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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  DCS 개발 기술지원

Ⅱ. 연구개발 목표 

국내 원  계측제어 산업의 계통설계 분야는 기술자립을 이룩한 반면 기기설

계와 제작기술 분야의 국산화율은 아주 조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  계측제어 

시스템 기기설계  기기제작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장기계획을 마련하

고 ‘원  계측제어시스템 기기국산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발 사업에서

는 안 등  PLC와 원자로보호계통  공학  안 설비-기기제어계통(ESF-CCS), 분

산제어시스템(DCS)과 비안  제어계통의 일부를 개발하고 있다. 

본 과제는 원 계측제어 사업단(KNICS)의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기술에서 수

행 인 “원 용 분산제어 시스템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개발” 과제의 탁과제

로 참여하여 원  비안  등 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하는 것이다. 원  비안  

등 기기인 DCS의 국산화를 해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달성에 이바지 

하 다.  

- 원  DCS 소 트웨어 개발 기술지원

- DCS 통신망 개발 기술지원

Ⅲ. 연구개발 내용  범

    본 과제에서는 KNICS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인 비안  등  제어기기(DCS) 

가 원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신뢰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지원하 다. 

KNICS 요건을 고려한 DCS 상 요건 작성 

DCS 구조  사양개발 

DCS 소 트웨어 개발 

- DCS 운 화면 기능개발 지원 

- Soft Control 기능 개발지원 

- DCS 응용 개발도구 (각종 Builder) 개발 지원 

DCS 통신망 개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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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작성

Ⅳ. 연구개발 성과

과제의 궁극 인 목표는 우리기술이 개발하는 국산 비안  등  기기(DCS)가 

신고리 3&4의 요건을 만족하고 안 성과 신뢰성, 장 용성과 기술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과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계기 서 작성

 제어통신망 설계요건서 개발  작성

 제어통신망 구조설정

 엔지니어링 도구인 EWS(Engineering Workstation) 설계요건서 제시

 소 트웨어 개발  검증을 한 검증체계 지원

 DCS 운 화면 기능개발 지원

 Soft Control 기능 개발지원

 DCS 응용 S/W 개발도구 (각종 Builder) 개발 지원

 DCS 제어통신망 로토콜 분석  확인/검증업무를 지원

 S/W V&V 업무  문서작성 지침서를 개발. 

사용자 매뉴얼(캐비닛 설치 사용자 매뉴얼, FCU 사용자 매뉴얼, CPM 사용자 

매뉴얼, 입출력 카드 사용자 매뉴얼, 제어통신망 교환기 사용자 매뉴얼, EWS 
사용자 매뉴얼) 작성.

V.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기에 개발된 DCS 설계기 은 DCS 개발을 한 기 으로 활용되

었고,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제어통신망 구조와 제어통신망 설계요건서는 결

정론  제어 통신망을 개발하는 요건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개발도구인 EWS 개

발을 해 기화면 설계부터 각 기능구성에 한 요건을 제시하여 상용도구를 통

합한 EWS를 개발하도록 하 으며,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에 작성한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은 DCS를 설치하고, DCS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후 유지 보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해 개발된 DCS는 원  계측제어계통 기기설

계  기기공  기술의 자립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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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echnic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CS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Project

The technical self-reliance in the area of system design in nuclear I&C system 
has already been achieved in Korea, but on the other hand, the component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is still immature in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made a 
medium and long term plan called KNICS((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to advance in these technology and localize nuclear I&C equipment. As a part 
of this plan a few of I&C equipment are being developed such as the safety-grade 
PLC, the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the engineering safety features component 
control system (ESF-CCS),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DCS) and parts of the 
non-safety plant control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a technical support to Woori Tech Co. 
in its design and manufacture process of the DCS as a part of KNICS development 
program to promote the technology self-reliance for non-safety equipment for 
NPPs(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 project, we accomplished the following goals. 

Technical support in the development of software of DCS for NPPs.

Technical support in the communication network design of DCS

III. Scope and tasks of Project

In this project, We have suppor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to secure techni-
cal competitiveness of the developed DCS in the following items

Develope the high level system requirements for DCS based on KINCS require-
ments

Design the DCS structure an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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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CS softwares

-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operation displays of DCS

-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development tools

-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soft control functions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Perform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Compile the user manuals 

IV. Results of Project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Woori Tech Co. to develop a DCS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Shinkori 3&4 NPPs in the aspects of reliability, ap-
plicability and technical competitiveness. A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the following 
items were developed and/or implemented;

Design basis and requirements for a DCS system 

Design requirements for control communication networks 

Architecture of control networks

Design requirements of EWS(Engineering Workstation)

Plan of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peration display design

Soft control functions

Application development tools of DCS

Analysis and V/V activities on DCS control network protocols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and documentation guidelines

User manual documents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design requirements and guidelines developed at the beginning stage of this 
project were used in the entir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CS system. The require-
ments of control network were used to define the deterministic control network structure 
of the DCS. The design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on EWS made Woori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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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develope an integrated EWS with a commercial development tool. The user manuals 
compiled in the last period of the project will be used in installation, applications devel-
opment, maintenance, and system descriptions as a technical document of the DCS. The 
DCS developed with this project will be used in the I&C systems for the future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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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원  계통설계에 한 기술자립을 이룩하 고 한국

형 표 원  (KSNP) 모델을 확보하 으며 안 성과 경제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킨 

한국형 차세 원자로(APR 1400)를 개발하는데 이르 다. 이처럼 원  계측제어시스

템의 계통설계 분야는 목할 만한 수 의 기술 발 을 이룩한 반면, 기기설계와 

기기제작 기술 분야의 발 은 국내외의 불리한 산업 여건과 외국 선진 업체와의 지

재산권 문제  계약 인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기술자립 실 이 조한 실정이

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정부가 원  계측제어 시스템의 기기설계  기기제

작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원  계측제어 시스템 

기기국산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과제의 모 과제에서 개발하는 원 용 

디지털 제어시스템(DCS)은 원  디지털 기반의 계측제어시스템에서 제어  정보처

리계통 구성에서 기본 랫폼으로, 이의 국산화는 신규 원  건설시나 가동원  

Upgrade시 원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의 도입에 소요되는 막 한 외화 비용을 

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 인 국가 원자력 산업의 기술자립에 기여한

다.
KNICS 사업의 목표는 원 용 제어기기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를 국산화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원 에 공 되는 

I&C Package를 국산화하여, 향후 국내 원 에 이들을 공 하는 것이다. 본 과제의 

모 과제에서 개발하는 원 용 디지털 제어시스템(DCS)은 원  디지털 기반의 계측

제어시스템에서 제어  정보처리계통 구성에서 기본 랫폼으로, 이의 국산화는 

신규 원  건설시나 가동원  Upgrade시 원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의 도입에 소

요되는 막 한 외화 비용을 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 인 국가 원자

력 산업의 기술자립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우리기술(주)에서 수행하는 ‘원  DCS 개발’ 사업의 탁연구로, ‘원  

계측제어 시스템 기기국산화 개발’ 사업목표  하나인 원 용 DCS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규모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원 에 용되는 DCS는 일반 산업에

서 요구되는 기술 외에도 원 에서 요구되는 설계요건과 기기사양을 포함하여 개발

되어야 하므로 체계 인 설계  개발 차에 의해 개발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요건  상세사양 개발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망 설계  개발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한 개발된 설계결과  제품의 기술 인 평가를 

수행하여, 디지털시스템 기반으로 설계되는 원  계측제어시스템의 기본기기로서 

신고리 3,4 후속호기에 국내 산업체가 독자 으로 개발하여 공 하고자 하는 

KNICS I&C Package의 핵심기기를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 한 개발과정에서의 기

술지원과 개발된 기기의 기술성 평가를 통하여 DCS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원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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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인 데이터 송 로토콜 핵심부 모듈의 국산화  검증기술 등 표  통신

망에 한 기술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개발도구 설계, 개발된 DCS를 이용한 

통합 계측제어 시스템 구축  시운  경험을 확보할 수 있어 원 계측제어의 핵심 

분야에 한 기술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산업  측면에서 볼 때 원 용 고 신뢰성 기기에 한 국내 설계  제작 능

력을 확보하여 개발되는 DCS가 후발주자인 에 비추어 외국사의 것에 비추어 기

능  성능에서 우수한 제품이 되도록 하여 기기공 가 감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

진에 의한 계통설계, 제작을 수행하도록 하여 체 I&C 공 가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해외에서도 원  I&C 분야는 원  분야의 가장 유망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원  I&C 업체의 세계  통폐합을 통해 세계 원  

I&C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되는 DCS가 기능  성능에서 우수하고 

운 경험을 통한 신뢰성과 안 성이 확보되면 해외시장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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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 의 계측제어계통은 정상운  에 원자로의 출력을 조 할 수 있는 비안  

등 의 제어계통, 비정상 운 시 원자로를 안 하게 정지시키고 사고시에 필요한 

완화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계통, 운 원이 발 소 운 에 필요한 정보를 주제

어반에 제공할 수 있는 감시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표 원 의 경우 비안

 등  제어계통으로 NSSS 제어계통, 제어 구동장치제어계통  비안  련 기

기제어계통 등이 있으며, 안 등 의 보호계통으로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  안 설

비 작동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안  련 기기제어계통  원자로정지차단기 등

이 있으며, 감시계통에는 발 소컴퓨터계통, 건 성감시계통, 노․내외 핵계측 계통, 
공정계측계통  사고후 감시계통 등이 있다.

  원 의 계측제어계통은 화력이나 일반 산업 랜트와 달리 안 성이 강조되어, 
계통의 설계, 제작, 설치  운 시에 원 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들을 수해야 

하기 때문에, 화력이나 일반 산업 랜트에 용한 제어기기를 그 로 원 에 용

할 수 없다. 그 결과 원  제어기기 공 을 한 연구개발 비용  기간이 상

으로 많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1987년  3,4호기부터 원 분야의 기술자립을 

추진한 결과 울진 3,4호기,  5,6호기, 울진 5,6호기, KEDO 원 , 신고리 1,2호기 

건설  차세  원자로 설계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설계기술은 부분 자립되었으

나,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되는 부분의 제어기기는 외국사로부터 공 받고 있다.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될 비안  등  제어기기에는 비안  련 기기제어 

 제어 구동장치 제어계통 등이 있다. 안 등  제어기기 개발에는 원자로보호계

통, 공학  안 설비 작동계통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이 포함된다.

  원  계측제어기술을 자립하기 해서는 개념설계  계통설계 기술뿐만 아니

라, 계측제어계통 구성에 사용되는 제어기기의 기기설계  제작기술이 복합 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외국의 계통설계기술  인허가 지원기술의 도입으로 시작된 원

 계통설계 기술은, 재 후속호기 설계개선을 자체 으로 수행할 정도로 이미 기

술자립 단계에 이르 다. 그러나 차세 원 과 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 개발

하는 원자로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기본설계 기술의  수 은 낮지만 향후 액체 속로  일체형원자

로의 설계를 통하여 기술자립이 가능하다.

  향후 국내에서 건설될 원  계측제어계통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 기반기

기를 사용하여 구성될 정이다. 그러나 재까지 설계된 한국형 표 원 의 계측

제어계통은 컴퓨터를 단순히 자료취득  정보표시의 기능으로만 활용할 뿐, 컴퓨

터를 이용한 장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기반 기기를 사용하면 아

날로그 계측제어계통과 비교하여 자동고장검출, 자동운   운 지원시스템의 구

이 가능하며, 결과 으로 이들 운 지원시스템은 운 원의 단오류를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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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 경제성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1은 국내외 주요 원 에 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요소기술 별 수 을 비교하 다. 

주제어실

디지털 제어

디지털 보호

네트워크

자동운전

운전지원

K-NICS

N4 KNGR

Nuplex 80+

울진 5&6

주제어실

디지털 제어

디지털 보호

네트워크

자동운전

운전지원

K-NICS

N4 KNGR

Nuplex 80+

울진 5&6

그림 2-1 계측제어계통 요소기술별 수   

  N4, KNGR(APR1400), Nuplex 80+ 등 개량형 원  계측제어계통은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주제어실,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디지털 제어  보호계통으로 구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원 에서도 운 지원시스템  자동운 시스템의 용 정도는 

미약하기 때문에 자동  운 지원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 미국 

등 원  선진국에서는 컴퓨터의 폭넓은 기능을 원 에 용하기 해 운 지원시스

템 개발, 자동운 시스템 개발, 고장원인 진단 등 미래에 용할 선진 기반기술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차세  원 과 같이 재 설계되고 있는 원  계측제어계통은 컴퓨터기반 기기

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된 정보는 CRT를 통해 주제어반에 표시된다. 
재 차세  원 은 인허가 단계에 있으나 계측제어기술의 인허가 안해결  운

성능 평가와 같은 인간공학  안을 해결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안사항을 해결하기 해 WH-CENP  외국 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실

정이다. 컴퓨터기반 기기의 용에 따른 기술  문제 을 국내 기술로서 해결하기 

해서는 디지털 제어기기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 지원기술 

 운 성능 평가 등과 같은 소 트웨어 기술의 개발이 매우 요하다. 원  계측

제어계통의 설계기술은 국내의 많은 원 을 설계를 경험하며 이미 확보하 다. 그

러나 원  계측제어계통의 설계기술은 사용되는 제어기기에 따라 타계통과의 연계

가 상이하여 부분 으로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  설계통합 기

술의 자립 없이는 외국기술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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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계측제어계통의 발  추세는 많은 정보를 체계 으로 제공하기 한 주제

어반의 Compact화, 계통의 단순화  표 화를 통한 Package화이다. 외국의 경우 

Westinghouse의 Ovation(비안  등 )  Common Q(안  등 ), 랑스 아 바(구 

라마톰-ANP)의 Teleperm XS(안  등 )  Teleperm XP(비안  등 ), 일본의 독

자 인 제어기기 개발 등이 표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량형 패키지의 공 가격은 원  2호기 당 약 1,800억원 ~ 2,400 억원 정도

로 상된다. 제어기기 국산화를 통하여 신규원  건설 혹은 가동원 의 노후설비 

교체에 용할 경우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제고된다. 그리고 

원  계측제어계통은 Digital 3C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핵심기술로 거 한 생산설비가 

필요 없어 기 개발비용이 상 으로 게 들고, 기술이 개발된 후 타 산업으로

의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랑스, 국, 캐나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원  선진국들은 일 부터 재래식 원  계측제어 계통의 문제  개선을 하여 디

지털 방식의 Advanced I&C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완 한 상용화 단계에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력연구원을 비롯한 련기 에서 지 까지의 연구개발 노

력을 통해 화력발 소에 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약하 으나, 원 에 용하기 

해서는 원  디지털 제어시스템 H/W, S/W의 고신뢰도 향상  검증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한다. 원 용 제어시스템의 경우 고리 1,2,3,4호기에 증기발생기 수 제어계통

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설치하 으나, 하드웨어는 국산 시스템이 아닌 

Foxboro의 DCS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이러한 연구에서 축 된 기술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본격 인 원 용 디지털 제어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여, 원  디지털 

제어시스템의 설계사양을 완성하고, Prototype(KNGR)을 개발하 으며, 핵심 요소기

술의 하나인 계층 통신망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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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제수행 내용 및 결과

1. 설계기 서 작성 

   비안 등 으로 개발되는 원 용 DCS의 설계개념  설계 략, 설계기 , DCS 
기능, DCS 구조  주요 구성품, H/W  S/W에 한 설계요건, 원  I&C 계통요

건을 구 하기 해 요구되는 설계요건, 확인  검증 요건 등을 포함하는 설계기

서를 작성(KNICS-DCS-DB100)하 다. 
1) 설계개념 개발

설계목표, 설계 략, 설계체계, 설계환경, 설계범   내용을 개발하 다.
2) 설계기

원 용 DCS의 성능, 운 , 확인  검증, 시험  설계연계와 련한 기술사항에 

한 기  제시. 
3) 설계요건

원 용 DCS의 기능과 구성기기, 통신망 심의 DCS 구조 개발.  

설계기 서 목차

개정기록

목 차

1.0 목 

2.0 범 

3.0 참고문서

4.0 설계개념

4.1 설계목표 

4.2 설계 략

4.3 설계체계

4.4 설계환경

4.5 주요 설계범   내용 

5.0 설계기

5.1 성능 요건

5.1.1 안 등

5.1.2 내진등

5.1.3 다 성

5.1.4 다양성

5.1.5 격리

5.1.6 고장 책

5.1.7 응답시간 요건

5.1.8 MMI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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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단  요건

5.1.10 하드웨어 요건

5.1.11 소 트웨어 요건

5.1.12 확장 요건

5.1.13 신뢰성 요건

5.1.14 구획화 요건

5.1.15 고장허용 요건

5.1.16 정확도 요건

5.1.17 장 계측기 리시스템 요건

5.2 운  요건

5.2.1 원  지

5.2.2 환경 요건

5.2.3 EMI/RFI 내성요건  정 기 방 (ESD) 내성 요건

5.2.4 유지보수 요건

5.2.5 수명 요건

5.3 확인  검증 요건

5.3.1 기기검증

5.3.2 S/W 확인  검증

5.4 시험 요건

5.4.1 설계확인 시험

5.4.2 설치  작동 시험

5.5 설계 연계

5.5.1 근  유지보수

5.5.2 보   취

6.0 DCS 설계요건

6.1 DCS 기능

6.1.1 제어 기능

6.1.2 정보처리  표시기능

6.1.3 개발도구 

6.1.4 진단  시험 기능

6.1.4.1 Built-in Self Test (자가진단시험)
6.1.4.2 고장시험 

6.1.4.3 진단용 응용 로그램

6.1.5 보안

6.1.6 유지보수

6.2 DCS 구조

6.2.1 구조요건

6.2.2 주요 기기별 기능  사양

6.2.2.1 제어기기 (FCS)
6.2.2.2 통신망

6.2.2.3 정보  경보처리 컴퓨터 계통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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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운 정보 표시기기 (OIS)
6.2.2.5 Engineering Workstation (EWS)
부록 1 DCS 검증을 한 EMC 검증요건

부록 2 DCS 검증을 한 Seismic 검증요건

부록 3 정보처리계통 응용 로그램

 [ DCS 간략화 구조  개발범  규정]

2.  제어통신망 설계요건서 개발

    KNICS DCS의 구성 요소 에서, 원  비안  제어계통에 포함되는 모든 논리 

 공정 제어기의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는 제어통신망의 설계요건서를 작성하 다. 
설계요건으로는 원  비안  제어계통의 자료 송 요건을 기반으로 제어 통신망에 

요구되는 기능, 성능 등의 일반요건과 송구조, 로토콜, 통신매체 등의 통신망 

설계요소에 한 상세요건이 있다. 제시된 요건은 KNICS DCS의 제어통신망에 

한 기본 인 계통 련 기능과 구조는 참조발 소를 상으로 하되 상세 연계구조나 

신호 특성 등의 세부 사항은 원 의 공통 이고 일반 인 구조와 성능에 한 분석

을 기반으로 요건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다 다 (Multi-to-Multi) 데이터 연계 수

단을 그 범 로 하며 그 밖에 실배선 (Hard-Wired)이나 일 일 (Point-to-Point) 데이

터링크 수단에 의한 연계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어통신망은 장 센서나 계측

기의 스마트화에 의한 필드 통신망의 용성은 배제하 다.
DSC 제어통신망 설계요건서 (KNICS-DCS-SR101)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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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 제어통신망 설계요건서 (KNICS-DCS-SR101)의 목차

개정이력

목차  

1.0 목  

2.0 범   

3.0 참고문서  

4.0 개요  

4.1 DCS 제어통신망 구조 

4.2 DCS 제어통신망 기능 

5.0 일반요건  

5.1 성능요건  

5.2 운 요건  

5.3 시험요건  

5.4 제한요건 

6.0 상세요건 

6.1 구조요건  

6.2 로토콜요건  송요건  

6.4 에러요건  

6.5 매체요건  

    

그림 3-1  KNICS DCS 제어통신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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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어 통신망 스 치 연결도

3. 제어통신망 구조 설정

KNICS DCS의 구성 요소 에서, 원  비안  제어계통에 포함되는 모든 제어

기와 장 입출력 장치  외부계통과의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는 제어통신망을  

범 로 제반 설계구조를 설정하 다. 
원  비안  제어계통의 기능과 연계요건에 따른 DCS 제어통신망의 구조, 제어

계통의 트래픽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DCS 제어통신망의 데이터 송 용량과 

송지연시간 등에 한 사항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조와 데이터 트래픽 사항은 신고리 3&4 원 의 계통과 

기기  입출력 용량을 상으로 하되, 상세 설계의 미완성 는 미확인 부분에 

해서는 충분히 보수 인 근 방법으로 분석하 다.  

3.1 DCS 제어통신망 구성

 DCS 제어통신망은 그림 3-1과 같이 두개의 공정제어용 디비젼망과 1개의 소

트제어기용 디비젼망  이들 디비젼망의 데이터 교환을 수행하는 앙 교환기

(CSW)로 구성된다. 공정제어용 디비젼망은 공정 제어기 노드(CPN)와 장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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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서 노드(RMN),  디비젼 교환기(DSW)  장 교환기(LSW)로 구성된다. 소

트제어기용 디비젼망은 소 트제어기 통신노드(SCON)와 디비젼 교환기(SSW)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DCS 제어통신망은 앙 교환기를 통한 외부 계통 통신노드

(EXN)를 보유한다. 

3.1.1 통신 교환장치

통신 교환장치는 통신노드로 부터의 송 요구 데이터를 능동 으로 교환, 계하

는 통신 용 장치로써 앙 교환기, 디비젼 교환기  장 교환기로 분류된다. 각

각의 교환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앙 교환기

앙 교환기는 디비젼 교환기간의 통신 데이터 교환과 DCS 제어통신망 외부와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한, 통신 노드와 교환기를 포함한 체 통신장치의 송

권한 제어를 한 송시간과 순서를 할당한다.

2) 디비젼 교환기

공정제어용 디비젼 교환기는 자기 디비젼내의 모든 공정 제어기간의 데이터 교환

기능을 수행하며 장 교환기와의 연계를 통하여 장의 공정 는 기기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한, 앙 교환기와의 연계를 통하여 타 디비젼 는 외

부 계통과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담당한다. 소 트제어기용 디비젼 교환기는 소

트제어기와 앙 교환 장치간의 데이터 교환기능에 의하여 소 트제어기로 부터

의 기기제어 출력 데이터와 기기상태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3) 장 교환기

장 교환기는 공정제어용 디비젼 교환기로부터 원격의 장으로 송신하는 기기

출력 데이터를 원격 장 멀티 서에 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원격 장 

멀티 서로 부터의 기기상태 는 공정계측 데이터를 받아 디비젼 교환기에 송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1.2  통신 노드             

   통신노드는 통신 데이터를 생산하고 송을 요구하는 통신의 주체로써 공정제어

기, 소 트제어기, 원격 장 멀티 서  외부 통신노드로 분류된다.

1) 공정제어기

공정제어기는 DCS 제어계통의 논리  공정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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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정제어기는 타 공정제어기 논리 결과, 공정계측 데이터, 기기상태 데이터, 
소 트제어기 제어명령 등을 받아 기기제어 논리를 수행하고 제어 명령을 장 

기기에 출력한다. 따라서, 공정 제어기는 동일 디비젼  타 디비젼의 공정제어

기, 장 원격 멀티 서, 소 트제어기와 모두 데이터 연계를 갖는다.

2) 소 트제어기

소 트제어기는 제어실 운 원의 기기 운   감시 기능을 제공한다. 소

트제어기 기기제어 명령은 공정제어기에 입력되며 공정제어기로부터 기기상태 

데이터를 받는다.  

3) 장 원격 멀티 서 (RMX)
장 RMX는 공정제어기로 부터의 제어명령을 받아 해당 기기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센서 는 기기상태 신호를 수집하여 공정제어기에 송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RMX는 동일  타 디비젼 공정제어기와 데이터 

연계를 갖는다.

3.2 DCS 제어통신망 송구조

DCS 제어통신망은 통신노드와 교환기가 스타 방식으로 속되며 이들 교환기는 

상하  계층  속 계를 갖는 트리형 구조를 갖는다. 

3.2.1 송권한

각 통신노드  교환기의 송 권한은 두 가지 모드를 갖는다. 공정 제어 데이터와 

같이 주기 이면서 송보장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각 노드  교환기에 할당된 고

정시간 동안 송권한을 보장하는 시분할 방식으로 송되며 망 제어, 진단, 리, 
시험과 같은 비 주기형 데이터는 보장형 시분할 송 후의 잉여 시간에 랜덤방식으

로 송권한을 갖는다.
교환기  모든 통신노드는 앙 교환기로부터 매 주기마다 송 시간을 할당 받으

며, 한 주기 이내에 모든 통신노드는 1회의 송을 보장 받는다.

3.2.2 송 차

송순서는 앙 교환기에 의해 할당된 송시간에 의하여 제어된다. 할당된 송

시간에 의하여 송신 권한을 갖는 교환기와 통신노드는 송신요구 데이터를 해당 연

계 포트를 통하여 동시에 송한다. 모든 통신노드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해서

는 기본 으로 송권한 순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6 단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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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격 RMX 송신

② LSW, 제어기 (공정  소 트제어기) 송신, 외부노드 수신

③ DSW 송신

④ CSW 송신

⑤ DSW 송신

⑥ LSW 송신

   실제 인 송 차는 데이터의 요구 특성에 따른 순서 제한, 통신노드의 송수신 

요건, 송 효율성 등에 따라 여러 경우가 존재하며 상세 설계과정에서 최 화 될 

것이다. RMX 데이터의 공정제어기 동시 입력, 통신노드의 1주기 1회의 송수신 

속, 송 효율성 등을 고려한 5 단계의 송 차의 는 다음과 같다.
① 외부노드 → CSW, RMX → LSW, 공정제어기 는 소 트제어기 → DSW
② LSW → DSW
③ DSW → CSW  LSW
④ CSW → DSW  외부노드, LSW->RMX
⑤ DSW → 공정 제어기 는 소 트제어기

3.2.3 송방식

    모든 교환기는 송수신에 요구되는 충분한 버퍼 용량을 보유하고 있어, 스타 형

태에 의하여 속된 모든 노드의 송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교환기는 수신된 데이

터를 입력 버퍼에 장하고 내부 버스를 이용하여 수신된 입력 버퍼의 데이터를 목

 출력 노드 버퍼에 송함으로써 교환이 이루어지는 Store-and-Forward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통신 노드의 데이터 송은 각 단계별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3.2.4 송주기  링크 용량

    모든 통신노드의 링크별 송용량은 최  100 Mbps이며, 병목 상을 유발하는 

DSW와 CSW간에는 최  1 Gbps의 링크 용량을 사용함으로써 체 인 송시간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노드의 1회 송주기는 50 msec로써 최악의 경우에도 

100 msec의 계통 응답시간을 만족한다.   

3.3 DCS 제어통신망 데이터 트래픽

3.3.1 통신노드 종류  수량

DCS 제어계통의 기기제어  입출력 용량은 다음과 같다.  

장의 제어 상이 되는 기기수량은 최  2,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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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입력 포인트수는 최  10,000이며 그  아날로그 입력은 3,000 포인트, 
디지털 입력은 7000 포인트이다.
공정 출력 포인트수는 최  5,000이며 그  아날로그 출력은 500 포인트, 디

지털은 4,500 포인트이다.
 
DCS 제어통신망 노드 설정을 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개의 공정 제어기는 20개의 장 기기를 제어한다.
RMX의 입출력 수량은 10 Slot 기 으로서 아날로그 신호는 최  80 채 , 디

지털 신호는 최  160 채 을 수용하며 평균 으로 아날로그 40채 과 디지

털 80채 을 보유한다.
소 트제어기는 최  20 이다.
공정 제어용 두 디비젼망은 통신노드를 균등하게 보유한다. 

   기기제어  입출력 용량과 기본 가정에 따라 DCS 제어통신망에 요구되는 교환

기  통신노드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앙 교환기 (CSW) : 1

디비젼 교환기 (DSW) : 3
장 교환기 (LSW) : 공정제어용 디비젼당 10 , 총 20

공정제어기 노드 : 공정제어용 디비젼당 50개, 총 100개

장 원격 멀티 서 (RMX) 노드 : 공정제어용 디비젼당 80개, 총 160개

소 트제어기 노드 : 20개

외부 노드 : 송수신 각각 10개, 총 20개

3.3.2 노드간 데이터 연계

1) 공정제어기간 노드 연계

1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는 동일 디비젼의 공정제어기 노드와 최  4개의 연계

를 가지며, 각각 1개의 임으로 구성된다. 
1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는 타 디비젼의 공정제어기 노드와 최  2개의 연계를 

가지며, 각각 1 임으로 구성된다.
 
2) 공정제어기와 RMX간 노드 연계

공정제어기는 최  5개의 동일 디비젼 RMX 노드, 3개의 타 디비젼 RMX 노

드로부터 수신 받는다. 
1개의 RMX 노드는 평균 으로 4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로 송하며 그  동

일 디비젼 공정제어기에 3개, 타 디비젼 공정 제어기에 1개를 송한다. 
1개의 공정제어기 노드는 최  3개의 동일 디비젼 RMX 노드에 송신한다.   
1개의 RMX 노드는 최  3개의 동일 공정제어기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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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제어기와 RMX 노드간 각 링크 임은 1개로 구성된다.
RMX 노드가 타 디비젼의 공정제어기로부터 받는 데이터는 없다.

    
3) 공정제어기와 소 트제어기간 노드 연계

소 트제어기 노드는 소 트 제어망에 각각 1개의 송신용 표  임을 발생

하며 (20 임) 소 트제어망은 이를 2개의 임으로 합성, 구성하고 이를 

공정 제어기 체에 멀티캐스트 한다.
공정제어기는 1개의 임으로 이루어진 상태 데이터를 모든 소 트제어기에 

송한다.

4) 공정제어기와 외부계통간 노드 연계

10개의 외부 노드로부터 최  10개(*기기연동 련)의 공정제어기 노드로 입력

된다. 송연계는 디비젼 별로 최  30, 1개의 제어기에 입력되는 최  연계는 

10개 이다. CSW에서 받는 외부노드의 수신 임은 노드 당 1 임이다.
10개의 외부 송신 노드를 통하여 디비젼 별로 최  120개의 링크를 갖으며, 1
개의 제어기로 부터의 최  외부노드 송신연계는 4개이며, 1개의 노드에서 보

내는 최  임은 100 이다 (IPS 는 QIAS 연계). 따라서, CSW 외부 송신

노드  최  임 수는 100개 이다.

5) 소 트제어기 간 노드연계

소 트제어기 노드 간 연계는 없다. 
임 합성 는 소 트제어기간 제어명령 연동 기능 추가 시 재 고려.

6) 소 트제어기와 RMX 노드간 연계

 소 트제어기와 RMX 노드 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제어기 경유) 

7) 소 트제어기와 외부계통 노드간 연계

 소 트제어기와 외부계통 노드 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제어기 경유)

8) RMX간 노드간 연계

   RMX 노드 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제어기 경유) 

9) RMX와 외부계통 노드간  연계

RMX와 외부계통 노드간 연계는 없다. (*모든 연계는 공정제어기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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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송 데이터 트래픽 분석

3.4.1 트래픽 분석 설정 요소

본 의 DCS 제어통신망 트래픽 분석은 보장형 시분할 방식의 주기 인 공정제

어용 데이터의 송시 요구되는 교환기, 통신노드간 임 수와 송지연시간이다. 
데이터 트래픽 분석을 하여 설정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송 방식은 4.2.2 에 기술한 5단계 송 차를 따른다.
이산 인 (Discrete) 디지털 데이터는 2 비트, 연속 인(Continuous) 아날로그 

데이터는 16 비트, 로세서 내부 계산 결과 데이터는 32 비트로 산정한다.
1개의 송 임은 최  2048 비트이다.
모든 링크의 최  송용량은 100 Mbps 이다.
모든 통신노드는 1주기에 1번의 송권한을 갖는다.
노드간 연계 에서 가장 최 의 송요구를 기 으로 산출한다.
IFG (Inter Frame Gap)은 1 μsec로 산출한다.

 
3.4.2 트래픽 분석 결과

    그림 3-3은 체 인 트래픽 요구를 도표로 보여주며, 표 3-1은 이를 정리한 것

이다. 트래픽 분석에 의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통신노드  교환기간 모든 링크 용량을 100 Mbps로 동일하게 설계시, 교환

기간 데이터 송지연시간이 통신노드와 교환기간 송에 비하여 매우 오래 

걸리며 최  지연시간은 DSW로부터 CSW로의 송 지연시간이 7.52 msec이
다.
통신노드와 교환기간은 외부노드 송을 제외하고는 1 msec 이내이다. 이는, 
Star 속에 의한 물리  링크에 기인한다.
공정제어기 노드의 송 요구 임은 1240개, RMX 노드의 송 요구 

임은 640개, 소 트제어기의 송 요구 임은 40개, 외부노드 송 요구 

임은 10개로서, DCS 제어통신망 체의 통신요구 임은 1930개이다.
통신노드와 교환기의 처리  기시간, 통신 링크 설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 

데이터 송에만 요구되는 최 시간은 15.23 msec이다. (1주기, 공정제어용 데

이터 송)
교환기간 데이터 송에 1 Gbps 용량의 링크를 설정하면, 10 msec 이내의 데

이터 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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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DCS 제어통신망 데이터 트래픽

 시 스 
#

송
송 임 물리  통신 

링크 수

최  송 지연시간 
(msec)

송신 수신 링크 시 스 
(Max)

1

공정제어기 DSW 620/Div. 50/Div. 0.31

0.31
RMX LSW 320/Div. 80/Div. 0.09

소 트제어기 SSW 40 20 0.05

외부노드 CSW 10 10 0.03

2 LSW DSW 320/Div. 10 0.69 0.69

3

DSW CSW 350/Div. 1 7.52

7.52SSW CSW 2 1 0.05

DSW LSW 150/Div. 10 0.33

4

CSW DSW 212/Div. 1 4.56

4.56
CSW SSW 100 1 2.15

LSW RMX 150/Div. 80 0.07

CSW 외부노드 240 10 2.15

5
DSW 공정제어기 780/Div. 50 0.56

2.15
SSW 소 트제어기 2000 20 2.15

1주기 체 송지연시간 15.23

** 통신노드와 교환기의 처리  기시간, 통신링크 설정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데이터 

송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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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어통신망 트래픽 분석도

3.5 제어통신망 성능분석

   제어통신망은 송보장형 방식으로서, 이를 해선 송지연시간의 보장이 가장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제어통신망에 한 Worst Case에 한 송지연시간의 분석

을 통하여 제어통신망의 성능을 분석해야 한다.  
 
  가) Worst Case 조건

    제어통신망의 송지연시간은 링크 송 지연시간, 스 칭 지연시간   지

연시간으로 구성된다. 지연시간은 송단계에 따른 고정형 상수이며, 링크  

스 칭 지연시간의 Worst Case는 데이터가 한 노드로 집 되는 경우이다. 즉, 망 구

성 노드들이 하나의 노드로 모든 데이터를 송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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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orst Case 지연시간 요소

   제어통신망의 1주기에 송은 일반 인 경우,  3.2.2 의 6단계 송 차에 의

하며, 

종단간 총 송지연시간(Tdt)은
Tdt = Bdt + G1dt + G2dt + G3dt + G4dt + G5dt + G6dt   (1)

Tdt : 총 종단간 지연시간

Bdt : 비콘 송지연시간

G1dt ~ G6dt : 송단계별 지연시간

송지연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는;
N : 노드 수

Bd : 비콘 데이터 송량 (Bit)
Nd : 노드당 평균 데이터량 (Bit)
P : 교환기 포트 수 (링크 수)
L : 링크 길이 (Km)
Ls : 링크속도 (Mbps)
Ss : 스 칭 속도 (Mbps)

식 (1)에서

Bdt = 3*Bd/Ls + 5*L + 2*Bd/Ss
G1dt = Nd/Ls + 5*L + {Nd*min(P,N)}/Ss
G2dt = {Nd*min(P,N)}/Ls + 5*L + {Nd*min(P2,N)}/Ss
G3dt = {Nd*min(P2,N)}/Ls + 5*L + [Nd*min{(P-1)*P2,N)]/Ss
G4dt = [Nd*min{(P-1)*P2,N)]/Ls + 5*L + [Nd*min{(P-1)*P2,N)]/Ss
G5dt = [Nd*min{(P-1)*P2,N)]/Ls + 5*L + [Nd*min{(P-1)*P2,N)]/Ss
G6dt = [Nd*min{(P-1)*P2,N)]/Ls + 5*L + 1)[Nd*min{(P-1)*P,N-(P-1)*P2)]/Ss

Note 1 : N>(P-1)*P2 일 때 계산식 포함

다) 제어통신망 성능분석

 Worst Case 분석을 한 설계요소 , 제어통신망의 상수는 다음과 같다.
Bdt = 400 bits
L = 4 Km (max)
P = 8 포트

Ls = 100 Mbps
Ss = 100 Mbps
Tdt = 50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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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들 상수 값을 제외한 노드 수, 노드당 평균 데이터량  스 칭 속

도에 의한 제어통신망 성능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  노드 수용시의 노드당 평균 데이터량 : 300개의 노드가 50 msec 이내에 

모두 송하기 해서는 노드의 평균 송 데이터는 최  320 Bytes 이다.
노드당 최  데이터량을 송할 경우의 노드 수 : 노드당 512 Byte씩 송하

면, 최  180개의 노드를 수용할 수 있다.
최  노드  부하량을 수용하기 한 스 칭 용량 : 300개의 노드가 512 
Byte의 송량을 갖을 때, 50 msec 이내의 종단간 송지연 시간을 만족하려

면, 스 칭 용량은 최소 400 Mbps 이어야 한다. 

그림 3-4 DCS 통신망 구조도

4. EWS 설계요건서 작성  개발지원

   원 용 DCS  응용 소 트웨어 개발을 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Engineering 
Workstation (개발도구)에 한 설계요건을 개발하 다. EWS는 제어로직, 경보  

정보표시 화면 등의 생성  편집 기능을 제공하므로써 DCS 사용자가 편리하게 목

하는 시스템을 구 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되는 EWS의 일반 설계요건, EWS의 구조, DCS 내의 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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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들과의 연계, EWS를 구성하는 각 Builder S/W의 기능요건  시험에 한 설

계요건을 제시하 다.

Central Switch

Svr

Processing
Module

(Event, Monitoring, 
Historical)

DataBase

Local DB

Control Logic
Builder

Interface Module

System 
Builder

Tag Builder

Report
Builder

IO , Tag
Builder

EWS

Interface Module

그림 3-5 EWS S/W 구성도  

그림 3-6 EWS 각 모듈 S/W 간과의 연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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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은 EWS를 구성하고 있는 각 모듈의 구성을 나타 낸 것이고 그림 3-6
은 EWS내 각 모듈간의 연계 계를 나타낸 것이다. EWS는 운 제어시스템 구성, 
제어로직, 경보  정보표시 화면 등의 생성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EXOS 
OPERASYSTEMTM 사용자가 목 하는 시스템의 응용 소 트웨어를 편리하게 구

하도록 제공되는 Engineering Workstation (개발도구) 이다.

EWS는 Local Database(MySQL 사용), 그래픽 작성 도구 (GE Fanuc Automation사의 

iFiX, Graphic Builder), 제어로직 구  도구 (ICS Triplex사의 ISaGRAF, Control Logic 

Builder), 시스템 구성 도구 (System Builder), 보고서 편집 (Business Objects사의 

Crystal Report), Tag Gouping 도구(iFIX의 Tag Grouping 기능 이용), Tag 생성/수정

(ISaGRAF의 Dictionary 기능 이용) 기능을 제공한다. EWS는 산업계에서 오랜 사용

실 이 있는 상용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통합된 개발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상

용도구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3-7은 상용도구를 사용하는 그래픽 빌더  제어 로직빌더 그리고 운 원

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뷰어  제어기FCU) 간의 통합을 한 

작업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EWS 모듈은 Tool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각각의Local 
DB에서 리하게 된다. 데이터의 포맷은 각기 툴의 종류에 따라 Text, Binary, DB 
로 구분된다. 외부의 Server, FCU, OIS 등에 연계되는 부분은 OPC, ODBC, Shared 
Memory등의 다양한 형태의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Drive 는Source 
Code, Library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장하거나 서비스 받게 된다. 각 모듈이 수행하

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System Builder 

MMIS Tag 정보를 생성하여 Local DBMS에 장한다.

FCU로 부터 상태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기기 오류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CSH/GSH/LSH로부터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기기 오류 상태를 알 수 있

도록 한다.

서버의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기기 오류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FCU로 제어명령을 내려 Tag 값을 바꾸거나 이 화 환을 강제로 할 수 있

다.

CLB(Control Logic Builder)

제어로직을 생성하여 FCU로 다운로드한다. 이때 Prohook과 SystemDB 모듈을 

사용하여 FCU에 FCU I/O 정보와 Tag정보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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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Builder

Tag를 생성하고 MDB2ODBC 모듈을 사용하여 Tag 정보를 Local DBMS에 

장한다.

EWS 작업흐름

Mdb2odbc Odbc2if ix

FCU

Graphic Builder
Viewer

Local
 Database

Global
 Database

Data Server
History
Alarm

Status Monitoring
SOE

Control
 Logic Builder

ProHook
SystemDN

Config Info

OISAGENT

M2O

Tag Monitoring
SOE info

Status Info

Report Builder
Viewer

ODBC

CLB : Control Logic Builder
Graphic Builder : iFix
Report Builder : Crystal Report
Local Database : mysql
Global Database : oracle
FCU : Field Control Unit
SOE : Sequence Of Event

Tag Monitoring
SOE info

Status Info
Alarm

ODBC

Sys tem Builder

CSH/GSH/LSH

Status 
Info

Status 
Info

ODBC

Status
 Info

Change Tag Value
Init Time Sig

그림 3-7 EWS내의 작업 흐름  통합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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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Builder(iFix)

ODBC2IFIX 모듈을 사용하여 Local DBMS의 Tag 정보를 Graphic Builder에 

import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한다. iFix의 경우 PDB에 import가능한 

형태로 일을 생성한다.

Graphic Viewer

OIS Agent와 WDK(Woori Driver Kit)를 사용하여 FCU로부터 Tag Monitoring 

Info와 FCU status info를 수집한다.

OIS Agent는 필요에 의해 서버로 부터 Tag Monitoring Info 는 Alarm Info 

수집이 가능하다.

Global DBMS로부터 Trend, History Tag Info, History Alarm Info, Tag Info, 

FCU Info 등을 가져와서 화면을 보여  수 있다.

FCU로 제어명령을 발생하여 Tag 값을 변경할 수 있다.

HDS(Historical Data Server)

FCU로 부터 Tag Info와 Status Info를 받아 정해진 주기에 따라 Global DBMS

에 장하며 필요에 의해 수집한 Tag Monitoring Info를 Graphic Viewer에 

송한다.

필요에 의해 HDS의 상태를 SMS에 송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ALS(Alarm Server)

FCU로부터 Tag Monitoring Info를 수집하여 Alarm 발생 조건에 수집된 데이

터가 부합되면 Alarm을 발생시킨다. 필요에 의해 발생된Alarm정보를 Graphic 

Viewer에 송한다.

SOE(Sequence Of Event)가 발생하면 발생된 SOE 정보를 Global DBMS에 

장한다.

필요에 의해 ALS의 상태를 SMS에 송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SMS(Status Monitoring Server)

HDS, ALS,FCU,CSH/GSH/LSH(Option)의 상태정보를 장하고 IP를 가진 장비

(FCU, 서버, PC 등)를 등록하여 연결 상태를 Global DBMS에 장한다.

서버의 상태정보를 System Builder에 송하여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한다.

Local DBMS->Global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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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B와 Graphic Builder를 사용하여 만든 Tag 정보를 운  DBMS(Global 

DBMS)에 용하는 과정으로 M2O 모듈을 사용하여 Tag 정보를 송한다.

   원  DCS에서 EWS는 사용자가 특정 Vendor의 DCS를 선정할 때 성능을 특별히 

검토하는 주요 기기이다. 기존의 H/W 기반의 DCS와는 달리 H/W와 S/W가 통합되

고 이들의 H/W 구성  응용 S/W를 개발할 때 통합하여 개발 가능해야 한다.

   EWS는 체 DCS의 구성, 설정, 로직에 한 리뿐 만 아니라 감시, Emulation 

등의 디버깅 기능들을 지원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 을 두

고 있다. 기에 DCS를 구성  설치하거나 사용  변경을 해 필요한 

Configuration 설정도구인 System Builder는 시스템의 구성을 효율 으로 하기 한 

인간공학  인터페이스와 각종 기기  Cabinet 단 의 상태  오류를 악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 다. System Builder는 DCS에서 사용되는 모든 하드웨어 

요소를 등록/추가/삭제/수정하는 기능과 FCU, xSH(Control Network Switching Hub), 

Server, OIS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여 Hardware 배열(Layout)  Bus Structure 

(각종 Server, OIS, Cabinet 등)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뷰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된 시스템 정보(응용 S/W)를 공정제어기로 다운로드하며 한 

다운로드된 정보를 다시 업로드 하여 정보의 건 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

한다. 한 System Builder는 시스템 구성정보  태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리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외부 일을 Import/Export 하는 기능을 가진다. 시스

템 구성이 끝난 후에는 Local DB에서 운  DB로 환할 수 있다. 그 외에 시스템

빌더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System Configuration 기능

- System Tag Management : System Tag를 추가/삭제/수정 

- MMIS Tag Management : MMIS Tag를 생성 리

System View

- Cabinet, FCU, Server, OIS, EWS등 각 시스템 구성설정을 화면에 표시

- System Architecture Overview : 시스템 체에 한 Overview 

- Cabinet Overview : Cabinet 구성 시스템(FCU, Card)에 한 Overview

- System Tree View : 시스템에 한 계층구조를 Tree로 표시

- OIS View : OIS 체 개 과 통신망의 연결상태 표시

- Network Switch Hub View :  Network Switch Hub의 세부 정보를 보여 다.

System Monitoring

- FCU Monitoring: 각 모듈의 상태, CPU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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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inet Monitoring: FCU의 상태를 체크하여 Cabinet의 상태를 악

- Network Switch Hub Monitoring: 제어망의 상태  온도, 에러율 체크

- OIS Monitoring: Network 연결 상태를 체크

- Server Monitoring: 서버 S/W, H/W 부하율을 체크

System Control

- FCU Time Read : FCU의 시간 읽어옴.

- FCU Time Write : FCU에 시간 설정

- FCU Download : 시스템 빌더의 FCU Configuration을 다운로드

- FCU Auto Config : FCU  설치 모듈을 요청  확인

- FCU IO Value Read : FCU 의 I/O 보드의 Value와 lock 정보를 read.

- FCU IO Value Write : FCU 의 I/O 보드에 Value와 lock 정보를 write

- FCU Unlock : FCU의 I/O보드의 모든 lock을 해제

- FCU Mode Change : FCU의 운 권을 변경

Convenience Function

- ISaGRAP xtc File Import : ISaGRAP의 구성정보를 가져와 시스템빌더 FCU 정

보구성

- hardcopy : 시스템빌더 Overview 화면을 Image로 장

- File Import/Export : 시스템 빌더 구성정보를 File로 내리거나 올리는 기능.

- Field System Summary : 시스템빌더에 구성된 체 시스템명과 MMIS Tag 

조회기능.

   그림 3-8 시스템빌더의 기능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8 시스템 빌더 기능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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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Builder는 Business Objects 사의 Crystal Report를 사용하여 통합하 으며 

기능은 보고서를 한 양식을 작성하며, 작성된 서식의 인쇄에 필요한 조건 정보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생성되는 표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며, 한 표

에서 알 벳순 정렬(sorting)이나 세로  별로 필터링(filtering), 인쇄  장이 가능

하다.

Tag ID

Tag Description 

Point Type 

Hardware Address

    Graphic Builder는 GE Fanuc Automation 사의 iFiX(혹은 Halden Reactor Project에

서 개발한 ProcSee)를 사용하는 Graphic Builder는 랜트의 운 상태 정보를 제공하

는 정보표시 장치  운 원 제어 연계장치의 Mimic 화면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미믹은 실제 랜트에서 운 인 기기나 계통의 이미지로 표 되

며 Scan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고, 운 원에게 제공되는 화면 수에 제한은 없다. 마

우스로 공정화면(Process Display)의 해당 지 을 클릭하면 기기제어를 한 제어창

이 Pop-up되도록 구 할 수 있으며, 운 권한이 있는 운 원은 그래픽 리창을 통

해 정비작업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보를 억제할 수 있다. 공정 경보의 경우 운

원이 응 운 을 하기 한 표시창을 1회 이하의 조작으로 표시되게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MMI Tool을 용 가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함으로써 외산 DCS의 고질 인 "Vendor 의존 인(폐쇄 인) Software" 문제를 해소

함과 동시에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안 을 두었

다.

    Logic Builder는 산업체 규격인 IEC 61499  IEC 61131을 만족하는 상용도구인 

ICS Triplex사의 ISaGRAF를 채택하여 IEEE61131-3에서 규정하는 표  언어 (Ladder 

Diagram, Structured Text, Instruction List, Sequential Function Chart, Function Block 

Diagram)를 지원하며 다양한 Built-in Function Block들과 아울러 필요시 사용자가 직

 C-언어로 로그래 하여 Function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엔지니어링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한 다  사용자 지원 

(Export/Import), 디버깅 툴(Spying Variable, I/O Panel, Start/Stop/Cycle 실행, Break- 

pointing 등), Software Simulation, Target Download/Upload, Document Generation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29 -

   Group Builder는 비슷한 성질의 태그(Tag), 상태 변화  그 추이를 동시에 찰

하고자 할 때 이들을 하나의 그룹(Group)으로 묶어 효율 으로 상태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룹 빌더는 사용자가 그룹의 성격을 정의하고 태그들을 그룹에 

등록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정의되어 있는 그룹의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GE Fanuc Automation 사의 iFiX에서 제공하는 Tag Grouping 기능을 이용한다.

   Tag Builder는 로세스 태그(Process Tag)를 추가, 삭제, 수정하고, 포인트와 련

된 라메터를 라메터를 설정하며, Tag의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수행한다. Tag 정

보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고 체 시스템에서 이것을 공유할 수 있다. 

ICS Triplex사의 ISaGRAF에서 제공하는 Dictionary기능을 이용한다.

   EWS는 상용도구를 통합하여 개발하 으므로 각 상용도구간의 데이터 로토콜

을 맞추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해 그림 3-9에서 보는 것과 같은 몇 가지 로그램

이 개발되었다. 

그림 3-9 Control Logic Builder와 Global Builder간의 데이터 연동

(1) Control Logic Builder, Tag Builder 역할을 수행하는 ISaGRAF를 이용하여 FCU

에서 수행할 Logic과 Tag를 작성하고 컴 일한 후 FCU로 다운로드 한다. 

SystemDn.exe가 수행되면서 다운로드 기능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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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DB2ODBC.exe 실행 모듈은 ISaGRAF에서 작업한 내용을 읽어 들여 모니터

링 태그를 추출하여 ODBC로 연결된 DB의 해당 테이블(Analog, Digital)에 

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변환 로그램이다.

(3) ODBC2iFIX.exe 모듈은 DB 테이블(Analog, Digital, System)에 장되어 있는 정

보를 읽어 들여 iFIX의 데이터베이스인 P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wdk.cvs 

일과 OISAgent에서 DCS로 제어명령을 송할 때 참조할 wdk.tag 일을 생성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iFIX Database Manager의 import 기능을 이용하여 ODBC2iFIX.exe가 생성한 

wdk.csv 일을 import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iFIX 와 ISaGRAF과의 연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 Control Logic Builder에서 작성된 Logic이 FCU로 다운로드되면 해당 FCU는 

다운로드된 Logic을 수행하고, 500msec 간격으로 Tag  모니터링 Tag에 해당하는 

Tag의 값들을 정보망을 통해 Broadcasting한다.

   FCU에서 주기 으로 송하는 Tag 값을 Graphic Viewer와 연동시키기 해 그림 

3-7에서 보는 것과 같은 OISAgent와 DCS간의 용 iFIX 드라이버가 제공된다. 

(1) OISAgent는 Graphic Viewer가 실행되는 PC에 설치되어 기동한다. OISAgent는 

정보망을 통해 송되는 FCU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해당 패킷을 싱하여 

사 에 정해진 형태로 공유 메모리에 장한다. 500 mSec 후에 FCU에서 다음 

데이터가 송되면 이 공유 메모리의 내용은 업데이트된다.

(2) OPERASYSTEM 용 iFIX 드라이버(이하 iFIX 드라이버)는 OISAgent와 Graphic 

Viewer가 실행되는 PC에 설치되어 기동된다. iFIX 드라이버는 OISAgent가 업데

이트하는 공유 메모리에서 해당 FCU의 모니터링 Tag값을 읽어서 iFIX의 내부 

데이터 구조인 PDB를 업데이트한다. iFIX의 PDB가 업데이트되면 iFIX 상에서 

해당 Tag의 참조값이 변경되기 때문에Graphic Viewer 상에서 Tag 값이 변경되게 

된다.

   그림 3-10은 EWS의 기화면의 각 기능별 사용자 화면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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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EWS 사용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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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트제어기 기능 개발지원

소 트제어기는 운 화면 상에서 장기기를 직  제어할 수 있도록 운 원에게 제

공되는 MMI 기기이다. 이는 재래식 형 제어반에서 VDU 기반의 소형 제어반으로 

주제실 설계가 변천됨에 따라 기존의 하드와이어드 형의 개별제어기에서 하나의 정

보화면에서 모든 제어기가 제공되는 제어실 MMI 기기 에서 형화면과 함께 새

로운 개념으로 설계되는 기기  하나이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입력신호 요건 

① 소 트제어기로 입력되는 신호는 통신망을 통하여 계측, 제어  보호계통, 
정보처리계통으로부터 송.

② 입력신호는 신호변환, 신호검증 요건에 상응하는 송률  송주기를 가짐. 
송되는 입력신호 형태는 공정변수 신호, 디지틀계수 신호, 개폐신호, 계산

치 등으로 다양함.
③ 공학  단 변환 : 송되는 공정변수 신호를 공학  단 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 루틴임.
④ 신호검증 : 신호검증은 한 변수에 한 다 채 의 센서입력 는 계산결과

로부터 표치를 계산하고 채 신호의 건 성을 확인하는 기능. 만일 신호검

증 알고리즘이 표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운 원에게 이의 발생을 알리

고, 운 원이 특정채 의 변수를 선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해야 함.

- 제어기 표시

① 운 원 명령  제어입력을 한 소 트제어기는 원  기능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실 운 원 심으로 집단화하여 표시.
② 운 원이 선택한 복수 개의 제어행  수행이 가능해야 함.
③ 한 소 트제어기에서 수행 인 제어기의 조작은 동일변수 제어기에 하여 

다른 소 트제어기에서 조작이 수행되지 않도록 함.
④ 제어기는 수동 선택기능을 가지며, 수동 선택시 허용연동을 가짐.
⑤ 원자로 운 모드에 따라 자동 으로 제어모드가 환되도록 하며, 제어모드 

환시 운 원의 확인과정을 거침.
⑥ 사용되는 제어기들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⑦ 운 원이 필요로 하는 제어변수로의 근을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시간지연에 

따른 제어행 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⑧ 제어기 조작  일시 단 후 다시 계속해서 제어행 를 할 수 있어야 함.
⑨ 공정제어기 : 0~100% 운 범 에서 선형제어  스텝 제어시 자동운 을 

한 설정치 변경을 수행하거나, 수동운 에 의한 최종 구동기를 직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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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모든 MMI를 제공.
⑩ 기기제어기 : On/Off, Open/Close, Start/Stop 등과 같은 개폐제어를 수행하기 

한 스 치와 련정보를 제공.

- 정보표시

① 소 트제어기 상에 제어실 운 원 기능을 심으로 련정보를 제공.
② 제어기의 정상 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며, 제어기에 표시되는 

련정보 만으로도 특정변수나 기기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됨. 
③ 재 수행 인 제어변수를 연속 으로 제공하므로써 운 원이 정보표시기로

부터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한다. 즉, 필요시 정보표시기의 기능

을 포함할 수 있게 함.
④ 제어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운 원의 식별, 독, 제어행 가 용이하도록 설계

하며, 일 된 정보표 으로 운 원의 혼란을 방지. 
⑤ 제어기의 정보표시는 정보표시기기와 일 성을 유지한다.

- 운 원 조작

① 인체  기기보호와 같은 자동제어(보호)기능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

하며, 따라서 진행 인 자동제어기능 수행에 한 정보를 운 원에게 제공.
② 소 트제어기의 조작 차는 표 화한다.
③ 오조작 방지를 하여 제어조작을 수행하기 에 운 원의 제어입력을 수정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11 소 트제어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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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기 근

정보처리계통의 VDU 상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를 선정하므로써 제어기 화

면으로 직  근함.

- 출력

   운 원 입력은 제어 통신망을 통하여 FCU로 달해야 한다. 

   그림 3-11은 운 원 화면에서 수행되는 소 트제어기의 제어개념의 구조도를 나

타낸 것이다.

6. S/W V&V 업무  문서작성 지침서 개발

    DCS에서 개발되는 소 트웨어의 등 을 분류하고 소 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의 업무  업무범 , 
차를 기술하고,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에 한 문서별 작성 범   지침을 제시

하 다. (KNICS-DCS-SVG001). 

   계측제어계통에 용된 소 트웨어의 안 등  분류는 계측제어계통의 안 등  

분류와 같은 분류 기 을 용한다. 따라서 원자력발 소 제어계통에 용될 DCS

은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안 등  Non-IC로 분류되고, DCS의 소 트웨

어 안 등 도 한 비안  소 트웨어(NS)로 분류된다. 그러나, DCS의 소 트웨어

는 DCS를 구동하기 한 OS, DCS firmware, DCS Application을 개발하기 한 

Graphic Tool 등 개발 Tool 등 많은 다양한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DCS

를 구성하는 모든 소 트웨어가 동일한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계통의 소 트웨어 

등  기 을 용 받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 Tool을 채

택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개발 Tool은 원자력발 소의 소 트웨어 등  기 을 

용 받지 않을 수 있다.

   DCS의 개발에 사용된 비안 등  소 트웨어(NS)에 한 생명주기별 설계/개발

업무와 확인  검증업무는 안 등  소 트웨어의 생명주기별 설계/개발업무와 확

인  검증업무와 범 는 기본 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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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계통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
안전등급

비안전성
계측제어계통
비안전성

계측제어계통
안전성

계측제어계통
안전성

계측제어계통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비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

안전등급
IC-1

• 원자로 보호계통
- 원자로정지계통
- ESFAS

• 발전소 안전정지계통
• PAMI 유형 A 변수
• 필수보조지원계통

안전등급
IC-2

• 안전관련 정보계통
(PAMI 유형 B 등)

• 안전관련 연동계통
• 주제어실
• 원격정지실/현장제어반

안전등급
IC-3

• 다양성 정지계통
• 다양성 수동제어기
및 표시기

• 심층방어/다양성
분석용 발전소
제어계통

비안전등급
Non-IC

• 발전소 제어계통
• 발전소 상태감시/
전산/경보계통

•화재감시, 경보설비
• 발전소 통신설비
• 발전소 방사선등
감시/처리 설비

비안전성
소프트웨어 (NS)

안전성-관련
소프트웨어 (SR)

안전성-필수
소프트웨어 (SC)

그림 3-12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한 안 규제 일반원칙  규제지침(안)에 따른 

원자력발 소의 계측제어계통 안 등  분류

   안 등  소 트웨어의 생명주기별 설계/개발업무와 확인  검증업무  소

트웨어 안 성 련업무의 일부 즉 hazard analysis 등 안 성 련 분석업무가 포함

되지 않으며, 비안 등  소 트웨어(NS)의 생명주기별 설계/개발업무와 확인  검

증업무의 부분은 수행의 수 에 차이는 있으나, 안 등  소 트웨어의 생명주기

별 설계/개발업무와 확인  검증업무가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S/W V&V 업무  문서작성 지침서 목차 

1.0   목

2.0   용 범

3.0  참고문헌

4.0   DCS 소 트웨어 안 등  분류 
4.1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계통 안 등  분류

4.2   DCS 소 트웨어 안 등  분류

4.3   소 트웨어 안 등  분류에 따른 소 트웨어 확인  검증의 심도

4.3.1 안 등  소 트웨어 생명주기 별 업무(Life Cycle Activity) 분석

4.3.1.1  계획단계(Planning Activities) 
4.3.1.2  요구분석단계(Requirements Activities) 
4.3.1.3  설계단계(Design Activities) 
4.3.1.4  구 단계(Implementation Activities) 
4.3.1.5  통합  검증 단계(Integr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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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설치  운 , 유지보수 단계(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Activities)
4.3.2   DCS 비안 등  소 트웨어 확인  검증 활동의 범

4.3.3   비안 등  소 트웨어 생명주기별 확인  검증 업무 분석

4.3.3.1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무결성 수

4.3.3.2  비안 등  소 트웨어 최소 확인  검증 업무

5.0     DCS 비안 등  소 트웨어 개발  검증 활동 
5.1     계획단계(Planning Activities) 
5.1.1   계획단계(Planning Activities)에서 개발 조직의 활동

5.1.1.1  소 트웨어 리 계획 
5.1.1.2  소 트웨어 개발 계획

5.1.2   계획단계(Planning Activities)에서 검증 조직의 활동 
5.1.2.1  품질보증 계획

5.1.2.2  소 트웨어 형상 리계획(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5.1.2.3  소 트웨어 확인  검증계획(Software V&V Plan) 
5.1.2.4  소 트웨어 검증조직의 리계획 평가 
5.2     요구분석단계(Requirements Activities) 
5.2.1 요구분석단계(Requirements Activities)에서 개발 조직의 활동

5.2.1.1  소 트웨어 요구사양명세서 
5.2.1.2  시스템 수락 시험명세서  
5.2.2 요구분석단계(Requirements Activities)에서 검증 조직의 활동

5.3   설계단계(Design Activities) 
5.3.1   설계 단계(Design Activities)에서 설계 조직의 활동

5.3.2   설계 단계(Design Activities)에서 검증 조직의 활동

5.4    구 단계(Implementation Activities) 
5.4.1   구  단계(Implementation Activities)에서 설계 조직의 활동

5.4.2   구  단계(Implementation Activities)에서 검증 조직의 활동

5.5     통합  검증 단계(Integr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 
5.5.1   통합  검증 단계(Integr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에서 설계 조직의 활동

5.5.2   통합  검증 단계(Integr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에서 검증 조직의 활동

부록 1 소 트웨어 리계획서의 작성 
부록 2 소 트웨어 개발 계획서의 작성 
부록 3 소 트웨어 형상 리 계획서의 작성 
부록 4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계획서 작성의 
부록 5 소 트웨어 리계획 평가보고서 작성의 
부록 6 소 트웨어 요구사양명세서 작성의 
부록 7 소 트웨어 Component 시험계획서 작성의 
부록 8 소 트웨어 요구사양명세 검증보고서 작성의 
부록 9 소 트웨어 설계명세서 작성의 
부록 10 로그램  지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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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메뉴얼 작성 

   DCS는 그림 3-4와 같이 EWS(Engineering Workstation System)/OIS(Operator 

Interface System), Server System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표시  처리계층과 제어  정

보교환을 한 통신망 계층 그리고 각종 장신호 수집  처리를 한 장계층으

로 구분되어 체 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제어신호 통신을 한 제어통신망 교환기  정보신호 통신을 한 정보 통신망 

교환기와 장신호 수집  제어논리 처리를 한 장제어 유닛(FCU : Field Control 

Unit)은 그림 3-13과 같이 원공 시스템(PDU)과 함께 표  19인치 캐비닛에 설치된

다. 장 제어 유닛은 그림 3-14와 같이 제어 CPM(Central Processing Module) 모듈  

각 입출력 모듈과 함께 각 모듈에 원을 공 하는 PSM(Power Supply Module)로 구성

된다. 

그림 3-13 DCS 캐비닛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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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FCU 구성 

   그림 3-15의 CPM은 Input/Output Module들과의 버스통신, 상  는 다른 CPM과

의 제어망 통신, 상 시스템들과의 정보망 통신, 콘솔과의 Serial 통신을 담당한다.   

   CPM은 크게 시스템 로그램과 응용 로그램이 탑재되는데 시스템 로그램은 

생산과정에서 탑재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응용 로그램의 경

우에는 EWS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계/탑재시켜 운용할 수 있다. CPM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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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S를 이용해서 작성한 응용 로그램을 Flash Memory에 장하고, 이러한 응용 

로그램을 실행할 때 CPM의 SRAM으로 가져와 빠르게 실행된다. 

   시스템 로그램에는 주로 운 체제가 탑재되는데 이 운 체제는 Real-Time 

Multi-Tasking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각 응용 로그램의 요도와 특성에 따라 실행

주기, 메모리 크기 등의 자원할당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정은 별도의 

NVRAM에 장되어 원이 차단되어 응용 로그램이 재실행되더라도 이 설정을 

다시 불러들여 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림 3-15 CPM 모듈

   그림 3-16의 디지털 입력 모듈(DIM)은 필드 기기의 ON/OFF  사항을 CPM 

모듈에 달하기 해 디지털 데이터 값으로 변환하는 모듈이다. 표  VMEbus 

Interface 호환되며, Slave(D16/A24)로 동작하며 32 채 의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 

있으며, DC24V, DC48V  Dry Contact type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서지보호 

기능과 역 압 보호기능 등의 입력회로 보호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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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디지털 입력모듈

   그림 3-17과 같은 디지털 출력 모듈은 CPM의 모듈의 CPU에서 응용 로그램을 

실행한 후, 그 디지털 결과값을 장기기에 합한 형태의 값으로 변환하는 모듈이

다. 표  VME Slave Interface를 사용하며, 16 채 의 디지털 출력을 제공한다 출력

은 DC24V, DC48V, Dry Contact type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채 간에는 격리가 되어

있고 Surge 보호기능과 출력 필터링 기능이 있다. 

   그림 3-18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은 장의 센서기기로부터 압력, 온도, 유량 등

의 아날로그 신호를 CPM 모듈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모

듈이다. 표 VME Slave Interface를 사용하며, 8 채 의 아날로그 입력을 제공한다. 

지원되는 입력종류는 압, 류: 0(4) ~ 20 mA, RTD: Pt-100 / Pt-200, 3-선식/4-선

식, 열 (TC): Type-B/E/J/K/N/R/S/T 이다. 채 간 격리가 되고 역통과필터

(Low-pass filter)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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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디지털 출력모듈

그림 3-18 아날로그 입력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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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의 아날로그 출력 모듈은 CPM 모듈의 CPU에서 응용 로그램을 실행

한 후, 그 디지털 결과값을 장의 기기에 달하기 에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하

는 모듈이다. 표  VME Slave Interface를 사용하며 채 간 격리가 되는 8 채 의 

아날로그 출력을 제공한다. 출력종류는 압 (Voltage): -10 ~ +10V, 0 ~ +10V, 류

(Current): 0(4) ~ 20 mA가 있다. 출력 필터링 기능  출력 Readback 기능이 있다. 

그림 3-19 아날로그 출력모듈

   그림 3-20의 RCM은 FCU의 필드버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모듈로서, SCC 

(Serial Communication Controller)인 RS422/485/232 Serial 3채 , Ethernet/802.3 

(10Mbps) 3채 을 지원하고 외부 통신을 한 Ethernet 통신, ModBus 인터페이스, 

FieldBus 인터페이스 (HART 지원), HDLC / SDLC 지원 (2Mbps)의 로토콜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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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RCM 모듈

   그림 3-21의 PFM(Pulse Frequency Module)회 수, 주 수를 기 신호의 펄스로 

바꾸어서 이 신호를 계수하는 입력 모듈이다. 퍼의 설정에 따라 펄스 는 주

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I/O Piggy 의 선택에 따라 8 채 의 입력 는 출력기능

을 설정할 수 있다. 표 VME Slave Interface를 사용하며, 8 채 의 펄스/주 수 입

력을 제공한다. Pulse Rate는50,000 PPS (Pulse Per Second)가 가능하며, 지원되는 입

력 압은 +24VDC 와 +48VD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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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PFM(Pulse Frequency Module) 모듈

   제어통신망(Control Network)은 다음의 그림 3-22, 3-23, 3-24와 같이 세가지 교환

기로 나 어진다. 

앙교환기(CSH: Central Switching Hub, XG102A) : GTS 8 port

그룹교환기(GSH: Group Switching Hub, XG101A)

- XG101A-16 : GTS Up-Link 2 port, Down-Link 16 port

- XG101A-8: GTS Up-Link 2 port, Down-Link 8 port

장교환기(LSH: Local Switching Hub, XG100A)

- XG100A-16 : GTS Up-Link 2 port, Down-Link 16 port

- XG100A-8: GTS Up-Link 2 port, Down-Link 8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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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그림 3-22 앙교환기

PWR

그림 3-23 그룹교환기

PWR

그림 3-24 장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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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제어유닛(FCU)과 직  통신하여 다른 FCU간의 정보교환을 한 장교환

기(LSH), 장교환기 그룹과 다른 장교환기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FCU 모듈간의 

통신을 한 그룹교환기(GSH), 그리고 제어 그룹망들과 그룹망 사이의 데이터 교환 

 외부 통신노드(EXN)를 이용해 외부 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앙교환기(CSH)로 

계층화되어 있다. 특히 제어 통신망은 Ethernet 기반에 근거를 두고 Mac 로그램을 

수정하여 결정론  제어 통신 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상용의 통신 로토콜이 가

지는 비 결정론  특성을 원 에 맞게끔 보완하 다. 

   제어통신망은 실시간성과 결정론  동작을 보장하기 하여 100Mbps의 Ethernet

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Real-Time) GTS(Guaranteed Time Slot)방식의 Protocol을 사

용하여 개발하 다. 

   와 같은 통신망 교환기, CPM 모듈  입출력 모듈을 가지는 DCS의 사용자 

설명서는  모듈 별, 시스템 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용자 설명서에는 각 모듈의 

상세사양 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설치, 보수  검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 

비넷 설치 사용자 매뉴얼 (S204B01-HAM-006)

FCU 사용자 매뉴얼 (S204B01-HAM-005)

CPM 사용자 매뉴얼 (S204B01-HAM-002)

입출력 카드 사용자 매뉴얼 (S204B01-HAM-003)

제어통신망 교환기 사용자 매뉴얼 (S204B01-HAM-004)

EWS 사용자 매뉴얼 (S204B01-SAM-001), (상용 로그램 매뉴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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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본 과제에서는 원  비안 계통의 랫폼으로 사용되는 DCS를 개발하는데 필

요한 업무와 핵심기술을 지원하 다. 기단계에는 원  요건을 만족하는 DCS를 

개발하기 해 상 요건인 설계기 서를 작성하여 요건으로 제시하 고 그리고 비

안 계통의 핵심 인 하나인 제어통신망의 요건과 로토콜을 개발하여 모과제 개

발자인 우리기술에게 제공하여 결정론  특성을 가지는 제어통신망을 개발하는데 

기여하 다.  본격 인 개발단계에 있어서 외국에서 개발한 원  용 DCS를 벤치

마킹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 화하고  차세 원 에서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여 

개발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최신의 제품개발이 되도록 하 다. 그리고 엔지니어

링 도구인 EWS의 구조  소 트웨어간의 연계구조 개발을 한 기술 의체를 운

하여 OIS(Operator Interface Station)를 개발하기 해 필요한 Graphic Builder 필

요기능  System Configuration을 해 필요한 System Builder, 제어로직 작성을 

한 Control Logic Builder 등의 각 도구개발을 해 기존 제품분석  차세  원

 제어실 로토타입 실사  분석을 통한 기능을 도출하여 사용자의 요건에 맞춘 

상용 Tool에 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술성 검토를 통해 문 상용 Tool을 채택하여 

통합한 EWS 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DCS의 개발도구에 한 성능  편의

성을 높 다.  그리고 소 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의 업무  업무범 , 차를 기술하고,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에 한 문서별 작성 범   지침을 제시하여 비안  등 기기에 한 확인 

 검증업무를 지원하 다. 이외에도 DCS 개발에 필요한 핵심업무인 운 화면 기

능개발 지원,  Soft Control 기능 개발에 한 지원업무와 DCS의 각 시스템별 사용

자매뉴얼(캐비닛 설치 사용자 매뉴얼, FCU 사용자 매뉴얼, CPM 사용자 매뉴얼, 입

출력 카드 사용자 매뉴얼, 제어통신망 교환기 사용자 매뉴얼, EWS 사용자 매뉴얼)

을 작성하여 계통설계자가 DCS를 이용하여 원  비안 계통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설치  사용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 다.  DCS의 개발 

기단계부터 필요한 업무에서부터 마지막으로 개발된 DCS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활

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매뉴얼 작성까지  개발단계에 있어 필요한 모든 업무에 목

표를 달성하여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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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 지원을 통하여 개발한 국내의 신규원  뿐만 아니라 가동원 의 설비

교체사업에 용 가능한 원  비안 등  기기인 DCS를 국산화하 다. 2007년 6월 

한수원  두산 공업 주도로 원  핵심 기자재 국산화 추진단이 발족되어 KNICS 

사업을 통해 개발된 비안 등  기기인 DCS 뿐만 아니라 안 등 제어기기  안

계통을 신규원 (신울진 1&2)에 용하기 역무를 수행 이고 신울진 1&2 원

용이 확정되면 산업체주도로 후속 신규 원   국내 가동원 의 설비교체 사업에 

용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DCS QNs만 아니라 KNICS 사업을 통해 개발한 

모든 결과는 원  계측제어계통 기기설계  기기공  기술의 자립에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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