있다. 일반 통신에서 기간망은 테

라 비트(Tbps) 송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일반 통신용 이  원의 고속 변

조 주 수 특성이 160Gbps 의 시 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산술 인 비교는 곤

란하지만 160Gbps 의 고속 변조 특성을 갖는 이  다이오드 출력을  감쇄기를 

통하여 출력을 107 크기로 낮추면 미약 코히어런트 의 단일 자가 되므로 원자력 

발 소 안  등  통신망의 송율 ( 재 100Mbps ethernet 통신) 을 충족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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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일 자 발생기술은 재의 상용기술을 용하여도 원자력 발 소 안 등  통

신망의 송요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섬유는 제조기술의 발 에 힘입어 통

신 장 인 1550㎚에서 이론 인 송손실 한계치인 0.2dB/㎞ 에 근하 다. 더 

이상의 송손실의 개선을 기 할 수 없다.  통신 장 인 1550㎚ 장 에서 

송손실이 0.2dB/㎞ 인 섬유 구간이 100㎞ 라고 가정하자. 100㎞ 구간 체의 섬

유 송 손실은 20dB 이다. 단일 자 송신부에서 100 개의 자(정보)를 보내면 100

㎞ 송 거리의 섬유를 통하여 단일 자 검출 수신부에는 1 개가 도착된다는 의미

이다.  나머지 99 개는 섬유 송손실에 의해 자가 사라진다. 원자력 발 소 안  

등  통신망의 송거리를 1㎞ 로 제한하면 0.2dB/㎞ 송손실을 갖는 섬유에 의

한 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즉, 100 개의 자를 보내면 95 개 이상이 수신부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 암호 통신기술의 양자 암호 키 송 율을 결정짓는 요인

은 단일 자 검출기의 성능이다. 단일 자는 통신에 사용되는 이  출력(～ 수 

㎽)을 107 크기 이상으로 감쇄시키기 때문에 단일 자 검출(수신)부에 도달하는 자

의 세기(～ 수 ㎻)는 매우 미약하다. 이와 같은 미약 을 검출하는 소자로는 고감도 

소자인 APD(Avalanche PhotoDiode) 가 사용된다.  APD 소자 자체의 감도로도 단

일 자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 감도를 높이기 해 가이거 모드로 측정된다. 시

에서 매되는 APD 소자에는 양자 검출용의 가이거 모드가 별도의 사양

(specification) 으로 표시되고 있다[85]. APD 소자의 가이거 모드에서 측정 가능한 

단일 자 검출 율은 수십 ㎑ 이내이다. 따라서 시 에 매되고 있는 양자암호 통신

시스템의 양자 키 송율도 수신기의 검출 성능에 의해 제한된다.  가이거 모드에서 

동작하는 APD 소자의 낮은 응답 특성을 개선하기 해 도 나노 와이어 특성을 

이용하는 SSPD(Superconducting Single Photon Detector) 소자를 이용할 경우 고

속 응답특성 (실험실 수 에서 2㎓ 달성) 을 기 할 수 있으나 동작온도가 4.2°K 로 

온 환경이므로 실용 인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여지가 크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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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원자력 발 소 계측 제어 계통에 용될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동향을 분석 정

리한 NUREG/CR-6812, NUREG/CR-6888 보고서를 토 로 원  보호 계통에 

필요한 센서의 기술  측면, 환경  요건을 분석 정리하 다.  보고서에서 거론되

고 있는 센서들은 원자로 보호 계통의  압력,  온도, 성자 속  수  측정의 정

확도를 더욱더 높여서 원자력 발 소의 운  여유도(margin)를 크게 하여  가동 

 원 의 안 성을 향상시키는데 목 이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압력, 온도, 

성자 속 등의 측정 정 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원자로에 근 하여 직 계측으

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센서의 기술 인 특징이

다.  따라서 센서는 고 선량율의 감마선  성자를 방출하는 원자로와 가능한 한 

근 치에 설치되므로 극한 환경에 노출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기술 센서들의 설치환경에 한 극한 환경 요건을 정량 인 

수치로 도출하 다.  재 운용 인 원  보호 계통의 압력센서, 가속도 센서

(Accelerometer) 의 DBA 기 의 환경요건 자료, 조사 후 핵연료 집합체 검사장비

의 내방사선 요건, APR 1400  Lungmen 1 & 2 호기의 비 안 성 분석 보고

서 (PSAR-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를 검토한 결과 원 보호계통에 

용하기 한 센서  통신망의 방사선(감마선 기 ) 환경요건을 다음과 같이 도

출하 다.

• Dose Rate (감마선) ≥ 400 kRad/h

• TID (Total Ionizing Dose) ≥ 108 Rad

에 제시한 감마선 피폭 선량 율   피폭선량 요건은 미국 NASA, 유럽 

ESA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주선, 성의 방사선 환경요건(감마선 

기 ) 보다는 높다.  그러나  ITER, DEMO 핵융합로  략 핵무기에 탑재되는 

센서  통신기기의 환경요건에 비해서는 낮다.  우주 비행체  성의 임무에 따

라 우주 방사선 환경의 방사선 기 이 정량 인 수치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임무

에 따라 사용되는 자 부품  기기의 내방사선 품질 보증(Radiation Hardened 

Assurance) 요건이 문서화 되어 있으며 내방사화 등 이 아닌 상용 부품에 해

서는 RLAT(Radiation Lot Acceptance Test) 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센서, 자 기기  통신 부품에 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검증하기 

해서 SEE (Single Event Effects), DE(Displacement Effect), DRE(Dose-Rate 

Effect) 등에 한 평가방법  평가기 이 체계 으로 정립되어 있다.  재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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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인 원자력 발 소의 안  등  통신망의 환경 요건도 문서화되어있다.  원자

력 발 소 안  등  통신망 기기가 수납되는  APC (보조 보호 캐비넷) 설치 치

의 방사선(감마선 기 ) 환경요건은 1000Rad/40yrs 로 방사선 기 으로 따지면 

상용제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원자로 보호계통 압력 센서의 DBA 기 (선량 

율: 0.4Mrad/h, TID: 100Mrad)은  아주 높지만 실제 운용 인 설치 치(원자로

로부터 차폐 격리된 구조물 외부) 의 방사선 선량 율 환경은 0.2rad/h 로 매우 낮

다.  선량 율이 낮은 이유는 다 성  다양성 보호계통에 의해 압력센서의 상태를 

감시하여 압력센서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사람에 의한 유지보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NUREG/CR-6888에서 언 하고 있는 섬유 간섭계 원리를 이용한 

신기술의 압력 센서는 원자로 압력 용기(RPV)에 바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감마

선 선량 율  TID 가 매우 높다.  이러한 고  선량 율 환경에서의 센서  

통신기기의 생존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선량 율 생존(DRS -Dose Rate 

Survivability) 요건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SEE 는 양성자, 이온 등에 민감하

기 때문에 원 에서는 고려할 필요는 없다.  DRS  요건을 개발하기 해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 ASTM F1893-98(200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부품)의 

DRB(Dose Rate Burnout) 측정 지침에 거하여 원  극한 환경 사용 통

신기기  소자의 DRS(Dose Rate Survivability) 요건 개발 

• MIL-STD-750E 의 Method 1019에 거한  원  극한 환경 사용 통신기

기  소자의 TID 생존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한 평가  검증 차서 

개발 

   무선 통신 기술에 해서는 NUREG/CR-6882, NUREG/CR-6939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자력 시설에서의 용 사례를 조사하 다.  원자력 발 소 보호

계통의 핵심 기기에 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자로, 핵물질 취  

핫셀 등에는 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설 유선망이 포화상태에 이

르러  유선망의 신규 설비 증설  유지 리 비용이 무선망에 비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다.  무선망의 단 으로 거론되는 보안 측면이 암호화 기법을 용하는 표

(IEEE 802.11i) 의 제정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시설에서의 설비의 신규

증설에는 무선 통신망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측된다.  IT 산업에 의해 무선 통신

기술은 계속 발 될 것으로 기 된다.   NUREG/CR 6888 보고서는  GEN IV 의 

원자력 발 소 계측 계통에는 무선통신망 용이 검토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유선통신기술에 해서는 섬유 통신에 국한하여 자료를 조사하 으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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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L, NASA, 유럽 ESA 등이 우주선에 사용하기 해 마련한 우주 방사선 환경에

서의 섬유 통신 시스템의 생존성을 검증하기 한 기술요건  실험 데이터 들

을 조사하고  차세  에 지인 ITER, DEMO 핵융합로의 극한 환경 요건에 응

성을 갖는 섬유 통신 시스템의 기술 동향  용사례를 조사하 다.  원  극한 

환경보다  훨씬 더 가혹한 극한 환경(감마선 선량율 10～30 kGy/h, TID 

100MGy, 1Gy = 100 rad) 인 핵융합로의 센서  계측 계통의 통신 데이터 링크

로 섬유 통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핵융합 반응 환경에서의 통신 기기  

시스템의 생존성을 검증하기 한 평가  시험 차서를 구축하고 있다.  벨기에 

SCK.CEN 이 섬유 통신 시스템  기기의 평가(실험)  검증을 주도하고 있다. 

핵융합로의 계측 계통에 섬유 통신 시스템을 채택하는 이유는 핵융합 반응에 의

해 발생되는 강력한 EMP( 자  펄스)에 해 섬유가 우수한 면역성을 갖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SCK.CEN 이 수행 인 핵융합로 용을 한 섬유 통신기기 

 시스템에 한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송신부는 VCSEL(수직 공진기 구조의 

표면 발  이 ,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이 사용된다.  

VCSEL 소자는 고 선량율의 감마선, 성자 피폭 환경에도 강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섬유도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강력한 

방사선 환경에 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다.   수신부인 포토다이오드가 상

으로 고 방사선 환경에 취약하여 데이터 송 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핵융합 극한 환경에서 생존성이 검증되고 있는 섬유 통신 시스템을 

원  극한 환경에 용하기 한 안 성 분석 보고서(SAR) 작성을 한 기반 연구

가 필요하다.

• 고선량율 감마선 환경에서의 섬유 통신 시스템 구성요소의 고장 향  

형태 분석 (FMEA -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고 방사선 피폭 환경에 노출되는 우주선, 성, 략 핵무기용의 메모리, IC, 마

이크로 로세서, 센서  반도체 소자는 SEE, DRE, DE 등에 의해 하드웨어 인 

구 손상 는 소 트웨어  논리 기능의 에러가 발생하여 고가의 략 시스템에 

막 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기 해 반도체 소자에 한 내방사화 설계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방사화 설계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양면

을 고려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고 방사선  고온 환경에 안정 인 특성을 갖

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는 밴드 갭 에 지(conduction-valence band 사

이의 에 지 ) 가 높은 SiC, GaAs(III-V) 계열의 물질을 사용한다.  동일 기능

의 로직을 3 개 이상 구 하는 3 의 다 화 설계 (TMR-Triple Module 

Redundant)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Honewell 의 SSEC(Solid-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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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Cenetr) 는 방사선 벨에 따라 3개의 기 , 방사선 허용(Radiation 

Tolerant, TID < 300kRad), 내방사화 (Radiation Hardened,  TID : 300kRad 

～ 1MRad), 략  내방사화 (Strategic Rad-Hard, TID > 1MRad) 등 으로 분

류하여 150㎚ feature 제조 공정에 의해 내방사화 소자를 개발하고 있다. 소 트

웨어 측면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발생한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EDAC(Error 

Detection And Correc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내

방사화 소자는 미국 상무성의 략품목이기 때문에 구입이 용이하지 않다.  소자의 

내방사화 설계기법의 자체개발이 요구된다.

• 고 선량율 감마선 환경에서 생존성을 갖는 센서  통신 소자의 내방사화 

설계 기법  EDAC 알고리즘 개발

• 회로시뮬 이터 (SPICE) 를 이용한  내방사화 소자 설계   검증 기법 개

발

   사이버 보안측면에서 통신 매체의  보안성(unconditional security) 이 

제공되는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의 연구 개발 동향도 간략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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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            Amplitude Probability Density

APD            Avalanche Photo Diode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WR          Advanced Pressurized-Wate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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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정지불능 상과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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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           Bayesian Conditional Probability

BDAS          Boron Dilution Alarm System (붕소 희석 경보 계통)

BE             British Energy 

BER           Bit Error Rate

BFSK          Binary Frequency Shift K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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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nuclear power plant design)

CBM          Conditioned-Based Maintenance

CCD          Charge-Coupled Device

CCK          Complementary Code Keying

CCP          Centrifugal Charging Pump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EA          Control Element Assembly(제어  집합체)

CEDM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제어  구동장치)

CEDMCS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ntrol System

CEGB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CEGB) 

CENELEC     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I Configuration Item(형상 항목)

CLT          Central Limit Theorem

CM Configuration Management(형상 리)

CMIS         CEA Motion Inhibit Signal(제어  집합체 동작 지신호)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CMP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형상 리 계획서)

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OLSS       Core Operating Limit Supervis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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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S          Commercial-Off-The-Shelf

CPCS          Core Protection Calculation System(노심 보호 연산기 계통)

CPSD          Cross Power Spectral Density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RAM         Chalcogenide-based Random Access Memory

CRDM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IEPI         Centr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CSA           Channel Statistical Allowance

CSB           Core Support Barrel(노심 지지통)

CSM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SMA-CA     CSMA with Collision Avoidance

CTPS          Constant-Temperature Power Sensor

CTS           Clear To Send

CWPS         CEA Withdrawal Prohibit Signal

DAC           Digital-to-Analog Converter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S           Data Acquisition System

DAS           Diverse Actuation System

DBA           Design Basis Accident(설계 기  사고)

DBE           Design Basis Event(설계 기  사건)

DBPSK         Differential Binary Phase Shift Keying

DCC           Digital Control Computer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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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DD            Displacement Damage

DDD          Displacement Damage Dose

DE            Dose-rate Effects

DEMO        DEMOnstration/prototype power plant

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S           Data Encryption Standard

DF            Distribution Function

DGSNR       Direction Generale de la Surete Nucleaireet de la 

               Radioprotection (Nuclear Safety and Radioprotection)

DID           Defense-in-Depth

DILS          Digital Interposing Logic System          

DM           Dissimilarity Measures

DMIPS        Dhrystone 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DNA          Deoxyribonucleic acid

DOE          U.S. Department of Energy

DP           Decentralized Periphery

DPCS        Digital Plant Control System(디지털 랜트 제어 계통)

DPPS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디지털 랜트 보호 계통)

DPS         Diverse Protection System(다양성 보호 계통)

DPU         Differential Pressure Unit

DRB         Dose Rate Burnout

DRS         Dose Rate Survivability

DRU        Dose Rate U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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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T        Digital Single-Event Transient

DSL         Digital Subscriber Line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processor

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DTM       Digital Trip Module

DTRA      Defense Treat Reduction Agency

DUT       Device Under Test

EDAC     Error Detection And Correction 

EdF        Electricite de France

ELDRS     Enhanced Low Dose Rate Sensitivity

EM         Electro-Magnetic

EMF        Electro-Motive Force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RFI    Electromagnetic/Radio Frequency Interference

EMP        Electromagnetic Pulse

ENFMS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EPIX       Equipment Perform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database)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SS       Electronic Performance Support System

ESA        European Space Agency

ESFAS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ESEE        Expert StateEstimation Engine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DDI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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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FFH         Fast Frequency Hopping

FFPI         Fiber-optic Fabry-Perot Interferometer

FFT          Fast Fourier Transform

FHSS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FIDAS       Fixed In-core Detector Amp. System

FIP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FISCO       Fieldbus Intrinsically Safe Concept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MS         Fieldbus Message Specification

FPI          Fabry-Perot Interferometer

FUT        Fiber Under Test

FWCS       FeedWater Control System( 수 제어 계통)

FWHM      Full Width Half Maximum

GEO         Geostationary

GFSK        Gaussian Frequency Shift Keying

GMSK       Gaussian Minimum Shift Keying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성항법장치)

GT-MHR     Gas 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

HDS Hardware Design Specification(하드웨어 설계 명세서)

HELB        High-Energy Line Break

HEMT       High-Electron Mobility Transistor

HFIR        High Flux Isotop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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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S        High-Integrity Control System

HIF          Heavy-ion Irradiated Facility

HMI         Human-Machine Interface

HPIC High Pressurized Ionization Chamber

HRP         Halden Reactor Project

HRS Hard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하드웨어 요건 명세서)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I          Human-System Interface 

HSK         Haupabteilung fur die Sicherheit der Kernanlagen

HTGR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C            Integrated Circuits

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CMS       Inadquate Core Cooling Monitoring System)

ICS           Integrated Control System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ER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IMC          Instrument Monitoring and Calibration

ICMP         Instrumentation and Calibration Monitoring Program

INPO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INTD         International Near-Term Deployment

I/O           Input/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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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ternet Protocol

IPS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IPSN         Institute for Nuclear Protection and Safety 

IR            Infrared

IR            Insulation Resistance

IRIS          International Reactor Innovative and Secure

IRSN         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urete Nucldaire

ISA          Instrumentation Systems and Automation Society

ISCO          Integrated System for Centralized Operation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T            Information Technology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VMS         In-core Vibration Monitoring System

JAD           Joint Application Development

JEDEC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NC          Japan Nuclear Cycle

JNT           Johnson Noise Thermometer

JPL           Jet Propulsion Lab.

JTAG         Joint Test Action Group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NGR        Korean Next-Generatio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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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German Nuclear Safety Standards Commission

LAN         Local Area Network

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C           Inductor-Capacitor

LCD Liquid Crystal Display(액정표시장치)

LCSR         Loop Current Step Response

LCU Local Control Unit

LED          Light-Emitting Diode

LER          Licensee Event Report

LET          Linear Energy Transfer

LLC          Logical Link Control

LMFBR       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액체 속 고속 증식로)

LMJ          Laser Mega Joule

LMR         Land Mobile Radio

LOCA        Loss-Of-Coolant Accident(냉각재 상실 사고)

LOS          Line-Of-Sight

LPMS        Loose Part Monitoring System( 속 편 감시계통)

LPRM        Local Power Range Monitor

MAC         Media Access Control layer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MAVD        Maximum Acceptable Value of Deviation

MBU          Multiple Bit Upset

MCR          Main Control Room(주제어실)

MDB          Multi Drop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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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Micro-Electro-Mechanical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LCO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MFM         Multilevel Flow Model

MFSK        M-ary Frequency Shift Keying

MFWP        Main Feed Water Pump(주 수 펌 )

MHI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MIMO       Multiple Input - Multiple Output

MIS          Metal-Insulator-Semiconductor

MMCI       Mixed Mode Communication Interface

MMI         Man-Machine Interface

MMU        Memory Management Unit

MOS         Metal-Oxide Semiconductor

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PSK        M-ary Phase Shift Keying

MSET        Multivariate State Estimation Technique

MSK         Minimum Shift Keying

MTBF       Mean-Time-Between-Failure(평균 고장 시간)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V        Network Assignment Variable

NCAP       Network Capable Application Processor

NEA        Nuclear Energy Agency

NED        Nuclear Event Detector

NEER       Nuclear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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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          Nuclear Energy Institute

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NI           Neutron Instrumentation

NIC         Network Interface Card

NIC         Nuclear Information Center

NIEL        Non-Ionizing Energy Loss

NIF         Neutron Irradiated Facility 

NII          Nuclear Installations Inspectorate

NIMS        NSSSIntegrity Monitoring System(NSSS 건 성 감시 계통)

NIPS         Numerical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NISA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LOS        Non-line-of-sight

NLPLS       Non-Linear Partial Least Squares

NMAC       Nuclear Maintenance Assistance Center

NPAR        Nuclear Plant Aging Research Program

NPL          Non-Programmable Logic

NPP          Nuclear Power Plant

NPRDS       Nuclear Plant Reliability Data System

n-QAM       Multilevel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NRC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R          NRC 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NSC          Nuclear Safety Commission

NSD          Nuclear Safety Dir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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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EE         Neutron Single Event Effects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핵 증기 공  계통)

NUPEC       Nuclear Power Engineering Test Center

NUREG/CR   NUREG Prepared by a Contractor

NUSMG       Nuclear Utilities Software Management Group

OCS          Operational Control System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LA          Overlap Avoidance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OLM          On-Line Monitoring

OLU          Output Logic Unit

OPC          OLE for Process Control

OPD          Optical Pass Difference

OPG          Ontario Power Generation, Inc.

OPRI         Office de Protection contre les Rayonnements Ionisants 

O-QPSK      Offset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S           Operating System

OSI          Open Systems Interconnect

P&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PA           Process Automation

PAN          Person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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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Plant Annunciator System(발 소 경보계통)

PBCC         Packet Binary Convolutional Coding

PBMR        Pebble-Bed Modular Reactor

PC           Personal Computer

PCDIS        Plant Control Data and Instrumentation System

PCF          Point Coordination Function

PCS          Plant Control System(발 소 제어계통 (A/E))

PDA          Personal Data Assistant

PDAS        Plant Data Acquisition System(발 소 자료수집 계통)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E           Process parameter Estimate

PEANO      Process Evaluation and Analysis by Neural Operators

PETS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cking Surveillance

PETS        Preirradiation Elevated Temperature Stress effects

PHY         Physical layer

PI           Process Instrumentation(공정계측계통)

PIF          Proton Irradiated Facility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S        Pressurizer Level Control System(가압기 수  제어계통)

PMP Project Management Plan( 로젝트 리 계획서)

PN           Pseudo-Noise

PPCS        Pressurizer Pressure Control System(가압기 압력 제어계통)

PPIS         Plant Protection and Instrum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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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          Primary Protection System

PPS          Plant Protection System( 랜트 보호 계통)

PRAM        Phase transition-based Random Access Memory

PROM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PRMS        Proces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PRPS         Primary Reactor Protection System

PRT          Platinum Resistance Thermometer

PSAR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PSD          Power Spectral Density

PSEG         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PWR          Pressurized-Water Reactor

QA          Quality Assurance

QAP Quality Assurance Plan(품질 보증 계획서)

QoS          Quality of Service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RAC          Reliability Analysis Center

RAD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RADECS      RADiation Effects on Electronic Components and Systems 

RAM          Random Access Memory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

RCPSSSS      Reactor Coolant Pump Shaft Speed Supervisory System

RCPVMS      Reactor Coolant Pump Vibration Monitoring System

RCS          Reactor Coolant System(원자로 냉각 계통)

RDM         Radiation Design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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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Radio Frequency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G           Regulatory Guide

RHA         Radiation Hardness Assurance

RHBD       RadHard-By-Design

RHCMOS    Radiation Hardened CMOS

RIA         Radiation Induced Absorption

RIA         Radiation Induced Attenuation

RLAT       Radiation Lot Acceptance Test

RMS         Radiation Monitoring System(방사선 감시계통)

RMS         Root Mean Square

RMU         Remote Multiplexing Unit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M         Read-Only Memory

RPCS        Reactor Power Cutback System(원자로 출력 감발 계통)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원자로 보호 계통)

RPSS        Reactor Parameter Signal Simulator

RRS         Reactor Regulating System(원자로 출력 조 계통)

RSP         Remote Shutdown Panel(원격정지 제어반)

RSPT        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제어  치 감지 송기)

RSS         Root Sum Squared

RTB         Reactor Trip Breaker(원자로 정지 차단기)

RTB         Remote Terminal Block

RTCMOS    Radiation Tolerant C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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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RTOS        Real-Time Operating System

RTS         Reactor Trip Signal(원자로정지신호)

RTS         Request To Send

RUP         Rational Unified Process

Rx           Receiver

SAP          Safety Assessment Principle

SAR         Safety Analysis Report

SBCS        Steam Bypass Control System(증기우회제어계통)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SCIIB        Self Calibrating Interferometer/Intensity-Based

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SDM         System Development Method

SDR         Software Defined Radio

SDRAM      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DS         Smart Distributed System

SDS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소 트웨어 설계 명세서)

SDS1        Shut Down System #1

SDS2        Shut Down System #2

SEB         Single Event Burnout

SED         Single Event Disturb

SEDR       Single Event Dielectric Rupture

SEE         Single Event Effects

SEECA      SEE Critica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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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R       Single Event Gate Rupture

SEFI        Single Event Functional Interrupt 

SEL         Single Event Latch-up

SER         Safety Evaluation Report

SER        Soft Error Rates

SESB       Single Event Snap-Back

SEU        Single-Event Upset

SET         Single-Event Transient

SFH         Slow Frequency Hopping

SG          Steam Generator

SGEMP     System Generated ElectroMagnetic Pulse

SHE        Single Event Hard errors

SHI         Self-Heating Index

SiC         Silicon Carbide

SISO        Single Input Single Output

SoC        System on a Chip

SOI        Silicon-On-Insulator

SOTA      State-Of-The-Art

SPACE     Secification and coding environment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

SPRT       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

SPRT      Standard Platinum Resistance Thermometers

SPS         Secondary Protection System

SPSS       Stochastic Parameter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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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L      Savannah River National Lab 

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소 트웨어 요건 명세서)

SSEC      Solid State Electronics Center

SSFM      Solid-State Flux Monitor

SSID        Service Set IDentifier

SSLC        Safety System Logic and Control

SSPD       Superconducting Single Photon Detector 

STIM       Smart Transducer Interface Module

SVVP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TAMU      Texas A&M Univ.

TBIM      Transducer Bus Interface Module

TCB        Trip Circuit Breaker

TCS        Turbine Control System (터빈 제어 계통)

TDMA      Time-Division Multiple Access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

TEDS       Transducer Electronic Data Sheet

TFT      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

TID         Total Ionizing Dose

TII         Transducer Independent Interface

TLU        Trip Logic Unit

TKIP        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

TMR        Triple Module Redundant 

TSP         Trip Set Point

TTA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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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         Time-Triggered Protocol

Tx          Transmitter

TXS         TELEPERM XS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UNII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USB       Universal Serial Bus

UT          University of Tennessee

UWB        Ultra-Wide Band

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C          Virtual Collaborator

VCSEL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VDU        Visual Display Unit

VDX        Vehicle Distributed eXecutive

VME        VersaModule Euro card (as in VME bus)

VLSI        Very Large-Scale Integrated Circuits

VPN        Virtual Private Network

VSIC       Vertically Stacked Integrated Circuit

VVER      Water-cooled Water-moderated Power Reactor(Russian PWR)

WAN      Wide Area Network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

WDP       Westinghouse Distributed Processing Family

WECA      Wireless Ethernet Compatibility Alliance

WELCO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WEP       Wired Equivalent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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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Wireless Fidelity

WiMAX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edia   Wireless Media

WINA      Wireless Industrial Networking Alliance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MAN     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

WPA       WiFi Protected Access

WPA2      WPA, version 2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RB       Wide Range Boronometer( 역 붕소 농도 측정기)

YGN       Yonggwang Nuclear Powe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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