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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통합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개발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플랜트의 안전 계통에 이용되는 통신 수단은 일반 상용 데이터 통신과는 

다른 안전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고 있다. 안전성은 구조의 결정론성과 장치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 또는 장치에 의한 향 방지를 위한 분리 및 격리와 

이들 특성에 대한 증명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 상용 또는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안전성에 기반하여 개발된 시스템이 거의 없

는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개발 과정 또는 제작 과정의 안전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확인 및 검증에 취약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플랜트 안전 계통을 위

한 새로운 데이터 통신망의 구조와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다. 

III.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통합 안전 통신망 요건 개발

통합 안전 통신망 구조 개발

통합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개발

통합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검증

IV. 연구 개발 결과

안전 통신망 구조 설계

원전 안전 계통의 특성과 요건 분석을 통하여 결정론성, 분리 및 격리성, 신뢰성 

및 검증성을 설계 기준으로 설정하고 발전소 보호 계통 (Plant Protection System), 

공학적 안전 설비-기기 제어 계통 (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 노심 보호 연산기 계통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을 위한 안전 

통신망 구조를 설정하 다. 설정된 안전 통신망은 안전 특성과 채널 분류 요건에 

따라 모두 12개의 하부 통신망으로 구성되며 163개의 통신 노드와 1600여개의 전송 

연계를 가진다.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설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은 통신망 설계 요소 설정, 전송 구조 설정, 상용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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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프로토콜의 원전 적용성 분석을 통하여 개발하 다. 통신망 설계 요소는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성형의 토폴로지, 광 케이블의 전송 매체, 동기 전송 방식, 일대일 

링크 및 고정형 전송 권한을 기본 요소로 설정하 다. 전송 구조는 통신 노드들을 

계층적인 성형으로 구성하고, 모든 노드간의 한 주기 데이터 교환을 전송 단계에 

따른 고정형 전송으로 완료하도록 설계하 다. 프로토콜의 원전 적용성 분석은 이

더넷, 토큰링, 토큰 버스, 폴링 및 무선망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설계 기

준과의 적합성 분석을 통하여 IEEE 802.15.4의 보장형 시분할 방식을 채택하 다. 

설정된 프로토콜의 PHY 계층은 Fast 이더넷이며, MAC 계층은 중앙 통신 제어 장

치가 망 전체 전송 일정을 수록한 비콘을 매 주기마다 모든 통신 노드에 전송하고 

통신 노드들은 이 비콘 정보에 동기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각 통신 노드의 전

송 시간을 보장하는 GTS는 전송 단계에 따라 고정적으로 구성된다.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검증

개발된 프로토콜은 SDL (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정형 명세화 하고 Teleogic TAU SDL suite의 simulation과 validation 도구를 이용

하여 기능 및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 다. 개발된 원전 안전 통신망 구조 및 프로토

콜은 원전 안전 계통의 특성과 요건에 부합되고, 정형 명세화 및 검증 과정을 통하

여 확인 및 검증성을 보유하고 있다.

안전 통신망 성능 평가

안전 통신망의 설계 요소에 대한 값과 특성을 도출하고 이중 가변적 특성을 지

닌 노드 수, 스위칭 속도, 노드 전송량의 변화에 따른 전송 지연 시간을 분석, 평가

하 다. 평가 결과 스위칭 속도 증가는 안전 통신망이 수용할 수 있는 노드 수와 

데이터 전송량을 증가시키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증가 시에는 그 증가율이 현저

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전 안전 통신망의 전송 주기인 25 msec를 만족

하기 위해서 스위칭 속도는 최소한 링크 속도와 같은 100 Mbps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안전 통신망 기술을 국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에 적

용하면 안전성과 성능 측면에서 해외 공급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및 기존 가동 원전의 원전 계측 제어 계통에 국내 독자적인 시스템

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통신망 기술의 확립과 인허가성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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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Network Protocol for the Integrated Safety System

II. Research Objectives

Communication devices in the safety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are 

distinguished from those developed for commercial purposes in terms of a strict 

requirement of safety. The concept of safety covers the determinability, the 

reliability, and the separation/isolation to prevent the undesirable interactions 

among devices. The safety also requires that these properties be never proofless. 

Most of the current commercialized communication products rarely have the 

safety properties. Moreover, they can be neither verified nor validated to satisfy 

the safety property of implementation process. This research proposes the novel 

architecture and protocol of a data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safety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 

III. Research Scope

Requirements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ty Network

Architectur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ty Network

Protocol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ty Network

Protocol Validation of Integrated Safety Network

IV. Research Results

Architecture Design of Safety Network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the target system, we 

establish four design criteria with respect to determinability, reliability, separation 

and isolation, and verification/validation. Next, we construct the architecture of 

the safety-critical network for the following systems: plant protection system, 

engineered safety features - component control system,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The safety-critical network consists of 12 sub-networks and takes the 

form of a hierarchical star. Among 163 communication nodes are about 1600 

origin-destination (OD) pairs created on their traffic demands. The OD pai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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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ed to exchange data only during the pre-assigned time slots.

Protocol Design of Safety Network

The communication protocol i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design factors for 

the safety-critical network. The design factors include a network topology of star, 

fiber-optic transmission media, synchronous data transfer mode, point-to-point 

link configuration, and a periodic transmission schedule etc. The resulting 

protocol is the modification of IEEE 802.15.4 (LR-WPAN) combined with IEEE 

802.3 (Fast Ethernet). The data rate is sufficiently enhanced by replacing the 

PHY layer of IEEE 802.15.4 with that of Fast Ethernet. The MAC layer of IEEE 

802.15.4 is simplified by eliminating some unnecessary functions. Most 

importantly, the optional TDMA-like scheme called the guaranteed time slot 

(GTS) is changed to be mandatory to guarantee the periodic data transfer.

Protocol Validation of Safety Network

The proposed protocol is formally specified using the SDL. By performing 

simulations and validations via Telelogic TAU SDL suite, we find that the 

proposed safety-critical protocol fits well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safety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

Performance Analysis of Safety Network

We figure out the parametric characteristics of design factors for the safety 

network and analyze the delay varia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nodes, 

switching speed, and the amount of data exchanged among nodes. We observe 

that the number of nodes and the amount of data that can be accommodated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switching speed and level off beyond a certain 

point. Finally, the switching speed of the safety network should be at least 100 

Mbps to guarantee 25 msec communication period.

V. Practical Usage

From the perspectives of safety and performance, the safety network protocol 

developed throughout this research will enable us to be more competitive 

against overseas vendors when it is applied in the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Based on this competitiveness, our network protocol can be 

supplied to the current or newly-developing I&C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and used to setup the domestic technology of safet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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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 배경

통신망과 그것을 지원하는 통신망 기술 및 서비스는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생활 및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통신망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망 구

축 시에는 통신망의 성능과 함께 경제성과 효율성, 이용자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전략적으로는 개방형 표준 제품과 기술, 유연성 및 융통성을 갖는 구조, 

보수나 시험이 쉽고 경제적인 제품을 선택한다 [1]. 그러나 통신망이 자동차, 비행

기, 원자력 플랜트 등과 같이 인간의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safety-critical 시

스템 분야에 적용될 경우에는 일반적 상용 통신망의 적용 방법과는 다른 기준이 고

려되어야 한다. Safety-critical 시스템은 예상치 않은 고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

을 위협할 수 있고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2]. 최근의 통신망 응용 기술은 보다 빨리, 

편리하게, 다양한 환경 적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

술이나 구조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원전의 경우,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컴퓨터 기반으로 새롭게 구현함에 따라 

안전 관련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망 도입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원전 안전 계측 제

어 시스템은 그것의 고장으로 인하여 인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safety-critical 시스템이며, 이러한 원전 안전 시스템의 자료 전송 수단으로 이

용되는 데이터 통신망은 일반 상용 또는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통신망과는 다른 엄

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요건에는 일반적 안전 특성인 신뢰성, 결정론성과 

함께 원전 고유의 특성인 분리 및 격리성과 검증성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기존 

통신망은 전송 효율 및 용량 등과 같은 성능에 치중되어 있으며 원전 안전 시스템

에서 요구되는 특성 들을 수용할 수 없거나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신망을 분류하면 일반 상용망과 산업망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일반 상용망은 IEEE나 ITU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통신망이 적용 및 발전되고 있다. 이더넷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용망은 표준화도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기가 비트의 고속 전송 용

량으로 고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상용망은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복잡한 서비스 기능의 제공과 함께 전송 용량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어 왔

기 때문에 원전의 요구 사항인 단순 명료성과 검증성 등을 만족하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대부분 결정론적인 제어 특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 원전에 직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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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부적절한 실정이다.

산업망의 경우에는 주로 대규모 기업의 자사 특정 용도로 개발되어 발전해 왔으

며 공장 자동화 등과 같은 산업용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망 적용 사례는 MAP 

(Manufacturing Automation Protocol), Profibus 등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다. 특

히, 필드버스 용도로 개발된 제품은 수백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통신 

방식은 대부분이 기존의 이더넷 또는 토큰 패싱 방식을 자사 제품과 호환되도록 수

정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어 상용망의 원전 적용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적용 범위의 한정성과 기술의 폐쇄성으로 검증성에 결함을 갖고 있다. 프로피

버스 등과 같이 일부 개방형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대부분 토큰 패싱 또는 폴링에 

의한 마스터-슬래이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토큰 분실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결

정론성 또는 전송 용량과 격리성에 한계를 갖고 있어 원전 안전 시스템에 직접 적

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3].

통신망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의 구조적 근간을 이루고 디지털 계통의 안전성

과 기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특히, 원전 안전 계통 통신망은 원전의 안전 

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계통 내외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수단으로서 통신망 

고장 시에는 안전 기능 전체의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

전 안전 통신망은 구조의 결정론성과 장치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 또는 장

치에 의한 분리 및 격리와 이들 특성에 대한 증명성까지 포함한 안전 개념에 의하

여 구축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상용 또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에서 적

용되고 있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들은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시스템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개발 과정 또는 제작 과정의 안전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검증 및 확인에 취약점을 갖고 있다. 원전 특성과 요건에 최적화한 통신망 개발 없

이 현재와 같이 상용 또는 산업용을 일부 수정한 방식으로 계속 공급될 경우에는 

통신망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원전 적용을 위

한 결정론적이며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통신망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원전 통신망 개발을 위해서는 원전 특성 및 요건에 맞는 프로토콜의 개발이 선

행되어야 한다. 프로토콜은 통신망의 제반 통신 규약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서, 통신

망의 신뢰도와 성능에 가장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된다. 기존의 통신망 

프로토콜이 상용 또는 산업 용도에 따른 요구 사항에 의하여 개발 및 적용되어 왔

듯이 원전 통신망 개발을 위해서는 원전의 용도에 따른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전용 통신망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전용 통신망 프로토

콜 개발은 새로운 개념의 프로토콜 또는 기존의 프로토콜을 원전용으로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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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나 어느 방법으로 개발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

적이고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

에 의한 개발은 원전의 요구 특성인 결정론성과 검증성을 위함이다. 원전 통신망이 

결정론성과 검증성을 갖기 위해선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요구 특성을 정확하게 예

측하고 개발 과정에서 이를 확인 및 검증해야 하며 개발된 통신망이 이러한 요구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개발을 위하여 그림 1.1과 같이 개발 

절차를 설정하고 각 단계 별로 세부 연구를 수행하 다. 프로토콜 개발 과정은 통

신망 구조 설계, 프로토콜 설계 및 프로토콜 검증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수행하 다.

[그림 1.1]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개발 과정.

통신망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통신망 구성 시스템의 특성과 요구 기능 및 설계 

요건을 분석하여 전체 통신망 설계 기준을 설정하고 노드 및 전송 트래픽 분석을 

통하여 안전 통신망 구조를 설계하 다. 또한, 통신망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하여 안

전 통신망을 위한 설계 요소를 확정하 다. 

프로토콜 설계 단계에서는 안전 통신망의 토폴로지와 전송 구조를 설정하고 상

용 및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의 원전 적용성 분석을 통하여 프로토콜 구조를 설계하

다. 또한,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에 대한 기능 사양, 서비스 사양, 프레임 구조 및 

변수 설정 등의 제반 프로토톨 사양을 개발하 다.

프로토콜 검증 단계에서는 설계된 안전통신망 프로토콜을 정형 기법을 이용하여 

명세화하고 명세 오류의 제거,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에 대한 simulation을 통한 교

착 상태, 차폐성 등에 대한 검증과 validation을 통한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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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원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안전 및 검증 특성 때문에 정보 처리 계통과 같은 비안

전 계통에 제한하여 통신망 개념을 적용해 왔으며 최근에야 보호 계통과 같은 안전 

계통 적용 통신망이 도입되고 있다. 국외에서 적용된 안전 통신망의 경우를 보면 

데이터 링크 방식이나 필드버스 수준의 데이터 통신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기존 

상용 또는 산업용 통신망을 일부 수정한 전용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원전에 공급함

으로써 원전 고유의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증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경우에는 2005년에 상용 운전을 시작한 울진 5&6 원전에 최초로 안

전 계통인 보호 계통에 웨스팅하우스의 AF-100 통신망이 도입되었다. AF-100은 토

큰  패싱 방식에 근거하여 일부 기능을 수정한 방식이나 전송 용량이 1.5 Mbps에 

불과하여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는 안전 제어 계통에는 적용이 어렵다. 무엇

보다도 AF-100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안전 필수 기능을 위한 데이터 전송 

수단으로는 부적합하고 그 보다 낮은 등급의 안전 관련 상태 데이터 전송에 국한하

여 사용되고 있다. 보호 계통의 안전 필수 기능 또는 일부 안전 제어 계통에 사용

되는 통신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나 물리 계층 범위만을 포함하는 단순 통신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본격적인 개념의 통신망 적용을 통한 시스템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

이다. 현재, 원전 계측 제어 분야의 국내 기술 자립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KNICS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사업에서도 AF-100 보다 개선

된 성능을 갖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필드버스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제한된 프로토콜 사양에 의존함으로써 원전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화한 통

신망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의 경우에는 독일 Siemens의 Teleperm XS, 미국 Westinghouse 사의 AC160 

등의 기기에 상용 제품을 일부 수정한 자사 제품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

부분 비안전 계통에는 이더넷 방식을, 안전 계틍에는 토큰 패싱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용 제품 인증 절차를 통하여 원전에 적용하고 있다. 통신망 프로토콜의 

경우 상용 프로토콜을 일부 수정하여 자사 제품명을 붙인 전용 프로토콜을 주로 사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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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전 안전 통신망 구조 설계

원전 안전 통신망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 통신망에 대한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통신망 구조는 통신망 설계 요건과 구성, 전송 연계 사양 및 기본 설계 요소

의 선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전 안전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통신 요구 특성을 분

석하고 안전 통신망 설계 기준 및 세부 요건을 정립하 다. 또한, 통신망 구성 모듈

과 전송 연계 특성을 분석하여 통신망 구성과 전송 연계 사양을 확정하고 추출된 

설계 기준에 따른 통신망 기본 설계 요소를 설정함으로써 구조 설계를 수행하 다.  

     

1. 안전 시스템 특성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플랜트 공정 처리 단계별로 분류하면 계측 및 감시 시

스템, 보호 및 제어 시스템, 경보 및 정보 처리 시스템, 주제어 시스템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를 고유 기능으로 분류하면 안전 시스템과 비안전 시스템으로 분

류할 수 있다 [5]. 이들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구조

는 그림 3.1과 같다. 

안전 시스템의 고유 기능은 사고 관련 기능의 수행이며 비안전 시스템의 고유 

기능은 원전 정상 운전 관련이다. 원전 안전 시스템은 원전의 비정상 상태시 사고 

방지 또는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며 발전소 보호 계통, 노심 보호 연산기 계통, 

공학적 안전 설비-기기 제어 계통의 3개의 계통으로 구성된다. 발전소 보호 계통은 

원전 비정상 상태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원자로를 불시에 정지시키는 기능을 담당

하며 노심 보호 연산기 계통은 원자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정 한 계산을 수행하여 

이상 발생시 이를 발전소 보호 계통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학적 안전 설

비-기기 제어 계통은 원전 사고 발생시 플랜트 하부의 기기를 제어하여 여러 가지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안전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원전의 사고의 방지 또는 완화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장 또는 오작동은 원전의 안전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비하여 안전 시스템은 대부분 2중화 또는 4중

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다중화 구조 간에는 엄격한 물리적 분리 및 전기적 격리 

요건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 개의 채널에 의한 다중 채널의 고장 전파를 확실히 방

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개의 계통은 기능적으로는 매우 접하게 연계되어 공

정 계측 또는 각 계통의 출력이 다른 계통의 기능과 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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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단계적 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원전 계측 제어 통합 구조.

안전 시스템은 비용 또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구성 장

치에 대하여 최고의 품질 등급이 요구된다. 요구 품질에는 시스템의 기능, 성능, 신

뢰성뿐만 아니라 지진과 환경 조건에 대한 견딤성도 포함되며 모든 설계 및 제작공

정의 투명성과 검증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안전 시스템을 위한 기능 또는 구성품은 

품질 등급을 비롯한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들 안전 시스템에 대한 통신 요구 특성은 다음과 같다 [6].

실시간 전송 

안전 시스템은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으로서 사고 조건 시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처리 응답 시간은 수백 msec에

서 수 초 이내로서, 각 처리 과정에 따른 데이터 통신 시간은 수십 msec 이내로 엄

격히 제한된다. 또한, 정해진 시간 이내에 통신을 완료하지 못 할 때에는 미리 규정

된 처리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설정되는 경성 (hard) 실시간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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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구조

안전 시스템은 40년의 생명 주기 동안 기능과 성능의 변화가 거의 없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원전 안전 특성상 안전성이 보장되거나 검증된 사항에 한하여 변경이

나 개선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 노드의 추가․삭제 또는 데이터 전송 

특성이 거의 변화가 없는 고정 구조를 갖으며, 통신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의 개선

과 통신 노드 추가에 대한 여유성 등에 대한 추후 변경 요소는 초기 구축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전 시스

템의 성능 여유는 40% 이상이 요구되며 확장성은 3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단순하면서 투명한 전송 기능

원전 안전 시스템의 처리 구조는 단순 명료해야 한다. 이는 복잡한 기능이나 불

확실한 처리 구조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전 시스

템은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되고 그 향과 결과를 평가하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반 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 시스템

을 위한 통신 시스템은 복잡한 기능이나 모호한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는 안전 시스템의 검증성 확

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짧은 메시지의 주기적 전송

안전 시스템의 기능은 작동의 유무 또는 상태의 설정치 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

여 장치 또는 다른 시스템으로 출력하는 것으로서, 공정 결과 및 상태에 대한 매우 

짧은 메시지들로 구성된다. 또한, 안전 시스템은 매 주기마다 작동 유무를 상태 기

반으로 출력하는 주기적 전송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안전 시스템은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태 기반에 의한 주기적이며 짧은 메시지 전송 특성을 갖는다.

고 신뢰도 및 안전성

안전 시스템의 일반 특성과 동일하게, 안전 시스템을 위한 통신 시스템은 경제성 

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안전 통신 시스템의 전송 구조나 기능 

결정시 성능 요소 보다는 안전성 요소 즉, 신뢰성, 분리 및 격리성, 검증성 등을 우

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 통신 시스템은 고장 허용 구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이미 증명된 기술이나 검증 가능한 기술과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해

야 한다.

2. 안전 통신망 설계 요건

가. 안전 통신망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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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통신망은 원전 안전 시스템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과 검증성을 만족해

야 한다. 안전성은 시스템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구조의 결정론성과 고장 격리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안전 통신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다음의 4가지 설계 기준을 설

정하 다. 설정된 설계 기준은 통신망 개발 시에 요구되는 기술 선정, 설계 요소 설

정, 구현 검증 등의 모든 개발 단계에서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론적 통신구조

안전 통신망은 통신 방식과 구조 및 설계 요소에 대한 모든 특성이 계산 및 예

측 가능한 결정론적 통신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통신상의 모든 방법과 기

술, 구현 등이 투명해야 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용량과 전송 지연 시간을 미리 예

측하고 이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예측된 결과를 넘을 때는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 통신망은 데이터의 경로와 

전송 방식이 확정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사건 기반의 비 결정론적인 전송 특성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고정적인 상태 기반의 전송 구조를 

갖도록 한다. 

명확한 분리 및 격리 구조

안전 시스템의 계통 및 채널간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이들 간의 전송 경로는 명

확하게 분리 및 격리되어야 한다. 분리 및 격리의 주목적은 고장 격리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 경로의 물리적 분리, 일대일 논리적 전송, 전기적 격리를 

위한 광 케이블의 사용 및 송수신 분리에 의한 단방향 전송 구조 개념을 적용한다.

확인 및 검증성 보유

안전 통신망을 위한 모든 구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해

야 한다. 프로토콜은 도달성 분석 (reachability analysis)에 의하여 검증된 프로토콜 

사양으로 구현해야 하며 위험성 (hazard)을 갖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4]. 또한, 

케이블을 비롯한 모든 장치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에 검증된 제품을 이용해야 한

다. 확인 및 검증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미 증명된 기술이나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확실한 동작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복잡한 방법론을 배제하고 

단순하면서도 전송이 확실히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검증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하면 하드웨어 근간의 언어로 구현하며 복잡한 능동적인 작동 

기능 보다는 단순화한 수동적인 작동 구조를 갖도록 한다.     

고 신뢰성 보유

안전 통신망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 요소는 신

뢰도를 분석 및 제시할 수 있는 구조, 부품 및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며, 단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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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에도 안전 시스템이 요구하는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장 허용 능

력을 보유해야 한다. 

나. 안전 통신망 성능 요건

앞 절의 설계 기준은 원전 안전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안전 통

신망 설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전송 용량

안전 통신망은 각 하부망 별로 요구되는 데이터의 최대 부하 조건에서 설계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대 부하 조

건은 가장 많은 송수신량을 초래하는 경우를 근거로 하고 고장, 조치, 시험 특성 등

을 고려해야 한다.

전송 지연

안전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전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제

한 시간 내에 전송되어야 한다. 전송 주기는 계속적이며 일정하도록 해야 하며 장

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시간 불일치나 메시지 과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확장성

안전 통신망은 적어도 30%의 확장 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준화

안전 통신망을 위한 프로토콜은 가능하면 국제 표준 규격을 수용하지만, 원전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 경험이 있는 특정 프로토콜이나 산업 표준

을 요건에 맞게 수정한 프로토콜의 채택 또는 개발도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반

드시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에러

통신 에러 발생시 성능과 관련하여, 에러 감지 및 교정 방법과 이에 필요한 트래

픽량, 미검출 에러율 및 결정 방법, 미검출 에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

와 그 완화 방법, 복구 불능 에러 시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정의해야 한다. 또한, 

전송하는 단일 비트 또는 비트 그룹의 실패, 변화 없는 반복 메시지의 전송, 다중 

경로에 의한 전송 메시지의 상이 등에 대한 고장에 대하여 운전 요원에게 검출 및 

경고되어야 한다.

운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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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신망은 운전의 효율성, 사용자 연계, 공급자 지원 능력 및 운전 경험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운전 효율성 요소로는 운전의 용이성, 관리 기

능, 운  비용 등이 포함되며 사용자 연계는 MMI (Man Machine Interface) 장비 

등의 운전 요원과의 연계성과 인지도를 고려해야 한다. 공급자 지원 능력은 설계, 

설치, 시험, 운전시의 공급자 기술과 능력 등이 해당되며 운전 경험은 장비의 기기 

운  경험 및 이력 자료의 제공 능력이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보수 및 유지 요건

안전 통신망은 보수 및 유지가 용이해야 하고 배선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의 접속성 및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교체가 용

이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데이터 통신을 위한 배선 시에는 전원선, 낙뢰, 접지, 

정전기 방출 등으로 부터의 잡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 

매체 선택 시에는 방사능, 고온, RF 잡음 등의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유 기능인 데이터 전송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장 검출, 격리 및 

복원 기능을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

  

시험 요건

안전 통신망은 각 모듈에 대한 기능 검증 시험과 품질 등급에 따른 환경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망의 정상 운전성 확인 시험을 위한 자체 시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시험 기능은 원전 운전 중에 가능해야 한다.

3. 안전 통신망 구성

가. 통신망 구성 모듈 및 전송 연계 분석

원전 안전 통신망은 발전소 보호 계통 (PPS: Plant Protection System), 노심 보

호 연산기 계통 (CPCS: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및 공학적 안전 설비-

기기 제어 계통 (ESF-CCS: 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

의 3개 시스템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9]. 표 3.1은 안

전 통신망에 포함되는 각 계통의 프로세서 모듈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표 3.2는 채

널 A 프로세서 모듈에 대한 전송 연계 분석 결과이다. 채널 B, C, D의 전송 연계는 

채널 A와 동일하다. 표 3.1에서 보면, 안전 통신망 전체는 발전소 보호 계통 24개, 

노심 보호 연산기 계통 33개, 공학적 안전 설비-기기 제어 계통 106개 등 모두 163

개의 프로세서 모듈로 구성된다. 이들 모듈 중 현장 캐비닛 장착 모듈은 채널 별로 

분산 배치되며 제어실 장착 모듈은 대부분 채널 구별 없이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전송 연계 분석은 각 시스템의 내․ 외부 연계도를 작성하고 각 연계에 

대한 신호량, 데이터량, 전송 주기, 정보 등급 등을 추출하여 수행하 다. 표 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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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채널 A는 393개의 전송 연계를 갖는데, 안전 통신망 전체로는 각 주기마다 

1600여개의 전송 연계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전송 연계는 안전 통신망 내부와 외

부 연계로 구성되며 내부 연계는 채널 내부, 계통 내부 및 채널간 연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전송 주기는 50 msec와 500 msec의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안전성 요건

에 따른 전송 데이터의 품질 등급은 안전 필수 (SC: Safety-Critical)와 안전 중요 

(ITS: Important to Safety)로 나뉜다.

[표 3.1] 안전 통신망 구성 모듈 목록.
System Module 

Name Module Description Location 채널
수

량

PPS

BP Bistable Processor PPS Cabinet A,B,C,D 4
CP Coincidence Processor PPS Cabinet A,B,C,D 4
ATIP Automatic Test & Interface Processor PPS Cabinet A,B,C,D 4
MOM PPS MCR Op's Module 주제어실 A,B,C,D 4
RCOM PPS COM PPS Cabinet A,B,C,D 4
ROM PPS RSR Op's Module 원격정지실 A,B,C,D 4

CPC

CEAC-1 CEA Calculator #1 CPC Cabinet A,B,C,D 4
CEAC-2 CEA Calculator #2 CPC Cabinet A,B,C,D 4
CPC CPC Main Processor CPC Cabinet A,B,C,D 4
CPP-1 CEA Position Processor #1 CPC Cabinet A,B,C,D 4
CPP-2 CEA Position Processor #2 CPC Cabinet A,B,C,D 4
ACPC CPC Aux. Processor CPC Cabinet A,B,C,D 4
CEAPD MCR CEA Position Display Processor 주제어실 공통채널 1
MTP CPC Maintenance & Test Processor CPC Cabinet A,B,C,D 4
OM CPC OP's Module 주제어실 A,B,C,D 4

ESF
-CCS

GC-1 ESF-CCS Group Controller #1 ESF-CCS 캐비닛 A,B,C,D 4
GC-2 ESF-CCS Group Controller #2 ESF-CCS 캐비닛 A,B,C,D 4
GC-3 ESF-CCS Group Controller #3 ESF-CCS 캐비닛 A,B,C,D 4
LC-1 ESF-CCS Loop Controller #1 ESF-CCS 캐비닛 A,B,C,D 4
LC-2 ESF-CCS Loop Controller #2 ESF-CCS 캐비닛 A,B,C,D 4
LC-3 ESF-CCS Loop Controller #3 ESF-CCS 캐비닛 A,B,C,D 4
LC-4 ESF-CCS Loop Controller #4 ESF-CCS 캐비닛 A,B,C,D 4
LC-5 ESF-CCS Loop Controller #5 ESF-CCS 캐비닛 A,B,C,D 4
LC-6 ESF-CCS Loop Controller #6 ESF-CCS 캐비닛 A,B,C,D 4
LC-7 ESF-CCS Loop Controller #7 ESF-CCS 캐비닛 A,B,C,D 4
LC-8 ESF-CCS Loop Controller #8 ESF-CCS 캐비닛 A,B,C,D 4
LC-9 ESF-CCS Loop Controller #9 ESF-CCS 캐비닛 A,B,C,D 4
LC-10 ESF-CCS Loop Controller #10 ESF-CCS 캐비닛 A,B,C,D 4
LC-11 ESF-CCS Loop Controller #11 ESF-CCS 캐비닛 A,B,C,D 4
LC-12 ESF-CCS Loop Controller #12 ESF-CCS 캐비닛 A,B,C,D 4
ETIP ESF-CCS Test & Interface Processor ESF-CCS 캐비닛 A,B,C,D 4
ECOM ESF-CCS COM ESF-CCS 캐비닛 A,B,C,D 4
MSC-1~22 ESF-CCS 주제어실 Soft-Controller #1~#22 주제어실 공통채널 22
RSC-1~4 ESF-CCS 원격 정지실 Soft-Controller 

#1~#4 원격정지실 공통채널 4
CCG ESF-CCS Control Channel Gateway ESF-CCS 캐비닛 A,B,C,D 4
MCPM ESF-CCS 주제어실 Control Panel Mux 주제어실 A,B,C,D 4
RCPM ESF-CCS 원격정지실 Control Panel Mux 원격정지실 A,B,C,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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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 목록 (1/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1 CPCS ACPC-A1 MTP-A 74 14938 ITS 500
2 CPCS ACPC-A1 OM-A 74 14938 ITS 500
3 CPCS ATIP-A MTP-A 1 1 ITS 500
4 CPCS CEAC-A-1 MTP-A 110 3885 ITS 500
5 CPCS CEAC-A-1 OM-A 110 3885 ITS 500
6 CPCS CEAC-A-2 MTP-A 110 3885 ITS 500
7 CPCS CEAC-A-2 OM-A 110 3885 ITS 500
8 CPCS CPC-A1 ACPC-A1 198 6195 ITS 500
9 CPCS CPC-A1 CEAPD 244 7808 ITS 500
10 CPCS CPC-A1 IPS 356 11392 ITS 500
11 CPCS CPC-A1 MTP-A 73 15449 ITS 500
12 CPCS CPC-A1 OM-A 73 15449 ITS 500
13 CPCS CPC-A1 QIAS-N 84 2688 ITS 500
14 CPCS CPP-A-1 MTP-A 16 3112 ITS 500
15 CPCS CPP-A-1 OM-A 16 3112 ITS 500
16 CPCS CPP-A-2 MTP-A 16 3112 ITS 500
17 CPCS CPP-A-2 OM-A 16 3112 ITS 500
18 CPCS MTP-A ACPC-A1 4 1024 ITS 500
19 CPCS MTP-A CEAC-A-1 40 4292 ITS 500
20 CPCS MTP-A CEAC-A-2 40 4292 ITS 500
21 CPCS MTP-A CPC-A1 90 19758 ITS 500
22 CPCS OM-A CEAC-A-1 3 39 ITS 500
23 CPCS OM-A CEAC-A-2 3 39 ITS 500
24 CPCS OM-A CPC-A1 10 1528 ITS 500
25 CPCS OM-A CPP-A-1 3 246 ITS 500
26 CPCS OM-A CPP-A-2 3 246 ITS 500
27 ESF-CCS CCG-A1 MSC-1 312 792 ITS 500
28 ESF-CCS CCG-A1 MSC-10 312 792 ITS 500
29 ESF-CCS CCG-A1 MSC-11 312 792 ITS 500
30 ESF-CCS CCG-A1 MSC-12 312 792 ITS 500
31 ESF-CCS CCG-A1 MSC-13 312 792 ITS 500
32 ESF-CCS CCG-A1 MSC-14 312 792 ITS 500
33 ESF-CCS CCG-A1 MSC-15 312 792 ITS 500
34 ESF-CCS CCG-A1 MSC-16 312 792 ITS 500
35 ESF-CCS CCG-A1 MSC-17 312 792 ITS 500
36 ESF-CCS CCG-A1 MSC-18 312 792 ITS 500
37 ESF-CCS CCG-A1 MSC-19 312 792 ITS 500
38 ESF-CCS CCG-A1 MSC-2 312 792 ITS 500
39 ESF-CCS CCG-A1 MSC-20 312 792 ITS 500
40 ESF-CCS CCG-A1 MSC-21 312 792 ITS 500
41 ESF-CCS CCG-A1 MSC-22 312 792 ITS 500
42 ESF-CCS CCG-A1 MSC-3 312 792 ITS 500
43 ESF-CCS CCG-A1 MSC-4 312 792 ITS 500
44 ESF-CCS CCG-A1 MSC-5 312 792 ITS 500
45 ESF-CCS CCG-A1 MSC-6 312 792 ITS 500
46 ESF-CCS CCG-A1 MSC-7 312 792 ITS 500
47 ESF-CCS CCG-A1 MSC-8 312 792 ITS 500
48 ESF-CCS CCG-A1 MSC-9 312 792 ITS 500
49 ESF-CCS CCG-A1 RSC-1 312 792 ITS 500
50 ESF-CCS CCG-A1 RSC-2 312 792 ITS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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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 목록 (2/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51 ESF-CCS CCG-A1 RSC-3 312 792 ITS 500
52 ESF-CCS CCG-A1 RSC-4 312 792 ITS 500
53 ESF-CCS ECOM-A ETIP-A 15 210 ITS 500
54 ESF-CCS ECOM-A IPS 6902 10427 ITS 500
55 ESF-CCS ETIP-A ATIP-A 166 181 ITS 500
56 ESF-CCS ETIP-A ATIP-B 166 181 ITS 500
57 ESF-CCS ETIP-A ATIP-C 166 181 ITS 500
58 ESF-CCS ETIP-A ATIP-D 166 181 ITS 500
59 ESF-CCS ETIP-A ECOM-A 2048 2063 ITS 500
60 ESF-CCS ETIP-A ETIP-B 6 21 ITS 500
61 ESF-CCS ETIP-A ETIP-C 6 21 ITS 500
62 ESF-CCS ETIP-A ETIP-D 6 21 ITS 500
63 ESF-CCS ETIP-A GC-A-1 104 1649 ITS 500
64 ESF-CCS ETIP-A GC-A-2 104 1649 ITS 500
65 ESF-CCS ETIP-A GC-A-3 104 1649 ITS 500
66 ESF-CCS ETIP-A QIAS-N 912 912 ITS 500
67 ESF-CCS ETIP-A RTIP-A 64 79 ITS 500
68 ESF-CCS ETIP-A RTIP-B 64 79 ITS 500
69 ESF-CCS ETIP-B ETIP-A 6 21 ITS 500
70 ESF-CCS ETIP-C ETIP-A 6 21 ITS 500
71 ESF-CCS ETIP-D ETIP-A 6 21 ITS 500
72 ESF-CCS GC-A-1 ECOM-A 194 344 ITS 500
73 ESF-CCS GC-A-1 ETIP-A 194 344 ITS 500
74 ESF-CCS GC-A-1 LC-A1-1 3 33 ITS 500
75 ESF-CCS GC-A-1 LC-A1-10 3 33 ITS 500
76 ESF-CCS GC-A-1 LC-A1-11 3 33 ITS 500
77 ESF-CCS GC-A-1 LC-A1-12 3 33 ITS 500
78 ESF-CCS GC-A-1 LC-A1-2 3 33 ITS 500
79 ESF-CCS GC-A-1 LC-A1-3 3 33 ITS 500
80 ESF-CCS GC-A-1 LC-A1-4 3 33 ITS 500
81 ESF-CCS GC-A-1 LC-A1-5 3 33 ITS 500
82 ESF-CCS GC-A-1 LC-A1-6 3 33 ITS 500
83 ESF-CCS GC-A-1 LC-A1-7 3 33 ITS 500
84 ESF-CCS GC-A-1 LC-A1-8 3 33 ITS 500
85 ESF-CCS GC-A-1 LC-A1-9 3 33 ITS 500
86 ESF-CCS GC-A-2 ECOM-A 194 344 ITS 500
87 ESF-CCS GC-A-2 ETIP-A 194 344 ITS 500
88 ESF-CCS GC-A-2 LC-A1-1 3 33 ITS 500
89 ESF-CCS GC-A-2 LC-A1-10 3 33 ITS 500
90 ESF-CCS GC-A-2 LC-A1-11 3 33 ITS 500
91 ESF-CCS GC-A-2 LC-A1-12 3 33 ITS 500
92 ESF-CCS GC-A-2 LC-A1-2 3 33 ITS 500
93 ESF-CCS GC-A-2 LC-A1-3 3 33 ITS 500
94 ESF-CCS GC-A-2 LC-A1-4 3 33 ITS 500
95 ESF-CCS GC-A-2 LC-A1-5 3 33 ITS 500
96 ESF-CCS GC-A-2 LC-A1-6 3 33 ITS 500
97 ESF-CCS GC-A-2 LC-A1-7 3 33 ITS 500
98 ESF-CCS GC-A-2 LC-A1-8 3 33 ITS 500
99 ESF-CCS GC-A-2 LC-A1-9 3 33 ITS 500
100 ESF-CCS GC-A-3 ECOM-A 194 344 ITS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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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 목록 (3/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101 ESF-CCS GC-A-3 ETIP-A 194 344 ITS 500
102 ESF-CCS GC-A-3 LC-A1-1 3 33 ITS 500
103 ESF-CCS GC-A-3 LC-A1-10 3 33 ITS 500
104 ESF-CCS GC-A-3 LC-A1-11 3 33 ITS 500
105 ESF-CCS GC-A-3 LC-A1-12 3 33 ITS 500
106 ESF-CCS GC-A-3 LC-A1-2 3 33 ITS 500
107 ESF-CCS GC-A-3 LC-A1-3 3 33 ITS 500
108 ESF-CCS GC-A-3 LC-A1-4 3 33 ITS 500
109 ESF-CCS GC-A-3 LC-A1-5 3 33 ITS 500
110 ESF-CCS GC-A-3 LC-A1-6 3 33 ITS 500
111 ESF-CCS GC-A-3 LC-A1-7 3 33 ITS 500
112 ESF-CCS GC-A-3 LC-A1-8 3 33 ITS 500
113 ESF-CCS GC-A-3 LC-A1-9 3 33 ITS 500
114 ESF-CCS LC-A1-1 CCG-A1 156 396 ITS 500
115 ESF-CCS LC-A1-1 ECOM-A 411 666 ITS 500
116 ESF-CCS LC-A1-1 ETIP-A 411 666 ITS 500
117 ESF-CCS LC-A1-1 MCPM-A1 35 35 ITS 500
118 ESF-CCS LC-A1-1 RCPM-A1 35 35 ITS 500
119 ESF-CCS LC-A1-10 CCG-A1 156 396 ITS 500
120 ESF-CCS LC-A1-10 ECOM-A 411 666 ITS 500
121 ESF-CCS LC-A1-10 ETIP-A 411 666 ITS 500
122 ESF-CCS LC-A1-10 MCPM-A1 35 35 ITS 500
123 ESF-CCS LC-A1-10 RCPM-A1 35 35 ITS 500
124 ESF-CCS LC-A1-11 CCG-A1 156 396 ITS 500
125 ESF-CCS LC-A1-11 ECOM-A 411 666 ITS 500
126 ESF-CCS LC-A1-11 ETIP-A 411 666 ITS 500
127 ESF-CCS LC-A1-11 MCPM-A1 35 35 ITS 500
128 ESF-CCS LC-A1-11 RCPM-A1 35 35 ITS 500
129 ESF-CCS LC-A1-12 CCG-A1 156 396 ITS 500
130 ESF-CCS LC-A1-12 ECOM-A 411 666 ITS 500
131 ESF-CCS LC-A1-12 ETIP-A 411 666 ITS 500
132 ESF-CCS LC-A1-12 MCPM-A1 35 35 ITS 500
133 ESF-CCS LC-A1-12 RCPM-A1 35 35 ITS 500
134 ESF-CCS LC-A1-2 CCG-A1 156 396 ITS 500
135 ESF-CCS LC-A1-2 ECOM-A 411 666 ITS 500
136 ESF-CCS LC-A1-2 ETIP-A 411 666 ITS 500
137 ESF-CCS LC-A1-2 MCPM-A1 35 35 ITS 500
138 ESF-CCS LC-A1-2 RCPM-A1 35 35 ITS 500
139 ESF-CCS LC-A1-3 CCG-A1 156 396 ITS 500
140 ESF-CCS LC-A1-3 ECOM-A 411 666 ITS 500
141 ESF-CCS LC-A1-3 ETIP-A 411 666 ITS 500
142 ESF-CCS LC-A1-3 MCPM-A1 35 35 ITS 500
143 ESF-CCS LC-A1-3 RCPM-A1 35 35 ITS 500
144 ESF-CCS LC-A1-4 CCG-A1 156 396 ITS 500
145 ESF-CCS LC-A1-4 ECOM-A 411 666 ITS 500
146 ESF-CCS LC-A1-4 ETIP-A 411 666 ITS 500
147 ESF-CCS LC-A1-4 MCPM-A1 35 35 ITS 500
148 ESF-CCS LC-A1-4 RCPM-A1 35 35 ITS 500
149 ESF-CCS LC-A1-5 CCG-A1 156 396 ITS 500
150 ESF-CCS LC-A1-5 ECOM-A 411 666 ITS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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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목록 (4/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151 ESF-CCS LC-A1-5 ETIP-A 411 666 ITS 500
152 ESF-CCS LC-A1-5 MCPM-A1 35 35 ITS 500
153 ESF-CCS LC-A1-5 RCPM-A1 35 35 ITS 500
154 ESF-CCS LC-A1-6 CCG-A1 156 396 ITS 500
155 ESF-CCS LC-A1-6 ECOM-A 411 666 ITS 500
156 ESF-CCS LC-A1-6 ETIP-A 411 666 ITS 500
157 ESF-CCS LC-A1-6 MCPM-A1 35 35 ITS 500
158 ESF-CCS LC-A1-6 RCPM-A1 35 35 ITS 500
159 ESF-CCS LC-A1-7 CCG-A1 156 396 ITS 500
160 ESF-CCS LC-A1-7 ECOM-A 411 666 ITS 500
161 ESF-CCS LC-A1-7 ETIP-A 411 666 ITS 500
162 ESF-CCS LC-A1-7 MCPM-A1 35 35 ITS 500
163 ESF-CCS LC-A1-7 RCPM-A1 35 35 ITS 500
164 ESF-CCS LC-A1-8 CCG-A1 156 396 ITS 500
165 ESF-CCS LC-A1-8 ECOM-A 411 666 ITS 500
166 ESF-CCS LC-A1-8 ETIP-A 411 666 ITS 500
167 ESF-CCS LC-A1-8 MCPM-A1 35 35 ITS 500
168 ESF-CCS LC-A1-8 RCPM-A1 35 35 ITS 500
169 ESF-CCS LC-A1-9 CCG-A1 156 396 ITS 500
170 ESF-CCS LC-A1-9 ECOM-A 411 666 ITS 500
171 ESF-CCS LC-A1-9 ETIP-A 411 666 ITS 500
172 ESF-CCS LC-A1-9 MCPM-A1 35 35 ITS 500
173 ESF-CCS LC-A1-9 RCPM-A1 35 35 ITS 500
174 PPS ATIP-A ATIP-B 285 3381 ITS 500
175 PPS ATIP-A ATIP-C 285 3381 ITS 500
176 PPS ATIP-A ATIP-D 285 3381 ITS 500
177 PPS ATIP-A BP-A1 93 604 ITS 500
178 PPS ATIP-A RCOM-A 2460 11433 ITS 500
179 PPS ATIP-A CP-A1 25 325 ITS 500
180 PPS ATIP-A MOM-A 2460 11433 ITS 500
181 PPS ATIP-A QIAS-N 126 126 ITS 500
182 PPS ATIP-A ROM-A 2460 11433 ITS 500
183 PPS ATIP-B ATIP-A 287 3413 ITS 500
184 PPS ATIP-C ATIP-A 288 3414 ITS 500
185 PPS ATIP-D ATIP-A 295 3421 ITS 500
186 PPS BP-A1 ATIP-A 317 4063 ITS 500
187 PPS BP-A1 RCOM-A 317 4063 ITS 500
188 PPS BP-A1 MOM-A 312 4058 ITS 500
189 PPS BP-A1 ROM-A 312 4058 ITS 500
190 PPS RCOM-A ATIP-A 14 60 ITS 500
191 PPS RCOM-A IPS 126 126 ITS 500
192 PPS CP-A1 ATIP-A 225 270 ITS 500
193 PPS CP-A1 RCOM-A 187 232 ITS 500
194 PPS CP-A1 MOM-A 187 232 ITS 500
195 PPS CP-A1 ROM-A 187 232 ITS 500
196 CPCS CEAC-A-1 CPC-A1 28 896 SC 50
197 CPCS CEAC-A-2 CPC-A1 28 896 SC 50
198 CPCS CPC-A1 BP-A1 5 5 SC 50
199 CPCS CPP-A-1 CPP-B-1 27 833 SC 50
200 CPCS CPP-A-1 CPP-C-1 27 833 S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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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 목록 (5/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201 CPCS CPP-A-1 CPP-D-1 27 833 SC 50
202 CPCS CPP-A-2 CEAC-A-1 27 833 SC 50
203 CPCS CPP-A-2 CEAC-B-1 27 833 SC 50
204 CPCS CPP-A-2 CEAC-C-1 27 833 SC 50
205 CPCS CPP-B-1 CPP-A-1 76 2401 SC 50
206 CPCS CPP-B-2 CEAC-A-1 76 2401 SC 50
207 CPCS CPP-C-1 CEAC-A-2 76 2401 SC 50
208 CPCS CPP-C-1 CPP-A-1 76 2401 SC 50
209 CPCS CPP-C-2 CPP-A-2 76 2401 SC 50
210 CPCS CPP-D-1 CEAC-A-2 27 833 SC 50
211 CPCS CPP-D-2 CPP-A-2 27 833 SC 50
212 ESF-CCS CP-A1 GC-A-1 6 6 SC 50
213 ESF-CCS CP-A1 GC-A-2 6 6 SC 50
214 ESF-CCS CP-A1 GC-A-3 6 6 SC 50
215 ESF-CCS CP-A2 GC-A-1 6 6 SC 50
216 ESF-CCS CP-A2 GC-A-2 6 6 SC 50
217 ESF-CCS CP-A2 GC-A-3 6 6 SC 50
218 ESF-CCS CP-B1 GC-A-1 6 6 SC 50
219 ESF-CCS CP-B1 GC-A-2 6 6 SC 50
220 ESF-CCS CP-B1 GC-A-3 6 6 SC 50
221 ESF-CCS CP-B2 GC-A-1 6 6 SC 50
222 ESF-CCS CP-B2 GC-A-2 6 6 SC 50
223 ESF-CCS CP-B2 GC-A-3 6 6 SC 50
224 ESF-CCS CP-C1 GC-A-1 6 6 SC 50
225 ESF-CCS CP-C1 GC-A-2 6 6 SC 50
226 ESF-CCS CP-C1 GC-A-3 6 6 SC 50
227 ESF-CCS CP-C2 GC-A-1 6 6 SC 50
228 ESF-CCS CP-C2 GC-A-2 6 6 SC 50
229 ESF-CCS CP-C2 GC-A-3 6 6 SC 50
230 ESF-CCS CP-D1 GC-A-1 6 6 SC 50
231 ESF-CCS CP-D1 GC-A-2 6 6 SC 50
232 ESF-CCS CP-D1 GC-A-3 6 6 SC 50
233 ESF-CCS CP-D2 GC-A-1 6 6 SC 50
234 ESF-CCS CP-D2 GC-A-2 6 6 SC 50
235 ESF-CCS CP-D2 GC-A-3 6 6 SC 50
236 ESF-CCS GC-A-1 LC-A1-1 10 10 SC 50
237 ESF-CCS GC-A-1 LC-A1-10 10 10 SC 50
238 ESF-CCS GC-A-1 LC-A1-11 10 10 SC 50
239 ESF-CCS GC-A-1 LC-A1-12 10 10 SC 50
240 ESF-CCS GC-A-1 LC-A1-2 10 10 SC 50
241 ESF-CCS GC-A-1 LC-A1-3 10 10 SC 50
242 ESF-CCS GC-A-1 LC-A1-4 10 10 SC 50
243 ESF-CCS GC-A-1 LC-A1-5 10 10 SC 50
244 ESF-CCS GC-A-1 LC-A1-6 10 10 SC 50
245 ESF-CCS GC-A-1 LC-A1-7 10 10 SC 50
246 ESF-CCS GC-A-1 LC-A1-8 10 10 SC 50
247 ESF-CCS GC-A-1 LC-A1-9 10 10 SC 50
248 ESF-CCS GC-A-2 LC-A1-1 10 10 SC 50
249 ESF-CCS GC-A-2 LC-A1-10 10 10 SC 50
250 ESF-CCS GC-A-2 LC-A1-11 10 10 S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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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 목록 (6/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 i g n a l 

Quantity
Data Size 
(Bits)

S a f e t y 
Class

Cycle Time 
(msec)

251 ESF-CCS GC-A-2 LC-A1-12 10 10 SC 50
252 ESF-CCS GC-A-2 LC-A1-2 10 10 SC 50
253 ESF-CCS GC-A-2 LC-A1-3 10 10 SC 50
254 ESF-CCS GC-A-2 LC-A1-4 10 10 SC 50
255 ESF-CCS GC-A-2 LC-A1-5 10 10 SC 50
256 ESF-CCS GC-A-2 LC-A1-6 10 10 SC 50
257 ESF-CCS GC-A-2 LC-A1-7 10 10 SC 50
258 ESF-CCS GC-A-2 LC-A1-8 10 10 SC 50
259 ESF-CCS GC-A-2 LC-A1-9 10 10 SC 50
260 ESF-CCS GC-A-3 LC-A1-1 10 10 SC 50
261 ESF-CCS GC-A-3 LC-A1-10 10 10 SC 50
262 ESF-CCS GC-A-3 LC-A1-11 10 10 SC 50
263 ESF-CCS GC-A-3 LC-A1-12 10 10 SC 50
264 ESF-CCS GC-A-3 LC-A1-2 10 10 SC 50
265 ESF-CCS GC-A-3 LC-A1-3 10 10 SC 50
266 ESF-CCS GC-A-3 LC-A1-4 10 10 SC 50
267 ESF-CCS GC-A-3 LC-A1-5 10 10 SC 50
268 ESF-CCS GC-A-3 LC-A1-6 10 10 SC 50
269 ESF-CCS GC-A-3 LC-A1-7 10 10 SC 50
270 ESF-CCS GC-A-3 LC-A1-8 10 10 SC 50
271 ESF-CCS GC-A-3 LC-A1-9 10 10 SC 50
272 ESF-CCS LC-A1-1 LC-A1-2 6 36 SC 50
273 ESF-CCS LC-A1-1 LC-A1-3 6 36 SC 50
274 ESF-CCS LC-A1-10 LC-A1-11 6 36 SC 50
275 ESF-CCS LC-A1-10 LC-A1-9 6 36 SC 50
276 ESF-CCS LC-A1-11 LC-A1-10 6 36 SC 50
277 ESF-CCS LC-A1-11 LC-A1-12 6 36 SC 50
278 ESF-CCS LC-A1-12 LC-A1-10 6 36 SC 50
279 ESF-CCS LC-A1-12 LC-A1-11 6 36 SC 50
280 ESF-CCS LC-A1-2 LC-A1-1 6 36 SC 50
281 ESF-CCS LC-A1-2 LC-A1-3 6 36 SC 50
282 ESF-CCS LC-A1-3 LC-A1-2 6 36 SC 50
283 ESF-CCS LC-A1-3 LC-A1-4 6 36 SC 50
284 ESF-CCS LC-A1-4 LC-A1-3 6 36 SC 50
285 ESF-CCS LC-A1-4 LC-A1-5 6 36 SC 50
286 ESF-CCS LC-A1-5 LC-A1-4 6 36 SC 50
287 ESF-CCS LC-A1-5 LC-A1-6 6 36 SC 50
288 ESF-CCS LC-A1-6 LC-A1-5 6 36 SC 50
289 ESF-CCS LC-A1-6 LC-A1-7 6 36 SC 50
290 ESF-CCS LC-A1-7 LC-A1-6 6 36 SC 50
291 ESF-CCS LC-A1-7 LC-A1-8 6 36 SC 50
292 ESF-CCS LC-A1-8 LC-A1-7 6 36 SC 50
293 ESF-CCS LC-A1-8 LC-A1-9 6 36 SC 50
294 ESF-CCS LC-A1-9 LC-A1-10 6 36 SC 50
295 ESF-CCS LC-A1-9 LC-A1-8 6 36 SC 50
296 ESF-CCS RMS-A1 GC-A-1 3 3 SC 50
297 ESF-CCS RMS-A1 GC-A-2 3 3 SC 50
298 ESF-CCS RMS-A1 GC-A-3 3 3 SC 50
299 ESF-CCS RMS-A2 GC-A-1 3 3 SC 50
300 ESF-CCS RMS-A2 GC-A-2 3 3 S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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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 목록 (7/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301 ESF-CCS RMS-A2 GC-A-3 3 3 SC 50
302 ESF-CCS RMS-B1 GC-A-1 3 3 SC 50
303 ESF-CCS RMS-B1 GC-A-2 3 3 SC 50
304 ESF-CCS RMS-B1 GC-A-3 3 3 SC 50
305 ESF-CCS RMS-B2 GC-A-1 3 3 SC 50
306 ESF-CCS RMS-B2 GC-A-2 3 3 SC 50
307 ESF-CCS RMS-B2 GC-A-3 3 3 SC 50
308 PPS BP-A1 CP-A1 21 36 SC 50
309 PPS BP-A1 CP-B1 43 58 SC 50
310 PPS BP-A1 CP-C1 43 58 SC 50
311 PPS BP-A1 CP-D1 45 60 SC 50
312 PPS CP-A1 BP-A1 46 61 SC 50
313 PPS CP-B1 BP-A1 24 24 SC 50
314 PPS CP-C1 BP-A1 24 24 SC 50
315 PPS CP-D1 BP-A1 24 24 SC 50
316 PPS MCPM-A1 BP-A1 4 4 SC 50
317 PPS RCPM-A1 BP-A1 4 4 SC 50
318 ESF-CCS LC-A1-1 DCS 6 36 SC 50
319 ESF-CCS LC-A1-10 DCS 6 36 SC 50
320 ESF-CCS LC-A1-11 DCS 6 36 SC 50
321 ESF-CCS LC-A1-12 DCS 6 36 SC 50
322 ESF-CCS LC-A1-2 DCS 6 36 SC 50
323 ESF-CCS LC-A1-3 DCS 6 36 SC 50
324 ESF-CCS LC-A1-4 DCS 6 36 SC 50
325 ESF-CCS LC-A1-5 DCS 6 36 SC 50
326 ESF-CCS LC-A1-6 DCS 6 36 SC 50
327 ESF-CCS LC-A1-7 DCS 6 36 SC 50
328 ESF-CCS LC-A1-8 DCS 6 36 SC 50
329 ESF-CCS LC-A1-9 DCS 6 36 SC 50
330 ESF-CCS CCG-A1 LC-A1-1 160 160 SC 50
331 ESF-CCS CCG-A1 LC-A1-10 160 160 SC 50
332 ESF-CCS CCG-A1 LC-A1-11 160 160 SC 50
333 ESF-CCS CCG-A1 LC-A1-12 160 160 SC 50
334 ESF-CCS CCG-A1 LC-A1-2 160 160 SC 50
335 ESF-CCS CCG-A1 LC-A1-3 160 160 SC 50
336 ESF-CCS CCG-A1 LC-A1-4 160 160 SC 50
337 ESF-CCS CCG-A1 LC-A1-5 160 160 SC 50
338 ESF-CCS CCG-A1 LC-A1-6 160 160 SC 50
339 ESF-CCS CCG-A1 LC-A1-7 160 160 SC 50
340 ESF-CCS CCG-A1 LC-A1-8 160 160 SC 50
341 ESF-CCS CCG-A1 LC-A1-9 160 160 SC 50
342 ESF-CCS MCPM-A1 CCG-A1 1 1 SC 50
343 ESF-CCS MCPM-A1 LC-A1-1 5 5 SC 50
344 ESF-CCS MCPM-A1 LC-A1-10 5 5 SC 50
345 ESF-CCS MCPM-A1 LC-A1-11 5 5 SC 50
346 ESF-CCS MCPM-A1 LC-A1-12 5 5 SC 50
347 ESF-CCS MCPM-A1 LC-A1-2 5 5 SC 50
348 ESF-CCS MCPM-A1 LC-A1-3 5 5 SC 50
349 ESF-CCS MCPM-A1 LC-A1-4 5 5 SC 50
350 ESF-CCS MCPM-A1 LC-A1-5 5 5 S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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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안전 계통 채널 A의 전송 연계 목록 (8/8).
Link No System Source Destine Signal 

Quantity
Data Size 

(Bits)
Safety 
Class

Cycle Time 
(msec)

351 ESF-CCS MCPM-A1 LC-A1-6 5 5 SC 50
352 ESF-CCS MCPM-A1 LC-A1-7 5 5 SC 50
353 ESF-CCS MCPM-A1 LC-A1-8 5 5 SC 50
354 ESF-CCS MCPM-A1 LC-A1-9 5 5 SC 50
355 ESF-CCS MSC-1 CCG-A1 720 720 SC 50
356 ESF-CCS MSC-10 CCG-A1 720 720 SC 50
357 ESF-CCS MSC-11 CCG-A1 720 720 SC 50
358 ESF-CCS MSC-12 CCG-A1 720 720 SC 50
359 ESF-CCS MSC-13 CCG-A1 720 720 SC 50
360 ESF-CCS MSC-14 CCG-A1 720 720 SC 50
361 ESF-CCS MSC-15 CCG-A1 720 720 SC 50
362 ESF-CCS MSC-16 CCG-A1 720 720 SC 50
363 ESF-CCS MSC-17 CCG-A1 720 720 SC 50
364 ESF-CCS MSC-18 CCG-A1 720 720 SC 50
365 ESF-CCS MSC-19 CCG-A1 720 720 SC 50
366 ESF-CCS MSC-2 CCG-A1 720 720 SC 50
367 ESF-CCS MSC-20 CCG-A1 720 720 SC 50
368 ESF-CCS MSC-21 CCG-A1 720 720 SC 50
369 ESF-CCS MSC-22 CCG-A1 720 720 SC 50
370 ESF-CCS MSC-3 CCG-A1 720 720 SC 50
371 ESF-CCS MSC-4 CCG-A1 720 720 SC 50
372 ESF-CCS MSC-5 CCG-A1 720 720 SC 50
373 ESF-CCS MSC-6 CCG-A1 720 720 SC 50
374 ESF-CCS MSC-7 CCG-A1 720 720 SC 50
375 ESF-CCS MSC-8 CCG-A1 720 720 SC 50
376 ESF-CCS MSC-9 CCG-A1 720 720 SC 50
377 ESF-CCS RCPM-A1 CCG-A1 1 1 SC 50
378 ESF-CCS RCPM-A1 LC-A1-1 5 5 SC 50
379 ESF-CCS RCPM-A1 LC-A1-10 5 5 SC 50
380 ESF-CCS RCPM-A1 LC-A1-11 5 5 SC 50
381 ESF-CCS RCPM-A1 LC-A1-12 5 5 SC 50
382 ESF-CCS RCPM-A1 LC-A1-2 5 5 SC 50
383 ESF-CCS RCPM-A1 LC-A1-3 5 5 SC 50
384 ESF-CCS RCPM-A1 LC-A1-4 5 5 SC 50
385 ESF-CCS RCPM-A1 LC-A1-5 5 5 SC 50
386 ESF-CCS RCPM-A1 LC-A1-6 5 5 SC 50
387 ESF-CCS RCPM-A1 LC-A1-7 5 5 SC 50
388 ESF-CCS RCPM-A1 LC-A1-8 5 5 SC 50
389 ESF-CCS RCPM-A1 LC-A1-9 5 5 SC 50
390 ESF-CCS RSC-1 CCG-A1 720 720 SC 50
391 ESF-CCS RSC-2 CCG-A1 720 720 SC 50
392 ESF-CCS RSC-3 CCG-A1 720 720 SC 50
393 ESF-CCS RSC-4 CCG-A1 720 720 S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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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 통신망의 분할

안전 통신망은 안전 계통의 제반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들 요건에 따라 분

할 및 격리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안전 통신망은 다음과 같은 분할 기준에 따

라 분류된다.

• 안전 계통의 다중 채널간 분리 요건에 따라 채널 A, B, C, D 및 공통 채널은 분

리 되어야 한다.

• 안전 계통의 품질 등급 요건에 따라 SC 등급과 ITS 등급의 데이터는 분리되어

야 한다. 

• 안전 정지를 위한 제어반 설비의 다양성 요건에 따라 주제어실과 원격 정지실 

통신망은 분리되어야 한다.

• 가능하면 기능적 접성과 현장 기기 위치에 따른 연계를 고려한다.

 

이들 분할 기준에 따라 안전 통신망은 크게 안전 필수 (Safety-Critical) 통신망과 

안전 상태 (Safety-Status) 통신망의 두 가지로 분류되고 각각의 통신망은 개별 채널 

통신망 4개와 공통 채널 통신망 2개로 구성된다. 표 3.3은 분할된 안전 통신망의 구

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3.3] 안전 통신망 구성.
안전필수 통신망 안전상태 통신망

개별

채널망

안전 필수 채널-A망 (SC-A) 안전 상태 채널-A망 (SS-A)
안전 필수 채널-B망 (SC-A) 안전 상태 채널-B망 (SS-B)
안전 필수 채널-C망 (SC-A) 안전 상태 채널-C망 (SS-C)
안전 필수 채널-D망 (SC-A) 안전 상태 채널-D망 (SS-D)

공통 

채널망 

주제어실 안전 필수 공통 채널망    

(SC-M)
주제어실 안전 상태 공통 채널망    

(SS-M)
원격 정지실 안전 필수 공통 채널망  

 (SC-R)
원격 정지실 안전 상태 공통 채널망  

 (SS-R)

안전 필수 통신망과 안전 상태 통신망은 품질 등급 요건에 따라 전송 경로가 엄

격히 분리되며 각각의 채널망 간은 다중 채널간 격리 요건에 따라 전기적 격리 수

단과 단방향 전송 구조를 갖도록 한다. 분할된 각 통신망의 내부 구성은 기능 및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그룹핑한다. 그림 3.2는 안전 상태 채널-A망 (SS-A)의 구성

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데, 기능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3개의 계통과 보수 및 시험반, 

그리고 연계 모듈을 각각 그룹핑하 으며 물리적 위치에 따라 주제어실과 원격 정

지실 및 공학적 안전 설비-기기 제어 계통의 루프 제어기를 각각 그룹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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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안전 상태 채널-A망 (SS-A) 구성도.

  

    

다. 안전 통신망 전송 연계 사양

   

안전 통신망은 12개로 분할되어 구성되는데, 안전 필수 통신망과 안전 상태 통신

망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채널망은 동일한 전송 연계 사양을 갖는다. 또한, 주제

어실과 원격 정지실의 안전 필수 통신망과 안전 상태 통신망은 구성 모듈 수나 전

송 연계가 개별 채널망 보다는 작다. 따라서 안전 통신망은 개별 채널망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안전 상태 채널-A망(SS-A)과 안전 필수 채널-A망에 대한  

전송 연계 사양을 분석하 다.

안전 상태 채널-A망 (SS-A)은 33개의 내부 통신 노드와 9개의 송신 연계 노드 

및 3개의 수신 연계 노드로 구성된다. 전체 전송 연계 수는 표 3.2의 ITS 등급의 연

계 수이며 총 195개이다. 연계별 전송 데이터는 그림 3.3의 분포도와 같이 최소 1 

비트에서 최대 19,758 비트이다. 전체 연계 전송 요구량은 286,436 비트, 연계별 평

균 데이터 크기는 1,419 비트이며 전송 주기는 500 msec 이다. 따라서 안전 상태 

통신망의 순수 데이터 전송 용량은 572,872 bps이다. 안전 필수 채널-A망 (SC-A)은 

24개의 내부 통신 노드와 4개의 송신 연계 노드 및 7개의 수신 연계 노드로 구성된

다. 전체 전송 연계수는 표 3.2의 SC 등급의 연계 수이며 총 198개이다. 연계별 전

송 데이터는 그림 3.4의 분포도와 같이 최소 1비트에서 최대 2401 비트이다. 전체 

연계 전송 요구량은 43,417 비트, 연계별 평균 데이터 크기는 219 비트이며 전송 주

기는 50 msec 이다. 따라서 안전 필수 통신망의 순수 데이터 전송 용량은 869,340 

bps이다. 표 3.4에 두 개의 망에 대한 연계 사양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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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안전 상태 채널-A망 전송 연계 데이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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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안전 필수 채널-A망 전송 연계 데이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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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안전 상태 채널-A망 (SS-A)과 안전 필수 채널-A망 (SC-A)의 전송 연계 
사양.

전송 연계사양 SS-A SC-A
내부 통신노드 수량 33 24

외부 연계노드 수량
송신 9 4
수신 3 7

총 전송 연계 수량 195 198

연계 데이터량 (비트)

최소 1 1
최대 19,758 2401
평균 1,419 219
합계 286,536 43,417

전송 주기 (msec) 500 50
Raw 데이터 전송용량 (BPS) 572,872 86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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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 안전 통신망 설계 요소 설정

일반적으로 통신망 설계시 고려 또는 결정해야 할 요소는 전송 매체, 토폴로지, 

프로토콜, 망간 접속 장치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설계 요소에 대한 평가 요소는 신

뢰성, 유연성, 가동률, 보안성, 확장성, 표준화, 전송 지연 시간, 응답 시간, 실시간 

성능, 에러율 및 복구성, 고장 견딤성, 내잡음성, 물리적 견고성 등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7]. 원전 안전 통신망의 설계 요소 설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필수 안전성 

요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세부 평가 요소는 상세 설계 또는 구현 과정에

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망 주요 설계 요소에 대한 세부 항목과 종

류를 분석하고 설계 요건에서 기술한 4가지 설계 기준을 기반으로 안전 통신망에 

대한 설계 요소를 설정하 다. 

가. 전송 매체

통신망의 전송 매체로는 트위스티드 페어,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및 무선이 이

용되고 있다. 원전 안전 통신망의 전송 매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요건에서 제시한 

항목중 분리 및 격리성, 확인 및 검증성, 신뢰도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신뢰도의 

경우에는 각 매체마다 충분한 경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비교 대상

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송 매체의 선정을 위해서는 전송간의 분리 및 격리성과 

확인 및 검증성의 환경 검증성이 가장 중요하다. 광 케이블은 다른 전송 매체에 비

해 전기적인 격리성이 확실하며 환경 검증성 중 가장 민감한 EMI 향이 없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갖는다 [10]. 따라서 원전 안전 통신망의 전송 매체는 광 케이블이 

바람직하다.

나. 토폴로지

통신망 토폴로지는 근거리망 응용으로는 성형 (star), 버스형 (bus) 및 링형 (ring)

이, 원거리망으로는 백본형 (back-bone), 그물형 (mesh) 및 조합형 (hybrid)이 이용

되고 있다. 원전 안전 통신망은 시스템 특성상 지역적 제한을 갖는 단일 규모 통신

망으로서 근거리망 적용 토폴로지가 적용 대상이다. 

토폴로지의 평가는 결정론성, 분리 및 격리, 신뢰도가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결정론성은 고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노드 추

가의 유연성 특성 (버스형)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며 각 토폴로지에 대한 비교는 응

용에 따라 따르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다. 분리 및 격리성은 토폴로지 구조가 송신

과 수신간의 물리적 분리와 전기적 격리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 24 -

서, 중앙 장치에 의한 물리적인 분리 또는 격리가 가능한 성형이 유리하다. 신뢰도

는 고장의 감지 및 격리성이 중요시 되며 중앙 스위칭 장치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면, 데이터가 집중됨으로 인하여 진단이 유리하고 고장시 해당 링크를 격리할 수 

있는 성형이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원전 안전 통신망의 토폴로지는 고 신뢰도를 

갖는 중앙의 제어 장치에 의한 성형이 바람직하다. 

다. 프로토콜 

원전 시스템은 단일 규모의 실시간 제어 시스템의 응용에 이용되므로 복잡한 구

조나 고 기능을 갖는 통신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의 확실한 

전송이 목적이며 이는 OSI 7 계층 프로토콜 구조 중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및 응용 계층의 3계층으로 구성함이 적절하다. 응용 계층은 결정론적이고 단순기능

을 요구하는 안전 통신망 특성상 가능하면 배제함이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 분석하 다.

1) 물리계층

물리 계층이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인코딩, 동기화, 멀티플렉싱 및 매체 연계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1]. 매체 연계는 매체 선택에 따른 기계적, 전기적, 기능

적인 연계 조건으로서, 매체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요건을 따르면 된다. 

인코딩 방식은 신호 스펙트럼, 클록킹, 에러 검출, 간섭 및 잡음 면역, 가격 및 

복잡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원전 안전 통신망을 위한 인코딩은 광 케이블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방식을 선정하고, 동기화 및 에러 구조의 만족 여부와 비트 에러율

의 개선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물리 계층의 동기화 기능은 비트의 시작과 끝의 동기화와 수신측의 비트 펄스 

간격의 동기화가 요구되는데, 비동기 전송 방식은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

기 전송 방식이 유리하며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별도의 클럭 라인 또는 자기 클럭

킹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12]. 

멀티플렉싱은 물리 계층 중 원전 안전 통신망의 특성에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안전 통신망이 컴퓨터간 짧은 거리의 디지털 통신 목적이므로 주파수 분할 멀티플

렉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시분할 멀티플렉싱이 이용되어야 하며 결

정론성, 확인 및 검증성 기준에 따라 통계적 시분할보다는 동기 시분할 방식을 이

용해야 한다. 멀티플렉싱은 공통 매체의 전송 권한을 위한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매

체 접근 제어 (MAC: Medium Access Control)와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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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은 링크 구성,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접근 제어로 크게 

구성된다 [13]. 

링크 구성은 논리적 링크 방식으로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형태로 분류되며 결

정론성, 분리 및 격리 요건에 따라 일대일 링크 구조를 갖는 것이 원전 안전 통신

망에는 적절하다. 원전 안전 통신망은 고정적,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므로 이

미 예측 및 계산된 충분한 버퍼 크기를 할당해야 하며 따라서 흐름 제어가 요구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러 제어 방식은 수신측에서 에러 수정이 가능한 forward 방식과 에러 감지 후 

결정하는 backward 방식이 존재하는데, 원전 안전 통신망은 경성 실시간 특성을 갖

고 있는 단순 구조가 바람직하므로 부가적인 전송량 및 불확실성을 갖는 forward 

방식은 배제한다. 또한, 에러 감지 후의 재전송시에는 데이터량과 전송 지연 시간의 

변화로 결정론성의 결핍과 확인 검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감지 후 단순 경보 

기능이 적절하며 계속되는 에러에 대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에러 

감지 기능은 신뢰성으로 판단할 때 CRC 방식이 적절하다. 

접근 제어 방식은 여러 노드가 공통의 전송 수단을 이용하는 통신망 특성상 이

들 노드 간에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으로서 공통 전송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

을 제어한다. 접근 제어 방식은 접근 권리를 이미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각 노드에 

일정하게 할당하는 고정 할당, 명확한 접근 순서의 결정 없이 상호 경쟁하는 랜덤 

할당, 접근 순서를 정의하기 위해 각 노드에 제어 정보 (토큰)를 전송하는 요구 할

당, 저 부하에서는 랜덤 할당이지만 고 부하에서는 제어정보에 의하는 제한-경쟁 방

식의 적합할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랜덤 할당과 적합 할당은 데이터 전송 충돌 가

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결정론성과 확인 및 검증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요구 할당은 비교적 공정한 접근 및 제어가 가능하지만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이 복

잡하며 특히, 전송 제어 수단인 토큰의 분실에 따른 토큰의 재생과 시스템 재구성 

(re-configuration)시 비결정론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결정론성과 확인 및 검

증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고정 할당은 전송 데이터가 없을 때는 대역폭의 낭

비라는 단점을 지니지만 설계시 이를 고려하여 최적화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결정론성과 확인 및 검증성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될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안전 통

신망을 위한 접근 제어는 고정 할당형이 적합하다.

원전 안전 통신망의 설계 요소에 대한 선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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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원전 안전 통신망 설계 요소 설정.
설계요소 선정 선정기준

전송매체 광케이블
o 전기적 격리성
o EMI 검증성

토폴로지 성형
o 분리 및 격리성
o 고장 격리 및 진단성

프로

토콜

물리계층

인코딩 광케이블 인코딩 방식 o 속도, 간섭, 잡음, 동기
동기화 동기전송 o 전송속도
멀티플렉싱 시간분할 o 결정론성

데이터링

크 계층

링크구성 일대일
o 분리 및 격리성
o 결정론성

흐름제어 적용하지 않음 o 결정론성
에러제어 CRC, 재전송 없음 o 결정론성, 신뢰성
접근제어 고정할당 o 결정론성, 검증성

제 2 절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설계

1. 원전 안전 통신망 토폴로지 및 전송 구조

앞 절의 분석 결과에 의하여 안전 통신망은 성형의 토폴로지를 갖고, 각각의 링

크가 일대일 접속인 구조가 적합하다. 안전 통신망은 규모상 단일 성형 망으로는 

부적합하므로 그림 3.5와 같이, 중앙 교환기 (CSW: Central SWitch)를 중심으로 기

능과 현장 구조에 따라 그룹 교환기 (GSW: Group SWitch)와 로컬 교환기 (LSW: 

Local SWitch)를 배치한 계층적 성형의 토폴로지를 갖도록 하 다. 모든 통신 노드

는 자신의 계층에 맞게 할당된 교환기와 일대일 링크를 갖고, 데이터 송수신은 교

환기의 중계 방식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림 3.5] 안전 통신망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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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구조에 따른 안전 상태 채널-A망 (SS-A)의 교환기 및 통신 노드의 구성

은 그림 3.6과 같다. 각 노드의 전송은 계층에 따른 교환기의 중계에 의해 순차적으

로 수행된다. 모든 통신 링크는 전이중 (full-duplex) 방식이다. 따라서 각 전송 단계

별로 노드 그룹 또는 교환기 그룹에 송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데이터 교환을 

수행한다. 그림 3.7은 안전 필수 채널-A망에 대한 교환기 및 통신 노드 구성을 보여

준다. SS-A망의 경우에는 1주기 동안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통신망 내의 모든 

전송을 완료한다.

① 로컬 교환기 노드의 전송

② 로컬 교환기 및 그룹 교환기 노드의 전송

③ 그룹 교환기의 전송

④ 중앙 교환기의 전송

⑤ 그룹 교환기의 전송

⑥ 로컬 교환기의 전송

 

[그림 3.6] 안전 상태 채널-A망 (SS-A) 구성 및 트래픽.

그림 3.7은 안전 필수 채널-A망에 대한 교환기 및 통신 노드 구성을 보여준다. 

SC-A망 역시 1주기 동안 SS-A 망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통신망 내의 모든 전송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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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안전 필수 채널-A망 (SC-A) 구성 및 트래픽.

그림 3.6과 3.7의 데이터 연계는 통신 단계에 따른 데이터 전송 요구량이다. 그림 

3.6에서 보면, 안전 상태 채널-A망 (SS-A)은 1개의 중앙 교환기, 7개의 그룹교환기,  

9개의 로컬 교환기 및 45개의 통신 노드로 구성된다. 그룹 교환기는 계통 및 기능, 

위치에 따라 분리 배치되고 로컬 교환기는 현장 위치와 연계에 따라 분리되어 배치

된다. 1주기 전송은 모두 6단계로 구성되며 전체 완료 시간은 250 msec 이내이다. 

이는 안전 상태 채널-A망은 전송 주기가 500 msec 이지만 1주기 내의 타 채널과의 

연계 데이터 송수신 보장을 위해서 500 msec이내에 2회의 전송을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림 3.7에서 보면 안전필수 채널-A망(SC-A)은 1개의 중앙 교환기, 6개의 그룹 

교환기, 9개의 로컬 교환기 및 34개의 통신 노드 45개로 구성된다. 1 주기 전송은 

모두 6단계로 구성되며 전체 완료 시간은 250 msec 이내이다. 안전 상태 및 안전 

필수에 대한 채널 B,C,D 망은 채널 A망과 동일하며, 원격 정지실과 주제어실의 통

신망은 채널 A망에 비하여 단순하다. 

주제어실 안전 상태 공통 채널망 (SS-M)은 1개의 중앙 교환기, 4개의 그룹 교환

기 및 통신 노드 26개로 구성된다. 1주기 전송은 모두 3단계로 구성되며 전체 완료 

시간은 250 msec 이내이다. 주제어실 안전 필수 공통 채널망 (SC-M)은 안전 상태 

공통 채널망 (SS-M)과 동일한 구성과 전송 단계를 갖으며 1주기 전체 완료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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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sec 이내이다. 원격 정지실 안전 상태 공통 채널망 (SS-R)과 안전 필수 공통 

채널망 (SC-R)은 각각 1개의 중앙 교환기, 8개의 통신노드로 구성되며 1주기 전송은 

모두 2단계로 완료한다. 전체 완료 시간은 각각 250 msec와 25 msec 이내이다. 그

림 3.8부터 3.11까지는 주제어실과 원격 정지실 통신망의 구성과 전송 단계에 따른 

트래픽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 3.8] 주제어실 안전 필수 공통 채널망 (SC-M) 구성 및 트래픽.

[그림 3.9] 주제어실 안전상태 공통채널망 (SS-M) 구성 및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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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원격정지실 안전상태 공통채널망 (SS-R) 구성 및 
트래픽.

[그림 3.11] 원격 정지실 안전 상태 공통 채널망 (SC-R) 구성 및 
트래픽.

2. 원전 프로토콜 적용성 분석

현재, 상용 또는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은 수백 종류가 넘으며 이중 

국제 표준과 산업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도 수십 종류가 존재한다. 이들 표준 프로

토콜 중 원전 안전 통신망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를 1, 2계층으로 한정하고 개방성

이나 기술적인 완성도 또는 원전 특성과의 부합성을 고려할 때, 원전 적용이 가능

한 대상은 이더넷, 각종 산업망에서 적용하고 있는 토큰 링과 토큰 버스 및 폴링 

방식, 그리고 최근 무선망 적용 국제 표준으로 개발된 IEEE 802 계열 등이 존재한

다. 원전 안전 통신망에 적용될 프로토콜의 필수 요건은 안전성이다. 또한 안전 통

신망은 제어망, 경보망, 정보망 등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호환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원전 안전 통신망에 대한 적용성 분석은 안전성 요건의 핵심인 결정론성과 

검증성, 그리고 호환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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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더넷

이더넷은 IEEE 802.3 국제 표준으로, 상용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기술적

인 완성도도 가장 뛰어나다. 이미 Giga 비트 용량의 통신이 상용화 되었으며 각종 

산업망 적용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더넷의 물리 계층은 각종 매

체 특성에 따라 개발되어 있으며 광 케이블을 쓸 경우는 FDDI 망의 사양을 따르도

록 규정하고 있다 [14]. 이더넷의 MAC 계층은 기본적으로 CSMA/CD 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CSMA/CD 방식은 경쟁에 의한 접근 방식으로 제어가 단순한 장점을 

갖는다. 이더넷의 가장 큰 강점은 호환성이다. 현재 제품화되어 전산 처리를 수행하

는 거의 모든 장치는 이더넷 또는 이더넷 호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기종에 상관

없이 매우 접속 용이성이 높은 통신 방식이다. 그러나 이더넷의 CSMA/CD 프로토

콜은 안전 통신망 적용 시에는 비결정론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는다. MAC 

기능을 위한 CSMA/CD 방식은 경쟁에 의한 무작위 할당 방식으로서 결정론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원전 안전 통신망의 전송 제어 요건과 실시간 특성을 만족하기

는 어렵다.

나. 토큰 링

토큰 링 방식은 IEEE 802.5의 표준화 사양이다. IBM 토큰링 망에 적용되었으며 

토큰 링을 일부 수정한 FDDI에도 적용된 MAC 프로토콜이다. 각 노드는 링 상에서 

일대일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된다. 전송 권한은 링을 순환하는 토큰을 획득함으로

써 이루어지며 worst-case 토큰 대기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결정론적 프로토

콜이다. 적은 트래픽보다는 트래픽이 많을 때 토큰의 idle passing 시간이 적으므로 

효율적이며 우선 순위 조정이 가능하다 [15]. 토큰링의 단점은 토큰 패싱 방식이 갖

고 있는 복잡성과 토크 분실시의 비 결정론적 특성이다. 즉, 토큰의 초기 생산, 중

복 토큰, 분실 토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하며, 전송 권한 부여

를 위한 토큰을 모든 노드가 포획과 방출에 의하여 관여함으로써 고장 확률이 높

다. 또한 이러한 고장 발생시에는 결정론성을 상실할 확률이 높다. FDDI의 생산 중

단과 이더넷에 의한 대치 추세를 볼 때 토큰링 방식의 호환성은 낮다.

다. 토큰 버스

토큰 버스 방식은 IEEE 802.4의 표준화 사양으로써 MAP, ArcNet, Profibus 등의 

산업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토큰 링과 매우 유사하며 각 노드는 버스 상에서 

가상 링을 통하여 순환하는 토큰으로 전송 권한을 부여 받는다. 버스 형태의 토폴

로지를 갖고 있어 제작 설비 환경의 특성에 적절한 장점을 가진다 [12]. 토큰 링과 

같이, 전송 권한을 결정론적으로 처리하는 갖는 장점을 보유하나 알고리즘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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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비정상시에는 비결정론성이 존재한다. 특히, 토큰을 분산 노드들에 의하여 동

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노드의 상실에 의하여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식도 매우 복잡하고 복구되는 기간까지는 비결정론적 특성

을 갖게 된다. 산업망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어 호환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라. 폴링

폴링 방식은 master-slave 구조를 갖는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다. 산업망의 

경우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master간에는 토큰 패싱을 이용하고 이들 master와 

단순한 수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slave간에는 폴링 방식을 이용하여 주로 구성하

고 있다 [16]. 이러한 폴링 방식은 Profibus의 master-slave 구조, 주프로세서와 입출

력 장치 통신을 위한 여러 back-plane용 산업 표준으로 개발되었으며 항공기 하부 

시스템을 위하여 MIL-STD-1553B로도 표준화되었다. 폴링은 master가 주기적으로 

slave 노드를 poll하여 전송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단순성과 결정론성에 장점

이 있으며 peer-to-peer 통신이나 로벌 우선 순위가 요구되지 않는 중앙 집중형 

자료 수집 시스템에 적절하다. 그러나 master 노드의 단일 고장에 의하여 전체 통

신 기능이 정지되며 master의 중재에 의하여 통신이 가능하므로 망 부하에 상관없

이 폴링을 위하여 많은 대역폭을 상실하고 고 대역폭의 전송에는 부적절하다.

마. 무선망 적용 IEEE 802 프로토콜 

무선 통신망 적용 IEEE 802 프로토콜로는 가정과 같은 거주지 또는 산업 환경에

서의 무선망 적용 목적으로 802.11, 802.15.3, 802.15.4가 존재한다. 이들 프로토콜은 

공통적으로, 물리 계층은 무선 신호 전송 규격을 규정하며 MAC 계층은 무선망 특

성에 적절한 제어 방식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802.11은 최대 54 Mbps의 무선 데이터 전송망으로, 802.15.3은 100 Mbps의 고 

대역폭을 갖는 멀티미디어 정보 전송용으로, 802.15.4는 단순 기능의 장치들에 대한 

저 대역폭의 통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 802.11 MAC은 기본 사양인 DCF 특

성의 전송에는 CSMA-CA 방식을 이용하고 선택 사양인 PCF 특성의 전송에는 폴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7]. 802.15의 경우에는 15.3과 15.4 모두 기본 사양인 비보장

형 구간의 전송에는 CSMA-CA를 이용하고 선택 사양인 보장형 구간의 전송에는 

시분할 할당 방식을 이용한다 [18][19]. CSMA-CA는 CSMA/CD와 유사한 경쟁 방

식의 무선망 적용 방식이므로 802.11의 경우엔 이더넷과 폴링 방식의 장단점을 갖

는다. 802.15의 경우에도 비보장형 구간의 전송시에는 경쟁 방식에 따른 비결정론성

의 단점을 가지나 보장형 전송 구간의 시분할 할당 방식은 정해진 시간 기간 동안 

전송권을 갖는 결정론적인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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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에 적용 대상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 다. 프로토

콜 적용성 분석에 의하면, 현재 상용 또는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을 원전 안

전 통신망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프로토콜 대상 중 필수 요건인 결정론

성과 검증성을 고려할 때 폴링 방식과 IEEE 802.15.4의 보장형 전송 방식이 안전 통

신망에 가장 적합하다. 

[표 3.6] 원전 프로토콜 적용 대상 분석.
종류 표준화 응용망  전송권한 부여방식 결정론성 검증성 호환성

이더넷
IEEE
802.3 Ethernet 경쟁할당 (CSMA/CD) 비결정론적 보통 우수

토 큰  

링

IEEE
802.5

IBM
Token
Ring,  
FDDI

요구할당 (Token) 토큰 분실시

비결정론적
어려움 어려움

토 큰 

버스

IEEE
802.4

MAP,
ArcNet,
Profibus

요구할당 (Token) 토큰 분실시

비결정론적
어려움 보통

폴링
산업

표준

Master
-Slave 요구할당 (Polling) 결정론적 보통 보통

I E E E 
802 무
선망

802.11
무선

데이터

전송망

.DCF: 경쟁할당
      (CSMA-CA)
.PCF : 요구할당
       (Polling)

DCF
: 비결정론적
PCF
: 결정론적

어려움 어려움

802.15.4 센서망 .비보장형: 경쟁할당
          (CSMA-CA)
.보장형: 고정할당
        (GTS)

비보장형

 : 비결정론적
보장형

 : 결정론적

우수 어려움

802.15.3
무선

멀티미디어

전송망

어려움 어려움

폴링 방식은 중앙 master에 의한 결정론적인 전송 특성을 보유하고 비교적 단순

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검증성도 무난하나 전송 용량의 한계를 갖고 있다. 중앙 

master에 의하여 모든 전송 handshaking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대역폭의 낭비가 심

하고 이로 인하여 현장의 단순 기능 장치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 

전송량의 통신망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모든 노드의 데이터 전송을 master의 

능동적 제어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master의 성능과 신뢰성에 절대적으로 의지해

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IEEE 802.15.4의 보장형 전송 방식은 시분할 방식에 의하여 고정적인 전송 권한

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정론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며 전송 알고리즘도 단순하여 검

증성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802.15.4의 단점은 무선망 적용 목적 때문에 물

리 계층이 안전 통신망으로 부적합하고 전송 용량도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 계층을 개정하고 MAC 계층의 무선망 특성을 수정 보완 할 경우에는 안전 통

신망에 가장 최적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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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가.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구조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구조는 IEEE 802.15.4의 MAC 계층의 보장형 시분할 

(GTS) 방식을 기본 사양으로 선택하고 물리 계층을 IEEE 802.3의 100 Mbps 이더넷 

사양으로 교체한 구조로 설정하 다.

IEEE 802.15.4에서는 전송 권한을 수퍼프레임 구조를 통해 설정하고 이를 비콘을 

통하여 각 주기마다 통보 하는데, 각 노드의 전송은 기본사양인 CAP (Contention 

Access Period) 구간에서는 CSMA-C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에 의한 경쟁 할당 방식과 선택 사양인 CFP (Contention Free Period)에

서는 GTS (Guranteed Time Slot)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원전 안전 통신망은 GTS 

전송을 기본 사양으로 하여 주기적인 시스템 요구 데이터를 수용하며 이를 제외한 

안전 통신망 유지나 관리를 위한 명령 데이터 등의 이벤트 데이터는 IEEE 802.15.4

의 CAP 구간에 랜덤 할당 방식을 적용하도록 수정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IEEE 

802.15.4의 무선 통신망 관련 및 비결정론적 기능 특성은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하

다. 물리 계층은 원전 타 계통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IEEE 802.3 100 Mbps Fast Ethernet의 사양을 채택하 다.

 

설정된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계층 구조는 그림 3.12과 같이 물리 계층, MAC 

계층, 네트워크 계층 및 상위 계층으로 구성된다. 물리 계층은 신호 mapping, 

encoding, pulsing 기능 등을 수행하며 MAC 계층은 프레임의 수신과 생성, 전송 

제어 등과 함께 MAC 계층에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교환 장치의 경우에

는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 교환 장치 (CSW)는 비콘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계층은 망 가입과 탈퇴 관련 기능 및 사용자 데이터의 분할 기능 등을 수

행하며, 상위 응용 계층은 시스템 요구에 의한 응용 기능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MAC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 개발을 그 범위로 하 다. 계통 요구에 따른 상위  

응용 계층과 이더넷 표준 사양을 적용하는 물리 계층에 대해서는 프로토콜 개발에

서 제외하 으며, 네트워크 계층은 구현 의존적 특성을 보유하므로 MAC과의 필수 

연계 기능만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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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계층 구조.

1) 물리 계층 (PHY)

물리 계층은 데이터의 물리적 매체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적, 물리적 연계기능

과 상위 계층인 데이터 링크 층에 대해 비트 스트림 전송을 위한 물리적인 전송로

를 제공한다. 안전 통신망의 물리 계층은 이더넷 호환의 IEEE 802.3 100 Mbps 물리 

계층 표준을 적용한다. IEEE 802.3의 100 Mbps 물리 계층은 광 케이블 매체를 이용

하는 100 Base-FX의 경우에는 FDDI 물리 계층 사양을 도입하고 있다. 물리 계층은 

6개의 부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물리 계층의 주 기능을 수행하는 PCS (Physical 

Coding Sublayer), PMA (Physical Medium Attachment), PMD (Physical Medium 

Dependent)의 3개의 부 계층과 하위의 매체 접속 연계를 위한 MDI (Medium 

Dependent Interface), 상위 MAC (Media Access Control)과의 연계를 위한 MII 

(Media Independent Interface)와 RS (Reconciliation Sublayer)로 구성된다 [14]. 

캡슐화 (Encapsulation)

MAC으로 부터의 SDU (Service Data Unit)를 수신하여 데이터 코드 그룹을 생

성하고 물리 계층의 시작과 끝을 지시하는 구분자 (SSD, ESD)를 변환 또는 추가하

여 물리 계층의 PDU (Protocol Data Unit)를 생성하는 기능으로서, 수신의 경우에

는 반대로 역캡슐화 (decapsulation) 기능이 수행된다. 이 기능은 부 계층인 PCS에

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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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전송 부호화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은 4B/5B+NRZI 를 이용한다. 4B/5B 코딩은 부 계층인 

PCS에서 이루어지며 NRZI 코딩은 PMA에서 수행된다.

데이터 병렬/직렬화

송신시, 통신 노드 내부 버스의 병렬 전송 데이터를 통신망의 직렬 전송을 위하

여 정렬하는 기능으로서, 부 계층인 PCS에서 수행된다. 수신의 경우에는 반대로 직

렬/병렬화가 수행된다.

데이터 펄스화

통신 선로 상에 전파하는 신호 생성을 위하여 데이터에 따른 펄스 신호를 발생

시키는 기능으로서, PMD 부 계층에서 이루어진다. 수신의 경우에는 펄스 신호를 

데이터화 한다. 광 전송의 경우에는 전기 신호와 광 신호의 변환을 수행하는 트랜

시버가 포함된다. 

매체 접속

매체 접속을 위한 커넥터 기능을 제공하며 MDI (Medium Dependent Interface)

에서 이루어진다.

MAC 연계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의 하부 계층인 MAC과의 신호 mapping, 조정 기

능 등을 수행하며 RS에서 제공한다. MAC 계층과의 연계는 request와 indication 프

리미티브로 데이터의 송수신 연계를 수행하며 관리를 위한 MDIO (Management 

Data Input/Output)는 구현시 결정한다.

2) MAC 계층

MAC은 안전 통신망 구성 노드 간에 데이터 전송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

을 수행한다. 안전 통신망의 MAC은 IEEE 802.15.4 표준을 기본으로, 안전 통신망 

기능상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방식

을 수정한 구조를 갖는다. 안전 통신망의 전송 권한은 GTS (Guaranteed Time Slot)

와 random 방식의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된다. GTS는 주기적이면서 전송 보장이 요

구되는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며, 모든 노드에 대하여 각각 고유한 전송 시간을 할

당하는 보장형 시분할 방식이다. Random 모드는 GTS에 의한 전송 종료 후에 시

험, 진단, 관리 등과 같이 비 주기적이고 안전 계통의 중요한 고유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 기능을 위한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며, 어느 노드나 요구시 즉시 전송할 



- 37 -

수 있는 방식이다. Random 모드에 의한 전송은 전송 주기 중 GTS 모드 종료 후 

잉여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GTS에 의하여 데이터 전송 중 종료될 수 있

는 비 보장형 모드이다. MAC 관리는 가입과 탈퇴를 위한 명령의 전송 기능을 수행

한다. 교환 장치의 경우에는 MAC 레벨의 스위칭을 위한 관리 기능을 추가로 갖는

다. 중앙 교환기인 CSW는 비콘 관리 기능을 추가로 보유하는데, 상위 계층으로부

터 망 구성에 따른 비콘 정보를 받고 주기적으로 비콘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3)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의 분할, 망 가입과 탈퇴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분할 

은 전송 요청된 데이터가 MAC에서 제한한 최대 길이를 초과할 경우 이를 분할하

는 기능이다. 망 가입과 탈퇴는 상위로부터의 신호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 엔터티에

서 이를 MAC 관리 엔터티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CSW의 경우에는 가입과 

탈퇴 요청에 대한 응답 기능을 수행한다.  

나. 원전 안전 통신망 MAC 프로토콜 사양

안전 통신망의 프로토콜 사양은 IEEE 802.15.4의 MAC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이

를 원전 안전 통신망의 요건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하여 설정되었다. 802.15.4에 대

한 안전 통신망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론적 통신 구조 개선

IEEE 802.15.4는 CSMA-CA를 기본 전송 방식으로 하여 GTS를 선택 사양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 통신망은 모든 공정 관련 안전 등급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형 전

송방식인 GTS로 하고 기타 통신망 운  관련 또는 비안전성 이벤트 데이터는 랜덤

할당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결정론적 구조를 개선하 다. 이에 따라 수퍼프레임 구

조와 관련 변수, GTS 할당 및 관리 기능과 관련 변수 등이 변경되었다.

물리 계층의 사양 변경

802.15.4의 무선망 적용 물리 계층 사양이 안전 통신망은 유선망인 이더넷 100 

Mbps 사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802.15.4의 MAC 기능 중 무선망 특성을 지원하는 

기능은 모두 삭제 또는 수정 되었다. 이들 변경 사항에는 CSMA-CA 알고리즘의 삭

제, IFS (Inter Frame Space) 변경, 채널 스캔 관련 기능 삭제 및 변경, PAN ID 충

돌 관련 기능 삭제, 동기화 상실 관련 기능 변경 등이 포함된다.

검증성을 위한 기능 단순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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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신망의 검증성을 위하여, 전이중 (full-duplex) 방식을 채택하고 전송 단

계에 따라 그룹 GTS 할당 방식을 이용하고 IEEE 802.15.4의 기능 중 복잡하거나 투

명하지 못한 기능들을 단순화 하 다. 이들 관련 사항에는 각종 송수신기 변경 관

련 기능, GTS 할당과 관리,  망 가입과 탈퇴, ACK 사용의 축소, 명령 프레임의 통 

폐합 등이 포함된다.    

1) 기능 사양

가) 전송 권한 

 안전 통신망은 수퍼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노드와 교환기의 전송 권한 시간을 

규정한다. 수퍼프레임은 중앙 교환기 (CSW)의 비콘 프레임 전송에 의하여 규정된

다. 비콘의 주기와 수퍼프레임의 길이는 동일하며 1msec~1000msec의 범위를 갖는

다. 수퍼프레임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콘, FDTP (Fixed Data Transmission 

Period), VDTP (Varaible Data Transmission Period). 수퍼프레임은 비콘의 전송과 

함께 시작하며, 비콘 구간은 모든 통신 노드의 비콘 수신 및 해석을 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FDTP 구간에서는 안전망의 주기적인 공정 데이터를 할당

된 GTS별로 전송한다. VDTP는 FDTP 이후에 곧바로 시작하여 수퍼프레임 종료 기

간까지 수행된다. VDTP 구간에서는 모든 통신 노드가 random하게 접근 및 전송한

다. VDTP 구간에 전송이 요구되는 데이터에는 서비스 기능에 요구되는 명령 프레

임 및 응답 데이터 전송, 망 관리 및 진단용 데이터 전송 등이 포함된다. 수퍼프레

임 구조에 대한 예를 그림 3.13에 제시하 다.

  

[그림 3.13] 수퍼프레임 구조 (예).

나) 안전 통신망의 시작과 관리

 안전 통신망의 중앙 교환기는 초기화 후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 수퍼프레임

을 구성하며, 망 운전 모드를 비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비콘을 전송한다. 각 노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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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교환기는 초기화 후 MLME-Association.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가입 

요청을 한다. 중앙 교환기는 가입 요청 노드의 목록을 확인하고 응답하며 각 노드

는 응답 정보를 받아 통신 설정을 수행하고 대기한다. 중앙 교환기는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가입 및 구성 정보에 따라 수퍼프레임을 

새로 구성하며 운전 모드를 운전 중 모드로 설정하고 비콘을 전송한다. 노드는 운

전 중 모드가 설정된 비콘을 수신하면 비콘에 포함된 수퍼프레임의 정보에 따라 데

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후 중앙 교환기는 설정된 비콘 주기에 따라 매 주기마다 

비콘을 전송하며 모든 노드는 비콘에 포함된 수퍼프레임 정보에 따라 전송 동기화

를 수행한다.             

다) 안전 통신망의 가입 및 탈퇴

통신 노드는 초기화 후 대기 모드에서 비콘을 수신하면 비콘에 표시된 가입 가

능 여부를 확인하고 MLME-Association.request 프리미티브를 발행하여 비콘에 표시

된 VDTP 구간에서 중앙 교환기에 가입 요청 명령을 전송하고 대기한다. 가입 요청 

명령에는 자신의 주소 및 GTS 요청 정보가 포함된다. 중앙 교환기는 가능 자원을 

확인하고 가입 허락 여부를 결정한 후 가입 응답 명령을 전송한다. 가입 응답 명령

에는 가입 허락 여부와 거절 이유 및 GTS 할당 번호 등이 포함된다. 노드는 가입 

응답 명령의 정보를 확인하고 대기한다. 운전 중 모드가 설정된 비콘을 받으면 곧

바로 비콘의 수퍼프레임 구조에 따른 전송을 시작한다.

노드의 탈퇴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하나는 중앙 교환기가 탈퇴시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노드 자신이 탈퇴를 원하는 것이다. 중앙 교환기가 탈퇴시킬 경우

에는 VDTP 구간에서 노드에 탈퇴 통지 명령을 전송하고 ACK 없이 중앙 교환기는 

탈퇴된 것으로 간주한다. 노드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앙 교환기에 탈퇴 통지 

명령을 보내고 중앙 교환기는 ACK로 확인한다. ACK를 받지 못하면 재시도 해야 

한다. 노드는 모든 망 관련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스스로 탈퇴하며, 중앙 교환기는 

노드에 대한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통신 노드를 탈퇴시킨다. 탈퇴 통지 명령에

는 탈퇴 노드의 주소와 탈퇴 이유가 포함된다.

라) 동기화

       

안전 통신망의 동기화는 비콘 프레임을 수신하고 해독함으로써 수행된다. 노드는 

full-dulpex 구조에 의하여 항상 비콘 추적 상태이다. 유효한 비콘이 수신되면, 

MLME-Beacon-Notify.indication을 발행하여 비콘에 포함된 정보를 상위 계층에 전

달한다. 정해진 주기 동안 비콘을 발견하지 못하면, MLME-Sync-Loss.indication을 

발행하고 2회 이상이면 MAC의 초기화를 통해 재가입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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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송신, 수신 및 ACK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 전송 시에는, 출력 프레임의 MHR 필드에 있

는 순차 번호에 macDSN 값을 복사해 넣고 한 개씩 증가시킨다. 동일하게, 비콘 프

레임이 생성될 때 마다 출력 프레임의 MHR 필드에 있는 순차 번호에 macBSN 값

을 복사해 넣고 한 개씩 증가시킨다. ACK 프레임의 순차 번호는 ACK를 요구한 프

레임의 순차 번호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한다. 소스 주소는 프레임을 전송하는 노드

의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목적 주소는 목적하는 프레임 수신자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노드는 전송 이전에 비콘을 찾아야 하며, 비콘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

낼 수 없다. 비콘을 수신하면 수퍼프레임의 해당 GTS 기간에 프레임을 전송한다. 

VDTP 구간에서의 전송은 랜덤 접근에 의하여 전송한다.

수신의 경우에는, 먼저 MAC footer field의 FCS를 검사하여 필터링 한다. 두 번

째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프레임 종류 하부 필드를 검사하여 적법한 프레임 종류 

인지를 검사하고 목적지 주소가 자신의 주소이거나 브로드캐스트 주소인지를 확인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수신 프레임을 버린다. FDTP 구간의 데이

터 전송, 비콘, ACK, 브로드캐스트 데이터에 대한 ACK는 없으며 명령 프레임은 노

드의 탈퇴 요청 명령에 대해서만 ACK를 갖는다. 

마) GTS 할당 및 관리   

  GTS는 통신 단계에 따른 어느 한 그룹의 노드 또는 교환 장치가 어느 시간 

구간에 대한 송신 채널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도록 한다. GTS는 안전 통신망 각 망

의 구성에 따라 고정 할당되며 VDTP 구간에 대한 최소 길이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노드 또는 교환기는 가입 요청시 전송 단계에 따라 미리 할당된 그룹 GTS 번

호를 받는데, 기 할당된 GTS 길이를 초과하는 요청 시에는 거절된다. GTS는 노드

나 교환기의 그룹에 할당되므로 개별 노드의 탈퇴에 의한 GTS 제거는 발생하지 않

는다. 중앙 교환기는 비콘을 통해 GTS별로 시작 시간과 길이 정보를 알려준다.   

2) 서비스 사양

안전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MAC 프로토콜 서비스의 종류와 프리미티브 및 각각

의 기능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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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안전 통신망 MAC 프로토콜 서비스.
NO. PRIMITIVES WHO Function

1 PD-DATA
Request MAC->PHY  MPDU 송신 요청
Confirm PHY->MAC  MPDU 송신 요청 확인
Indication PHY->MAC  MPDU 수신 통지

2 MCPS-DATA
Request NCPS->MCPS  MSDU 송신 요청
Confirm MCPS->NCPS  MSDU 송신 요청 확인
Indication MCPS->NCPS  MSDU 수신 통지

3 MCPS-PURGE Request NCPS->MCPS  Queue에서 MSDU 제거
Confirm MCPS->NCPS  MSDU 제거 확인

4 MLME-ASSOCIATE

Request NLME->MLME  망 가입 요청
Indication MLME->NLME  CSW의 "가입 요청 명령" 통지
Response NLME->MLME  CSW의 "가입 요청 명령" 통지에 

대한 응답

Confirm MLME->NLME  가입 결과 확인

5 MLME-DISASSOCIATE
Request NLME->MLME  망 탈퇴 요청
Indication MLME->NLME  "탈퇴 통지 명령" 수신 통지
Confirm MLME->NLME  망 탈퇴 요청 확인

6 MLME-BEACON-NOTIFY Indication MLME->NLME  비콘 수신 통지
7 MLME-GET Request NLME->MLME  PIB 속성 요청 

Confirm MLME->NLME  PIB 속성 요청 확인
8 MLME-RESET Request NLME->MLME  초기화 요청

Confirm MLME->NLME  초기화 요청 확인
9 MLME-SET Request NLME->MLME  PIB 속성 값 설정 요청

Confirm MLME->NLME  PIB 속성 값 설정 요청 확인
10 MLME-SYNC-LOSS Indication MLME->NLME  동기 상실 통지

MCPS : MAC Sublayer common part sublayer
MLME : MAC sublayer management entity
NCPS : NET Sublayer common part sublayer
NLME : NET sublayer management entity

3) 프레임 구조

안전 통신망에서의 MAC 프레임은 비콘, 데이터, ACK, 명령어 프레임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명령어는 가입 요청, 가입 응답 및 탈퇴 통지의 3가지가 존재한다. 

가) 프레임 일반 형식

MAC 프레임의 일반 형식은 그림 3.14와 같이, MHR (MAC Header), MAC 

payload, MFR (MAC Footer)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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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MAC 프레임 일반 형식.  

Octets : 1 2 3 3 Variable 4
Frame
Control

S e q u e n c e 
Number

Destination 
Address

S o u r c e 
Address

Frame
Payload FCS

MHR MAC
Payload MFR

Frame control field

Frame control field는 그림 3.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frame type과 ACK request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3.15] Frame control filed 형식.

Bits: 0-2 3-4 5 6-7
Frame Type Reserved ACK. Request Reserved
000 : Beacon
001 : Data
010 : ACK
011 : Command
100-111 : Reserved

1 : ACK is required
0 : ACK is not required

Sequence number field

Sequence number field는 16비트 길이의 프레임 고유 순차 번호를 규정한다. 비

콘 프레임의 경우에는 BSN이며 비콘 전송시 마다 1씩 증가한다. 데이터, ACK, 

command 프레임의 경우에는 DSN 이며 매 전송 시마다 1씩 증가시키는데, ACK 

프레임의 경우에는 ACK를 요구한 프레임의 순차 번호를 표시한다.

Destination and source address field

24비트 길이로 구성되며 프레임 수신자와 송신자 주소를 각각 표시한다. 안전 통

신망의 주소 체계는 그림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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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안전 통신망 주소 체계.

Bits : 0 1-4 5-8 9-12 13-23
등급 ID 채널 ID GSW ID (*계통 ID) LSW ID 일련 번호

0 : SC
1 : SS

0000 : Common
0001 : 채널 A
0010 : 채널 B
0011 : 채널 C
0100 : 채널 D
0101 : MCR 
0110 : RSR
0111 : Reserved
1000 : RMS-A
1001 : RMS-B
1010 : IPS
1011 : QIAS
1100 : DCS
1101-1111 : 
Reserved

0000 : Common
0001 : #1(*RPS)
0010 : #2(*CPC)
0011 : 
#3(*ESF-CCS)
0100 : 
#4(*MAINT)
0101 : #5(*MCR)
0110 : #6(*RSR)
0111 : #7(I/F)
1000 : 
#8(Reserved)
1001-111 : 
Reserved 

0000 : Common
0001 : #1
0010 : #2
0011 : #3
0100 : #4
0101 : #5
0110 : #6
0111 : #7
1000 : #8
1 0 0 1 - 1 1 1 : 
Reserved

#0 : Common
#1 ~ #512
: Internal Node
#513 ~#2046 
: External Node
#2047
: Broadcast

Frame payload field

가변 길이를 가지며 각 프레임 종류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 

FCS

CRC-32를 포함하며 MHR부터 MAC payload까지의 계산 결과를 포함한다.  

나) 비콘 프레임 형식

비콘 프레임은 그림 3.17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그림 3.17] 비콘 프레임 형식.

Octets: 1 2 2 2 4 1 Variable Variable 4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Dest.
Address

Source 
Address

Superframe
Specification

G T S 
Specification

GTS
List

Beacon
Payload FCS

MHR MAC Payload MFR

비콘 프레임 MHR 형식

비콘 프레임의 frame type = 000, ACK request = 0 이다. Sequence number = 

macBSN 이며 destination address = broadcast, source address = CSW 주소를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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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rame specification field

Superframe specification field는 32비트 길이이며 그림 3.18에 표시된 바와 같은 

형식을 갖는다.

[그림 3.18]  Superframe specification field의 형식.

Bits :  0-13 14-15 16-29 30 31
수퍼프레임 길이 

(Slot) Reserved FDTP 길이 (Slot) Operation
Mode

Association
Permit

*범위
10-10000 Slot
(1-1000 msec)

*범위
10-10000 Slot
(1-1000 msec)

0 : Non-Operation
1 : Operation

0 : not permitted
1 : permitted

  

 

GTS specification field 

GTS specification field는 8비트 길이를 갖으며 그림 3.19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

보를 표시한다.

[그림 3.19]  GTS specification field의 형식.

Bits :  0-2 3-6 7
GTS Level Count Reserved GTS Permit
000-111 (*최대 8개) 0 : not permitted

1 : permitted

GTS list field

GTS list 필드는 GTS의 할당 정보를 표시하며 최대 40 octets의 길이를 갖는다. 

그림 3.20은 GTS list 필드의 표시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3.20]  GTS list field의 형식.

Bits : 0-2 3-7 2 Octets 2 Octets
GTS ID Reserved GTS 시작시간 GTS 길이
000 Level #1 Starting Slot Level #1 Length (Slot)
≀ ≀ ≀
111 Level #8 Starting Slot Level #8 Length (Slot)

Beacon payload field 

비콘 payload 필드는 MAC 상위계층의 요구시 이용한다.

다) 데이터 프레임 형식

데이터 프레임은 그림 3.21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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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데이터 프레임 형식.

Octets : 1 2 2 2 Variable 4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Destination 
Address

S o u r c e 
Address Data Payload FCS

MHR MAC Payload MFR

Frame control 필드의 frame type = 001 이며, FDTP 구간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ACK request = 0 이다. VDTP 구간의 데이터는 요구시 ACK request = 1로 설정한

다. Sequence number = macDSN 이며, data payload 필드는 상위 계층의 전송 요

청에 의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라) ACK 프레임 형식

ACK 프레임의 형식은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ACK 프레임 형식. 

Octets : 1 2 2 2 4
Frame
Control

S e q u e n c e 
Number

Dest.
Address

Source
Address FCS

MHR MFR

Frame control 필드의 frame type = 010 이며, ACK request = 0 이다. Sequence 

number는 ACK를 요구한 프레임의 macDSN 이다.

마) MAC command 프레임 형식

MAC command 프레임은 가입 요청, 가입 응답 및 탈퇴 통지의 3가지가 이용되

며 일반 형식은 그림 3.23와 같다.

[그림 3.23] MAC command 프레임 형식.  

Octets : 1 2 2 2 1 Variable 4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Destination 
Address

S o u r c e 
Address

Command 
ID

Command
Payload FCS

MHR MAC Payload 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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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ID 필드는 가입 요청 = 0x01, 가입 응답 = 0x02, 탈퇴 통지 = 0x03로 

표시하며, 0x04 - 0x0f는 reserved이다.

① 가입 요청 command 프레임 형식

가입 요청 command 프레임의 형식은 그림 3.24와 같다.

[그림 3.24] 가입요청 command 프레임 형식.  

Octets : 7 1 2 4
MHR Command ID GTS Characteristics MFR

 

MHR Field

Frame control 필드의 frame type = 011, ACK request = 0 이다. destination 

address = CSW 주소를, source addtess = 요청노드 자신의 주소를 표시한다.

GTS characteristics field

GTS characteristics field의 형식은 그림 3.25와 같다.

[그림 3.25] GTS characteristics field 형식.  

Bits : 0 1 3-7 8-23
GTS Request GTS Type Reserved GTS Length
0 : GTS is not required
1 : GTS is required

0 : Existing
1 : New *최대 요구 전송량, Bytes

② 가입 응답 command 프레임 형식

가입 응답 command 프레임의 형식은 그림 3.26과 같다.

[그림 3.26] 가입 응답 command 프레임 형식  

Octets : 7 1 1 4
MHR Command ID A s s o c i a t i o n 

Status MFR

 

MHR field

Frame control 필드의 frame type = 011, ACK request = 1 이다.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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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 가입 요청 노드 주소, source addtess = CSW 주소를 표시한다.

Association status field

Association status field의 형식은 그림 3.27과 같다.

[그림 3.27] Association status field 형식.  

Bits : 0-2 3-6 7
Association Results GTS Level ID Reserved
000 : Success
001 : Denied for inadequate address
010 : Denied for excess GTS length
011 : Denied for excess GTS #
100-111 : Reserved

*GTS # (0000-0111)
 Denied (1111)

③ 탈퇴 통지 command 프레임 형식

탈퇴 통지 command 프레임의 형식은 그림 3.28과 같다.

[그림 3.28] 탈퇴 통지 command 프레임 형식.

Octets : 7 1 1 4
MHR Command 

ID
Disassoc ia t i on 
Reason MFR

 

MHR field

Frame control 필드의 frame type = 011, ACK request = 0 이다. Destination 

address = CSW 또는 요청 노드 주소, source address = CSW 또는 요청 노드 주

소를 표시한다.

Disassociation reason field

Disassociation reason field의 형식은 그림 3.25와 같다.

[그림 3.29] Disassociation reason field 형식.  

Bits : 0 1-2 3-7
Who Want Reason Reserved
0 : CSW want
1 : 노드 want

00 : CSW Reset
01 : General
10-11 :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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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 통신망 설정 값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을 위한 주요 설정 값은 표 3.9와 같다. 정확한 설정은 

실제 제작 후, 정 한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재설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예비 

분석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 다. 표 3.8의 결과는, 전송 연계수를 포함한 프

레임 오버헤드와 40% 성능 여유 및 30% 확장 용량을 고려하여 최대 연계 데이터량

을 산출하고, 100 Mbps 링크 용량에 따른 전송 요구 시간, 노드 및 교환 장치 처리 

지연 시간, 전파 진행 지연 및 전송 여유 등을 고려하여 msec 단위로 제시한 것이

다. 표 3.8의 GTS 길이는 전송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요구 GTS 길이이며, 하

드웨어 설계 분석과 제작 후 성능 시험에 의하여 정말 측정 후 전송 주기를 고려한 

GTS 길이가 확정될 것이다. 

[표 3.8] 안전 통신망 주요 설정 값.

망 종류
수퍼프레임 길이 

(msec)
요구 GTS 개수 및 길이 (msec)

개수 GTS 1 GTS 2 GTS 3 GTS 4 GTS 5 GTS 6
SS-A

(B,C,D) 250 6 1 2 4 4 2 1 
SC-A

(B,C,D) 25 6 2 2 2 2 2 2 
SS-M 250 3 1 2 1 
SC-M 25 3 1 1 1 
SS-R 250 2 1 1
SC-R 25 2 1  1 

그림 3.30은 설정 값에 따른 안전 필수 채널-A망 (SC-A)의 수퍼프레임 구조를 

보여준다 (*비콘 전송 시간은 최대 추정치).

 

[그림 3.30] 안전 필수 채널-A망 (SC-A) 수퍼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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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C-PHY 인터페이스

1) MII (Media Independent Interface)

가) 개요

  

그림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MII는 MAC 부계층과 PHY 계층 그리고 스테이

션 관리 객체와 PHY 계층 간에 간단하면서도 구현이 용이하게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10 Mbps와 100 Mbps의 속도를 지원하며 PHY의 관리 기

능을 위해서 10 M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데이터와 디리미터(delimiter)들이 기준 클럭에 동기화되어 있다.

송신과 수신을 위해 독립적인 4 비트 데이터 경로를 각각 사용한다.

보편적인 디지털 CMOS ASIC 프로세스와 상호 연동 가능한 TTL 신호 레벨을 

사용한다.

간단한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제한된 길이의 차폐 케이블을 구동시킬 수 있다.

전이중 방식의 동작을 지원한다.

[그림 3.31] 프로토콜 스택 상에서의 MII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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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PCB 상에서의 chip-to-chip 인터페이스

둘 이상의 PCB 간에 머더 보드-도터 보드 인터페이스

일정 길이의 케이블과 적절한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는 인쇄 회로 어셈블리 간의 

인터페이스

MII는 비차폐 꼬임선, 차폐 꼬임선, 광 케이블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송 매

체를 위한 독립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송 매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미디어 접속 제어기가 사용될 수 있다.

복수의 PHY 계층이 단일 스테이션 관리 개체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지만 최대 한 개의 PHY 계층이 MII 관리 인터페이스에 접속될 수 있다.

MII는 10 Mbps와 100 Mbps를 지원할 수 있다. 신호 타이밍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능성 또한 두 속도에서 동일하다. 10 Mbps와 100 Mbps의 유일한 차이점은 공칭 

클럭 주파수이다.

나) 신호 규격

MII는 모두 16개의 신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양방향 데이터 전달을 위한 14 개의 신호: 데이터 (4비트 번들), 경계 식별, 에러, 

클럭

캐리어의 존재 유무와 충돌 발생을 알려주는 두 개의 상태 신호

관리 파라미터와 서비스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두 개의 관리 인터페이

스 신호

TX_CLK (transmit clock)

TX_CLK는 RS로부터 PHY로의 TX_EN, TXD, TX_ER 신호 전송을 위한 타이밍 

기준을 제공하는 연속적인 클럭이다. TX_CLK은 PHY에 의해 생성된다. TX_CLK 

주파수는 송신 데이터 속도의 25%이면서 허용 오차는 100ppm이어야 한다. 따라서, 

100Mbps에서 동작하는 PHY는 25MHz의 TX_CLK 주파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TX_CLK 신호의 듀티 사이클은 35%에서 65%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RX_CLK (receive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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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_CLK은 PHY로부터 RS로의 RX_DV, RXD, RX_ER 신호 전달을 위한 타이밍 

기준을 제공하는 연속적인 클럭이다. RX_CLK 또한 PHY에 의해 생성된다. PHY는 

수신 데이터로부터 RX_CLK을 복구할 수도 있고 TX_CLK과 같은 공칭 클럭에 의

해 RX_CLK을 드라이브할 수도 있다.

TX_EN (transmit enable)

TX_EN은 RS가 전송을 위해 MII 상에 니블 데이터를 보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TX_EN은 프리엠블의 첫 번째 니블에 동기를 맞추어 RS에 의해 ON되며 모든 니블

이 MII로 보내질 때까지 ON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 TX_EN은 한 프레임의 마지

막 니블 뒤에 나타나는 첫 번째 TX_CLK 전에 OFF 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TX_EN은 RS에 의해서 구동되며 TX_CLK과 동기를 맞추어 천이해야 한다.

TXD (transmit data)

TXD는 RS에 의해 구동되는 4개의 데이터 신호 (TXD<3:0>) 집합이다. TXD<3:0>

는 TX_CLK에 동기를 맞추어 천이해야 한다. TX_EN가 ON 상태에서 매 TX_CLK

마다 TXD<3:0>은 전송을 위해서 PHY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TXD<0>은 최하위 비

트이다. TX_EN가 OFF되어 있는 동안 TXD<3:0>은 PHY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

TX_ER (transmit coding error)

TX_ER은 TX_CLK에 동기를 맞추어서 천이해야 한다. TX_EN이 ON 상태에서 

TX_ER이 하나 이상의 TX_CLK 기간동안 ON 상태로 될 때 PHY는 유효 데이터가 

아닌 하나 이상의 심볼을 방출해야 한다. TX_ER 신호의 ON은 PHY가 10 Mbps로 

동작하거나 또는 TX_EN이 OFF되어 있을 때에는 데이터 전송에 향을 미치지 못

한다.

표 3.9는 TXD<3:0>, TX_EN, TX_ER의 허용 가능한 코딩 상태를 보여준다.

[표 3.9] TXD<3:0>, TX_EN, TX_ER의 허용 가능한 인코딩.
TX_EN TX_ER TXD<3:0> Indication

0 0 0000~1111 정상 프레임 사이

0 1 0000~1111 예약

1 0 0000~1111 정상 데이터 전송

1 1 0000~1111 송신 에러

RX_DV (Receive Data Valid)

RX_DV는 PHY가 RXD<3:0> 상의 니블 데이터를 복원해서 디코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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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_CLK에 동기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PHY에 의해 구동된다. RX_DV는 

RX_CLK에 동기되어 천이해야 한다. RX_DV는 프레임의 첫 번째 복원된 니블부터 

마지막 복원된 니블까지 지속적으로 ON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마지막 니블 이후 

첫 번째 RX_CLK 전에 OFF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신 프레임이 MAC 부계층

에 의해 정확하게 해석되기 위해서 RX_DV는 SFD 이전에 시작하여 EFD를 제외한 

모든 프레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RXD (receive data)

RXD는 RX_CLK에 동기되어 천이하는 네 개의 데이터 신호 (RXD<3:0>) 집합으

로서 PHY에 의해 구동된다. RX_DV가 ON 상태에서 각 RX_CLK 구간마다 

RXD<3:0>는 PHY로부터 MAC 부계층으로 네비트의 복원 데이터를 전달한다. 

RXD<0>는 최하위 비트이다. RX_DV가 OFF 상태에 있을 때 RXD<3:0>는 MAC 부

계층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RX_ER (receive error)

RX_ER은 PHY 계층에 의해 구동된다. RX_ER은 RS 부계층에게 PHY로부터 RS

로 현재 전달되고 있는 프레임의 어딘가에서 에러 (e.g. 코딩 에러)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 이상의 RX_CLK 동안 ON 상태로 유지된다. RX_ER은 

RX_CLK에 동기되어 천이되어야 한다. RX_DV가 OFF 상태에서 RX_ER은 RS에 아

무런 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표 3.10은 RXD<3:0>, RX_ER, RX_DV의 허용 가능한 코딩 상태를 보여준다.

[표 3.10] RXD<3:0>, RX_ER, RX_DV의 허용 가능한 인코딩.
RX_DV RX_ER RXD<3:0> Indication

0 0 0000~1111 정상 프레임 사이

0 1 0000 정상 프레임 사이

0 1 0001~1101 예약

0 1 1110 False Carrier 표시
0 1 1111 예약

1 0 0000~1111 정상 데이터 수신

1 1 0000~1111 에러 데이터 수신

CRS (carrier sense)

CRS는 송신 매체나 수신 매체가 휴지 상태가 아닐 때 PHY에 의해서 ON 상태

가 된다. CRS는 송신 매체와 수신 매체가 모두 휴지 상태일 때 OFF 상태를 가진

다. PHY는 충돌 과정의 기간 동안 CRS가 반드시 ON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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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는 TX_CLK이나 RX_CLK과 동기를 맞추어 상태 변화를 할 필요는 없다. CRS 

신호의 동작은 제어 레지스터의 듀플렉스 모드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거나 

Auto-Negotiation 프로세스가 전이중 모드를 선택했을 때에는 규정되지 않는다.

COL (collision detected)

COL은 전송 매체 상에서 충돌을 검출했을 때 PHY에 의해서 구동되며 충돌 상

태가 지속되는 한 ON 상태로 유지된다. COL은 TX_CLK이나 RX_CLK과 동기를 맞

추어 상태 변화를 할 필요는 없다. CRS 신호의 동작은 제어 레지스터의 듀플렉스 

모드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거나 Auto-Negotiation 프로세스가 전이중 모드를 선

택했을 때에는 규정되지 않는다.

MDC (management data clock)

MDC는 MDIO 신호 상의 정보 전달을 위해 Station Management 엔터티로부터 

PHY로 주어지는 타이밍 기준이다. MDC은 HIGH 또는 LOW 시간의 최대값을 갖

지 않는 비주기적 신호이다. TX_CLK과 RX_CLK의 공칭 구간과는 상관없이 MDC

의 HIGH와 LOW 시간의 최소값은 160ns이며, 따라서 MDC의 최소 구간은 400ns

이어야 한다.

MDIO (management data input/output)

MDIO는 PHY와 STA 사이에서 제어 및 상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양방향 신호

이다. 제어정보는 MDC에 동기되어 STA에 의해 구동되며 PHY에 의해 동기적으로 

추출된다. 상태 정보는 MDC에 동기되어 PHY에 의해 구동되며 STA에 의해 추출

된다.

다) 프레임 구조

MII를 통해 MAC과 PHY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 프레임들은 공통적으로 아

래와 같은 형식을 가져야 한다.

<inter-frame><preamble><sfd><data><efd>

MII 상에서 각각의 데이터 옥텟에 대한 송신과 수신은 그림 3.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니블 단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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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니블 단위의 송수신 순서.

Inter-frame

인터프레임 구간은 MII 상에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제공한다. 

데이터 송수신의 유무는 수신 경로 상에서 RX_DV 신호의 OFF 상태와 송신 경로 

상에서의 TX_EN 신호의 OFF 상태에 의해서 표시된다. MAC에서의 

interFrameSpacing 파라미터는 CRS 신호의 OFF 상태부터 CRS 신호의 ON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으로 측정된다.

프리앰블과 SFD

프리앰블은 프레임 전송의 시작이다. MII에서 프리앰블은 다음과 같은 비트 값

으로 구성된다.

10101010 10101010 10101010 10101010 10101010 10101010 10101010

위에서 프리앰블은 직렬 전송 시의 비트 순서대로 보여진 것이다. 각  가장 왼쪽

의 1 값은 그 옥텟의 최하위 비트를 의미하여 가장 오른쪽의 0 값은 최상위 비트를 

의미한다. SFD는 한 프레임의 시작을 나타내며 프리앰블에 이어 나타난다. MII에서 

SFD의 비트 값은 10101011으로 나타난다. 프리앰블과 SFD는 TX_EN이 ON 상태로

부터 니블 단위로 MII를 거쳐서 송신된다.

데이터

정상적인 프레임에서의 데이터는 2N 니블로 송신되는 N 옥텟 데이터로 구성된

다. 각각의 옥텟에 대해 각 니블의 송신 순서는 그림 3.3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충

돌이 발생할 시 데이터는 홀수 개의 니블로 구성될 수도 있다.

EFD

TX_EN의 ON 상태는 TX<3:0> 상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해 End-of-Frame 경

계 식별자를 구성한다. RX_DV의 ON 상태는 TX<3:0> 상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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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End-of-Frame 경계자를 구성한다. 

초과 니블의 처리

MII 상에서 SFD부터 시작해서 EFD까지 전달되는 모든 니블의 숫자가 홀수일 

때 초과 니블 조건이 성립된다. 정수개가 아닌 옥텟을 포함하는 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 또한 PHY 계층에 의해 초과 니블 조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초과 니블의 송

신은 PHY 계층에 의해 구현 종속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PHY 계층은 절

단, 옥텟 패딩, 초과 니블 송신과 관련해서 어떠한 가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관리 기능

관리 인터페이스는 PHY 계층을 제어하고 PHY 계층으로부터 상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 엔터티와 관리의 대상인 PHY 계층을 연결하는 이선식 직

렬 형태의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관리 인터페이스는 MII 또는 GMII를 통해 관리 정보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한 

쌍의 신호, 프레임 형식과 관리 프레임을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규정, 그리고 이 

프레임들을 읽고 쓸 수 있는 레지스터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MII는 두 종류의 기본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MII의 기본 레지스터 세트는 제어 

레지스터 (레지스터 0)와 상태 레지스터 (레지스터 1)라 불리는 두 개의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MII를 제공하는 모든 PHY 계층은 기본 레지스터 세트를 포함하여

야 한다. 여기에서 정의되는 상태 및 제어 기능들은 100 Mbps와 1000 Mbps PHY 

계층에게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것이다. 레지스터 2부터 레지스터 10까지는 확장 

레지스터 세트의 일부분이다. 레지스터 4부터 레지스터 10까지의 형식은 구체적인 

auto-negotiaion 프로토콜을 위하여 정의된다. 이들 레지스터의 형식은 레지스터 1

과 레지스터 15의 비트 설정에 의해 선택된다. 표 3.11은 모든 관리 레지스터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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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관리 레지스터.
Register 
address Register name Basic/Extended

MII GMII
0 Control B B
1 Status B B

2,3 PHY Identifier E E
4 Auto-Negotiation Advertisement E E
5 Auto-Negotiation Link Partner Base Page 

Ability E E
6 Auto-Negotiation Expansion E E
7 Auto-Negotiation Next Page Transmit E E
8 Auto-Negotiation Link Partner Received 

Next Page E E
9 MASTER-SLAVE Control Register E E
10 MASTER-SLAVE Status Register E E

11 through 14 Reserved E E
15 Extended Status Reserved B

16 through 31 Vendor Specific E E

2) CS8952를 이용한 물리 계층 구현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의 MAC 계층과 연결하기 위한 PHY 계층

을 구현하기 위해 CIRRUS LOGIC사의 CS8952 칩을 사용하고자 한다. CS8952는 

100BASE-TX와 10BASE-T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물리 계층 트랜시버이다. CS8952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High Performance Analog

고도의 혼합 신호 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CS8952는 외부 송수신 필터와 

같은 외부 아날로그 회로의 필요성을 없게 한다. CS8952, CS8920, CS8904와 CS8900

은 시간 연속적인 5차 계수의 Buterworth 10BASE-T 송수신 필터를 포함한다.

저전력 소모

CS8952는 전형적으로 135mA 소모하는 저전력 CMOS에 도움을 준다. 3가지 저

전력 모드들은 CS8952가 CardBus같은 전력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용되기에 

이상적으로 만들어 준다.

어플리케이션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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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8952의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작동 모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로서, MII는 100BASE-FX 와 

10BASE-T NIC 카드, 스위치 포트들과 라우터 포트들을 지원한다. 또한,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repeater" 인터페이스 모드는 CS8952를 통해 데이터 지연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스템 차원에서 예정된 전체 네트워크의 지연 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10BASE-T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CS8952는 10BASE-T 시리얼 

포트를 제공한다.  

전형적인 연결 다이어그램

그림 3.33는 twisted-pair 와 광 인터페이스와 CS8952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전형

적인 MII를 보여주고 있다. 전원 공급 요구 사항들과 decoupling, 크리스탈, 자기적

인 요구 사항, twisted-pair 와 광 송수신기 연결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 아날

로그 설계에서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언급한다.

[그림 3.33] 전형적인 연결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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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

CS8952는 100BASE-TX 와 10BASE-T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한 물리 계층 송

수신기이다. CS8952는 외부 MAC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부호화 부계층 기

능을 제공한다. CS8952는 또한 완전한 PMA (Physical Medium Attachment) 계층

과 100BASE-TX 와 10BASE-T를 위햔 PMD (Physical Medium Dependent) 계층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CS8952는 100BASE-FX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외부의 광모듈

에 접속하기 위해 PECL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S8952를 위한 주요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향상된 IEEE802.3 Media Independent 

Interface (MII)이다. MII는 병렬 데이터 전송, CS8952 컨트롤과 상태 레지스터에의 

접근, 그리고 몇몇 상태들과 컨트롤 핀들을 제공한다. 100BASE-TX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인터페이스로는 4-bit 병렬 (니블) 또는 5-bit 병렬 (코드 그룹

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BASE-T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포맷은 

4-bit 병렬 또는 1-bit 시리얼을 사용할 수 있다. CS8952는 MII 관리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구성된 레지스터들이 제어된다. 대부분의 기본적인 레지스터 비트들은 외부 

핀에 연결된 풀업 또는 풀다운 저항들에 의해 셋팅될 수 있다. 

CS8952의 MII 인터페이스는 레지스터 확장과 MII_IRQ, RX_EN과 ISO-DEF 시그

널들의 추가로 인해 IEEE의 요구 사항 이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MII_IRQ 핀은 CS8952에서 상태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를 위한 인터럽트 

신호를 제공한다. RX_EN 시그널은 전기적으로 격리된 수신 출력들을 허용하도록 

한다. ISO-DEF 핀은 Basic Mode Control 레지스터(address 00h)에 있는 ISOLATE 

레지스터 비트를 조정함으로써 CS8952의 MII 데이터 경로를 전기적으로 격리 시킬 

수 있다. CS8952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운용 모드

  

CS8952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주요 운용 모드를 가진다.

  

• 100BASE-X MII Modes (TX and FX)

• 100BASE-X Repeater Modes

• 10BASE-T MII Mode

• 10BASE-T Serial Mode

 

운용 속도의 선택 (10Mb/s 대 100Mb/s)은 auto-negotiation 입력핀 (AN0, AN1) 

또는 auto-negotiation MII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드 (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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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er, 10BASE-T 시리얼)는 표 3.1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BPALIGN, BP4B5B와 

10BT_SER에 의해서 선택된다.        

[표 3.12]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드 설정.
Operation Mode BPALIGN BP4B5B 10BT_SER

100BASE-X MII 0 0 0
10BASE-T MII 0 0 0
 100BASE-X 
 Repeater

1 Don't Care 0
0 1 0

10BASE-T Serial Don't Care Don't Care 1

속도와 송수신 방식은 표 3.13에서와 같이 AN[1:0] 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 3.13] 속도와 송수신 방식 설정.
AN1 AN0 Forced/Auto Speed(Mb/s) Full/Half 

Duplex
Low Floating Forced 10 Half
High Floating Forced 10 Full
Floating Low Forced 100 Half
Floating High Forced 100 Full
Floating Floating Auto-Neg 100/10 Full/Half
Low Low Auto-Neg 10 Half
Low High Auto-Neg 10 Full
High Low Auto-Neg 100 Half
High High Auto-Neg 100 Full

100BASE-X MII 어플리케이션 (TX and FX)

  

CS8952는 IEEE 802.3의 MII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4-bit 병렬 모드에

서 MII를 거쳐서 전송된다. TX_CLK 와 RX_CLK는 100BASE-X를 위해 보통 25Mhz

를 사용한다. 100BASE-X 모드는 핀 BPSCR (bypass scrambler), 또는 Loop-back, 

Bypass 그리고  Receiver Error Mask 레지스터(address 18h)에 의해서 TX 모드인지 

FX 모드인지가 결정된다. FX 모드에서 외부 광 모듈은 TX_NRZ+, TX_NRZ-, 

RX_NRZ+, RX_NRZ-, SIGNAL+과 SIGNAL-를 통해서 CS8952에 연결된다. FX 모

드에서 MLT-3/NRZI 변환 블록과 scrambler/descrambler는 바이패스 된다.

심볼 인코딩과 디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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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BASE-X 모드에서 표 3.14와 3.1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매체로 전송을 위

해 4-bit 전송 데이터는 5-bit 심볼로 인코딩된다. 인코딩은 와이어를 통해 전송되는 

심볼 속도를 실제 심볼의 데이터 속도(100 symbols/second) 보다 더 빠르게 한다.

[표 3.14] 4B/5B 심볼 인코딩/디코딩.
DATA and CONTROL Codes (RX_ER = 0 or TX_ER = 0)

Name 5-bit Symbol 4-bit Nibble Comments
DATA(Note 1)

0 11110 0000
1 01001 0001
2 10100 0010
3 10101 0011
4 01010 0100
5 01011 0101
6 01110 0110
7 01111 0111
8 10010 1000
9 10011 1001
A 10110 1010
B 10111 1011
C 11010 1100
D 11011 1101
E 11100 1110
F 11101 1111

CONTROL(Note 2)
I 11111 0101 IDLE(Note 3)
J 11000 0101 First Start of Stream Symbol
K 10001 0101 Second Start of Stream Symbol
T 01101 0000 First End of Stream Symbol
R 00111 0000 Second End of Stream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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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4B/5B Code 위반 디코딩.
Code Violations (RX_ER = 1 or TX_ER = 1)

Name 5-bit Symbol Normal Mode 
4-bit Nibble

Error Report
Mode 4-bit 

Nibble
Comments

CONTROL(Note 1)
I 11111 0000 0000 This portion of the table 

relates received 5-bit 
symbols to received 
4-bit nibbles only. The 
control code groups may 
not be transmitted in the 
data portion of the frame.

J 11000 0000 0000
K 10001 0000 0000
T 01101 0000 0000
R 00111 0000 0000

CODE VIOLATIONS
H 00100 0000 0000
V0 00000 0110 or 0101 0001
V1 00001 0110 or 0101 0111
V2 00010 0110 or 0101 1000
V3 00011 0110 or 0101 1001
V4 00101 0110 or 0101 1010
V5 00110 0110 or 0101 1011
V6 01000 0110 or 0101 1100
V7 01100 0110 or 0101 1101
V8 10000 0110 or 0101 1110
V9 11001 0110 or 0101 1111

100 Mb/s 루프백

두개의 내부 100BASE-TX 루프백 모드들 중 하나는 선택될 수 있다. 로컬 루프

백은 4B5B 코더와 scrambler들을 통해 TXD[3:0] 입력 데이터를 RXD[3:0] 출력 데이

터로 방향을 수정한다. 로컬 루프백은 LPBK 핀을 통하거나, Basic Mode Control 

Register (address 00h)에 있는 LPBK bit(bit 14) 또는 표 3.16에서와 같이 

Loopback, Bypass, and Receiver Error Mask Resister (address 18h)에 있는 bit 8 

과 bit 11을 셋팅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다. 원격 루프백은 표 3.16에서와 같이 

Loopback, Bypass, and Receiver Error Mask Resister (address 18h) 에 있는 bit 9

를 셋팅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다.

  



- 62 -

[표 3.16] 루프백 설정 표.

      

Remote
Loopback
(bit 9)

PMD
Loopback
(bit 8)

Function

0 0 No Loopback
0 1 Local Loopback(toward MII)
1 0 Remote Loopback(toward line)
1 1 Operation is undefined

100BASE-X Repeater 어플리케이션

  

CS8952는 리피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두개의 낮은 지연 모드들을 제공한다. 이 

모드는 BPALIGN 또는 BP4B5B 핀을 통해 선택된다. 이 핀들 모두는 4B5B 인코더

와 디코더를 바이패스하는 효과를 가진다. 코더들을 바이패스 하는 것은 지연을 줄

이고,  RXD[3:0] 과 TXD[3:0] 핀에서 4-bit MII 병렬 인터페이스 대신에 RXD[4:0] 

과 TXD[4:0] 핀에서 5-bit 병렬 코드 그룹을 사용한다. 리피터 모드에서 RX_ER 핀

은 5번째 수신 데이터 비트(RXD4)로써 재정의되고 TX_ER은 5번쨰 전송 데이터 비

트(TXD4)로써 재 18h)를 셋팅함으로써 선택된다. BP4B5B는 같은 레지스터의 bit 14

를 셋팅함으로써 선택된다. 또한, 리피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REPEATER 핀은 

CRS(carrier sens정의된다. BPALIGN은 Loopback, Bypass와 Receiver Error Mask 

레지스터(addresse) 핀의 기능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 리피터 기능은 PCS Sublayer 

Configuration 레지스터(address 17h)에서 bit 12를 셋팅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리피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RX_EN 핀은 공유된 외부 리피터 시스템 버스에서 수

신 데이터 핀들 (RXD[4:0], RX_CLK, RX_DV, COL과 CRS)의 통로로써 사용된다.

  

10BASE-T MII 어플리케이션

이 모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TX_CLK 와 RX_CLK가 보통 

2.5Mhz 라는 것을 제외하고 100BASE-X MII 모드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Full and Half Duplex 동작

10BASE-T 기능은 AN[1: 0] 핀이나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II 레지스터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전이중 또는 반이중 통신을 지원한다.

 

충돌 감지

반이중 통신 모드가 선택된다면, CS8952는 10BASE-T 충돌은 수신과 송신이 동

시에 발생할 때마다 감지한다. 충돌이 감지되었을 때, 충돌은 COL 핀에서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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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돌 감지는 전이중 통신 모드에서는 정의 되지 않는다.

Jabber 

Jabber 타이머는 송신부를 모니터하고 송신부가 약 105 ms 이상 동작하면 

disable 한다. 송신부가 내부의 전송 요구가 더 이상 있지 않은 후 약 406 ms까지 

disable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한다.

Link Pulses

불완전한 링크로 인한 네트워크 작동의 붕괴를 막기 위해, CS8952 패킷들과 링

크 펄스를 위해 10BASE-T 수신부(RXD+, RXD-)를 모니터링한다. 각각의 패킷과 링

크 펄스를 수신한 후에  내부 Link-Loss 타이머가 시작된다. Link-Loss 타이머가 끝

나기 전(50~100 ms)에 패킷이나 링크 펄스가 수신되어 지는 동안은 CS8952는 평상 

동작이 유지된다. 반대로 수신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CS8952는 네트워크(패킷 

전송이 disable되어 있는 동안 링크 펄스는 여전히 보냄)에서 "blind" 전송들은 예방

하기 위해 패킷 전송을 disable한다. 전송을 재가동하기위해 수신부는 6ms 이상 50 

ms 이하 동안 한개의 패킷이나 두개의 링크 펄스를 감지해야만 한다. 

Receiver Squelch

10BASE-T Squelch 회로는 유효한 데이터가  RXD+/RXD- 에 존재할 때 결정한

다. 수신 필터를 통과한 신호들이 나타날 때 Squelch 회로에 의해서 테스트된다. 

Squelch 임계값보다 적은 진폭의 신호는 버려질 것이다.

10BASE-T Loopback

 루프백이 선택되어지면, TXD[3:0] 핀들은 Manchester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 

RXD[3:0] 핀으로 루프백 된다.

반송파 감지

반송파 감지 회로는 유효한 비트 패턴 (10BASE-T를 위한 1010b 또는 0101b)이 

감지되자마자 반송파 감지 신호(CRS)를 통해 MAC에게 알린다. 일반 패킷이 수신

되는 동안, 프렘임이 수신되고 있을 때 CRS는 High로 유지되고, End-of-Frame 

(EOF)의 Low에서 High로의 천이 후에는 2.3 bit안에 Low가 된다. 수신기가 idle 

상태일 때 CRS는 Low이다.

  

10BASE-T Serial 어플리케이션

이 모드는 10BT_SER 핀이 전원이 인가되거나 리셋 되는 동안 High일 때  선택

되고 10 Mhz RX_CLK 와 TX_CLK를 사용하는 RXD0와 TXD0핀에서 데이터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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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로 전송되는 것을 제외하고 10BASE-T MII 모드와 유사하게 동작한다.    

② Auto-Negotiation

CS8952는 auto-negotiation을 제공하고, 이 메카니즘은 최고의 수행을 위해 이더

넷 링크 세그먼트의 어느 종단에 있는 두 디바이스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적으

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auto-negotiation을 위해 구성되었을 때, CS8952는 다른 

링크 세그먼트의 종단에 있는 디바이스가 전이중 송수신, 100 Mbps 동작, 

auto-negotiation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100 Mbps에 전이중 

송수신으로 동작할 것이다.

③ Reset 동작

Reset 동작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다른 상태들의 응답에서 발생한다.

RESET 핀이 적어도 200 ns 동안 High 일 때마다 칩 Reset이 된다. 칩 Reset

이 발생하는 동안 CS8952에 있는 모든 회로와 레지스터는 Reset된다.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VDD supply 핀들에 있는 전압이 거의 3.5V에 도달할 

때까지 CS8952는 Reset을 유지한다. CS8952는 VDD의 전압이 거의 3.6V 이

상이 되면 Reset 상태에서 벗어나고 크리스탈 발진기는 안정이 된다.

RESET bit(Basic Mode Control Register(address 00h)의 bit 15)가 셋팅 될 때

마다 칩 Reset이 일어난다.

PCS Sub-Layer Configuration 레지스터(address 17h)의 bit 0이   셋팅 될 때

마다 디지털 회로는 Reset 된다.

아날로그 회로는 CS8952가 PWRDN 핀의 요구에 의해 전압 강하상태에 들어

가거나 벗어날 때 Reset 되고 재조정된다.

아날로그 회로는 CS8952는 10 Mb/s 와 100 Mb/s 사이에서 변화가 있을 때

마다 Reset 되고 재조정된다.

④ LED Indicators

LEDx, SPD100과 SPD10 출력 핀은 LED 들을 동작하거나 외부 제어 회로를 위

한 입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Indication 옵션은 수신활동, 

송신활동, 충돌, 반송파 감지, 속도, auto-negotiation 등을 포함한다. 

다) MEDIA INDEPENDENT INTERFACE (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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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는 외부 MAC과의 간단한 상호 연결을 제공한다. MII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되는 핀들은 다음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는 TTL 신호 레벨을 사용하고 

이는 5.0 또는 3.3 V 어느 전압에서도 동작하는 디바이스들과 적합하다. 10 Mb/s 

또는 100 Mb/s 데이터 속도도 지원 가능하다. 

① MII Frame 구조

    

[그림 3.34] MII 프레임 구조.
  

• Preamble은 10101010 패턴의 7 바이트로 되어 있다.

• Start of Frame Delimiter는 10101011 패턴의 1 바이트로 되어 있다.

• 데이터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다.

• End of Frame Delimiter는 송수신하는 동안 RX_DV 와 TX_EN이 Low가 됨

으로써 전달된다.

• 데이터 각 바이트의 송신과 수신은 그림 3.35와 같이 4-bit 병렬단위로 한다.

    [그림 3.35] MII에서 데이터 송수신 방법.

② MII 관리 인터페이스

CS8952는 향상된 IEEE 802.3 MII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양

방향 시리얼 데이터 라인 (MDIO)와 데이터 클럭 (MDC), 인터럽트 신호 (MII_IRQ)

를 포함한 3개의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인터페이스는 CS8952를 위해 상태 제

어 레지스터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MII 관리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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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프레임은 그림 3.36의 구조를 가진다.

[그림 3.36] MII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프레임 구조.

라) CONFIGURATION

CS8952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다. 모든 제어 및 상태 정보들은  MII 

Serial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많은 구성 옵션들은 개

개의 제어 라인들을 통해 전원의 인가 또는 Reset 타임에 설정될 수 있으며 일부 

구성 기능들은 개별 제어 라인을 통해 항상 설정될 수 있다.

① 전원이 인가되거나 Reset 시의 CS8952의 설정 (표 3.17 참조)

[표 3.17] 전원이 인가나 Reset 시점에서의 CS8952 설정 핀.
Pin Name Function

10BT_SER Select 10BASE-T serial mode
AN[1:0] Select auto-negotiation mode
BP4B5B Bypass 4B5B coders
BPALIGN Bypass 4B5B coders and scramblers
BPSCR Bypass scramblers, enter FX mode
ISODEF Electrically isolate MII after reset
LPSTRT Start in low power mode
PHYAD[4:0] Set MII PHY address
REPEATER Control definition of CRS pin, enable carier integrity monitor 

and SQE function
MII_DRV Set MII driver strength
TCM Set TX_CLK mode
TXSLEW[1:0] Set 100BASE-TX transmitter output slew rate

② 제어 핀을 통한 CS8952의 설정 (표 3.18 참조)

[표 3.18] CS8952의 설정을 위한 제어 Pin.
PIN 이름 기능

LPBK loopback 모드 개시
PWRDN power-down 모드 개시
RESET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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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II를 통한 설정

CS8952는 16-bit configuration의 사용과 MDIO/MDC 핀들을 통해 접근하는 상

태 레지스터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어에 의한 구성을 제공한다. 처음 7개의 레지

스터들은 IEEE 802.3 스펙에서 정의되었다. 추가적인 레지스터들은 향상된 모니터링

과 제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마) CS8952 핀

 

그림 3.37은 CS8952의 칩모양 및 핀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3.18은 안전 

통신망에서 CS8952의 각 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7] CS8952 핀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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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 핀의 의미 및 기능 (1/7).
분류 Description Pin# Meaning 방향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MII I/F

COL/PHYAD0 48
C o o l i s i o n 
D e t e c t / P H Y 
Address bit 0

PHY->MAC/Externall
->PHY

COL: Half-Duplex 모드에서 충돌감
지(High)
PHYAD0: 기동 또는 리셋시에는 
물리계층 주소의 비트2값

COL: 사용안함
PHYAD0: Don't 
Care

Don't Care (
향없음)

CRS/PHYAD2 49 Carrier Sense/PHY 
Address Bit 2

Carrier Sense/PHY 
Address Bit 2 

CRS: 캐리어 감지
PHYAD2: 기동 또는 리셋시에는 
물리계층 주소의 비트 2값

추후결정  추후결정

MDC 28 Management Data 
Clock

MAC or External or 
PHY internal->PHY

MDIO의 serial data 전송을 위한 
입력 클럭

사용
외부클럭 연결 

(MAC에서 제공)

MDIO 27 Management Data 
I/O MAC <-> PHY CS8952와 MAC간의 Management 

데이터전송로(양방향, serial data) 사용 MAC과 연결

MII_IRQ 26 MII Interuupt PHY -> MAC
CS8952의 인터럽트 레지스터의 
내용 변경시 MAC에게 인터럽트 
신호 송신

사용 MAC과 연결

RX_CLK 36 Receive Clock PHY-> MAC RXD[3:0], RX_ER, RX_DV를 위한 
클럭 제공(25Mhz) 사용

CS8952 내부클
럭 연결 

(CLK25)

RX_DV/MII_DRV 33
Receive Data
Valid/MII Drive
Strength

PHY-> MAC
RX_DV : RXD[3:0]라인에 유효 데
이터 존재

MII_DRV : 기동 또는 리셋시에
MII 드라이브 강도를 결정

(low/high)

RX_DV : 사용
MII_DRV : Don't 
Care

MAC과 연결/ 
Don't Care

RX_EN 14 Receive Enable MAC->PHY
High : RXD[3:0], RX_CLK,
RX_DV, RX_ER 이 Enable
Low : Tri-stated

Don’t Care 
(Multiple PHY 
용도 없음)

Don't Care 또는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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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 핀의 의미 및 기능 (2/7).
분류 Description Pin# Meaning 방향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MII I/F

RX_ER/PHYAD4/
RXD4 4

Receive Error
/PHY Address 
bit 4
/Recive Data 4

PHY->MAC/External->
PHY

RX_ER: 수신오류 감지
RX_DV=high, RX_ER=high: 수신 
프레임 오류

RX_DV=low, RX_ER=high, 
RXD[3:0]=1110: False Carrier
PHYAD4: 기동 또는 리셋시에는 
물리계층 주소의 비트 4값
RXD4: Repeater 모드에서 5번째
(4번 비트) 전송로 사용

RX_ER: 사용
PHYAD4: Don't 
Care
RXD4: 사용안함

MAC과 연결

RXD3/PHYAD3 29
Receive Data 3
/Phy Address bit 
3

PHY->MAC/External->
PHY

RXD3: 수신 데이터 3번 비트 
전송로

PHYAD3: 기동 또는 리셋 시에
는 물리 계츨 주소의 비트 3값

RXD3 : 사용
PHYAD3: Don't 
Care

MAC과 연결

RXD2 30 Receive Data 2 PHY->MAC 수신 데이터 2번 비트 전송로 사용 MAC과 연결

RXD1/PHYAD1 31
Receive Data 1
/Phy Address bit 
1

PHY->MAC/External->
PHY

RXD1: 수신 데이터 1번비트 전
송로

PHYAD1: 기동 또는 리셋시에는 
물리 계층 주소의 비트 1값

RXD1: 사용
PHYAD1: Don't 
Care

MAC과 연결

RXD0 32 Receive Data 0 PHY->MAC 수신 데이터 0번 비트 전송로 사용 MAC과 연결

TX_CLK 42 Transmitter Clock MAC or External or 
PHY Internal->PHY

TXD[3:0], TX_ER, TX_EN을 위한 
클럭 제공 (25 MHz) 사용

내부 또는 외부 

클럭소스 연결 

(CLK25?)

TX_EN 43 T r a n s m i t t e r 
Enable MAC->PHY TXD[3:0] 라인에 유효 데이터 

존재
사용 MAC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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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 핀의 의미 및 기능 (3/7).
분류 Description Pin# Meaning 방향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MII I/F
TX_ER/TXD4 38

Transmitter Error 
Encoding/Transmitt
er Data 4

MAC->PHY/PHY 
Internal

TX_ER: CS8952에게 송신오류 
발생 통보 (*CS8952는 데이터
를 무시하고 1개이상의 HALT 
심볼을 전송함)
TXD4: Repeater 모드에서 5번째 
송신비트라인으로 사용 

TX_ER: 사용
TXD4: 사용안함

MAC과 연결
(*MAC에서 전송
해주어야 함)

TXD[3:0] 44-47 Transmit Data MAC->PHY MAC에서 PHY로의 송신라인 (4
비트 니블) 사용 MAC과 연결

Control
/ S t a t u s 
Pin

10BT_SER 23 10Mbps Serial
Mode Select External->CS8952 10 Mbps 모드에서의 serial data 

전송방식 선정
사용안함

Don't Care 
(*100 Mbps 모
드 선택하면 무

시됨)

AN[1:0] 58,57 Auto-Negotiation 
Control External->CS8952 Auto Negotiation 기능설정

사 용 안 함 

(Forced
100 Mbps
Full-Duplex 설
정)

AN1:
Unconnec ted 
(M)
.AN0 : 1

BP4B5B 56 Bypass 4B5B
Coders External->CS8952

4B5B Encorder와 5B4B 
Decorder를 사용하지 않음 (우
회)

사 용 안 함 

(Bypass 시키지 
않음)

Low

BPALIGN 52 Bypass Symbol
Alignment External->CS8952

4B5B Encorder/5B4B Decorder,
 Scarmbler/Descrambler, NRZI
Encoder/Decorder를 사용하지 
않음(우회)

사 용 안 함 

(Bypass 시키지 
않음)

Low

BPSCR 62 Bypass Scrambler External->CS8952
Scrambler/Descrambler를 우회시
키고 

NRZI FX 모들 설정
사용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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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의 핀 의미 및 기능 (4/7).
분류 Description Pin# Meaning 방향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Control
/ S t a t u s 
Pin

ISODEF 63 Isolate Default External->CS8952
기동 또는 리셋시에 MDIO와 
MDC를 제외한 MII I/F를 전기적
으로 격리시킴

Don't Care
일단 기능사용 

(*추후 격리의 
장점 확인 후 

사용)
LED1 69 Transmitter Active 

LED CS8952->LED
송신행위 중 시각적 표시

Disconnect 감지 용도로 변경 
가능

사용
송신행위 표시

용도

LED2 70 Receive Active
LED CS8952->LED 수신행위 중 시각적 표시 사용 수신행위 표시

LED3 71 Link Good LED CS8952->LED 유효링크 감지표시 사용
유효링크 감지 

표시

LED4 72 Polarity/Full-Duplex 
LED CS8952->LED

100 Mbps 모드: Full-Duplex 모
드 표시

10 Mbps : good polarity 감지 
또는 full-duplex 모드 표시

사용
Full-Duplex 모드 
표시

LED5 73 Collsion/Descrambl
er Lock LED CS8952->LED

Collision 감지 또는 100 
Base-TX descrambler 동기화 표
시

사용안함 Ignore

LPBK 51 Loopback Enable External->CS8952
100 Mbps모드에서 PMD Block내
의 local loopback 수행 : 
scramble된 NRZI 출력을 

descrambler의 NRZI 입력포트로 
Routing

사용안함 Low

LPSTRT 50 Low Power Start External->CS8952 기동 또는 리셋후에 저전력구

성을 유지함
사용안함 High

PWRDN 64 Power Down External->CS8952
망회선 임피던스유지를 위한 

회로외에는 power down (저전
력모드에서 가능)

사용안함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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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 핀의 의미 및 기능 (5/7).
분류 Description Pin# Meaning 방향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Control
/ S t a t u s 
Pin

REPEATER 16 REPEADER Mode 
Select External->CS8952 CRS pin 사용 설정 사용안함

일단 Low로 설
정 (full-duplex, 
receive 행위만 
지시)

SPD10 68 10 Mbps Speed
Indication CS8952->LED 10 Mbps 운전으로 구성중임을 

표시
사용안함 그냥두고 Ignore

SPD100 67 100 Mbps Speed
Indication CS8952->LED 100 Mbps 운전으로 구성중임을 

표시
사용 N/A

TCM 59
Transmit Clock
Mode
Initialization

External->CS8952
TX_CLK을 입력으로 이용할 것
인가 출력으로 이용할 것인가

와 CLK25 출력핀을 외부 클럭
으로 제공할건지를 결정

사용 

High (*CLK25 
p i n 출 력 을 

TX_CLK 입력으
로 사용?)

TEST [1:0] 24,25 Factory Test External->CS8952 공급자가 제작시 시험용으로 

사용
사용안함 그냥두고 Ignore

TXSLEW [1:0] 61,60 Transmit Slew
Rate Control External->CS8952 10Base-TX 송신기 출력파형의 

상승/하강 시간 조정  사용안함 그냥두고 Ignore

Media
I/F Pins

RX+, RX- 91,92
10/100 Receive, 
Differential Input
Pair

External->CS8952 10, 100 Mbps 수신 포트 사용안함 Open

TX+, TX- 80,81
10/100 Transmit, 
Differential Output 
Pair

External->CS8952 10, 100 Mbps 송신 포트 사용안함 Open

R X _ N R Z + , 
RX_NRZ- 6,7

FX Receive
, Differential Input
Pair

External->CS8952 외부 광모듈로부터의 100 Mbps 
NRZI encode 데이터 수신 사용

광신호 수신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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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 핀의 의미 및 기능 (6/7).
분류 Description Pin# Meaning 방향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Media
I/F Pins

S I G N A L + , 
SIGNAL- 9,8 Signal Detection. 

Differential Input Pair External->CS8952 외부 광모듈로부터의 100 Mbps 
NRZI encode 데이터 수신인지 사용 광모듈 연결

T X _ N R Z + , 
TX_NRZ- 5,4

FX Transmit.
Differential Input
Pair

External->CS8952 외부 광모듈로의 100 Mbps NRZI 
encode 데이터 송신 사용

광신호 송신단 

연결

G e n e r a l 
Pins

CLK25 17 25MHz Clock CS8952->External 
or Internal

TX_CLK를 외부 송신클럭 사용으
로 구성할 때 25 MHz 출력제공 사용 TX_CLK 연결

RES 86 reference Resister External->CS8952 내부 아날로그 회로의 biasing 사용 4.99 Kohm

RESET 15 Reset External->CS8952

CS8952 초기화. 다음 pin의 입력
신호를 래치: COL/PHYAD0, 
CRS/PHYAD2, RX_ER/PHYAD4/RXD4, 
10BT_SER, BP4B5B, BPALIGN, 
BPSCR, ISODEF, REPEATER, 
RXD[1]/PHYAD1, RXD[3]/PHYAD3 

사용 As is (그대로)

XTAL_I 96 Crystal Input External->CS8952 25 MHz Crystal 입력 사용 Crystal 연결

XTAL_O 97 Crystal Output CS8952->External 25 MHz Crystal 출력 사용 Crystal 연결

RSVD
74,75,
76,77,
84,98,
99

Reserved External->CS8952 Reserved Pins Don't Care VSS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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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 핀의 의미 및 기능 (7/7).
분류 Description Pin# Meaning 방향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General Pins

VDD_MII 21,34,66 MII Power External->CS8952 CS8952 MII I/F Power 공급 사용
+5V or +3.3V 연
결

VDD
2,11,19,40,54
,79,82,88,89,
94,100

Core Power External->CS8952 CS8952 Core Power 공급 사용 +5V 연결

VSS
1,3,10,12,13,
18,20,22,35,3
9,41,53,55,65
,78,83,85,87,
90,92,95

Ground External->CS8952 Ground 제공 사용 As is (그대로)

5) CS8952 레지스터

CS8952 레지스터는 16-bit 상태와 제어 레지스터가 포함된다. 표 3.20은 CS8952의 레지스터의 종류와 원전 안전 통신망을 구현하

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레지스터 설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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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00h
Basic 
Mode

Control
Register

15 소프트웨어 

리셋
Read/Set 0

Chip수준의 리셋으로써, 모든 레지
스터가 Default 상태로 설정되고 모
든 아날로그회로는 다시 계산됨.
리셋이 완료되면 이 비트는 제거됨

이 비트는 모드 변경 중 아날로그 

회로 리셋시 자동으로 설정됨

사용

N/A (*Reset에 
의한 제반 설정

은 pin 하당에 
의함)

14 루프백 Read/Write 0

Set 되면, CS8952는 루프백 모드로 
됨

송신데이터는 수신 데이터 경로로 

Return됨
10M, 100M운전에 관계없이 설정됨
LPBK pin이 인가되면 Set되고 제거
하면 Clear됨 

사용안함
Pin 할당 (low)에 
의하여 'Clear '

13 속도 선택 Read/Write
AN pin을 통해 
A u t o - n e g o가 
Enable 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

비트 12(AN Enable)가 Clear이면
   - Set : 100 Mbps
   - Clear : 10 Mbps
비트 12가 Set : Ignored 

사용
'Set' (*100 
Mbps)

12 Auto-
Nego Enable Read/Write

AN pin을 통해 
A u t o - n e g o가 
Enable 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

Set 되면, Auto-Nego가 enable, 
Clear되면 Disable
이 비트가 Set되면, 비트 13 (속도
선택)과 8(Dulpex Mode)는 효력 없
음

사용안함

'Clear'
*AN[1:0]pin='M''1'
으로 할당하여

Auto-Nego 기능
Disable

11 Power Down Read/Write 0 Set: 저전력 모드 사용안함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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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2/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00h
Basic Mode

 Control
 Register

10 Isolate Read/Write
PHYAD=00000: 
1, Otherwise: 
ISODEF pin의 
값

 이비트가 Set되면, 모든 데이터 
출력 (TX_CLK, RX_CLK, RX_DV, 
RX_ER, RXD[3:0], COL, CRS)을 
tri-state에 의하여 MII 데이터 경
로를 전기적으로 격리. 또한, 
TXD[3:0], TX_EN, TX_ER 입력에 
응답하지 않음. MDIO와 MDC에만 
응답

Don't Care
일단 'Set' 
(*ISOLATE pin으
로)

9 Auto-Nego 
재시작

Read/Set 0
Set하면 Auto-Nego 다시시작.
Auto-Nego 시작하면 즉시 Clear
됨. 이 비트를 Clear하면 
Auto-nego 에 향 없음

사용안함 'Clear'

8 Duplex Mode Read/Write
AN pin을 통해 
Auto-nego가 
Enable 되면 0, 
그렇지 않으면 

1

Set되면 Full-Duplex, Cleare되면 
Half/Full
비트 12 (Auto-Nego Enable)이 
Set되면, 이 비트는 효력 없음

사용
' S e t ' 
(*Full-Duplex)

7 충돌시험 Read/Write 0 Set하면, TX_EN 인가시 10 비트
타임 이내에 COL pin에 인가 사용안함 'Clear'

6:0 Reserved Read Only 000 0000

01h
Basic Mode

Status
Register

15 100BASE-T4 Read Only 지원 안함. 항상 0으로 읽음 사용안함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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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3/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01h
Basic Mode

Status
Register

14 100BASE-TX/
Full Duplex

Read 
Only 1

Set: 100BASE-TX Full Duplex 운전임
Auto-Nego Advert. 레지스터 (04h)의 
100BASE-TX Full Duplex 비트 상태를 
반

사용안함

ignore
(Auto-Nego 기능
이 disable되면 
의미없음)

13 100BASE-TX/
Halfl Duplex

Read 
Only 1

Set: 100BASE-TX Half Duplex 운전임
Auto-Nego Advert. 레지스터 (04h)의 
100BASE-TX Half Duplex 비트 상태를 
반

사용안함

ignore
(Auto-Nego 기능
이 disable되면 
의미없음)

12 10BASE-TX/
Full Duplex

Read 
Only 1

Set : 10BASE-TX Full Duplex 운전임
Auto-Nego Advert. 레지스터 (04h)의 
10BASE-TX Full Duplex 비트 상태를 
반

사용안함

ignore
(Auto-Nego 기능
이 disable되면 
의미없음)

11 10BASE-TX/
Half Duplex

Read 
Only 1

Set: 10BASE-TX Half Duplex 운전임
Auto-Nego Advert. 레지스터 (04h)의 
10BASE-TX Half Duplex 비트 상태를 
반

사용안함

ignore
(Auto-Nego 기능
이 disable되면 
의미없음)

10:7 Reserved Read 
Onl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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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4/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01h
Basic Mode

Status
Register

6 MF Read 
Only 1

Set: preamble pattern에 상관없이 
management 프레임을 허용
Clear: preamble pattern이 유효해야만 
처리

PCS-Layer Configuration 레지스터 (17h)
의 MR Preamble Enable 비트 상태를 반
  

사용

*PCS-Layer Configuration 
레지스터 (17h)의 MF 
Preamble Enable 비트를 
Set와 Clear 둘 다 시험
해볼 것임

5 A u t o - N e g o 
Complete

Read 
Only 0

Auto-Nego 처리가 완료되면 '1'로 설정
됨 

Auto-Nego 관련 레지스터 (05h, 05h, 
06h)에서의 데이터가 유효함을 표시 

사용안함 ignore

4 Remote Fault Read 
Only 0

Auto-Nego가 Enable일때는, 05h 레지스
터의 Remote Fault 비트가 Set되면 이 
비트가 Set됨
Auto-Nego가 Disable일때는, 
100BASE-TX에 대한 Far-End Fault 
Indication이 감지되면 이비트가 Set됨

사용안함

ignore (*이비트가 제어
에 향을 미친다면 

'clear'로 강제 설정하여 
fault가 없도록 함) 

3 Auto-Nego Ability Read 
Only 1 CS8952가 Auto-Nego 능역을 보유함을 

표시. 따라서, 항상 '1'로 표시 사용안함 ignore

2 Link Status Read 
Only 0

Set: 유효링크가 설정됨을 표시. 링크고
장이면 이비트가 Clear되고 latch됨. 이 
레지스터를 읽기까지 Clear를 유지

추후결정 추후결정

1 Jabber Detect Read 
Only 0 10 Base-T 모드에서 유효.

100BASE-TX에서는 기능 없음 사용안함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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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5/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 제어망 

사용

루프 제어망 

설정

01h
Basic Mode

Status
Register

0 E x t e n d e d 
Capability Read Only 1 확장된 레지스터 (01h 이후) 접근가

능 표시. 항상 '1' Don't Care 항상'1'로 표시될 
것임

02h
PHY

Indentifier,
Part 1

15:0
Organizationally 
Unique ID 
(3:18)

Read/Write 001Ah
PHY 제작자가 할당. 
10BASE-T Configuration 레지스터 
(1Ch)의 국가호환모드 비트가 설정되
면 이 필드는 disable되고 write는 무
시됨

Don't Care Chip 제작자 설
정 정보

03h
PHY

Indentifier
, Part 2

15:10
Organizationally 
Unique ID 
(19:24)

Read/Write 00100
PHY 제작자가 할당.
10BASE-T Configuration 레지스터 
(1Ch)의 국가호환모드 비트가 설정되
면 이 필드는 disable되고 write는 무
시됨

Don't Care Chip 제작자 설
정 정보

9:4 Part Number Read/Write 10 0000 CS8952 Part No. Don't Care Chip 제작자 설
정 정보

3:0 R e v i s i o n 
Number Read/Write 0001 CS8952 Part Version (*Rev. A:0000, 

Rev B:0001) Don't Care Chip 제작자 설
정 정보

04h
Auto-Negotiatio

n 
Advertisement 

Register

15 Next Page Read/Write 0 Set: link partner에 의한 next-page 
교환 능력을 enable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 제거

14 ACK Read Only 0 Set: link partner의 데이터 수신 일치 
표시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 제거

13 Remote Fault Read/Write 0 Link partner에게 고장상태 통지. Set: 
link partner에게 고장발생신호전송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 제거

12:5 Techno logy 
Ability Field Read/Write 0000 1111 Auto-nego중 여러 기술사항을 통보 

(100/10BASE-TX/T Full/Half Duplex)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 제거

05h
Auto-Negotiatio
n Link Partner
Ability Register

15 Next Page Read Only 0 Set: link partner가 next-page 교환 
에 참여 능력보유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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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6/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05h
Auto-Negotiation 

Link Partner
Ability Register

14 ACK Read Only 0 Set : Link Partner가 CS8952로부터 
일치하는 데이터룰 수신함을 표시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능
제거

13 Remote Fault Read Only 0
Far End에 고장발생을 지시
Set 되고 Auto-Nego가 enable이면, 
01h 레지스터의 remote fault 비트
도 set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능
제거

12:5 T e c h n o l o g y 
Ability Field Read Only 0000 0000 auto-nego중 여러 기술사항을 통보 

(100/10BASE-TX/T Full/Half Duplex)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능
제거

4:0 Protocol Selector 
Field Read Only 0 0000 Auto-Nego중에 수신되는 메시지 종

류를 규정.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능
제거

06h
Auto-Negotiation 

Expansion 
Register

Auto-Negitiation 기능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능
제거

07h
Auto-Negotiation 

Next-Page 
Register

Auto-Negitiation 기능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능
제거

10h Interrupt Mask 
Register

15
CIM (케리어 건
전

성 감시) Link
Unstable

Read/Write 0 Set: CIM 기능에 의하여 링크가 불
안정하면 인터럽트 발생함

추후결정 추후결정

14 링크상태 변경 Read/Write 1 Set : CS8952가 링크상태 변경을 
감지하면 인터럽트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13 D e s c r a m b l e r 
Lock Change Read/Write 0

Set: 100Base-TX가 descrambler 상
실을 수신하거나 far-end와 동기를 
다시 획득하면 인터럽트 발생 

사용안함
'Clear'항상 '1'로 
표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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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7/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0h Interrupt Mask 
Register

12 Premature End 
Error Read/Write 0

Set: 100BASE-TX 프레임에서 ESD 
sequence 없이  IDLE이 2개 연속적으로 
감지되면 인터럽트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11 DCR Rollover Read/Write 0 Set: DCR 카운터의 MSB가 Set되면 인터럽
트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10 FCCR Rollover Read/Write 0 Set: FCCR 카운터의 MSB가 Set되면 인터
럽트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9 RECR Rollover Read/Write 0 Set: RECR 카운터의 MSB가 Set되면 인터
럽트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8 Remote Loopback 
Fault Read/Write 0

Set: Remote Loopback중에 PMA의 elastic 
버퍼가 under-run 또는 over-run이면 인터
럽트 발생. 정상적인 802.3 프레임 길이에
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용안함 'Clear'

7 Reset Complete Read/Write 1 Set: 디지털 및 아날로그 부분이 리셋되고 
교정 Cycle이 수행되면 인터럽트 발생 사용 'Set'

6 jabber 감지 Read/Write 0 Set: 10BASE-T MAU에 의하여 jabber 
codition이 감지되면 인터럽트 발생 사용안함 'Clear'

5 A u t o - N e g o 
Complete Read/Write 0 Set : Auto-Nego가 성공적으로 완료되

면 인터럽트 발생
사용안함 'Clear'

4 Parallel Detection 
Fault Read/Write 0 Set: Auto-Nego가 불안전한 시그널링

수신을 결정하면 인터럽트 발생
사용안함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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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8/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0h Interrupt Mask 
Register

3 Parallel Fail Read/Write 0
Set: Local Device에 의하여 현재 공
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parallel 
detection이 발생하면 인터럽트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2 Remote Fault Read/Write 0
Set: Auto-Nego 또는 Far-end 고장
감지상태기계에 의하여 Remote fault 
조건이 감지되면 인터럽트 발생

사용안함 'Clear'

1 Page Received Read/Write 0 Set: Auto-Nego중에 page가 수신되
면 인터럽트 발생

사용안함 'Clear'

0 Reserved Read Only 0

11h Interrupt Status 
Register

15
CIM (케리어 건전
성 감시) Link 
Unstable

Read Only 0 Set: CIM 기능에 의하여 링크가 불
안정 감지됨

추후결정 추후결정

14 링크상태 변경 Read Only 0
Set: CS8952가 링크상태 변경 발생. 
결정을 위하여 19h 레지스터를 읽을 
것임

추후결정 추후결정

13 Descrambler Lock 
Change Read Only 0

Set: descrambler 상태 변경 발생. 
결정을 위하여 19h 레지스터를 읽을 
것임 

사용안함 ignore

12 Premature End 
Error Read Only 0

Set: 100 Mbps 에서 premature end 
of frame 감지됨.
Premature end of frame은 ESD 이전
에 IDLE이 2개 연속적으로 감지된 
것임

추후결정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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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9/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1h Interrupt Status 
Register

11
DCR

(Disconnect Count 
Register) Rollover

Read Only 0
Set: DCR 카운터 (12h)의 MSB가 Set
됨.
이 경우에는 management layer에 경
보를 생성하여 rolling over전에 DCR
을 읽어야 함

추후결정 추후결정

10
FCCR (False 
Carrier Count 

Register) Rollover
Read Only 0

Set: FCCR 카운터 (13h)의 MSB가 
Set됨.
이 경우 management layer에 경보를 
생성하여 saturation이전에 FCCR을 
읽어야 함

추후결정 추후결정

9
RECR (receive 

Error Count 
register) Rollover

Read Only 0
Set: DCR 카운터 (15h)의 MSB가 Set
됨.
이 경우 management layer에 경보를 
생성하여 rolling over전에 RECR을 
읽어야 함

추후결정 추후결정

8 Remote Loopback 
Fault Read Only

Set: elastic 버퍼가 under-run 또는 
over-run 감지. 이 고장을 유발한 
프레임은 종료되어야 함.
Elastic 버퍼의 길이(10 비트)가 최대 
길이의 패킷 중에 송신 또는 수신 

클럭이 슬립되는 최대 비트타임보다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안함 ignore

7 Reset Complete Read Only
Set: 내부 아날로그 교정 사이클이 
완료되고 모든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가 정상운전 Ready
사용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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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0/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1h Interrupt Status 
Register

6 jabber 감지 Read Only 0 Set: 10BASE-T 모드에서 jabber 감지
되어 페킷출력 중단. 사용안함 ignore

5 Auto-Nego 
Complete Read Only 0 Set: Auto-Nego가 성공적으로 완료 사용안함 ignore

4 Parallel Detection 
Fault Read Only 0 Set: Auto-Nego가 불안정한 시그널링 

수신을 감지
사용안함 ignore

3 Parallel Fail Read Only 0
Set: Local Device에 의하여 현재 공시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parallel 
detection이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2 Remote Fault Read Only 0
Set: Auto-Nego이 enable이면, 05h 레
지스터의 remote fault 비트가 set.
Auto-Nego이 disable이면 100BASE-TX
에 대한 far-end 고장지시가 감지됨

사용안함 ignore

1 Page Received Read Only 0 Set: 유호한 Word의 Auto-Nego 데이
터가 수신되고 건전성이 검증됨. 사용안함 ignore

0 Reserved Read Only 0

12h Disconnect Count 
Register 15:0 Disconnect 

Counter Read/Write 0000h
CS8952가 링크의 OK 조건을 상실한 
횟수에 대한 카운트 내용을 포함함. 
내용을 읽어 가거나 roll-over되면 
clear

추후결정 추후결정

13h False Carrier 
Count Register 15:0 False Carrier 

Counter Read Only 0000h
CS8952가 false counter, 즉 잘못된 
SSD를 감지한 횟수를 카운트한 내용
을 포함함.
읽어가면 clear되고, FFFFh에서 
saturate

추후결정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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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1/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4h
Scrambler Key 

Initialization 
Register

15 Load Read/Set 0 Set: Scrambler Initialization Key 필드
의 값을 Load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제거

14:11 Reserved Read Only 0 don’t care로 취급해야 함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제거

10:0 Scrambler 
Initialization Key Read/Write

Self Status 
Register (19h)의 

PHY 주소에 
달려있음

사용자 정의 Scrambler sequence
를 load.
000h는 scrambler 기능을 bypass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제거

15h Receive Error 
Count Register 15:0 Receiver Error 

Counter Read Only 0000h
colllision에 의한 오류를 제외한, 각 
패킷의 수신오류 감지수를 증가시킴. 
읽어가면 clear, 0000h에서 roll-over

추후결정 추후결정

16h
Descrambler Key

Initialization 
Register

15 Load Read/Set 0 Set: Descrambler Initialization Key 필
드의 값을 Load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제거

14:11 Reserved Read Only 0 don’t'care로 취급해야 함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제거

10:0 Descrambler 
Initialization Key Read/Write

Self Status 
Register (19h)의 

PHY 주소에 
달려있음

사용자 정의 Descrambler 
sequence를 Load.
000h는 descrambler 기능을 

bypass
사용안함

ignore 또는 기
능제거

17h
PCS Sub-Layer 

Configuration 
Register

15 NRZI Enable Read/Write 1 Set: NRZI encoder & decoreder 
enable. 사용 'Set'

14 Time-Out Select Read/Write 0
Set: 수신 descrambler의 time-out 카
운터를 IDLE 부재 2msec후에 
time-out으로 설정. 
Clear : 722 usec로 설정 

사용안함
제거 (*비트 13
을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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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2/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7h
PCS Sub-Layer 
Configuration 

Register

13 Time-Out Disable Read/Write 0 Set: 수신 descrambler의 time-out 카
운터를 disable 사용안함 'Set'

12 Repeater Mode Read/Write REPEATER pin 
값

CRS 모드를 결정
Set: 수신행위에 의해서만 CRS 인
가

Clear: 송수신 행위 모두에 대해 
CRS 인가

추후결정 추후결정

11 LED5 Mode Read/Write 0
pin LED5 모드를 결정. 
Set: 100BASE-TX descrambler의 
동기 상태 표시

Clear: collision을 표시
사용안함 default 값

10 Unlock Page Read/Write 0
Set: read only 레지스터의 factory 
testing을 위해 unlock. 적절한 운전을 
위해서는 clear로 둘 것

사용안함 'clear'

9 MF Preamble
Enable Read/Write 0

Set: 모든 management 프레임이, 
모두 '1'인 32비트 preamble 패턴
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Clear: preamble 패턴과 상관없이 
management 프레임을 허용 (01h
의 MF관련 비트에 반대로 상태 
보여줌)

사용

*Set와 Clear 둘
다 시험해볼 것

임

8 Fast Test Read/Write 0
Set: 제품시험을 위하여 내부 타이머 
속도를 상당히 가속시킴. 운전을 위
해서는 Clear로 둘 것

사용안함 'Clear'

7 CLK25 Disable Read/Write TCM pin low: 1
otherwise:  0

Set: CLK25 출력핀을 disable 
(tri-state). 신호잡음과 전력소모를 줄
임

사용안함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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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3/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7h
PCS Sub-Layer 
Configuration 

Register

6 Enable LT/100 Read/Write 1
Set: 링크상태 검사기능 enable
Clear: 강제로 링크상태를 OK 
(100Mbps에서)

추후결정 추후결정

5 CIM disable Read/Write REPEATER pin의 
반대 논리값

Set: 강제로 CIM 기능을 disable
Low: CIM Enable, 불안정 링크감지
하여 송수신 기능을 disable 

추후결정 추후결정

4 Tx Disable Read/Write 0

Set: 출력을 강제로 inactive함.
Clear: 정상송신 enable
송신 중 설정되면 일단 그 프레임

은 보내고 disable 됨. 반대로 
TX_EN이 인가중에 clear되면 
TX_EN이 끝날때까지 송신기를 
disable시킴

사용

정상시: Clear
시험, 관찰 등의 
필요시 'Set' 하
여 사용

3 Rx Disable Read/Write 0

Set: 수신기 disable. 링크는 설정 
유지, 100Mbps에서의 descrambler
는 lock.
수신 중 일때는 일단 받고 

disable. 수신 중에 clear되면 해당 
패킷 종료까지 disable 유지

사용

정상시 : Clear
시험, 관찰 등의 
필요시 'Set' 하
여 사용

2 LED1 Mode Read/Write 0
Set: pin LED1은 레지스터 19h의 
CIM 상태비트에 의하여 결정된 
CIM 상태를 표시. 
Clear: 10 Mbps 또는 100 Mbps 전
송행위 표시

사용
'Clear' (*송신중 표
시)

1 LED4 Mode Read/Write 0 Set : full-duplex 모드 표시
사용

'Set' (*Full-Duplex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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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4/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7h
PCS Sub-Layer 

Configuration 
Register

0 Digital Reset Read/Write 0
Set : 모든 디지털논리를 리셋하고 레
지스터를 초기값으로 함. 아날로그 회
로는 향 받지 않음

사용
정상운전 : Clear
리셋시 : Set

18h
Loopback, 

Bypass, and
receiver Error
Mask Register

15 Bad SSD Enable Read/Write 1

Set: MII 상의 bad SSD (False-Carrier 
Event) reporting을 enable. RX_ER=1, 
RX_DV=0, RXD[3:0]=1110으로 보고됨
4B5B encoder가 bypss되고 있으면, 
RX_DV=0, RXD[4:0]=11110으로 보고
됨

Symbol alignment가 bypass되면, 
CS8952는 케리어를 감지하지 않으
므로 보고 없음

사용 'Set'

14 Bypass 4B5B Read/Write BP4B5B pin 값 
(low)

Set : 수신 5B4B encoder와 송신 4B5B 
encoder를 bypass. 사용안함

'Clear' (*pin 강
제할당)

13 Bypass Scrambler Read/Write BPSCR pin 값 
(high)

Set: scrambler/descrambler를 
Bypass. 
CS8952는 외부 100BASE-FX 광 모듈
로부터의 NRZI 데이터를 RX_NRZ+와 
RX_NRZ- pin을 통하여 수신 

사용
'Set' (*pin 강제
할당)

12 Bypass Symbol 
Alignment Read/Write BPALIGN pin 값 

(low)
Set: 수신 descrambling, symbol 
alignment and decoding, 송신 symbol 
encoding 및 송신 scrambilng을 bypass

사용안함
'Clear' (*pin 강
제할당)



- 89 -

[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5/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8h
Loopback, 

Bypass, and
receiver Error
Mask Register

11 ENDEC Loopback Read/Write 0
Set: 10BASE-T 내부 Manchester 
encoder 출력을 decoder 입력으로 연결
Clear: 정상운전

사용안함 'Clear'

10 FX Drive Read/Write 0
100BASE-FX PECL interface driver의 구
동강도를 조절

Clear: 드라이버는 50 오옴에 적합화
 Set: 150 오옴에 적합화 

사용 추후결정

9 Remote Loopback Read/Write 0

Set: 링크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MII에
서 루프백하여 링크로 다시 출력시킴.
수신데이터는 MII pin상에 나타남. MII에
서의 송신 데이터는 무시됨

Remote loopback과 PMD Loopback을 동
시에 설정하면 둘다 먹지않고 행위없음

사용 'Set' (*시험용)

8 PMD Loopback Read/Write 0

Set: scramble된 NRZI 송신데이터를 
descrambler의 NRZI 수신포트에 직접연
결

루프백은 MLT-3  인코딩/디코딩과 아날
로그회선 연계블럭을 제외한 모든 

100BASE-TX 기능을 포함한다.

사용안함 'Clear'

7 Strip Preamble Read/Write 0
Set: 입력되는 100 Mbps 프레임의 7바
이트 MAC preamble이 제거된다.
MII를 거친 수신 데이터는 1 바이트의 
SFD로 시작.

사용
정상운전 : Clear
시험용 : Set

6 Alternate FDX
CRS Read/Write 0 Full-Dulpex 모드에서만 CRS의 행위를 

변경
추후결정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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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6/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8h
Loopback, 

Bypass, and
receiver Error
Mask Register

5 Loopback 
Transmit Disable Read/Write 1

Loopback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으로 송
신할 것인지 제어

Set: PMD나 ENDEC 루프백 모드중에 전
송되는 어떠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로 전

송되지 않음.
Clear: MII pin상으로 루프백 될 뿐만 아
니라 TX+/- pin으로도 전송됨

사용안함 default 값

4 Code Error
Report Select Read/Write 0

Set: 코드에러를 RXD[3:0]상의 5h 값 및 
RX_ER 인가에 의하여 보고됨.
Clear: 코드에러를 RXD[3:0]상의 6h 값 
및 RX_ER 인가에 의하여 보고됨.
이 비트는 Code error report Enable 비
트로 대치됨. 

사용 추후결정

3
Pramature End
Error Report

Select
Read/Write 0

Set: premature end error를 RXD[3:0]상의 
4h 값과 RX_ER 인가에 의하여 보고됨.
Clear : prematurer end error를 RXD[3:0]
상의 6h 값 및 RX_ER 인가에 의하여 보
고됨.
Premature end error는 100 Mbps 수신 
데이터에서 ESD 이전에 두개의 IDLE 심
볼을 감지할 때 발생.

추후결정 추후결정

2 Link Error
Report Enable Read/Write 0

Set: Link Error를 RXD[3:0]상의 3h 값과 
RX_ER 인가에 의하여 보고됨.
Clear: Link Error를 MII를 통해서 보고하
지 않음

추후결정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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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7/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8h
Loopback, 

Bypass, and
receiver Error
Mask Register

1 Packet Error
Report Enable Read/Write 0

Set: Packet Error를 RXD[3:0]상의 2h 값
과 RX_ER 인가에 의하여 보고됨.
Clear: Link Error를 MII를 통해서 보고하
지 않음

사용 추후결정

0 Code Error
Report Enable Read/Write 0

Set: 코드에러가 RXD[3:0]상으로 보고 및 
전송됨

Clear: RXD[3:0]상의 코드에러 보고값을 
Code Error Report Select 비트에 의하여 
선정되도록 하며 TX_ER을 인가하여 
HALT code group을 전송함.

사용 추후결정

19h Self Status
Register

15 Link OK Read Only 0
Set: 유효한 링크접속이 감지됨. 링크종
류는 6,7,9번 비트로 결정
Clear: 유효링크 존재하지 않음.
현재의 링크 상태 결정에 쓰임

추후결정 추후결정

14 Power Down Read Only 1 High: CS8952가 저전력 상태에 있음 사용안함 ignore

13 Receiving Data Read Only 0
CS8952가 유효한 데이터를 수신할 때는 언
제나 High.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RX_DV 
pin의 상태를 직접복사 함

사용 읽음

12 Descrambler 
Lock Read Only 0

High: descramble가 far-end 송신기의 
scrambler seed에 성공적으로 lock되었으며 
수신 데이터를 descramble 할수 있음을 표
시. 

사용안함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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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8/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9h Self Status
Register

11 Disable CRS on 
Time-Out Read/Write REPEATER pin의 

반대 논리값

Descrambler 타임아웃시 CRS pin의 
상태 제어

Set: 타임아웃시 pin을 low로 강제
설정. Descrambler가 동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해재하지 않음

사용안함 ignore

10 Auto-Nego 
Enable Status Read Only

AN[1:0]에 의하여 
A u t o - N e g o가 
Enable: 1
Otherwise: 0

Basic Mode Control 레지스터의 12
번 비트를 반

Set: Auto-Nego enable 됐음
Clear: CS8952 모드가 6,7번 비트에 
의하여 표시되도록 강제설정됨 

사용안함 ignore

9 PAUSE Read Only 0
Set: Flow-Control PAUSE 기능이 협
상됐음을 표시

Local Device와 link partner 모두가 
이 능력이 공고됐음

사용안함 ignore

8 FEFI Enable Read/Write 0

Far-End Fault Generation을 제어하
고 상태기계를 감지.
Set: Auto-nego가 disable(10번 비
트 Clear)이면, 두개의 상태기계 모
두 enable
Clear: 양쪽 상태기계 모두 disable

사용안함 ignore

7 Full-Duplex Read Only
AN[1:0]에 의해 

full-duplex 모드가 
Enable: 1
Otherwise: 0

Set: CS8952가 Full-Duplex 운전임  사용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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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CS8952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 (19/19).
레지스터

주소
Description Bit Name Type Reset 모드 Function 루프제어망 

사용
루프제어망 설정

19h Self Status
Register

6 10BASE-T 모드 Read Only Read Only Set: CS8952가 10 Mbps 운전임 사용안함 ignore

5 CIM Status Read Only Read Only
Clear: 안정된 링크 접속 감지. 
불안정한 링크가 감지되고 17h 레
지스터의 CIM disable비트가 clear
되면 이 비트는 set되고 latch됨.  

추후결정 추후결정

4:0 PHY Address 
Field Read Only PHYAD[4:0] pin 

값

기동 또는 리셋시에 PHYAD[4:0] pin값
이 이 필드에 latch됨. 이들 비트는 
management layer가 PHY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로 사용됨. 

사용 읽음

1Bh 10Base-T Status 
Register

15:11 Reserved Read Only 0 0000 사용안함 ignore

10 Plarity OK Read Only 0 사용안함 ignore

9 10BASE-T Serial Read/Write 10BT_SER pin값 사용안함 ignore

8:0 Reserved Read Only 0 0000 0000 사용안함 ignore

1Ch
10BASE-T 

Configuration 
Register

사용안함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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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전 안전통신망 프로토콜 검증

원전 안전 통신망의 프로토콜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발

된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은 체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 방법

론에 따라 검증 절차를 설정하 으며 형식 명세 기법인 SDL (Specification &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프로토콜을 명세화하고 이를 simulation과 

valid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1. 프로토콜 검증 절차 

가. 프로토콜 검증 방법론

프로토콜 검증은 요구 사항과 시스템 명세와의 일치를 검사하는 일련의 행위이

다. 주로 프로토콜 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착 상태, 비정상적인 도달, 상태 모호

성 등과 같은 잠재적인 설계 오류가 존재 하는지, 프로토콜 본래의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주 대상으로 한다 [20]. 

1) 프로토콜 명세화

프로토콜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프로토콜 설계에 따른 명세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프로토콜을 명세하기 위해 적용되는 표현 기법에는 자연어를 이용하는 비형

식 표현 기법과 정형적이며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형식 표현 기법 (FDT: Formal 

Description Technique)이 있다. 비형식적 표현 기법은 자연어로 표현하므로 간단한 

프로토콜의 경우에 이해하기는 좋으나 표현이 복잡하고 길어질 경우 프로토콜의 안

정성, 정확성 등의 검증이 곤란하다는 난점이 있다. 형식 표현 기법은 비형식 프로

토콜 명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호한 해석, 상반되고 비효율적인 구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확하고 쉽게 이해되며 검증이 용이한 특성을 보유한다. 

형식 명세화에 따른 장점은 다음과 같다 [21].

• 잘 정의된 개념의 조합을 갖는 명세   

•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며 정확하고 간결한 명세

• 완전성 및 정확성과 관련된 명세 검증에 대한 근거 제공  

• 구현이 명세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제공 

• 상호 관련된 명세에 대한 일치성의 판단 기준 제공

• 명세의 생성/교정/확인/검증을 위한 컴퓨터 기반의 도구 사용 가능

• 전통적인 코딩 과정 없이 응용 코드의 생성을 위한 컴퓨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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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항목

프로토콜 검증은 프로토콜 규격으로부터 표현된 프로토콜 명세의 정확성 

(correctness), 안전성 (safety), 일관성 (consistency) 및 필연성 (liveness) 등을 알아

보는 것이다.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에서 검증해야 할 프로토콜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20].

• 안전성 (safety): 잘못된 상태나 교착 상태, 차폐성 (livelock)이 없음

• 필연성 (liveness): 항상 요구되는 어떤 상태에도 도달 가능함

• 제한성 (boundness): 메시지의 수가 채널 용량을 초과하지 않음

• 명확성 (clearness): 애매한 상태가 없음 

• 정확성 (correctness): 의도된 요구사항을 만족함

      

3) 검증 대상

검증 항목에서 요구된 특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하여 검증해야 한다 [4].   

교착 상태 (deadlock)

한 상태에서 다음의 어떤 상태로의 천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즉 그 상태에서 나가는 천이가 존재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상태가 서로 수신 상태이고 채널이 비어 있어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이다.    

차폐성 (livelock) 

어느 상태들만을 무한히 반복적으로 천이하여 다른 상태로의 천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상태가 서로 의미 없는 메시지를 계속 교환함으로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도달성 (reachability)

초기전역 상태로부터 정의된 천이 순서에 의해 일부 또는 모든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프로토콜 명세에 정의된 천이 순서에 의해 정의된 상태에 도달하면 그 천이

와 상태에 대해 이 명세는 올바른 프로토콜 명세가 된다.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 설계 오류

잘못된 상태전이 (missing state transition)

중복된 상태 전이 (redundant stat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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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할 수 없는 상태전이 (non-executable state transition)

상태의 모호성 (state ambiguity)

명세되지 않은 전송 (unspecified reception)

명세되지 않은 전송 (unspecified transmission)

채널 오버플로우 (channel overflow) 

 

4) 검증 기법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은 형식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명세화된다. 형식 명세에 의

한 검증 기법은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적 분석

명세에 기초한 정적 분석은 잘못 기술된 오류를 찾는데 유용하다. 정적 분석 과

정에서는 구문 검사, 범위 규칙, 유형 적합성과 그 밖의 의미 조건들을 검사한다.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형식명세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가 정적 분석 도구에 해당된

다.         

동적 분석

정적 분석에 비하여 명세의 동적 분석은 시스템의 수행을 고려한다. 시스템 수행 

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때문에 동적 분석은 정적 분석보다 어려우나 정적 분석에

서 발견되지 않은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이에는 소모적 (exhaustive) 방식과 시뮬

레이션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22]. 소모적 방식은 시스템이 수행될 때 가능한 모

든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고려 사항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시스템이 명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뮬레이션 방법

은 모든 가능한 수행 중에서 특정한 경로를 선택적으로 검증한다.

나)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검증 절차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검증은 그림 3.38과 같이, 설계된 프로토콜 규격의 정형 

명세화, syntactic/semantic analysis를 통한 명세화 오류 검증, 주요 기능에 대한 

simulation, 도달성 검증을 위한 validation의의 4단계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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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검증 절차. 

1) 프로토콜 정형 명세화

3장에 기술된 프로토콜 설계 규격을 형식 표현 기법 (FDT : Formal Description 

Techniques)을 이용하여 정형 명세화 하 다.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은 ITU-T에 의

해 1976년에 표준화 되어 통신 프로토콜 개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SDL 

(Specification &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명세화 하 다. SDL editor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를 사용하 다.   

2) Syntactic/semantic analysis

Syntactic/semantic analysis는 명세 오류를 검사하는 정적 분석에 해당하는데, 

명세에 포함된 모든 구문과 의미적인 오류를 검사한다. 명세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

한 기호 및 문법 규칙, 정의 및 상호 관계성 뿐만 아니라 구조, 연결성 등을 검사함

으로써 교착 상태, 차폐성 등을 차단 및 검증한다 [23]. 본 연구에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의 Analyzer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 다.

3) Simulation

SDL 명세는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실행 코드화 되며, 이를 이용하여 프로토콜 명

세의 행위를 동적으로 분석한다. Simulation에 의한 검증은,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의 주요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Message Sequence Chart (MSC)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 대상인 교착 상태, 차폐성 등과 지정되지 않은 수신 등의 설계 오류

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Teleogic TAU SDL Suite의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S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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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를 C 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simulator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4) Validation

SDL 명세는 validation용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실행 코드화 되고, 

“self-exploring" 도구인 Validator를 통하여 프로토콜 명세의 행위를 동적으로 분석

한다. validation에 의한 검증은 동적 분석을 통하여 프로토콜 행위의 오류나 불일

치성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도달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22]. 본 연구에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의 Validator의 기능인 ”Random walk"와 “Navigator"

를 이용하여 무작위 또는 순차적인 검증을 통해 교착 상태 등의 존재를 검사하고 

“Bit state”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 다.

2. 프로토콜 정형 명세화 

본 연구에서는 SDL을 사용하여 프로토콜을 명세화 하 으며 설계 도구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를 이용하 다.

SDL은 시스템을 기술하고 명세하기 위한 표준 언어로서, ITU-T에 의해 개발되

어 권고안 Z.100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SDL은 많은 동시 작업과 상호 동작이 필요

한 사건 (event) 중심의 실시간 시스템을 기술하는데 적합하며 통신 시스템의 동작

을 기술하여 주는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공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SDL은 실시간 

시스템의 구조, 동작, 기능 및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분석과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24].

SDL로 표시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블록 (block)이라 하며 블록들은 정보 전

달 통로인 채널 (channel)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시스템은 블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며 블록은 사각형으로, 채널은 화살표가 있는 선으로 

표시되어 정보 흐름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블록은 SDL의 가장 기본 단위인 프

로세스로 표현된다. 하나의 블록은 여러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정보 전달 통신 

경로인 신호 경로 (signal route)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TAU SDL suite는 Telelogic사에서 개발하여 상용화한 SDL 분석 도구로서, 시스

템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등의 여러 가지 도구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 

도구이다. TAU SDL suit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SDL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TAU SDL Suite가 제공하는 기본 도구

로는 Organizer, Analyzer, Maker, Simulator, Validato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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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스템 구성

설정된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 3.39와 같다. 시스템은 CSW, GSW 및 노드로 

구성되며 PHY, MAC 블록을 공통으로 보유하고 교환 장치인 CSW와 GSW에는 

management 블록이 추가된다. GSW는 2개의 MAC과 PHY를 보유하여 GCMAC은 

CSW와, GNMAC은 노드와 접속된다. 모든 노드 블록은 데이터 경로인 MCPS와 명

령어 경로인 MLME를 위한 고유의 채널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 정의된 상위 계층과 

접속되며, 교환 장치는 management와의 경로 채널이 추가된다. MAC과 PHY간에

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채널이 존재하며 PHY간에는 Tx, Rx용 두 개의 신호 경로

가 존재한다. 

[그림 3.39]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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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 명세에 대한 SDL의 파일 구성은 그림 3.40과 같다. 

[그림 3.40] 시스템 명세 파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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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록 구성

1) Management 블록

그림 3.41, 그림 3.42는 각각 CSW, GSW의 management 블록 구조를 보여준다. 

Management 블록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게이트 (GUMGMT)를 통하여 들어온 신호

를 신호 경로 (rUMGMT)를 통하여 프로세스로 전달한다. 하부와는 게이트 

(GDMGMT, GCUMGMT, GNUMGMT)와 신호 경로 (rDMGMT, rGCMGMT, 

rGNMGMT)를 통해서 프로세스와 교환한다. CSW, GSW management 블록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스위칭 관련 정보를 받아 하위로부터의 교환 요청을 처리하며 CSW

는 상위로부터 비콘 정보를 받아 주기적인 비콘 전송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41] CSW management 블록.

[그림 3.42] GSW management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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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C 블록

그림 3.43은 CSW의 MAC의 신호 송수신과 블록 내의 신호 전달에 대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계층과는 3개의 경로를 갖는다. 데이터 처리는 게이트 GMCPS

와  신호 경로 rMCPS를, 명령어 처리는 GMLME와 rGLME를, 비콘과 스위칭 정보

는 GDMGMT와 rDGMT를 통해서 각각 접속된다. MAC 블록 내부는 1개의 주 프

로세서와 2개의 부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주 프로세서인 CMac은 MAC에서 요구되

는 제반 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부 프로세서인 CTx와 DTx는 주 프로세스의 타이머

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명령이나 데이터를 적절한 시간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rDTx를 통해 부 프로세스 DTx에 저장되며, 주 프로세스

로부터 GTS 전송에 대한 시작 신호를 받으면 저장된 데이터들을 rDPD를 통해 출

력한다. 명령어의 경우는 rCTx를 통해 부 프로세스 CTx에 저장되고, 주 프로세스로

부터 VDTP 시작 신호를 수신하면 저장된 명령어를 rCPD를 통해 전송을 시작한다. 

비콘 프레임은 DTx나 CTx에 저장되지 않고 rPD를 통해 즉시 전송한다.

[그림 3.43] CSW MAC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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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W의 MAC 블록은 CSW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차이점은 관리 신호 경로

에 스위칭 정보만 존재하고 비콘 정보는 없다는 점이 다르다. 노드의 MAC 은 관리

를 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CSW와 동일하다.  따라서 CSW 

구성 중 관리를 위한 게이트와 신호경로가 삭제되었다. 그림 3.44는 노드의 MAC 

블록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3.44] Node MAC 블록.

다. 프로세스 구성

1) 관리 프로세스

CSW의 관리 프로세스는 비콘 관리와 스위칭 관리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비콘 관리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퍼프레임 정보를 수신하여 이 정보를 MAC 계층

에게 전달하고 매 주기마다 비콘의 전송을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스위칭 관리 

기능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스위칭 정보를 받고, MAC 계층으로부터의 요청시 목적 

주소에 따른 경로 설정을 수행한다. 그림 3.45는 CSW 관리 프로세스의 비콘 전송 

부분으로서, 비콘 타이머 (T_beacon)에 의하여 매 25 msec마다 비콘 전송 요청을 

출력한다. 

GSW 관리 프로세스는 CSW의 스위칭 관리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림 3.46는 GSW의 스위칭 처리를 보여 준다. MAC으로부터 스위칭 통지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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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방법을 표시하고 목적 주소에 따른 경로에 따라 데이터를 MAC에 보낸다. 본 

명세에서는 스위칭 알고리즘과 같은 구현 특정 사항은 제외되었으며 시스템 구성상 

CSW측과 노드 측의 두 가지 경로만 갖는다. 

   

[그림 3.45] CSW management process의 비콘 전송. 

[그림 3.46] GSW management process의 스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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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C Process

MAC의 주요 기능은 비콘, 데이터, 명령어의 해석과 전송이다. CSW MAC의 경

우에는 비콘 전송과 스위칭을 위한 처리가 추가되며, GSW의 경우에는 스위칭을 위

한 처리가 부가된다. 

그림 3.47은 CSW의 비콘 전송 과정을 보여준다. 관리 프로세스로부터 비콘 전송 

요청을 받으면 운전 상태에 따라 전송 구간 타이머를 설정한다. 즉, 망의 운전 상태

가 비 운전 상태이면 수퍼프레임의 FDTP 구간은 삭제되고 VDTP 구간만으로 수퍼

프레임을 구성한다. 망이 운전 중 상태이면 GTS를 포함한 FDTP 구간과 VDTP를 

모두 구성한다. 수퍼프레임 구성 정보는 비콘 프레임 생성 프로시저에서 비콘 정보

에 포함되며, 생성된 비콘 프레임은 PHY에 전송 요청과 함께 출력된다.

그림 3.48은 GSW의 프레임 수신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PHY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하면 CRC 검사를 수행하고 목적 주소를 확인한다. 목적 주소가 자신이 아니면 

스위칭을 위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목적 주소가 자신이면 프레임 종류를 확인하

고 각각의 parsing 프로시저에 의하여 정보를 해석한다. 비콘의 경우에는 확인 즉시 

비콘 타이머를 reset하고 관리 프로세스에 이를 통보한다. 

그림 3.49는 node의 비콘 획득 상실 시의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비콘 수신 타이

머 (T_beacon)가 만료되면 상실 횟수를 기록하고, 최대 제한 횟수를 검사한다. 비콘 

상실 횟수가 제한치를 초과하면 재시도 횟수를 검사하여 3번 이상이면 MAC 프로

세스를 종료한다. 재시도 횟수가 3회 미만이면 상위 계층으로 동기 상실을 통보하

고 MAC을 초기화 한다. 초기화 시에는 재가입을 통해 비콘 획득을 시도하게 된다.

그림 3.50은 Node MAC의 프레임 전송 과정을 보여준다. 가입 또는 탈퇴 요청 

명령은 부 프로세스인 CTx로 rCTx를 통하여 출력하며, 데이터 전송 요청은 부 프

로세스인 DTx로 rDTx를 통하여 출력된다. 부 프로세스는 이들 프레임을 저장하고,  

VDTP 타이머 또는 해당 GTS 타이머 신호를 수신하면 PHY에 전송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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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CSW MAC의 비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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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GSW MAC의 프레임 수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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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Node MAC의 비콘 동기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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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Node MAC의 프레임 전송.



- 110 -

라. PHY 블록 및 프로세스

CSW, GSW, Node에 대한 PHY는 동일하다. PHY는 MAC으로부터의 전송 요청

에 따라 Tx 채널을 통해 이를 출력하고 Rx 채널로부터의 신호수신시 이를 MAC에 

통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더넷의 PHY 계층 관리 기능에 해당하는 MDIO는 구

현시 결정될 사항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마. 신호 및 변수

명세화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신호, 데이터, 변수는 선언을 통하여 정의된다. 그

림 3.51에는 MAC의 서비스 프리미티브와 신호에 대한 목록을, 그림 3.52에는 프레

임 구조에 대한 선언 예를 제시하 다. 또한, 표 3.20과 3.21에는 명세화 과정에서 

설정된  변수와 상수를 정리하여 제시하 다.

[그림 3.51] MAC 서비스 프리미티브 및 신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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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프레임 구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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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MAC 변수.
             Device

  PIB 변수 CSW GSW NODE Description
macAssociatePermit o o o CSW의 association 가능여부 표시
macAssocResult o o GSW와 node에서 association 결과 

표시

macOperational o o o Network의 운전상태 표시
macBeaconTxTime o CSW의 마지막 beacon frame 전송 

시간 

macBeaconRxTime o o GSW와 node의 beacon frame 수신 
시간

macBsn o Beacon frame의 순서 번호
macDSN o o o Data frame의 순서 번호
macBeaconTransDelay o o o Beacon frame의 전송지연보장시간
macVDTPTransGuardS
lot o o o Command의 전송 지연 보장시간
macCSWAddress o o Network의 CSW의 주소
macNodeAddress o o o 각 device의 자기 주소
macGTSLevelID o o o 각 device의 GTS 레벨 식별자

[표 3.22] MAC 상수.
PIB 상수 Description 비고

aMaxLostBeacons  동기상실 판정 횟수 2
aMinVDTPLength  최소 VDTP 보장 길이 (slot) 50
aBaseSlotDuration  한 슬롯의 간격 (usec) 100
aNumSuperframeSlot  Superframe 구성 슬롯 수 250

aBaseSuperframeDuration
 Superframe 길이 (msec)
 (aBaseSlotDuration
* aNumSuperframeSlot)

25

aMaxPHYPacketSize  최대 PPDU 길이(byte) 1500
aMaxMACFrameSize  최대 MAC frame MPDU 길이(byte) 1454
aMacBeaconOrder  Beacon frame의 전송기간 Ord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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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토콜 검증

SDL로 명세화된 프로토콜은 syntactics/semantic analysis, simulation 및 

validation을 통하여 논리와 구문에 대한 오류 검사와 deadlock, livelock 등의 상태 

오류 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도달성 검증이 수행되었다.

가. Syntactics/Semantic Analysis

Syntactics/semantic analysis는 명세 오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으로서, 

SDL로 명세화된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은 Telelogic사의 TAU SDL suit의 정적 분석 

도구인 Analyzer를 이용하여 명세오류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었다. Analyzer는 SDL 

명세서의 구문(syntax)과 의미(semantics)에 대한 오류를 검사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정의되지 않은 문자나 기호 및 신호의 사용, 시스템이나 블록 구조의 입출력 지정 

오류 등 명세서의 모든 표현과 구조에 대한 오류를 검사한다. 따라서 Analyzer를 

이용한 분석 과정을 통해 명세서의 오류를 제거하고 검증된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에 대한 SDL 명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53은 Analyzer에 의하여 명세서에 존

재하는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의 예이다. 오류 분석은 구문 분

석, 의미 분석 순으로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뿐만 아니라 그 오류 원인

도 제시한다. 따라서 이 분석 과정을 통하여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에 대한 SDL 명

세의 모든 표현 및 구조적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하여 검증된 명세서를 획득하 다. 

나. Simulation 

정적 분석 도구인 Analyzer에 의하여 구문과 의미에 대한 오류 검증이 수행된 

프로토콜 명세는 simulation에 의한 동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의 동적 분석도구인 Simulator를 이용하여 명세화된 

프로토콜을 모델링 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동작 상태를 MSC로 검증하 다. 

Simulation은 초기화, 비콘 전송과 수신, 망 가입과 탈퇴, 망의 시작과 GTS 설정, 

GTS 데이터 전송 등의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을 대상으로 하여, 명세에서 규정된 기

능을 적절하게 만족하는지, deadlock이나 livelock 또는 규정되지 않은 수신 등의 

상태 오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제반 오류를 수정하 다. Simulation을 통하여 

검증 작업을 수행한 주요 기능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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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Analyzer에 의한 명세 오류 검사 예.

 

1) 초기화

프로토콜은 초기화 과정에서 초기 변수 및 상수의 설정 후 정해진 상태로 천이

해야 하며 CSW의 management는 망의 비 운전상태에 대한 비콘 전송을 시작해야 

한다. 그림 3.54의 결과를 보면, 모든 프로세스는 초기화 후 설장된 상태로 천이하

며 MAC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부 프로세스인 DTx와 CTx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SW의 management 프로세스 (CMGMT)는 비콘타이머 (T_beacon)를 설정하

고 SEND_Beacon.request에 의하여 MAC 프로세스 (CMac)로 비콘 전송을 요청하

며, MAC은 이를 수신하여 VDTP 구간만 갖는 비 운전상태의 비콘 프레임을 생성

하여 PHY (CPhy)에 PD_data_request로 전송요청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115 -

[그림 3.54] 초기화 simulation에 대한 MSC 결과.

2) 비콘 전송

비콘은 CSW 관리의 요청에 의하여 CSW MAC이 전송해야 한다. 모든 장치의 

MAC은 PHY를 통해 수신하고 비콘 정보를 해석하여 망 운전 모드에 따른 타이머

를 설정하고 비콘 정보를 상위 계층에 통지해야 한다. GSW는 수신된 비콘을 스위

칭에 의하여 노드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림 3.55는 초기화 후 비콘 전송 과정에 대

한 simulation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SW 관리 (CMGMT) 프로세스는 

SEND_Beacon_request에 의해서 CSW MAC 프로세스 (CMac)로 비콘 전송을 요청

하며 이를 수신한 CSW MAC 프로세스는 VDTP 타이머를 설정하고 GSW로 전송함

을 확인 할 수 있다. GSW의 CSW측 물리 계층 (GCPhy)은 PD_Data_indication으로 

비콘 수신을 MAC (GCMac)에 통지하며 MAC은 비콘 타이머 (T_beacon) 와 VDTP 

타이머 (T_vdtp, T_vdtp_stop)를 설정하고 상위 계층에 

MLME_Beacon_Notify_indication을 통해 비콘 수신을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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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SW MAC은 Switch.indication 신호를 통해 관리 엔터티 (GMGMT)에게 

스위칭을 요청하며, 관리 엔터티는 이를 노드측 MAC (GNMac)으로 중계한다. 노드

측 MAC은 자신의 타이머를 설정하고 상위계층에 통지하며 PHY (GNPhy)에 전송

을 요청한다. 노드는 PHY (NPhy)를 통하여 비콘을 수신하고 자신의 타이머를 설정

하고 상위 계층에 비콘 수신을 통보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55의 결과는 초기

화 후의 비콘 전송이기 때문에 GTS 타이머의 설정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림 3.55] 비콘 전송 simulation에 대한 MSC 결과.

3) 가입 및  탈퇴

각 장치의 가입 요청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MAC으로 요청되며, MAC의 주 프로

세서는 가입 요청 프레임을 생성하여 부 프로세스에 저장하고, 부 프로세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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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전송 시작 신호를 받아 PHY를 통해 이를 전송해야 한다. 가입 요청을 

수신한 CSW는 요구된 GTS 정보와 가용한 자원을 확인하고 가입 요청 결과와 GTS 

할당 결과를 가입 응답 명령으로 전송해야 한다. 가입 응답을 받은 장치는 가입 응

답을 해석하고 상위 계층에 통지해야 한다. 탈퇴 요청의 경우에는 CSW는 ACK로 

확인만 한다. 

그림 3.56과 3.57은 GSW의 가입 요청과 탈퇴 요청에 대한 simulation 결과이다. 

가입 요청의 경우,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요청은 GSW의 CSW측 MAC (GCMac)으

로 수신되고 MAC은 가입 요청 프레임을 생성하여 부 프로세서인 CTx에 저장하고 

있다. VDTP 타이머 신호에 따라 CTx는 PHY (GCPhy)에 전송을 요청하고 CSW 

PHY (CPhy)는 이를 MAC (CMac)에 통지한다. MAC이 이를 상위계층에 통지하면, 

상위 계층은 가입 응답 정보를 MAC에 보내고 MAC은 가입 응답 프레임을 생성하

여 부 프로세스인 CTx에 저장한다. VDTP 타이머 신호에 의하여 CTx는 PHY 

(CPhy)를 통하여 GSW의 CSW측 PHY (GCPhy)에 전송한다. GSW의 MAC 

(GCMac)은 이를 수신하여 상위 계층으로 가입 확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탈퇴 요청의 경우에는 CSW의 MAC은 ACK를 직접 전송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56] GSW의 가입 요청 및 응답 simulation에 대한 MS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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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GSW의 탈퇴 요청 및 확인 simulation에 대한 MSC 결과.

4) 망의 시작과 타이머 설정 

모든 장치간의 데이터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망의 시작은, CSW가 비콘 프레임

에 포함된 운전 상태 표시를 True로 설정함으로써 시작된다. 망의 시작 후에 전송

되는 비콘 프레임에는 각 GTS 레벨에 대한 시작 및 종료 정보가 포함된다. 각 장치

는 비콘에 의하여 동기를 맞추고 자신의 GTS 전송 구간에 대한  타이머를 설정해

야 한다.

그림 3.58는 GSW와 노드의 가입이 완료된 후, CSW에 의해 망이 시작하고 이를 

GSW와 노드가 인지하여 GTS와 VDTP 타이머를 설정하는 과정에 대한 simulation 

검증 결과이다. CSW의 관리 엔터티 (CMGMT)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퍼프레임 구

조와 망 시작 표시가 담긴 정보를 받으면 비콘 타이머를 설정하고 MAC (CMac)에 

이를 전송하고 있다. CSW MAC (CMac)은 수신된 정보에 따라 자신의 GTS 타이머

와 VDTP 타이머를 설정하고 PHY를 통해 GSW에 전송한다.

GSW의 CSW측 MAC (GCMac)은 비콘 프레임을 수신하여, 자신의 GTS 타이머

와 VDTP 타이머의 설정과 함께 괸리 엔터티 (GMGMT)의 스위칭을 통해 노드측 

MAC (GNMac)에 중계한다. 노드측 MAC (GNMac)도 자신의 타이머 설정과 함께 

노드로 전송하고 노드는 이를 수신하여 자신의 타이머를 설정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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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망의 시작과 타이머 설정 simulation에 대한 MSC 결과.

5) 데이터 전송

FDTP 구간의 주기적인 데이터 전송은 지정된 GTS 구간에서 전송을 수행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상위로부터 FDTP 구간의 데이터 전송요청을 받으면 MAC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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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GTS 전송을 위한 부 프로세스에 저장하고 비콘 정보에 따라 설정된 자신의 

GTS 구간에서 전송해야 한다. 

그림 3.59는 노드에서 GSW의 중계를 통하여 CSW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검증한 simulation 결과이다. 노드의 MAC (NMac)은 상위로부터 

MCPS_DATA.request에 의하여 데이터 전송을 요청 받으면 이를 부 프로세스인 

DTx에 저장하고 있다. DTx는 주 프로세스(NMac)로부터 GTS 시작신호 (gts_start)

를 받으면 PHY(NPhy)를 통하여 GSW에 전송한다. GSW의 노드측 MAC (GNMac)

은 수신된 데이터를 management(GMGMT)의 중계에 따라 CSW측 MAC (GCMac)

으로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SW의 CSW측 MAC(GCMac)은 데이터를 부 

프로세스에 저장하고 자신의 GTS 시작신호 (gts_start)에 의하여 CSW로 전송하며, 

CSW MAC(CMac)은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상위에 통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59] 데이터 전송 simulation에 대한 MS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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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alidation

  Validation 과정에서는 상태 공간 탐색 (state space exploration) 기술을 이용

하여 명세화된 프로토콜의 행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동 탐색 도

구인 Telelogic사의 TAU SDL Validator는 단계별 행위 트리를 수동으로 추적하는 

“Navigator", 무작위 탐색을 위한 ”Random-walk", 도달성 검증을 위한 “Bit-state"와 

”Exhaustive"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CSW, GSW 및 노드 각각에 대

하여, Navigator와 Random-walk를 이용한 예비 검증을 수행한 후 Bit-state를 이용

하여 최종적으로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 다. 

도달성 검증 도구 중 Exhaustive는 모든 상태와 천이 정보를 저장하고 검사함으

로써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메모리의 한계로 인하여 규모가 작은 시

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Bit-state는 hash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사함으로써 메모리 

한계 문제를 해결한 효율적인 방법이나 서로 다른 상태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명세화된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의 SDL 시스템은 규모상 

Exhaustive 방법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it-state 방식을 사용하여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 다. SDL Validator에 의한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제반 오류의 존재를 

검증할 수 있다 [23].

• Deadlock: 서로 행위를 기다림으로써 아무도 실행을 못하는 오류  

• Implicit signal consumption: 처리 불능 신호의 전송 오류 

• Create errors: 허용된 최대 instance를 초과하는 instance 존재  

• Output errors: 규정되지 않은 프로세서로 신호 출력

• Operator error: 규정된 데이터 정의에 따르지 않은 오류    

• Range error: 규정된 변수 범위를 초과

• Index error: 배열 인덱스 범위 초과

• Decision error: SDL 결정에 표현된 값이 불일치  

• Non progress loop error: progress 전환을 포함하지 않는 루프 존재

1) Navigator 및 Random walk에 의한 예비 검증

Navigator는 SDL 시스템 행위를 수동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상태로부

터의 상 하위 상태 전환을 추적하여 오류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세화 

완료 후 예비 검증 작업으로 이를 이용하여 초기 단계의 범위에 대한 오류를 감지

하고 교정함으로써 예비 검증을 수행하 다. 그림 3.60은 Navigator를 이용한 추적 

예를 보여준다. Random-walk는 SDL 시스템의 행위를 무작위 조건에 대하여 자동

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CSW, GSW 및 노드를 대상으로 이러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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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선정 방식을 여러 번 실행하여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함으로써 예비 검증을 수

행하 다. 그림 3.61은 Random-walk에 의하여 감지한 오류를 MSC 보고서 형식으

로 나타낸 예를 제시하 다.

[그림 3.60] Navigator에 의한 탐색 (CSW).

[그림 3.61] Random-walk에 의한 오류 감지 (노드).

2) Bit-state 탐색에 의한 도달성 검증

Bit-state 탐색은 자동으로 상태 공간 탐색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방식은 

탐험 중 생성되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hash table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CSW, GSW 및 노드별로 bit-state 탐색 방식을 사용하여, 명세화

된 SDL 시스템의 초기 상태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태로의 도달과 오류 미 발

생을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프로토콜의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 다. 

CSW, GSW 및 노드가 모두 접속된 구조를 갖고 도달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상태 폭주” 현상의 발생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



- 123 -

에 CSW, GSW 및 노드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한 외부 환경과 신호를 다시 정의하

다. 그림 3.62, 3.63, 3.64은 CSW, 노드, GSW에 대한 최종 도달성 분석 결과를 각

각 보여준다. “no of reports"는 bit-state 탐색 수행 중 발생된 오류의 수를 나타낸

다. 따라서 오류 보고서가 0이면 이는 SDL Validator가 감지하는 모든 오류가 제거 

됐음을 의미한다. “collision risk"는 hash table 구조에 따른 상태 구별의 한계로 인

하여 서로 다른 상태를 동일 상태로 판정하는 충돌 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hash table의 크기를 최대로 설정함으로써 충돌 발생을 최소로 하 다. 

”symbol coverage“는 SDL 명세에 사용된 모든 심볼 중, 탐험시 실행된 심볼의 비

율을 나타낸다. 즉, 전체 심볼 중 실행에 의하여 행위가 검증된 비율을 표시한다. 

[그림 3.62] CSW의 bit-state 검증 결과.
    

[그림 3.63] 노드의 bit-state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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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GSW의 bit-state 검증 결과.

제 4 절  원전 안전통신망 성능 분석

1.  안전 통신망 평가 요소

가. 평가 요소

통신망을 비롯한 원전에서의 기능 계통의 설계 또는 구현시의 평가 요소는 신뢰

도, 성능, 운 의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뢰도는 안전성, 보안을 포함한 신

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이며 성능은 용량, 확장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효

율성을 나타내고, 운 은 이용자 연계와 관리 사항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전 사항 

관련이다. 

1) 신뢰도 평가 요소

① 안전 계통의 분리와 격리: 규제 요건에 의한 안전 계통의 비안전 계통과의 구

조 분리 및 상효 접속의 격리 요건

② 다중성: 규제 요건에 의한 안전 계통의 채널 다중화 요건, 신뢰도 증진 및 고

장 대비를 위한 통신망 자체의 장치 및 경로의 다중화

③ 다양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신망 장비 또는 경로의 공통원인

고장 대비요건

④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신뢰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개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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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스템 전체의 평균 고장 간격 (MTBF)

⑤ 가동률: 통신망 시스템의 이용 가능 확률

⑥ 고장율: 통신망 장치의 평균 고장 시간 및 전송 에러율

⑦ 제어의 결정성: 구조 및 전송 지연이 산출 가능한 결정론적 제어 방법

⑧ 접속 및 접근 보안: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의 보

호 및 제어

⑨ 전송 보안: 전송 데이터의 보안, 통신망에서의 메시지 인증

2) 성능 평가 요소

① 전송 용량: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처리 용량

② 전송 지연: 송신 시각부터 수신을 성공하기까지의 시간 간격

③ 확장성: 계통 및 기능의 추가에 대한 용이성과 용량

④ 유연성: 접속성, 호환성, 교체의 용이성

⑤ 표준화: 국제 표준화의 정규 기술 및 개방형 제품의 판단

⑥ 전송효율: 단위 시간당 전송 가능한 정보량

⑦ 채널 이용률: 평균 채널 점유 시간율

⑧ 에러 제어: 에러의 감지 및 복구 기능 능력

⑨ 유지 보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설비 및 용이성

⑩ 비용: 설계,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

⑪ 단순성: 기술의 간결, 명료, 단순성

⑫ 실시각 성능: 실시각 제어 및 감시를 위한 요건 구비 및 기능 능력

3) 운  평가요소

① 운  효율성: 운전의 용이성, 관리 기능 능력, 운  비용

② 사용자 연계: 운전 요원의 인터페이스, 인지도, MMI

③ 공급자 지원 능력: 설계, 설치, 시험 및 운전시의 공급자 기술 및 지원 능력

④ 운전 경험: 장비의 기기 운  경험 및 이력의 제공 능력

나. 평가 방법

통신망은 각 설계 요소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종합화한 

최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앞 절의 신뢰도와 성능 및 운

에 대한 세부 평가 요소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통신망 시스템을 얻을 수 없다. 따

라서 각 설계 요소별 기술 적합성의 판정을 위하여 평가 요소에 대한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어느 설계 기술이 어떤 평가 기준은 만족시키고 다른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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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만족시키지 못할 때의 이 기술의 적합성 여부, 또는 두 개의 기술이 서로 비

슷한 조건일 경우에 어느 기술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 또는 적용 기준을 위하여 앞 절의 모든 평가 요소들을 분류하여 반

드시 만족해야 하는 요소 (필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최우선), 우선 

고려 요소 (우선), 만족 권고 요소 (권고)의 4단계로 분류하 다.

   전체적인 평가 요소별 적용 기준을 표 3.22과 같다. 표 3.22에서와 같이 원전 

안전 통신망의 평가 요소 중 성능 평가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전송 

용량, 전송 지연, 실시간 성능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방법 중 근사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유는 원전 안전 통신망은 결정론적 특성을 지니어

야 하므로 전송 보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송 보장이라 함은 요구하는 전

송용량을 요구되는 시간에 반드시 전송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3.23]  평가 요소별 적용 등급.
평가 요소 적용 등급

신뢰도

안전 계통의 분리와 격리 필수

다중성 필수

다양성 우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신뢰도 필수

가동률 필수

고장율 필수

제어의 결정성 필수

접속 및 접근 보안 필수

전송 보안 필수

성능

전송 용량 필수

전송 지연 필수

확장성 최우선

유연성 최우선

표준화 최우선

전송 효율 우선

채널 이용률 우선

에러 제어 최우선

유지 보수 최우선

비용 권고

단순성 권고

실시간 성능 필수

운

운  효율성 권고

사용자 연계 권고

공급자 지원 능력 권고

운전 경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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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송 지연 모델

원전 안전 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전송이 보장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전송 보장을 위해서 노드 수에 따라 구간 별로 링크 횡단 지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 후 링크 횡단 지연 시간을 계산한다.

모든 노드는 하나의 노드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한다.

노드는 모든 데이터를 전송받는 노드와 서로 다른 두 번째 교환기 (최상위 

바로 아래)를 갖도록 할당한다.

위에서 할당되지 않은 노드는 모든 데이터를 전송받는 노드와 서로 다른 상

위 교환기를 갖도록 할당한다.(나머지는 동일 최하위 교환기에 할당)

전송 순서별로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링크 횡단 지연시간을 D라고 하면, 각 구

간별 링크 횡단 지연 시간은 다음과 같다.

D=T+W+S

여기서 T는 전송 지연 시간 [㎲], W는 전파 지연 시간 [㎲], S는 스위칭 지연시

간 [㎲]을 각각 나타낸다.

전송 지연 시간은 노드 혹은 스위칭 장치가 데이터를 전송 매체에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데이터량[bits]/링크 속도[Mbps]이고, 전파 지연 시간은 5[㎲/km]×

링크 횡단 거리[km] 이다. 스위칭 지연 시간은 스위칭 장치가 수신한 데이터의 송

신을 위해 스위칭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데이터량 [Bits]/스위칭 속도 [Mbps]이

다.

안전 통신망은 동기를 위해 매 주기별로 비콘 프레임을 전송하고, 이 후 데이터

를 전송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전송 지연 시간은 크게 비콘 전송 지연 시간과 링

크 횡단 지연 시간으로 구성되며, 두 지연 시간의 합이 총 전송 지연 시간이다.

비콘 전송을 위한 링크 횡단 지연 시간은 최상위 교환기가 노드까지 비콘 프레

임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각 링크 횡단 비콘 지연 시간은 동일하다. 총 비콘 

전송 지연 시간 DB는 다음과 같다.

D B=
L×B d
L s

+5×L×l+
L×B d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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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송을 위한 링크 횡단 지연 시간은 그림 3.65와 같이 전송 순서에 따라 

노드로부터 최상위 스위치까지 데이터가 uplink 될 때 걸리는 상향 데이터 전송 지

연 시간과 최상위 스위치로부터 노드까지 데이터가 downlink될 때 걸리는 하향 데

이터 전송 지연 시간으로 구분된다.

링크 횡단 지연 시간 계산시 데이터를 전송받는 노드와 같은 두 번째 교환기를 

갖는 노드의 경우에는 최상위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가 전송되지만, 모든 데

이터가 최상위 교환기를 거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65] 전송 순서에 따른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

   n번째 구간에 대한 상향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 DU는 다음과 같다.

D U=
N d×min(P

(L-n)
,N)

L s
+5×l+

N d×min(P×P
(L-n)

,N)

S s

   n번째 구간에 대한 하향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 DD는 다음과 같다.

D D=
N d×min(P

L,N)

L s
+5×l+

N d×min(P
L,N)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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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식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N : 노드수

Bd : 비콘 데이터 전송량(bit)

Nd : 노드당 데이터 전송량(Bit)

P : 스위치의 링크수

l : 링크 길이(km)

Ls : 링크 속도(Mbps)

Ss : 스위칭 속도(Mbps)

L : 스위치 총 단수

n : 각 단수 일련번호

총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은 상향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과 하향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에 대한 모든 전송 순서에 대한 합과 같다. 안전 통신망의 총 전송 지연 

시간 Dt는 비콘 전송 지연 시간과 총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의 합으로 다음과 같

다. 

   
D t=DB+∑

L

n=1
(DU+DD)

3. 지연 시간 분석

3장의 안전 통신망 전송 구조 및 트래픽 특성에 따라 지연 시간을 계산하기 위

한 변수 중 고정될 수 있는 변수들을 도출해 보았다. 스위칭 총 단수 L은 3단으로, 

비콘 전송량 Bd는 비콘 프레임의 분석 결과 400 Bytes로 고정된다. 스위칭의 링크 

수 P는 통신망을 안전 계통에 적용시 8 port의 구성이 가장 경제적이다. 링크의 길

이 l은 4km로 고정하고, 링크 속도 Ls는 100 Mbps로 설정하 다.

고정 변수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노드 수, 노드 전송량, 스위

칭 속도와 지연 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안전 통신망의 전송 지연 모델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값과 특성을 정리하면 표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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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모델링 변수 값과 특성.
변수명 값 특성

노드수 (N) 0∼512 가변

비콘 전송량 (Bd) 400 bits 고정

노드 전송량 (Nd) 1∼20,000 bits 가변

스위칭 링크 수 ( P) 8 고정

링크 길이 ( l) 4 km 고정

링크 속도 (Ls) 100 Mbps 고정

스위칭 속도 (Ss) 100∼800 Mbps 가변

스위칭 총 단수 (L) 3 고정

가. 현재 용량을 만족하기 위한 스위칭 속도

지연 시간 도출을 위한 노드 수는 안전 통신망의 총 노드수 57개 (표 3.2 참조)

에 확장성 30%를 고려하여 75개로 설정하 으며, 노드 전송량은 안전 통신망의 평

균 전송량 1,419 bits에 프레임 오버헤드와 40% 성능 여유 및 30% 확장 용량을 고

려하여 2800 bits로 설정하고,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을 분석하 다.

그림 3.66에서 나타나듯이 스위칭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연 시간은 감소한다. 

하지만 일정 속도가 넘어서면 지연 시간의 감소율은 둔화된다. 이는 스위칭 속도뿐

이 아니라 링크 속도가 지연시간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림 3.66에서 스위

칭 속도가 64 Mbps 이상이면 지연 시간이 25 msec 이하로 떨어져 안전 통신망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안전 통신망에 적용 시에는 각 구간별로 GTS를 

설정하고, VDTP 구간에 대하여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GTS 설정 시에는 각 구간별로 전송 보장을 위해 일정 시간의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칭 속도는 최소한 링크 속도와 같은 100 Mbps 이상이 되

어야 안전 통신망의 성능에 문제가 없으며 전송 보장이 가능하다. 스위칭 속도가 

100 Mbps일 경우 총 전송 지연 시간은 19 msec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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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

나. 노드수와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

1) 평균 데이터 전송시 지연 시간

노드 전송량을 안전 통신망의 평균 전송량인 2,800 bits로 고정 후 노드 수와 스

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을 분석하여 그림 3.67에 나타내었다.

[그림 3.67] 노드 수와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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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전송량이 안전 통신망 평균 전송량인 2,800 bits인 경우 스위칭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전송 지연 시간 25 msec 이내를 만족할 수 있는 노드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결과 역시 스위칭 속도가 100 Mbps 이상 증가하게 스위칭 속

도 증가율에 비해 노드 수의 증가율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칭 속도가 

800 Mbps일 때 구성 가능한 노드 수는 230개 정도이다. 하지만 이 역시 GTS 설정

시 확장성과 VDTP를 고려하지 않은 노드 수이므로 실제 구성 가능한 노드 수는 

200개 이하이다. 

2) 최대 데이터 전송시 지연 시간

노드 전송량을 안전 통신망의 최대 노드 전송량인 20,000 bits로 고정 후 노드 

수와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을 분석하여 그림 3.68에 나타내었다.

[그림 3.68] 노드 수와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시간-2.

노드 전송량이 안전 통신망 최대 전송량인 20,000 bits인 경우 스위칭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전송 지연 시간 250 msec 이내를 만족할 수 있는 노드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결과 역시 스위칭 속도가 100 Mbps 이상 증가하게 스위칭 속

도 증가율에 비해 노드 수의 증가율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칭 속도가 

800 Mbps일 때 구성 가능한 노드 수는 333개 정도이다. 하지만 이 역시 GTS 설정

시 확장성과 VDTP를 고려하지 않은 노드 수이므로 실제 구성 가능한 노드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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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 이하이다. 

다. 노드 전송량과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

1) 평균 노드수로 고정시 지연 시간

노드 수를 현재 안전 통신망이 가지는 노드 수인 75개 (확장성 적용후)로 고정 

후 노드 전송량과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을 분석하여 그림 3.69에 나타내었

다.

[그림 3.69] 노드 전송량와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시간-1.

   노드 수가 75인 경우 스위칭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 지연 시간 25 msec 

이내를 만족할 수 있는 노드 전송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결과 역시 스

위칭 속도가 100 Mbps 이상 증가하게 스위칭 속도 증가율에 비해 노드 전송량 증

가율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칭 속도가 800 Mbps일 때 전송 가능한 노

드 전송량은 900 Bytes 정도이다. 하지만 이 역시 GTS 설정시 확장성과 VDTP를 

고려하지 않은 노드 전송량이므로 실제 전송 가능한 노드 전송량은 850 Bytes 이하

이다. 

2) 최대 노드수로 고정시 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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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수를 안전 통신망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인 512로 고정 후 노드 전

송량과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을 분석하여 그림 3.70에 나타내었다.

[그림 3.70] 노드 전송량와 스위칭 속도에 따른 지연 시간-2.

노드 수가 안전 통신망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인 512인 경우 스위칭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 지연 시간 250 msec 이내를 만족할 수 있는 노드 전송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결과 역시 스위칭 속도가 100 Mbps 이상 증가하게 

스위칭 속도 증가율에 비해 노드 전송량 증가율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

칭 속도가 800 Mbps일 때 전송 가능한 노드 전송량은 1,600 Bytes 정도이다. 하지

만 이 역시 GTS 설정시 확장성과 VDTP를 고려하지 않은 노드 전송량 이므로 실제 

전송 가능한 노드 전송량은 1,500 Bytes 이하이다. 

4. 안전 통신망의 설계 상수

안전 통신망의 설계 상수 설정을 위하여 2절의 1번 유형에서 스위칭 속도에 따

른 비콘 지연 시간 및 링크 횡단 지연 시간을 표 3.24에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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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스위칭 속도에 따른 구간별 지연 시간.

스위칭 

속도(Mbps)
지연시간(usec)

Beacon GTS 
#1

GTS 
#2

GTS 
#3

GTS 
#4

GTS 
#5

GTS 
#6

100 84 272 2,036 3,912 4,220 4,220 4,220 
200 78 160 1,140 2,862 3,170 3,170 3,170 
300 76 123 841 2,512 2,820 2,820 2,820 
400 75 104 692 2,337 2,645 2,645 2,645 
500 74 93 602 2,232 2,540 2,540 2,540 
600 74 85 543 2,162 2,470 2,470 2,470 
700 74 80 500 2,112 2,420 2,420 2,420 
800 74 76 468 2,075 2,383 2,383 2,383 

안전 통신망에 대한 설계 상수 설정시 GTS에 대한 slot 단위는 100 usec로 하여 

계산된 값을 스위칭 속도별로 설계 상수를 설정하면 표 3.25와 같다.

[표 3.26] 스위칭 속도에 따른 안전 통신망 설계 상수.

스위칭 

속도(Mbps
)

Slot 개수

Beacon GTS 
#1

GTS 
#2

GTS 
#3

GTS 
#4

GTS 
#5

GTS 
#6 Total

100 1 3 21 40 43 43 43 194
200 1 2 12 29 32 32 32 140
300 1 2 9 26 29 29 29 125
400 1 2 7 24 27 27 27 115
500 1 1 7 23 26 26 26 110
600 1 1 6 22 25 25 25 105
700 1 1 6 22 25 25 25 105
800 1 1 5 21 24 24 24 100

스위칭 속도가 100 Mbps, 800 Mbps일 때 슈퍼프레임의 구조는 그림 3.71과 그

림 3.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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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안전 통신망 슈퍼프레임 구조 (100Mbps).

[그림 3.72] 안전 통신망 슈퍼프레임 구조 (8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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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통합 안전 통신망 요건 개발

1. 연구 수행 결과 (목표 달성도: 100%)

안전 시스템의 통신 요구 특성 파악

실시간 전송: hard real-time

고정 구조

단순 투명한 전송 기능

짧은 길이의 주기적 메시지 전송

고 신뢰도 및 안전성

안전 통신망을 위한 설계 기준 설정

결정론적 통신 구조

명확한 분리 및 격리 구조

확인 및 검증성 보유

고 신뢰성 보유

안전 통신망을 위한 성능 요건 설정

전송 용량 및 지연

에러

확장성 (≥30%)

표준화

운전/보수/유지/시험 요건

2. 평가의 착안점

요건의 정확성

3. 자체 평가

KNICS 개발 문서, NUREG 6082 인허가 문서, IEEE 802 표준 문서들을 광범위

하고도 면 하게 분석함으로써 안전 통신망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

게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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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합 안전 통신망 구조 개발

1. 연구 수행 결과  (목표 달성도: 100%)

안전 시스템의 구성 모듈 및 전송 연계 분석을 통해 안전 통신망을 안전 등급과 

채널 별로 분리하여 12개의 서브망으로 구성

안전 필수 (safety-critical) 망 vs. 안전 상태 (safety-status) 망

개별 채널망 vs. 공통 채널망

안전 통신망을 위한 4가지 설계 요소 설정

전송 매체: 광 케이블

토폴로지: 성형

물리 계층 프로토콜: 시분할 동기식 전송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 고정 할당 MAC

2. 평가의 착안점

구조의 적절성

3. 자체 평가

상용 통신망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원전 보호 계통의 필수 요구 사

항인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안전 통신망 고유의 구조를 설정하 다.

제 3 절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사양 개발

1. 연구 수행 결과 (목표 달성도: 100%)

안전 통신망의 토폴로지 및 전송 구조 설정

중앙/그룹/로컬 교환기에 의한 3단계 성형 구조

모든 통신 링크는 전이중 (full-duplex) 방식

단계별 순차적 데이터 전송

안전 상태망은 250ms, 안정 필수망은 25ms의 고정된 전송 주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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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프로토콜 적용성 분석

이더넷 (IEEE 802.3)

토큰 링 (IEEE 802.5)

토큰 버스 (IEEE 802.4, MAP, Profibus)

폴링 (Profibus, IEEE 802.11)

IEEE 802.15 무선망 (IEEE 802.15.1/3/4)

원전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개발

물리 계층 (PHY): 100 Mbps Fast 이더넷의 물리 계층 사양 채택

링크 계층 (MAC): GTS를 기본으로 하는 변형된 IEEE 802.15.4의 MAC 채택

네트워크 계층 (NET): 망 가입 및 탈퇴 등 MAC과의 필수 연계 기능

2. 평가의 착안점

개발 사양의 합리성

3. 자체 평가

상용 및 산업용 통신망의 특성을 면 하게 분석하여 원전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원전 안전 시스템의 통신 요구 사항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프로토콜 사양의 합리성을 확보하 다.

제 4 절 안전 통신망 프로토콜 검증

1. 연구 수행 결과 (목표 달성도: 100%)

프로토콜 검증 절차 설정

프로토콜의 정형 명세화

명세 오류 제거 (정적 분석)

프로토콜 주요 기능 검증

소모적 검증 (도달성 검증)

프로토콜 정형 명세화

SDL을 이용하여 명세서 작성

Telelogic의 TAU SDL suite 사용

CSW, GSW, 노드 별로 PHY, MAC, 관리 블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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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검증 수행

Syntatic/semantic analysis: 구문과 의미에 대한 명세 오류 검사

Simulation: 시나리오에 의한 동작 상태를 MSC로 검증

Validation: 상태 공간 탐색 기법을 이용하여 상태 도달성 검증

2. 평가의 착안점

검증 결과의 타당성

3. 자체 평가

원전 안전 통신망을 위해 개발한 프로토콜을 상용 검증 도구인 Telelogic의 TAU 

SDL suite을 이용해서 명세화하고 검증함으로써 검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 141 -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의 수행은 국내 원전 계측 제어 분야에 최적화한 안전 통신망 기술 개발, 

확인 및 검증 기술을 확립하는데 일조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 및 

가동 원전의 계측 제어 계통 설비에 대한 인허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실시간 및 고 신뢰도를 가지는 safety-critical 통신망과 같이 국내 기반

이 취약할 경우 원전 규격에 맞는 안전 통신망 기술을 개발하여 인허가를 획득할 

경우 원전 분야뿐 아니라 산업용 통신망 분야 전반에 기술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통신망 기술을 순수 국내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국산화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커다란 경제적 가치가 있다

고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망 개

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산업계에 확산될 수도 있으며 벤처 기업 창업 등을 통

한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안전 통신망 기술을 국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에 적

용하면 안전성과 성능에 있어서 해외 공급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및 기존 가동 원전의 원전 계측 제어 계통에 국내 독자적인 시스템

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통신망 기술의 확립과 인허가성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개발된 구조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망 장치를 상용 제품화해야 한다. 

또한 이 기술을 원전 비안전 계통의 통신망에 적용하고 군사, 항공 등과 같은 안전

성 및 경제성이 중요한 분야 등 좀 더 넓은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통하여 필수 안전 및 비안전 계통을 위한 통

신망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산업계에 확산되고 계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한 벤처 기업 창업 등 상용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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