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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발 소 계측제어계통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지능화된 스마트 계측기  

구동기의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필드 의 디지털화는 아직 

보단계로서 아직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격납용기 내 환경 등의 극한

환경에는 방사선  고온 환경 등으로 인해 디지털화 기기가 용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신뢰성 증 와 더불어 향후에는 용될 것으로 상된

다.  필드 의 디지털화에서의 주요기술 안은 스마트 송기/구동기기술, 통신

망 기술 그리고 환경검증기술이며, 본 보고서는 필드 통신망 기술에 한 연구결

과를 기술한다. 

계측제어기기의 디지털화는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서도 시험, 

진단, 교정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이러한 추가기능은 기

존보다 데이터 송량이 증 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용될 필드통신망

은 기존 산업체에서 리 사용되는  용량 센서 네트워크보다 큰 데이터 송능

력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에서 용되거나 개발되는 필드버스  원 특성

에 가장 맞는 통신망을 참조 후보로 선정하 다. 

선정된 참조 통신망을 바탕으로 로토콜 구조  송권한 구조 등을 원

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안하 다. 아울러 극한환경의 계측

기 분석과 더불어 안 성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 을 마련하고 하나의 통

신망 상실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드통신망을 구획화하 다. 각각의 세부 

필드통신망에는 분석된 계측기를 할당하여 통신노드 구조를 제안하 다.

본 연구결과는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로토콜 설계, 제작  검증 시 기 자

료로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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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digitizing the I&C systems in nuclear plants, The SMART sensors/ 

actuators are considered as a alternative of the conventional field devices. 

Because the digitization of the filed level devises is still primitive, it is 

necessary to perform the relative R&D.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digital devices in a containment building of the nuclear plants due to the harsh 

environment conditions such as high level radiation and high temperature. 

Considering the tendency of the reliability enhancement, from now on, the 

digital device will be adopted in the harsh environment. The major technical 

issues of the field level digitization are a SMART transmitter/actuator 

technology, a network technology and an equipment qualification in harsh 

environment. This report describes the study results regarding the field level 

data network. 

There are many merits such as an automatic test, a diagnostics and 

auto-calibration when digitizing of the I&C systems. While, the data capacity 

will be much increased compare to the conventional systems. The future field 

data network should have larger data transmission speed compare to the 

current sensor networks such as HART and deviceNET. 

The candidate commercial network has been selected considering the 

nuclear requirements. Based on the this network, a protocol structure and a 

access control structure are recommended.  Instruments in containment building 

are analyzed and the design bases and requirements have been setup to assure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the field data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design bases, requirements and the node allocation criteria, the field network 

has been divided by functional segmentation and each instrument has been 

allocated to each individual data network. 

This study will be utilized for input of design, fabrication and the 

verification of the field dat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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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목

1.  배경

1990년  이후로 원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한 심이 증 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재 건설되는 원자력발 소에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용은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재 용되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계측루 를 제

외한 제어, 보호  감시기능이 디지털화된 것으로 완 한 디지털화를 실 하 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측제어계통의 완 한 디지털화를 해서는 필드 의 

계측제어장비의 디지털화가 필수 이다. 

필드  계측제어 장비는 센서/트랜스미터, 펌   밸  등의 구동기, 그리고 신

호 송경로를 포함한다. 비교  온화한 환경을 갖는 원자력발 소 구역에는 일부 

스마트 트랜스미터  구동기의 사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차 으로 증 되는 추

세이며, 극한환경에 용을 한 연구가 진행 이다.[1],[2],[3],[4],[5]  아울러 감지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 이며, 이러한 센서들은 디지털화를 필히 

수반한다.[6],[7] 

재 용된 스마트 트랜스미터서 사용되는 신호 송라인은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

송방식과 호환될 수 있는 보 인 데이터 송방식으로 필드  디지털화 정

도를 규모로 확 할 경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송용량 측면에서도 제한 이

다. 아울러 디지털화의 장 인 자동진단, 자동시험  자동교정 등 지능 인 기능 

등 지능 인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재의 신호 송용량만을 고려할 

경우 디지털화의 장 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래에 건설될 원 의 센서  구동기는 부분 지능화된 디지털 장

비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걸맞은 필드 데이터 통신망 개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산업체에는 재 HART, DeviceNET 등과 같은 센서 네트워크와 Prof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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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Fieldbus, WoIldFIP 와 IEC/ISA 등과 같은 필드버스가 리 사용되고 

있다.[8] 향후의 산업체 추세는 ‘개방형 이더넷 기반 필드버스 네트워크 기술이 주

종을 이룰 정이며 여기에는 EtherNet/IP, profinet, EtherCAT이 포함된다. 주요 

IT 회사인 트라이텍은 ‘EtherCAT’을, 한국요꼬가와 기는 ‘Ethernet based 

Foundation Fieldbus’를, 로크웰오토메이션은 ‘Industrial EtherNet/IP’를, 씨멘스는 

‘Profinet’에 해 집  개발하고 있다.  

단기  이 아닌 장기 인 으로 볼 때 원자력발 소에 해서도 재 차

으로 수요가 증 되고 있는 최신 통신망기술에 한 조명이 필요하다. 

원  필드 통신망을 개발하기 해서는 성능측면의 검토뿐만 아니라 안 성 측면

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해 일반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를 참조모

델로 하여 원  특성에 맞도록 로토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하나의 통신망 고장으로 인해 랜트 주요정보가 모두 상실되는 것을 방지

하기 해 신호의 분석을 통한 한 기능 구확화  노드할당이 요구된다. 통신

망 자체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단일 고장을 가정하더라도 랜트가 안 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드통신망 구조를 설정을 한 구획화 기 , 할당기  등을 통해 세부 통신망 구

조를 설정하고 각각의 통신망에 연결되는 노드 (계측기  구동기) 가 히 할

당되어야 한다.

2. 목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배경 하에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개발을 한 기본 연

구단계의 연구결과물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필드 통신망 설계기   요건, 극한환

경필드신호 상세분석, 통신망 구조설정을 한 노드할당  그룹핑 기 , 상용 필

드버스 분석을 통한 용후보 선정, 그리고 이를 이용한 원  필드통신망 로토

콜 개략 구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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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범

본 보고서에서는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개발범   상세 로토콜 개발 이  

단계의 통신망 후보선정을 한 기술분석 내용, 필드 신호 분석  노드할당 내용, 

개략 인 로토콜 구조 등에 해 기술한다. 

한 상 랜트 기기  계측기 련사항에 한 분석  할당 내용을 기

술하며, 구동기 련내용은 개략 인 내용만 다룬다. 

제 3 구성

제 1 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배경  목 이 기술되어 있다. 

제 2 장은 본론으로 제 1 은 원 의 필드구조에 한 유형분석 내용을 제

시하며, 제 2 은 유형별 필드 구조에 한 장단  분석을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미래 필드구조를 제안한다.  제 3 은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을 한 상세 기

술 분석 내용을, 제 4 은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3 장은 결론  향후 계획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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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원  필드 구조 분석  

원자력발 소의 필드통신망의 구조를 설정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원 의 

필드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계측제어 에서 필드구조는 계측  감시구조와 기

기제어구조를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계측  감시구조를 심으로 원   필드구

조를 분석하 다. 

필드구조는 계측  감시구조의 변천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 유형분석 결과

를 제시하며, 이에 따른 필드에 사용되는 계측제어기술에 해 검토하여 수행되었

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 (OPR 1000 는 APR 1400 기 ) 계측  감시

계통에 포함되는 세부 계통은 다음과 같다.  

- 공정계측계통

- 노외 성자속 감시계통 (노외핵계측계통)

- 노내계측계통 (CET, 노내 성자속)

- 일차계통 건 성 감시계통 

- 방사선 감시계통

- 사고후 감시계통

- 부  노심냉각감시계통

- 격납용기 감시계통(BOP)

- CEDM 치 계측 

- 기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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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  감시구조 유형분류

가. 아날로그 심 혼합형

그림 2.1.1은 아날로그 심의 혼합형 구조를 나타낸다. 운 에 필수 인 정보

는 아날로그 기반의 지시  기록계이며, 디지털 운 정보는 이를 보조하는 개념

을 갖는다. 보호  제어 등과 같은 각각의 기능계통은 각각의 운 원 모듈을 지

니고 있어 랜트 운 에 필요한 정보들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달하며, 공정계측

을 포함하는 계측계통도 이와 유사하게 지시  기록계  경보창을 통해 련 공

정  핵 변수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를 보조하기 한 디지털 컴퓨

터계통은 CRT 기반의 정보를 운 원에 제공하며 이를 해 각종 계통으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기 한 랜트 자료수집계통(PDAS)이 존재한다. 

SC

PI & NI
(1E)

SC SC

Indicators
Recoders

NIMS
RMS

SC SC

Field

PPS

Alarms

PAS

Notes    (1) Rectangular box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equipment,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equipment.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CRT
via PCS

Field

EER/
Computer Room

Control
Room

PI & NI
(Non-1E)

SC SC SC

CS

PDAS
ICCM
FIDAS

ICCM
Display

Indicators
Recordes

그 림  2 . 1 . 1   아 날 로 그  심  혼 합 형  개 념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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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심 혼합형

디지털 심 혼합형이란 랜트 운 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CRT  

FPD를 이용하여 이루어지지만, 신호 송이나 연계 등을 해 아날로그 기술이 일

부 이용되는 경우이다. 디지털 심 혼합형에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분리형, 아

나로그/디지털 변환 통합형, 그리고 그 간 과정인 하이 리드형 등으로 나  수 

있다.

(1) 아나로그/디지털 변환분리형 

그림 2.1.2는 디지털 심의 혼합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분리형을 나타낸

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분리란 각 기능계통(보호, 제어  감시(정보포함))에서 

필요한 공정변수는 각 기능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변환을 수행하여 디지털화하

는 형태를 의미한다. 를 들어 공정변수  하나인 가압기 압력은 보호계통과 사

고후 감시, 그리고 정보계통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보호계통 자체에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기가 존재하므로 공정계측의 아날로그 모듈에서 이 신호를 분기 

제공하며, 사고후 감시  정보계통을 해 공정계측의 디지털모듈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을 독립 으로 수행하는 개념이다. 아날로그 심 혼합형에서 산재되

어 있던 경보, 지시, 기록  CRT 정보들은 정보처리계통과 경보  지시계통에서 

흡수하여 각각의 정보를 구조 으로 배치함으로서 운 원의 운  용이성을 증 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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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DPI & NI
(PDAS/ICCM/FIDAS/

RCP4S)

SC SC

NIMS
RMS

SC SC

Field

DPPS

Notes    (1) Rectangular box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equipment,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equipment.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CRT/FPD

IPS/QIAS

PI & NI (1E)

EER/
Computer 

Room

Field

Control
Room

DPI & NI
(PDAS/RCP4S)

PI & NI (Non-1E)

DCS

SC SC SC

그 림  2 . 1 . 2  아 날 로 그 / 디 지 털  변 환 분 리 형  개 념 구 조

(2) 아나로그/디지털 변환 통합형 

그림 2.1.3은 아나로그/지지털 변환 통합형의 구조를 나타낸다. 모든 공정변수

는 하부의 계측시스템에서 아날로그/디지털변환을 수행하여 디지털 네트웤 통신을 

통해 보호계통, 제어계통 그리고 정보계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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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SC SC

NIMS
RMS

SC SC

Field

Notes    (1) Rectangular box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equipment,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equipment.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CRT/FPD

IPS/QIAS

EER/
Computer Room

Field

Control
Room

DCS
(Non-1E)

DPPS
(1E)

DPI/NI
ICCM/RCP4S

(1E)

DPI/NI
RCP4S

(Non-1E)

그 림  2 . 1 . 3  아 날 로 그 / 디 지 털  변 환  통 합 형  개 념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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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 리드형 (I) 

그림 2.1.4는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드리드(I) 형의 구조이다. 안 등  

변수의 경우에는 아나로그/디지털 변환 분리형의 개념을, 비안  등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비안  제어기능과 정보제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비안

 제어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

- 정보기능제공 만을 한 공정변수의 경우 계측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능을 수행.

SC

DPI & NI(1E)
(PIDAS/ICCM/FIDAS/

RCP4S)

SC SC

NIMS
RMS

SC SC

Field

PPS(A/D)

Notes    (1) Rectangular box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equipment,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equipment.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CRT/FPD

IPS/QIAS

PI & NI(1E) EER/
Computer Room

Field

Control
Room

DCS
(Non-1E)

SC

PI for
Monitoring

그 림  2 . 1 . 4  디 지 털  심  혼 합 형   하 이 드 리 드 ( I )  형 의  개 념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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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 리드형 (II) 

그림 2.1.5는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드리드(II) 형의 구조이다. 감시와 제

어 는 보호에 사용되는 안 등  측정변수  비안  등  측정변수의 경우 다

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안 기능/비안  제어기능과 정보제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변수의 경우

에는 디지털보호계통/비안  제어계통(DCS)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

- 안 감시기능(ICCM)을 한 변수  보호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변수의 

경우 보호계통에서 ICCM 모듈로 정보 제공

- 정보기능제공 만을 한 공정변수의 경우 계측계통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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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SC SC

NIMS
RMS

SC SC

Field

Notes    (1) Rectangular box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equipment,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equipment.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CRT/FPD

IPS/QIAS

EER/
Computer Room

Field

Control
Room

DCS
(Non-1E)DPPS

(1E)

DPI for
Monitoring

(1E)
ICCM

DPI/NI for
Monitoring
(Non-1E)

SC

그 림  2 . 1 . 5  디 지 털  심  혼 합 형   하 이 드 리 드 ( I I )  형 의  개 념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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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계측구조형

스마트 계측구조형은 필드 벨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하여 통신망

을 통해 각각의 기능계통에 달하는 형태이다. 스마트 계측구조형에는 원격 멀티

서형과 스마트 송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격멀티 서형은 스마트 

송기형의 단계이면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통합형과 유사하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장소가 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트랜스미터형은 기

존의 아날로그 형 신호조정  송기능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스마트 센서를 일컫

는다. 

(1) 원격멀티 서 형  

그림 2.1.6은 원격멀티 서형의 구조를 나타낸다. 구조자체는 아날로그/디지

털변환 통합형과 유사하나 변환장소가 필드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이블 길이의 감

소 등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센서, 신호조정  송기능

은 그 로 사용하나 센서에서 가까운 치에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모듈을 사용함

으로서 장에서 디지털 신호처리기능과 디지털 통신기능을 수행한다. 처리된 디

지털 변수는 통신망에 의해 각각의 기능계통으로 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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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RMS

Field
Notes    (1) Rectangular box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equipment,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equipment.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4) RM : Remote Multiplexer. RM locates near the containment outside 
     and/or other buildings outside/inside

CRT/FPD

IPS/QIAS

EER/
Computer Room

Field

Control
Room

DCS
(Non-1E)

DPPS
(1E)

ICCM/
PAMI

RM with A/D
(1E)

RM with A/D
(Non-1E)

그 림  2 . 1 . 6  원 격 멀 티 서 형 의   개 념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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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송기형  

그림 2.1.7은 스마트 송기형의 구조를 나타낸다. 스마트 송기형의 기본 가

정은 스마트 센서의 사용이다. 스마트 센서는 감지요소(sensing elements)를 제외

한 신호조정, 신호변환, 신호 송기능을 한 모든 자기술이 디지털기술을 사용

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 할 경우 이블 길이 감소 등을 통한 경제  효과, 드

리 트의 최소화 등을 통한 신호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자가진단, 자동교정 등의 

기능도입을 통한 신호의 정확도  보수성 증  등 수많은 이 을 가질 수 있다. 

공정변수들은 각각의 기 에 의해 그룹화 되며 그룹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스마트 

송기는 그룹 필드통신망에 노드로 연결되어 제어실 는 기기실에 존재하는 각

각의 기능계통에 디지털화된 신호를 달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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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
Computer Room

NIMS
RMS

Notes    (1) Rectangular box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equipment,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equipment.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4) ST : SMART Transmitter

CRT/FPD

IPS/QIAS

Field

Control
Room

DCS
(Non-1E)

DPPS
(1E)

ICCM/
PAMI

ST ST ST ST ST ST

그 림  2 . 1 . 7  스 마 트  송 기 형  개 념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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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유형 RPS CPC QIAS-P QIAS-N

아날로그 심 

혼합형
Hardwired hardwired N/A N/A

디지털 심 혼합형

(A/D변환 분리형)
Hardwired Hardwired Network Network

디지털 심 혼합형 

(A/D 변환 통합형)
Network Network Network Network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
Hardwired Hardwired Network Network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I))
Network Network Network Network

멀티 서 형 Network Network Network Network

스마트 송기형 Network Network Network Network

2.  계측  감시구조 유형별 신호 연계방법

가. 안 계통과의 연계

표 2.1.1은 계측  감시계통과 상부의 안 계통  안 에 요한 정보계통

과의 연계방법을 나타낸다.

표  2 . 1 . 1  계 측   감 시 구 조  유 형 별  안 계 통  신 호  연 계 방 법  

나. 비안 계통과의 연계

표 2.1.2는 계측  감시계통과 상부의 제어계통 다양성보호계통 그리고 정보

처리계통과의 연계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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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 DPS IPS 비고

아날로그 심 

혼합형
Hardwired Hardwired Network

디지털 심 혼합형

(A/D변환 분리형)
Hardwired Hardwired Network

디지털 심 혼합형 

(A/D 변환 통합형)
Network Network Network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
Network Network Network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I))
Network Network Network

멀티 서 형 Network Network Network

스마트 송기형 Network Network Network

표  2 . 1 . 2   계 측   감 시 구 조  유 형 별  비 안 계 통  신 호  연 계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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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유형 DID CMF EQ SW V&V

아날로그 심 

혼합형

감시, 제어, 

보호기능이 상호 

독립 이므로 DID 

 용이

제어, 보호,  

감시기능을 한 

다양성 존재

안 등  는 

필수기기에 

해서는 검증된 

아날로그 

기술사용

안 등  

소 트웨어의 

미사용으로 V&V 

용이

디지털 심 

혼합형

(A/D변환 

분리형)

상동 상동
안 등 기기의 

EQ 차 필요 

안 등  

소 트웨어 V&V 

필요 

디지털 심 

혼합형 

(A/D 변환 

감시, 제어, 

보호기능이 

상호분리되어 있으나 

공통 A/D 

변환개념으로 완 한 

공통 A/D 변환으로 

감시/보호 는 

감시/제어기능 

동시상실 우려

안 등 기기의 

EQ 차 필요
상동

제 2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을 한 필드구조 제안

1.  계측  감시구조 유형의 장단  검토

본 은 술한 계측  감시구조 유형에 해 신뢰도, 연계  규제요건(인

허가) 측면에서 정성 인 검토를 수행한다. 

가. 인허가성

인허가 요인으로는 계측제어계통의 심층방호 개념, 공통모드고장에 한 처

방안, 기기검증,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등에 해 검토한다.

2.2.1은  술한 각각의 구조에 한 인허가 련 장단 이다.

표  2 . 2 . 1  계 측   감 시 구 조  유 형 별  인 허 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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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분리개념은 아님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

보호기능과 제어  

감시기능은 

분리되나, 제어와 

감시의 분리가 

완 하지 않음

보호/감시 

동시상실요인 제거. 

제어/감시기능 

동시상실 우려

상동 상동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I))

보호와 제어의 분리. 

이들기능은 

감시기능과 일부 

복

동시기능 

상실모듈이 A/D 

변환모듈  

보호/제어모듈로 

확  

상동 상동

멀티 서 형

감시, 제어, 

보호기능이 

상호분리되어 있으나 

공통 A/D 

변환개념으로 완 한 

분리개념은 아님

공통 A/D 변환으로 

감시/보호 는 

감시/제어기능 

동시상실 우려

필드 기기에 

한 내환경, 

내방사선 검증 

필요

상동

스마트 

송기형

감시, 제어, 

보호기능이 

상호분리되어 있으나 

공통 A/D 

변환개념으로 완 한 

분리개념은 아님

공통 A/D 변환으로 

감시/보호 는 

감시/제어기능 

동시상실 우려

상동

격납용기 내의 

고방사선량에 

한 디지털기기 

검증 필요

상동

인허가성에 해서는 신기술 사용 역을 확 할수록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분석  검증작업이 더욱 더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심층방호 에서 제어기능과 보호기능의 분리는 필수 이나 상기 구조  

제어 에서의 제어/감시의 공통처리 는 보호 에서의 보호/감시의 공통처리

가 상되는 디지털 심의 혼합형  하이 리드형의 경우 감시기능 자체가 계측

제어계통의 심층방호벽에 해당되므로 이에 한 한 안이 존재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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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유형
자동시험 

가능

센서 온라인 

교정
이블량

기기실 캐비닛 

수량

아날로그 심 

혼합형

정보 에서 

가능
불가능

장에서 

기기실까지의 

이블량 

아날로그형과 동일. 

캐비닛간 아날로그 

결선이 주종

가장 많음

디지털 심 

혼합형

(A/D변환 

분리형)

보호/제어   

기기실내의 

계측

불가능

장 이블량 동일

계측캐비닛과 

보호/제어캐비닛 

아날로그 연결

디지털기기의 

사용에 따른 

수량감소. 

아날로그 

처리캐비닛 수는 

기존과 동일

디지털 심 기기실내의 불가능 장 이블량 동일 디지털화에 따른 

한 ATWS 요건만족을 한 다양성보호계통의 경우 보호 방호벽과 제어방

호벽과는 엄 하게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들 계통과는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할 것

이다. 

필드 에서 디지털기술을 사용하는 멀티 서형과 스마트 송기형의 경

우 기기검증이 가장 요한 안이다.  특히 내 방사선 검증이 가장 시 한 안

으로서 재의 기술 추세로는 격납용기 내를 제외한 타 건물 는 역의 경우 방

사선 검증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격납용기내의 방사선 검증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 보수 유지성/경제성

보수유지성/경제성은 시험, 교정 등의 용이성 여부, 이블량, 기기실내의 

상 캐비닛량을 정성 으로 평가한다. 표 2.2.2는 각각의 구조에 한 인허가 련 

장단 이다.

표  2 . 2 . 2  계 측   감 시 구 조  유 형 별  보 수  유 지 성 / 경 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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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A/D 변환 

통합형)

계측  

이상에서 가능. 

통합 자동시험 

가능

기기실내 캐비닛간의 

아날로그 결선 없음

캐비닛수 

폭감소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

보호/제어   

기기실내의 

계측

불가능

장 이블량 동일

안 계통의 일부 

캐비닛간 아날로그 

결선 사용

상기 두 경우의 

간

디지털 심 

혼합형 

(하이 리형(II))

보호/제어   

기기실내의 

계측

불가능

장 이블량 동일

캐비닛간 아날로그 

결선 없음

A/D 변환 

통합형과 유사

멀티 서 형

장 멀티 서 

 자동시험 

가능

불가능

장 이블량 

폭감소

장 A/D 변환기 

이후 아날로그 결선 

없음

기기실내의 

캐비닛은 

보호/제어/특수감

시용 캐비닛만 

존재

스마트 

송기형

센서 의 

자동시험가능
가능

아날로그 결선 

최소화(거의없음)

스마트 트랜스미터 

이후 아날로그 결선 

없음

상동

보수 유지성/경제성 에서는 신기술 사용을 확 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스마트 송기형의 경우 자동시험/진단 는 자동교정

기능의 증 로 센서의 정확도를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날로그 배선의 

제거로 이블량을 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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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기술수 에서의 구조 

상기에서 제시된 여러 구조 유형  재의 기술수 , 재 계약 에 있는 

실제 원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심의 혼합형(하이 리드 II형)이 가장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구체화한 구조는 그림 2.2.1에 나타나 있다. 

안 기능과 련된 계측  감시구조를 살펴보면 사고후 감시 는 부 노

심냉각감시와 련된 공정신호  아날로그 신호처리가 비교  복잡하게 요구되는 

RCPSSSS신호는 APC-N에서 일 으로 취득한다. 반면 보호  감시기능이 동

시에 이용되는 공정신호 부분은 공정값의 지시를 해 복잡한 연산이 필요없으

므로 보호계통 는 노심연산기계통 내에서 이를 처리하여 정보계통에 제공하므로 

이들 신호는 계측  감시계통의 범 에서 제외된다. 노외핵계측신호는 아날로그 

분배기를 통해 사고후 감시계통, 보호계통  노심보호연산기에 동시에 분배된다. 

제어기능 수행을 해 불필요한 각종 공정신호는 단지 정보제공용으로만 이

용된다.  이 신호는 APC-N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후 정보계통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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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N
RCP4S
Spilitter

Notes    (1) Rectangular boxes and circles with solid lin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based systems,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based systems.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ICCM

PAMI
FIDAS

ENFMS ENFMSNIMS

APC-S (DPI)
RCP4S

Boronometer
PRMS

GSERMS

PPS CPCS
PCS

PCCS
DPS

Protection 
Netork

Information Network

Process
Sensors

NI
AE
etc.

Process
sensors NIRCP

Rad.
sensors

SAFETY NON-SAFETY

ESF-
CCS

그림 2.2.1 현재 기술수준에서의 계측및 감시 구조



- 24 -

3.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용을 한 계측  감시구조 제안

상기에서 제시된 여러 구조 유형  재의 기술수 , 재 계약 에 있는 

실제 원  등을 본 은 재시 에서는 당장 용하기 어려우나 추후 기술의 발  

 기기에 한 가혹환경 검증이 제될 경우의 계측  감시계통이 가져야할 구

조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최종목표는 상기에서 제시된 여러 구조  최종 인 단계인 스마트 송기형

구조를 실제원 에 용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  설

계가 필요하다. 

- 디지털 기기의 가혹환경 검증 (내환경  내방사선 검증)

- 통신매체의 방사선 내성 증

- 장 계측신호의 분석, 할당  구획화를 통한 고장허용 는 CMF 처

방안 설계

- 스마트 센서/ 송기 기술의 확보

그림 2.2.2는 향후 지향해야 할 미래 원 의 계측  감시구조이다. 장에 스

마트 송기가 설치되고 각 그룹에 할당된 스마트 송기는 장 내의 그룹 네트

웤에 연결됨으로서 기기기실과 장사이에는 각각의 그룹네트웤으로 신호 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장 네트웤은 기기실의 각 기능계통 (제어계통, 보호계통, 정보

계통  감시계통)에 직 연결됨으로서 기기실의 캐비닛 수량을 폭축소시키게 

된다. 한 장과 기기기실 사이의 이블 길이도 폭 축소시킴으로서 경제성

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센서/ 송기는 감지소자의 물리  특성을 인지하여 

자동교정, 자동시험 등을 통해 측정 정확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체 계측제어계통

의 불확실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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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Rectangular boxes and circles with solid lines are scope of Instrumentation & 
     monitoring systems.
(2) Gray boxes represent digital based systems, while white boxes are analog 
     based systems. 
(3) Thin lines represent the analog point-to-point connection, while thick lines 
    are the digital communication lines.
(4) Field networks should be grouped and segmented into several categories by 

     DID and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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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Network (Non-safety)

RSPT
(A/D)

Field 

EER

그림 2.2.2 극 환 환 경  필 드 통 신 망  용 을  한  계 측   감 시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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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을 한 상세 기술 분석

원자력발 소의 필드통신망의 상세구조를 설정하기 해, 극한환경에 존재하

는 계측신호  기기제어신호에 해 상세 분석하여 극한 환경필드통신망 노드 설

계 시 활용하고자 하 다.  

한 원 의 필드통신망에 활용할 수 있는 상용의 필드망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 의 요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후보 통신 로토콜을 선정

하 다.

1.  극환 환경 필드신호 상세분석

원  격납용기 내에 치하는 계측 신호와 구동신호를 상세 분석함으로써 통

신망 구성시 핵심 기술요소가 되는 필드망 구획화에 한 입력으로 활용한다. 

이  계측신호의 분석은 극한 환경에 치한 계측신호만을 추출하여 제 3 

에서 제시되는 극환 환경 필드통신망 구성기 에 따른 계측통신노드 할당의 입

력으로 사용한다. 

 극한환경 필드기기 제어신호는 OPR-1000의 제어논리다이아그램 (CLD; 

Control Logic Diagram)을 분석하여 추출한 후 마찬가지로 극한 환경 필드통신망 

구성기 에 따라 제어통신노드 할당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가. 극한환경 계측신호 분석

격납용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센서 출력신호를 추출하 다.  공정계측신호는 

OPR-1000의 측정채 블럭다이아그램 (MCBD; Measurement Channel Block 

Diagram)[9] 을 통해 추출하 고, 원자로 계측신호  특수신호는 발 소 자료취

득계통 (PDAS; Plant Data Aquisition System)의 입력신호로부터 추출하 다. 부

록은 공정계측신호에 한 상세 분석 데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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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신호수 비고

원자로냉각재계통 221 공정신호

화학  체 계통 11 공정신호

수  증기계통 40 공정신호

안 주입/정지냉각계통 38 공정신호

노내핵계측계통 270 특수신호

노외핵계측계통 44 특수신호

CET/HJTC 77 열 신호

RSPT 648 특수신호

계 1349

 (1) 계통별 분석  

계통별 분석은 기존 원 의 계통들이 집단을 이루어 구성하여 구 하고 있는 

기본 기능인 원자로냉각재계통, 화학  체 제어계통, 안 주입계통, 증기  

수계통, 원자로계통 그리고 CEDM 치지시기 등으로 분류하여 각 신호의 기능을 

조사하 다.  분석 결과 표 2.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EDM  치와 련된 신

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내핵계측계통,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 3 . 1   극 한 환 경  계 측  신 호 분 석  결 과  ( 계 통 별 )

 (2) 신호종류별 분석  

공정입력을 기 인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그 종류는 4-20 mA 신호, 0-10V 

신호, 0-10 μA 신호, 열 신호, 항형온도검출기 신호, 신호  펄스신호들

로 구성된다. 종류별로 다양한 신호량이 이용되는데, 기기상태신호를 제공하는 

신호가 가장 많으며 부분의 압력, 유량, 수  등에 한 공정입력은 송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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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종류 신호수 비고

4-20mA 148 공정신호

0-10VDC 220 ENFMS, RSPT

0-10 uA 270 노내핵계측

열 77 CET/HJTC

RTD 70 공정신호

544 상태  공정스 치

펄스 26 RCP 속도

계 1349

채 신호수 비고

출력인 4-20 mA 신호로 제공된다. 그 밖에 노내 핵계측신호는 0-10 μA의 미세 

류신호로, 온도신호는 열   항형온도검출기 신호로, 원자로냉각재펌  속도

정보는 펄스신호로, 노외 성자속신호  CEDM 치신호는 0-10VDC 로 각각 제

공된다. (표 2.3.2)

표  2 . 3 . 2   극 한 환 경  계 측  신 호 분 석  결 과  ( 신 호 종 류  별 )

(3) 채 별 분석  

기존 원 의 채 별 공정입력 수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정입력은 크게 

안 채 과 비안 채 로 분류되며 그  안 채 은 4개 는 2개의 다 채 로 

구성, 각각 A, B, C, D 채 로 구분된다. 안 채 의 공정신호들은 안 기능 는 

안 련 계통과 연계되는 기능의 신호들로서 부분 같은 기능정보 입력에 하

여 4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A, B, C, D 채 에 제공되며, 사고 후 감시계측정보 등

은 A, B의 2 채 로 제공된다. 비안  채 은 부분 두 채  는 한 채 로 신

호가 입력된다. (표 2.3.3)

표  2 . 3 . 3   극 한 환 경  계 측  신 호 분 석  결 과  ( 채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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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28

B 527

C 22

D 22

X 13

Y 13

N 224

계 1349

측정변수 신호수 비고

압력 65

온도 147

유량 45

수 56

방사선/ 성자속 314

속도 24

진동/가속도 24

치 674 RSPT  기기 치

계 1349

(4) 측정변수별 분석  

격납용기 내의 계측신호를 측정변수 별로 분석한 결과, 기기의 치를 나타내

는 치신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자속 신호, 온도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4)

표  2 . 3 . 4   극 한 환 경  계 측  신 호 분 석  결 과  ( 측 정 변 수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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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 필드통신망 기술분석

상용 필드망  원 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여 로토콜 특

성을 분석하 다.  이 결과는 제 4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에서 다룬다.

가. 상용 필드통신망 기술 황

 (1) 유선 필드통신   

필드에 설치된 필드기기들과 상 의 제어기기간을 연결하는 통신방식으로서, 

자동제어 구조의 가장 낮은 벨의 통신을 지원하기 한 센서 벨 네트워크이다. 

즉, 센서나 구동 기기를 콘트롤러나 컴퓨터에 속시키는 데이터 통신망이다. 이들 

필드버스망은 렴한 비용, 단순성  속이 용이한 설계에 이용되는데, 흔히 산

업용 계측, 자동차  군용기 등과 같은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의 

응용을 목 으로 한다. [10], [11], [12], [13], [14], [15] 

(가) 특징

필드버스의 트래픽 특징은 메시지와 응답시간이 짧고 주기 이며 신뢰도 

 안 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벨의 네트워크에 비해서 구조와 로토콜을 단순

화, 단일 통신매체에 의한 이블 수의 축소로 비용이 감된다. 한, 설치  보

수/유지가 용이하고,  이블 고장의 감지  국부화와 네트워크의 모듈화에 따른 

확장이 용이하며 모든 네트워크 스테이션이 로드 스트 채 에 의하여 속되므

로 각 장치는 일치된 데이터를 받는 장 을 갖는다.

필드버스의 로토콜은 하부 네트워크를 건 간 센서나 작동 기기의 송상

태가 필요 없고 (네트워크 계층 배제), 에러제어  에러 복구를 갖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이 데이터링크와 응용계층에서 수행되며 (트랜스포트 계층 배제), 기본

기능인 로세서간 통신은 응용계층에서 수행된다. 한, 화 동기 등과 같은 복

잡한 기능은 필드버스 응용에 필요치 않으며 (세션계층 배제), 메시지 내 각각의 

비트는 캐릭터 코드 (ASCII, EBCDIC) 보다는 센서나 구동기기의 상태를 나타내

며, 데이터의 축약이나 부호화와 같은 데이터 인코딩 알고리듬과 송운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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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치 않으므로 ( 리젠테이션 계층 배제) 물리 계층과 데이터링크  응용계층

으로 구성된다. 물리계층의 토폴로지는 부분 버스 타입 (구 의 단순성) 이다. 

통신매체는 흔히 STP이며, 동축 이블이나 섬유 이블은 선택사항으로 이용된

다. 인코딩기술은 MIL-STD 1553, FIP 등은 Manchester 방식을, Bitbus (Good 

Timing Content 특성)는 NRZI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역폭의 효율이 주요 

심사항이 아니므로 ‘Pulse Shaping을 갖는 Duobinary'등과 같은 복잡한 인코딩 기

술은 필요치 않다. 필드버스망은 연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가되는 리기능으로 

성능이 하되며, 주기 인 메시지를 한 일정한 사이클 타임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링크계층에서는 복잡한 분산 알고리듬 사용 배제을 배제하고 앙집

형 채  엑세스 제어기술을 이용한다. 앙집 형 채  엑세스 제어의 단 은 

체 네트워크의 운 이 단일고장 포인트 요인이 되는 Master 스테이션에 좌우되

기 때문에 시스템가동율의 하를 래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해서 FIP는 

Master 스테이션과 물리  매체 모두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강력한 다 구조

로 하며, Profibus에서는 Master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단순한 분산구조 (단순화 토

큰버스 로토콜)와 Slave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앙집 형 구조를 조합하고 있다. 

필드버스의 응용계층은 아직 제 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나,  MAP 네트워크와의 

공존이 상되며 MMS (Manufacturing Message Service) 일부와의 호환성이 고

려 이다. 

 (나) 종류

필드버스는 CAMAC, MIL-STD 1553   IEEE 488에서 비롯되어 FIP 

(Thomesse, 1987), Bitbus (Intel, 1987), Proway (1984), Profibus (1988)등이 제시

되었으며 최근에는 ISA SP-50 필드버스 표  등이 등장하 다. 한 근원 으로

는 CPU와 I/O간의 상호연결을 하여 출발하 지만 오늘날은 “보드상의 하부계

통”으로 단독 로세서 상호간을 연결하며 CPU, 콘트롤러, 공정 입출력 카드간을 

속하는 망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Backplane 버스도 필드 입출력과 공정제어장

비간의 필드버스 통신에 이용될 수 있다. 

①  Prof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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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는 독일에서 개발되어 독일 표 (DIN19245)과 유럽 표 (EN 

50170)으로 제정된 필드버스 로토콜이다. Profibus는 용 분야에 따라 

Profibus-FMS(Field Messaging Specification), Profibus-DP(Decentralized 

Peripheral)  Profibus-PA(Process Automation)로 나뉘어진다. Profibus-FMS는 

응용 계층에서 FMS(Fieldbus Message specification)을 사용하며, 주로 FM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사용된다. Profibus-DP는 

time-Critical 통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사용되며, Profibus-PA는 내재 안 성

(intrinsic safety)과 bus-power 등을 필요로 하는 로세스 자동화 분야에서 사용

되도록 고안되었다. Profibus-PA는 물리 계층으로 IEC 1158-2 국제 표 을 채택

하 으며, 사용자 계층을 제외한 상  계층에서는 Profibus-DP를 사용한다. 

Profibus는 송 거리에 따라 9.6 Kbps에서 12 Mbps까지의 데이터 

송 속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표 2.3.5 에서 보이듯이 segment length에 따라 송

속도가 달라진다. 다른 부분의 필드버스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Baud Rate

(kbit/s)
9.6 19.2 93.75 187.5 500 1500 3000 6000 12000

Max segment 

Length (M)
1200 1200 1200 1000 400 200 100 100 100

표  2 . 3 . 5  P R O F I B U S  P h y s i c a l  L e n g t h  L i m i t s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매체 속 로토콜로 토큰-패싱 방식과 마스

터-슬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에는 SDA(Send Data 

with Ack.), SRD(Send and Request Data with Reply), SDN(Send Data with No 

Acknowledge), CSRD(Cyclic Send and Request Data with Reply)등이 있다. 

Profibus 의 응용 계층인 FMS 에서는 공정 제어  공장 자동화 분야의 필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응용 계층 간의 연결 리, 

객체 사  리와 가상 필드장비 리를 비롯하여, 변수 속, 로그램 

upload/down1oad, 로그램 원격기동, 사건 리 등이 포함된다. PROFIBUS Bus 

Access Protocol (Layer 2)은 3가지의 PROFIBUS (FMS/DP/PA)에 모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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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FMS/DP/PA 네트워크 역에서 확실한 통신보장  편리한 연결을 가

능하게 한다. 그 이유는 FMS/DP는 동일한 물리층을 사용하여 (RS-485/FO) 동일 

이블로 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PROFIBUS는 센서와 액 에이터를 연결하는 자동화의 가장 하 벨

의 통신망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단 이 있다.

- 정확한 주기가 보장되지 못함. 

- 확률론  시간 제약조건.

- 주기 인 송시 모든 주 노드에 해 동일한 트래픽이 요구됨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서는 하나의 주노드만을 사용하고 다

른 모든 노드를 종속 노드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게 하는 경우는 분

산제어방식을 채택한 PROFIBUS를 활용 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②  LonWorks

LonWorks는 미국의 Echelon에서 개발되었으며, 다른 로토콜들과는 

달리 ISO의 OSI 7 계층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물리 계층의 송 속도는 송거

리에 따라 4.833 Kbps에서 1.25 Mbps까지 지원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predictive p-persistent CSMA 방식으로 동작된다. 각 노드는 데이터를 송하기 

이 에 버스의 상태를 감지하며, 버스의 상태가 비활성일 때 비된 메시지를 

송한다. 이때 만일 두 개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메시지를 송하면 충돌이 발생하

며, 충돌된 노드들은 무작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재 송을 시도한다. 따라서 다

음 송 시에 재 충돌할 확률이 감소된다. 여기서 p-persistent란 송의 기회를 

가진 노드가 p의 확률로 메시지를 송하거나 (1-p)의 확률로 다시 무작  시간 

동안 기하는 것을 말하며, predictive는 네트워크 내의 부하를 측하여 무작  

기 시간의 범 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라우터 기능을 제공

하며,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end-to-end 연결 계 간에 데이터 송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세션 계층에서는 송측이 데이터를 송할 권한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며, 리젠테이션 계층에서는 응용 계층에서 이미 정의된 약 100 



- 34 -

가지의 SNVT(Standard Network Variable Types)의 변수 데이터를 처리한다.

③  Foundation Fieldbus

Foundation Fieldbus는 북미 지역에서 WorldFIP N.A.와 ISP가 통합하

여 결성된 Fieldbus Foundation이라는 기구에서 제정한 필드버스 로토콜이다. 

Foundation Fieldbus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응용 계층에 사용자 계층이 

탑재된 4계층 구조를 갖는다. 물리 계층은 IEC 국제 규격을 채택 하고 있으며, 데

이터 링크 계층은 IEC 국제 규격을 단순화한 subset을 채택하고 있다. 응용 계층

은 Profibus의 응용 계충인 FMS를 그 로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자 계층에서는 

AI, AO, PID 등을 포함하는 기능 블록들과 이를 리하기 한 시스템 리 기능

이 수행된다. Foundation Fieldbus에서는 기능 블록을 구 하는 방법도 DDL 

(Device Description Language)를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벨에서 이 기종의 기

기들 간에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Foundation Fieldbus는 데이터 송을 해서 Token passing 과 

Scheduling의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송이 끝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 WorldFIP와 함께 주기 송능력이 타 로토콜에 비해 

좋은 장 을 가지고 있다.

④   CAN

CAN은 독일의 Bosch에서 차량용 네트워크로 개발되어 ISO 11898 국

제 표 으로 지정된 로토콜이다. CAN 로토콜은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

층으로만 구성된다. 물리 계층은 거리에 따라 최  1 Mbps까지의 속도를 지원한

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CSMA/NB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NBA)

라는 메시지 송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각 노드는 데이터를 송하기 이 에 

버스의 상태를 감지하며, 버스의 상태가 비활성일 때 비된 메시지를 송한다. 

CAN에서는 송되는 메시지가 식별자를 가지고 있으며, 식별자를 통하여 우선 순

가 높은 메시지가 송되도록 한다. 즉, 두 개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메시지를 

송하면 각 메시지는 서로 식별자를 1 비트씩 비교하여 제일 높은 우선 순 의 

메시지는 송되고 낮은 우선 순 의 메시지들은 송이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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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CAN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 주로 변수 속 서

비스를 수행하는 응용 계층을 탑재하여 공정 제어와 공장자동화 분야에서 사용하

도록 한 로토콜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표 인 것으로 Allen-Bradley에서 개

발한 DeviceNet과 Honeywell에서 개발한 SDS가 있으며, 그 밖에 유럽에서 개발

한 CiA(CAN in Automation), CAN Kingdom 등이 있다. 이러한 로토콜들은 주

로 센서 벨 통신망으로 사용되며,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는 서로 동일한 로토

콜을 사용하나, 응용 계층의 로토콜은 서로 달라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CAN은 로토콜 칩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비교  구조가 간단하여 

구 하기가 쉽고 비용이 게 든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한번에 송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8byte이므로 단순히 센서의 데이터를 량으로 송해야하는 체크밸  

진단 시스템에는 그다지 합하지 않다.

⑤  WorldFIP

WorldFIP는 랑스 표 인 FIP에 IEC 물리계층 국제 규격을 채택하여 

유럽 표 (EN 5017)으로 지정된 로토콜이다. WorldFIP의 데이터 링크 계층은 

Producer-distributor-user model을 채택하고 있다. WorldFIP의 데이터 링크 계층

은 스 링 방식으로 동작되어 주기 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송에 합하며, 

비주기  데이터는 주기  데이터가 송되지 않는 역폭을 이용하여 송된다. 

응용 계층에서는 주기   비주기  변수의 속을 한 MPS와 메시지의 송

을 한 SUB-MMS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 

WorldFIP는 Foundation Fieldbus의 모태이다. 그래서 타 필드버스에 비

해 긴 메세지 송보다 주기 송에 합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주로 유럽

에서 사용하고 있고 Foundation Fieldbus의 등장으로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⑥   IEC/ISA 필드 버스

IEC/ISA 필드버스는 IEC와 ISA에서 필드버스의 국제 표 으로 개발하

고 있는 로토콜이다. 물리계층의 규격은 완성되었으며, 데이터 링크와 응용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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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완성 단계이고, 사용자 계층은 재 표 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

리 계층은 twist pair선을 사용하는 경우 line당 32개의 노드를 수용하며 31.25kbps

에서 2.5Mbps까지의 송 속도를 지원한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각 노드가 주

어진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데이터를 송하는 토큰-패싱 방식과 미리 지정된 시

간에 데이터가 송되도록 하는 스 링 방식이 모두 지원되며, LAS(Link 

Active Scheduler)노드가 링크 내의 모든 노드의 데이터 송을 리한다. 응용 계

층에서는 FMS와 마찬가지로 객체 리, 응용 로세스 리, 응용 계 설정, 변

수, 사건, 로딩, 원격 함수 호출 등의 서비스들이 지원되며, 응용 분야에 따라 제공

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지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⑦   Interbus

Interbus는 독일에서 개발되어 유럽 표  (EN50254)으로 지정된 로토

콜로 주로 센서 벨 통신망으로 사용된다. 물리 계층의 송 거리는 최  13 Km

까지 확장되며, 송 속도는 500 Kbps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Master/Slave 방

식으로 동작되며, 기화 과정에서 마스터 노드는 ID cycle frame을 송한다. ID 

cycle frame은 통신망 내의 모든 슬 이  노드를 차례로 방문하며, 데이터를 송 

하고자 하는 I/0 모듈들은 ID cycle frame내의 빈 역에 자기 ID 코드를 marking

한다. ID cycle frame이 마스터 노드로 되돌아오면, 마스터 노드는 Scan cycle 

frame을 송하고 각 슬 이  노드들은 Scan cycle frame에서 자기가 marking한 

역에 데이터를 실어 송한다. Interbus의 응용 계층에서는 PCP(Peripheral 

Communication Protocol) 로토콜을 사용하며, 이는 주로 I/O 장비에서 생성되는 

변수 송 서비스를 수행하나, 일과 같은 큰 사이즈의 메시지를 송하는 경우

에 분리와 재조립의 기능도 수행한다.

⑧ EtherCAT

EtherCAT은 Ethernet For Control Autom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독일 Beckhoff(www.beckhoff.com) 에서 개발한 후 2003년 11월에 EtherCAT 테

크놀로지 그룹(www.ethercat.org)을 결성해서 기술을 공개한 개방형 산업용 이더

넷 테크놀로지다.  EtherCAT은  Industrial Ethernet 이라고 불리어지는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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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통신 방식의 한 종류이다. 1990년 에 소개되어 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필드버스라 불리어지는 산업용 통신방식의 종류가  세계 으로 약 100여종

(Devicenet, Profibus, Interbus, Sercos, CC-Link 등)이 있듯이 2000년  소개되기 

시작한 Industrial Ethernet은  세계 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Ethercat 은 그 

의 한 종류이다.[16] 

재 EtherCAT 테크놀로지 그룹에는 한국의 삼성 자, LS산 , 져스

텍, 터보테크를 포함해서 700개 이상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한, EtherCAT은 

2005년 3월에 IEC 규격으로 인증되었고(IEC/PAS 62407), 재 ISO 규격

(ISO15745-4)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 규격이다. 

EtherCAT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빠른 업데이트 속도

- 다양한 토폴로지를 지원하여 유연한 구조설계가능

- 용부품이 아닌 일반 부품을 사용하여 경제성 제고됨.

- 마스터/슬 이 , 마스터/마스터  슬 이 /슬 이  통신 지원

- EtherCAT은 Safety 오버 EtherCAT 로토콜을 구 해서 

EtherCAT 네트워크 상에서 손쉽게 Safety 솔루션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 EtherCAT 슬 이  디바이스들은 매뉴얼 어드 스 설정이 필요 없

기 때문에 구나 쉽게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다.

- EtherCAT은 이블 이 화(Redundancy)를 지원한다.

- EtherCAT은 국제 규격의 오  테크놀로지다.

- EtherCAT은 국내  국외에 다양한 용사례를 가진 검증된 기술이

다.

EtherCAT의 동작은 마스터 노드가 IEEE 802.3에 따른 표  임을 

송하면, 모든 슬 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해석, 처리하고 복사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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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EtherCAT 슬 이  디바이스는 임이 노드를 통과하는 동안 그곳에 

달된 데이터를 읽는다(on the fly 방식). 이와 유사하게 텔 그램이 통과하는 동

안 입력한 데이터가 삽입된다. 이때 임은 겨우 몇 ns 동안만 지연된다. 이더넷 

임이 수신 방향과 발신 방향 모두에서 많은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

문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는 90% 이상으로 증가하며,100 BaseTX의 

full-duplex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100Mb/s보다 큰 효과 인 데이터 속도를 얻

을 수 있다. 

EtherCAT은 마스터/슬 이  원칙에 따른 데이터 교환외에도 마스터간 

는 슬 이 간의 통신에도 매우 합하다. 어드 싱에 제약이 없는 로세스 데

이터의 네트워크 변수  라미터화, 진단, 로그래   원격제어를 한 다양

한 서비스는 범 한 요구사항을 커버한다. 마스터/슬 이 와 마스터/마스터 통

신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동일하다. 

EtherCAT은 라인 토폴로지, 트리 토폴로지 는 스타 토폴로지와 같은 

어떠한 토폴로지도 지원한다. 따라서 캐스캐이드 방식 스 치나 허 의 개수에 

한 수  제약 없이 버스 는 어떤 토폴로지 구조의 이더넷에도 사용할 수 있다. 

EtherCAT을 통해 Safety 디바이스도 사용할 수 있다. 통 으로 

Safety 네트워크 기능은 하드웨어를 경유하거나 는 용 Safety 버스 시스템을 

경유하여 자동화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구 된다. EtherCAT에서는 EtherCAT을 

경유한 Safety 디바이스는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EtherCAT 련 통신과 제어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Safety 로토콜은 더 낮은 계층에 향을 주지 않는 

EtherCAT의 애 리 이션 계층을 기반으로 하며, 이것은 IEC 61508에 따라 승인

되며 Safety Integrated Level(SIL)4의 요건을 만족한다. 데이터는 길이는 가변 이

어서 로토콜을 Safety I/O 데이터와 Safety 드라이  기술에 같이 합하게 

만들고 다른 EtherCAT 데이터와 같이 Safety 데이터는 Safety 라우터나 게이트웨

이 없이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EtherCAT을 통합 Safety 디바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충분히 입증된 상용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다.

⑨ Ethernet Pow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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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 Powerlink(EPL)의 버  1은 Austrian 의 Bernecker & 

Rainer Industrie- Elektronik(B&R) 에 의해 2001년 11월에 이미 개발되었으며 , 

EPSG (ETHERNET Powerlink Standardization Group) 는 2002년 11월에 설립되

었다. 2003년 11월에 specification ETHERNET Powerlink V2 가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V1의 가장 요한 확장, application layer 를 포함하고 있다. EPL은 

CANopen에서 정의된 구조를 바탕으로 한 표 화된 애 리 이션 인터페이스이

다.[17]

EPL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인증된 μs-Real-Time 산업용 Ethernet 

- 개방되고 독립 인 라이센스 Free 기술 

- 국제 규격 IEEE, IEC ,ISO 

- 열악한 산업 환경에 강한 Real-Time 

- 어떤 Network 방식도 지원 

- IP-기반 통신 

- 다량의 통신노드 지원 : > 60,000 Nodes 

EPL은 충돌을 피하고 역폭을 최 로 사용하기 해, 디바이스들 간

의 데이터 교환은 time-based 방식을 사용한다. EPL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는  

“Managing Node” (MN)의 기능과 통신 제어를 맡으며, 모든 노드들의 동기화를 

한 클럭 펄스를 정의하고 송 권리를 각 디바이스에 할당합니다. 그외의 

“Controlled Nodes” (CN)들은 MN에 의해 요청되었을 때만 송하는 방식이다. 

즉, MN은 Poll Response Frame(PRes)을 포함하여 하나의 클락 주기안에 모든 

CN에 요구를 보냄으로써 데이터 통신을 제어한다.  EPL 은 4개의 주기로 구성되

어 있다. 



- 40 -

- 시작 주기(Start Period):  MN은 "Start of Cyclic" frame (SoC) 을 

방송 메시지(Broadcast message)로 모든 컨트롤러들에 보냅니다. EPL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SoC에서 동기를 맞추게 된다.

- 순환 주기(Cyclic Period): 주기 인 등시 데이터 교환(cyclic 

isochronous data exchange)은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사  조  (구성 가능) 스

쥴에 따라, MN은 각 컨트롤러에 순차 으로 “Poll Request” 임(PollReq) 을 

송한다. 어드 스된 컨트롤러는 "Poll Response" 임 (PollRes)으로 응답한다. 

- 비동기 주기(Asynchronous Period): 비동기의, non time-critical 데이

터 교환을 하여 필요하며, MN에 의해 컨트롤러에 송할 권리가 부여된다. 

- 유휴 주기(Idle Period): 새로운 EPL 사이클이 시작될 때까지의 비사

용 시간이다. 

이러한 운 방식을 이용하여 한번에 오직 한 개의 디바이스가 송되므

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허 를 사용하여 모든 상들을 구 할 수 

있다. 재 EPL은 표  Fast Ethernet 에 직  만들어진 실시간 Ethernet 네트

워크를 기 로 하여 개발된 것이며, 2006년 11월 Gigabit EPL을 개발을 공표하고 

재 개발 에 있다.

⑩ HART [18]

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사용된 최 의 디지털 통신 로토콜이다. 물리

계층으로는 FSK(Frequency Shfit Keying)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4-20mA아날로그 시스템을 혼용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시장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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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호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Foundation Fieldbus 혹은 Profibus과 같은 완

한 디지털 통신망이 등장함에 따라 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HART 로토콜은 다른 디지털 로토콜에 비해 상 으로 속도가 느

리고 Master/Slave 모드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⑪  기타

필드버스와 센서버스에는 앞서 언 한 로토콜들 이외에 특정 분야에

서 사용되는 로토콜들이 있다. 먼 , 빌딩자동화 분야에서는 ASRAE에서 제정하

여 ANSI 표 안으로 채택된 BACnet(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network)

이 있으며, BACnet의 데이터 링크 로토콜로는 IEEE 802.3을 비롯하여 

ARCNET, LonTalk 등이 사용된다. 한 홈 오토메이션 구축을 한 CEbus, NC 

머신, 로  등의 산업용 제어기 간에 실시간 데이터 송 기능을 제공하도록 IEC

에서 표 화한 SERCOS를 비롯하여 항공기용 로토콜인 ARNIC 629, 철도 차량

의 제어기 간에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TCN(Train Control Network)등이 특정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토콜들이다.

(나) 버스 구조에 따른 분류

I/O 포인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트롤러에 연결될 수 있다. 필드버스

는 각각 특정분야에 사용하여 입증된 3가지 종류의 버스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어떤 것이 다른 버스구조 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필드버스의 구조에 계없이 컨트롤러는 항상 앙에 치해 있고 모든 

디바이스는 버스 간 간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I/O Station은 설비와 어드

스가 부여된 센서와 구동기 가까이 있다. 컨트롤러에 센서를 연결하기 해서는 

I/O Station이 있는 Junction Box까지 배선을 하고 거기에 연결하면 된다.

일반 으로 11개의 개별 커넥션이 필요하지만 필드버스에서는 단지 3개의 

커넥션이 사용된다. 따라서 배선이 히 어들게 되고 그밖에 많은 이 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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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소 트웨어는 기술자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 시

스템을 리하는 시간을 여주게 된다. PLC의 경우에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입출력 카드에서 센서까지 모든 것을 검하여야만 하지만 I/O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컨트롤러는 버스가 히 동작하는지

를 확인하기 해 자기진단 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음에 I/O Station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차로 Junction Box와 센서의 배선을 

Troubleshooting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설비와 캐비넷 사이의 배선과 컨트롤 캐

비넷 검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컨트롤러는 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하여 

문제 발생지 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개 장치의 고장 시 정지시간을 크게 

여주게 된다.

①  선형버스구조(Linear Bus Architecture)

선형버스구조는 컨트롤러에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해 이용되는 많은 

구조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하나의 Trunk 

이블이 컨트롤러에서부터 I/O Station(버스 이블이 Trunk 이블에서 입출력 

Station까지 분기되는)이 있는 설비까지 뻗어있다. 컨트롤러는 I/O Station의 모든 

입력을 검하고, 필요할 경우 출력 채 에 정보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는 “Heavy Traffic”이 버스 통신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Linear Bus System에서는 Multiple 마스터와 Peer-to Peer 통신이 가

능하다. 두 개의 컨트롤러는 동일한 Network 상에서 I/O Station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한 버스를 끊지 않고 버스로부터 I/O 디바이스를 분리할 수 있다. 이것

은 유지정비에서 아주 요한 사항이다. Linear Bus System으로는 Profibus-DP, 

CAN-based Network인 DeviceNet, SDS(Smart Distributed System)가 있다.

②  트리 구조(Tree Architecture)

트리 구조는 분기를 갖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Linear Bus System과 

유사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Trunk 이블을 컨트롤러에서부터 설비까지 배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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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Trunk 이블을 분기하여 사용한다. 원래 이 시스템은 스마트 센서나 엑추

에이터를 통합하는데 이용하 다. 네트웍상의 모든 디바이스는 버스를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I/O Station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에서 모든 종착 는 각각 

고유의 주소를 갖는다. 

트리 구조에서는 하나의 마스터만을 허용한다. 버스 이블은 컨트롤러

에서 출발하여 장 설비에 연결된다. 필요에 따라 개개의 주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입출력 포인트에 연결되도록 분기한다. Linear Bus에서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는 

입력을 받기 해 센서를 검하고 엑추에이터에 출력신호를 보내게 된다. 버스의 

통신속도는 달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량이 으면 정보량이 많을 

때 보다 빨리 센서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센서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컨트롤러에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 트리 버스 구조의 필드버스로

는 ASI Bus가 있다.

③  링 버스 구조(Ring Bus Architecture)

이 시스템에서는 컨트롤러와 입출력 디바이스가 하나의 링에 연결되어 

있다. 컨트롤러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는 각각의 슬 이 나 I/O Station을 통해서 

폐루 를 따라 컨트롤러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달되어야 한다. 버스는 컨트롤러

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I/O Station에 연결된다. 일반 으로 송 신호는 다음 I/O 

Station에 달하기 에 증폭된다. 이러한 차는 링의 모든 슬 이 에서 반복된

다. 마지막 슬 이 는 폐루 를 통하여 컨트롤러에 정보를 달한다. 링 버스 시

스템에서 각각의 I/O 포인트와 컨트롤러간의 통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리 상할 

수 있다. 통신의 핵심요소는 “Telegram”이다. Telegram은 bit 단 로 배열된 오류 

검 코드와 데이터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컨트롤러에서 시작된 Telegram은 첫번

째 슬 이 나 I/O Station으로 달된다. 첫번째 Station은 Telegram이 갖고 있는 

이 Station에 련된 I/O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출력신호는 수집된 입력신호를 

Telegram에 통합시켜 출력 포인트로 내보내게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Telegram은 다음 I/O Station으로 달되고, 이 차를 반복하게 된다. Telegram

이 마지막 슬 이 를 통과하면 이것은 컨트롤러로 보내지고 정보를 교환한다. 각

각의 I/O 포인트는 매 주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소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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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Cycle Time은 미리 상할 

수 있다. Cycle Time은 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Telegram

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컨트롤러는 매 주기마다 모든 I/O 포인트를 갱신하여 받아들인다. 따라

서 어떤 I/O 포인트도 링에서 “Sleep”할 수 없다. 컨트롤러는 어떤 I/O Station이

나 포인트가 응답하지 않아도 다음 사이클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링 버스는 

신뢰성이 있고 Cycle Time을 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링 버스 구조의 필드버

스로 Interbus-S와 CERCOS Interface가 있다.

(다) 유선 필드통신망 발  망

필드버스 기술의 필요성은 1980년  반부터 제기되었으며, 1980년  

반 이후부터 본격 으로 개발되어 재는 Profibus, Foundation Fieldbus, 

WoIldFIP 와 IEC/ISA 필드버스로 수렴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주로 Profibus와 

WorldFIP가 사용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는 Profibus를 비롯하여, CAN, 

LonWorks 등의 센서버스들이 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개발이 완료된 

Foundation Fieldbus의 사용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은 Profibus, 

WorldFIP  Foundation Fieldbus가 시장 유율을 확 시키기 한 경쟁을 치열

하게 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드버스가 응용 계층에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하여, 

센서 버스는 변수 속 등의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반면 비교  렴한 가격

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재 산업 장에서 이러한 센서 버스의 사용 

요구가 많은 만큼 앞으로 센서 버스의 시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재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센서 버스의 로토콜로는 Interbus와 CAN을 

기반으로 하는 DeviceNet과 SDS가 있다. 이와 더불어 LonWorks이 여러 분야에

서 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LonWorks의 Chip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개발 

환경이 다른 로토콜들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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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버스와 센서버스가 범용의 응용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반하

여,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 합하도록 개발된 통신망들의 표 안 제정과 사용이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빌딩자동화 분야에서는 BACnet의 표 안이 확정되면서 

이에 한 사용 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철도차량과 자동차 등에도 자 제어 기

술의 도입이 증가됨에 따라 통신망의 사용이 확산될 것이다. 

최근의 필드버스 기술 개발 추세는 하부 계층 로토콜의 개발보다는 

상  계층의 기능 블록과 Profile 등의 개발에 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는 

존하는 네트워크 매체에 해서는 속도의 향상이 개발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하부계층에서의 속도 향상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부계층은 자

주 사용하는 몇 가지로 통일되고, 이젠 상 계층의 개발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

으로 더 이상 필드버스의 하  계층에서 새로운 로토콜의 출 은 없을 것이며, 

하부 계층은 다양한 로토콜들을 수용하고, 사용자 계층에서 이러한 로토콜들

을 통합하여 개발자에게 하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로젝트가 미국의 

NEMA와 IEEE  유럽의 CENELEC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SS Technology, Festo, Square D 등의 부분의 외국 자동화 업체는 

하나의 로토콜만을 채택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로토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

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필드버스 기술을 이용하는 PC-기반 개방형 제어기의 개발에 많은 업체

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제어기 시장은 내장형(embedded)에서 PC

기반형으로 바뀔 것으로 상된다.

재까지 기술 선진국에서도 필드버스 용의 80%가 단순히 변수 속

과 진단 등의 low level networking application에 치 되어 있으며, 필드버스 기술

의 장 을 충분히 활용하기 해서는 high level networking application 개발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Profibus의 ProfiNet Foundation Fieldbus의 HSE 등)

향후의 추세는 ‘개방형 이더넷 기반 필드버스 네트워크 기술이 주종을 

이룰 정이며 여기에는 EtherNet/IP, profinet, EtherCAT이 포함된다. 주요 IT 회

사인 트라이텍은 ‘EtherCAT’을, 한국요꼬가와 기는 ‘Ethernet based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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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bus’를, 로크웰오토메이션은 ‘Industrial EtherNet/IP’를, 씨멘스는 ‘Profinet’에 

해 집  개발하고 있다.  

 (2) 무선 필드통신 

무선 필드통신이 아직까지는 산업의 주요 부문까지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차 그 용 분야  기술이 확 되고 있는 것은 산업 업계에서 하나의 사실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재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모 이 라인  빌딩 자동

화 부문에서는 신규 로젝트 부분이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컨트

롤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는 이다. 한 자동차, 철강, 수처리, 항만 크 인를 비

롯하여 철도, 터 , 고속도로 등의 국내 산업 분야에서도 무선 통신망이 세를 이

루고 있다. 

이는 통신망 구조가 복잡하고 장거리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동시에, 시스템 

장의 모니터링  컨트롤 룸은 물론 해외 는 원거리에 있는 본사  시스템 개

발회사의 리 시스템에까지 다 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송하고 피드백 할 수 있

는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선 통신망은 유선 통신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배선 비용과 시스템 운  비용은 물론 장 리 인원을 폭 

감할 수 있다는 장 을 통해 속한 시장 확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산업에 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에는 IEEE 802.11 무선 랜 기술[19]

과 IEEE 802.15.1의 블루투스 기술[20], 그리고 지그비, 센서 네트워크  액티  

RFID에 사용된 IEEE 802.15.4 [21]등 근거리 속 무선기술 등이 있다. 

(가) 종류  특징

무선통신 기반의 산업 자동화 환경에 특별히 유리한 기술은 주 수 인가가 

필요없는 근거리 통신기술들로서 IEEE 802.15.1(Bluetooth), IEEE 802.15.4(Zigbee), 

IEEE 802.11(WLAN) 등의 무선 근거리 역 통신기술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무선

통신 표 마다 응용분야, 통신환경, 통신거리, 통신속도들이 다르고 산업 환경에서

도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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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블루투스 (IEEE 802.15.1)

블루투스 기술은 원래 이블을 체하기 한 기술로,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가 기간의 무선연결을 해 만들어진 네트웤크 기반의 기술이다. 

재 표 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은 Sony, Nokia, Erricson 등이 포함된 Bluetooth 냫 

(Special Interest Group)이며, 2.4 GHz 의 주 수를 이용한다. 

블루투스 네트워크는 이 시스템 ‘피코넷’이라는 조직을 기반으로 구성되

며, 하나의 피코넷은 통신 기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마스터 디바이스와 최  7개

까지의 슬 이  디바이스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드수를 필요

로하는 산업용 환경에는 부 합하다.  슬 이  디바이스들은 피코넷 내에서 오직 

마스터 디바이스와의 통신만이 가능하다. 한 모든 블루투스 디바이스 들은 동시

에 4개까지의 피코넷에 속할 수 있으며, 마스터 역할을 여러 피코넷에 걸쳐서 할 

수 없다. 

피코넷은 철 한 시분할 다 속(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으로 구성되며 정해진 타임 슬롯에 맞추어 송수신함으로써 양방향 통

신(Full-duplex) 을 구 한다. 

피코넷 간에는 어떤 지정된 좌표계가 없기 때문에 인 한 피코넷간에는 

패킷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충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2.4 GHz 

역에서 1 MHz 을 기 으로 79개의 주 수로 빠르게 스 칭하는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주 수 호핑방식을 사용한다. 

②  UWB (Ultrawideband)

용량 멀티미디어 애 리 이션에 무선 네트워킹 기능을 목시키기 

해서는 비용ㆍ 력ㆍ 용량이 가능한 단거리 무선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이에 최근 UWB (Ultrawideband)가 가장 유력한 기술  안이 되고 있다. UWB

는 자기  특성을 이용하여 신호를 확산하는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와 유사하게 주기가 1ns 이하인 단  펄스를 이용해 3.1~10.6GHz에 

이르는 방 한 주 수 역에 신호를 확산시킨다. 따라서 UWB는 최  20m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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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480Mbps 이상의 용량 송이 가능하고, 반송 를 이용하지 않아 통

인 헤테로다인 송수신기의 RF 부품(VCO, 믹서, 필터)들이 필요 없어 소형으로 

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 한 UWB는 주기가 짧은 펄스의 특성을 이용해 수 cm 

수 까지 정확한 치 추 이 가능하고, 근본 으로 QoS를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복수 경로로 인한 신호 간섭에 향을 덜 받는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기술  특징으로 인해 UWB는 시장 기 디지털 캠코더/카메라, 셋탑박스, 디지털 

TV, DVR, MP3 이어, 홈 서버 등 멀티미디어 홈 엔터테인먼트 가  제품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③  ZigBee

재 블루투스ㆍUWB보다는 심을 덜 받고 있지만, ZigBee는 센서 네

트워크와 같은 버티컬 애 리 이션 역에서 경쟁력 있는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

로 각 을 받을 망이다. ZigBee는 력 ZigBee 송수신기를 센서(동작, 빛, 압

력, 기온, 습도)와 결합하여 규모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이다. 를 들어, 빌딩 리인은 빌딩 내 조명/화재감지/냉난방 시스템 등에 

ZigBee를 도입함으로써 리실이 아닌 휴 용 장치로도 원격으로 빌딩 시스템 

리  제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병원의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ZigBee 장

치를 장착하여 신체 상태  건강도를 센서가 주기 으로 측정하여 무선으로 진단 

정보를 서버에 달할 수 있다. 이 듯 ZigBee는 산업ㆍ가정ㆍ의료ㆍ군사 등 다양

한 애 리 이션으로 자동화된 센서 네트워크를 창조하는데 활용될 망이다. 이

러한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용량 정보 달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긴 배터리 시

간과 일정 거리 이상의 송 커버리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해 IEEE는 지난 2003년 5월 

렴한 력 무선 PAN 기술을 정의하는 802.15.4 규격을 발표하 으며, 마

과 제품 인증 등 산업 진을 해 설립된 ZigBee Alliance에서는 IEEE에서 정의

하는 PHY와 MAC에 네트워크/보안 계층을 추가로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IEEE 802.15.4 표  규격에서는 868MHz(BPSK/1채 /유럽), 

902~928MHz(BPSK/10채 /미국). 2.4GHz(OQPSK/16채 / 세계) 등 3개의 주

수 역에서 DSSS 변조 방식으로 최  100m까지 20~250Kbps의 송 속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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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한 주소에 64비트를 할당함으로써 최  65,000개

의 노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액세스 방법으로 무선 LAN과 비슷한 CSMA-CA를 

사용하며 QoS를 해 GTS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802.15.4에 네트워크/보안 계층과 토폴로지를 확장한 ZigBee는 리피터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수 km 이상으로 확장 가능하게 함은 물론, ad-hocㆍ스타ㆍ메

시 등 다양한 토폴로지로 망을 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ZigBee/802.15.4의 가

장 큰 특징은 력 소비에 있다. 송수신시 ZigBee의 평균 력 소비 수 은 

50mW 정도로, UWB(200mW)/무선 LAN(1W)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 이다. 게다

가 ZigBee 슬 이  장치는 마스터 장치로부터 호출이 왔을 경우에만 력을 사용

하기 때문에, 한번 배터리를 장착하면 최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 송수신 빈도가 많지 않은 가정 내 냉난방/환기 시스템, 가

스/화재 탐지기, 도난 방지기 등에 합하다.

④  무선 랜  (IEEE 802.11)

최근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한 수

요의 증가에 따라 고속의 데이터 송 속도  증가된 커버리지 역에 한 요구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무선 LAN 분야에서는 재 상용화되어 많이 사용

되고 있는 IEEE802.11b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송 속도 (11Mbps)보다 향상된 

11a/g 표  기반의 시스템(최  54Mbps)이 재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다. 

802.11a의 변조방식인 OFDM 방식을 사용하면서 2.4Ghz 역과 5Ghz 역을 함께 

사용하고 송 속도는 100Mbps 이상으로 향상시킨 802.11n에 한 표 화 작업도 

진행 이다. 

데이터 송 속도 뿐 아니라 개선된 QoS에 한 표 이 무선 LAN 

련 국제 표 화 기구인 IEEE 802.11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선통신 서비

스 업체에서는 최근 무선 LAN 기술을 이용하여 핫스팟 역에서 고속의 무선 인

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도 무선 LAN 기술은 

xDSL 혹은 이블 모뎀과 같은 고속의 유선 인터넷 엑세스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이러한 기술들은 셀룰러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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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역의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연동하여 역의 무선 데이터 서비

스를 경제 으로 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선 LAN을 이용한 

향후 상되는 구체 인 응용 분야로서는 우선 가정 혹은 사업장에서 비디오 혹은 

멀티미디어 스트리  데이터에서 요구되는 QoS를 만족시키는 데이터 송수신이나 

무선 LAN 네트워크를 통한 VoIP등이 포함된다. 

⑤  Wireless HART

HART 통신 재단(HCF; HART Communication Foundation)는 

WirelessHART Communication에 한 드 트 스펙을 완료하고, 이 스펙의 재

검토와 승인을 해 HCF 회원 업체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Wireless HART는 최 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무선 통신 표 으로 로

세스 산업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실제 산

업 랜트 애 리 이션을 한 안 하고, 강화된 보안 무선 통신이다.[22]

HART 로토콜에 역방향 호환을 확장한 WirelessHART는 사용자들이 

HART 강화 제품에서 기 하는 동일한 사용자의 경험, 용이성, 유연성과 친화성을 

제공한다. WirelessHART는 HART로부터 출발하 지만, 유선 HART로 체되지

는 않을 것으로 망된다. 

Wireless HART는 HART 강화 측정, 제어와 자동화 시스템 제품의  

범 를 지원한다. WirelessHART 통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통 인 유선 솔루션이 막 한 비용을 요구했던데 비해서 애 리

이션을 한 제어  측정 장치에 한 배치와 설비가 용이하다.

- 요자산의 성능 모니터링을 한 유선의 제한을 제거한다. 

- 신규 는 이 의 HART 강화 장치 진단과 진보된 특성에 한 새로

운 연결 경로를 제공한다. 

- 네트워크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로세스 산업 애 리 이션의 요구

를 부합하기 한 강력한 보안 특성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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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개 이상의 HART-로 강화되는 디바이스들로 인해 세계  규모

의 투자를 보호하고 유지한다. 

(나) 기술 비교

표 2.3.6는 주요 무선통신 기술을 비교한다. 표에서 나타난 무선 WAN(Wide 

Area Network) 과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은 필드통신망의 후보에서 

제외한다.  송속도 측면에서는 UWB가 가장 좋으며, 지그비의 경우가 가장 낮

다. 송거리는 블루투스는 아주 제한 (10 m) 인 반면 무선 랜과 지그비의 경우 

100 m 정도이다. 토 로지 측면에서는 지그비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토 로지가 

가능하다. 

나. 필드통신기술의 원  용 사례

계측제어기기 간의 데이터 통신은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라 데이터 

통신망기술이 범 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장 계측기로부터 공정계측계통 등 

데이터 취득 기기 사이 는 기기제어기와 장기기 사이에는 극히 일부분에 해

서만 필드 통신망 기술이 사용되었다.  이는 필드망의 기본 제가 장에 존재하

는 계측기  구동기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 트랜스

미터 는 스마트 구동기가 원 에 사용될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필드통신망이 

면 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유선 필드통신기술 

재까지 격납용기 내에 존재하는 계측기는 아날로그 방식이므로 데이터 통

신기술이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마트 트랜스미터의 용에 한 연구  제

품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용이 상된다.

격납용기 밖의 비방사선 역의 경우 스마트 트랜스미터의 용에 따라 

HART 로토콜이 용되었다. 울진5,6호기 이후 비안 등 의 계측기에 스마트 

트랜스미터   HART 통신이 사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리1,2 호기 이후에

는 안 등  계측기 일부에 스마트 트랜스미터와 HART 통신이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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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구동기는 아직까지 원 에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제어신호를 구동기

로 달하기 한 필드 데이터 통신기술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무선 필드통신기술 

필드에서 사용되거나 고려되는 무선통신기술은 아직 보단계이다. 

미국의 San Onofre 원 에서는 보수용으로 무선 메시 네트워크시스템

(Wireless mesh networking system)을 이용하여 large secondary plant motors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미국의 Rosemount 사 등을 포함한 원 용 계측기 제작사들은 wirelessHART

를 용한 스마트 트랜스미터를 개발하 다. 이는 향 후 유선 HART시스템이 

용되는 모든 스마트계측기를 체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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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3 . 6  주 요  무 선  통 신  기 술 의  상 호 비 교 [ 2 3 ] ,  [ 2 4 ]



- 54 -

제 4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안)

제 3 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극한환경에 사용될 필드통신망을 구성

한다. 이를 해 필드통신망 기   요건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기 검토한 장 

계측기  구동기  용 상을 선별한 다음 신호의 그룹핑을 통해 통신망 노드

를 정의한다.  

기 검토한 상용 통신망 에서 용 상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에 

해 원  통신망 요건을 반 한 개선된 구성(안)을 제안한다.

1.  제한사항  가정

재기술 수 에서 원  격납용기 내에 설치 가능한 검증된 디지털 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에 한 가혹환경에서의 검증 안은 재 세계

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 후 기기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한다.

가혹환경 필드통신망의 용에 한 제는 스마트 송기  스마트 구동기

의 용이다.   필드 계측기 는 구동기의 지능화 단계는 그림 2.4.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몇 단계로 구분된다.[25]  본 연구에서는 지능화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III 

단계로 가정한다.  이는 센서와 스마트 송기가 동일한 장소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신호를 송하는 필드 통신망도 가혹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수 인 용 기 을 갖는 원  특성으로 인해 원  필드통신망에 용이 

상되는 미래기술(약 10년 후)은 재 두되는 최신 산업용 통신망 기술과 동일

한 것으로 가정한다. 

필드 통신망의 고장으로 인해 랜트 기능 하를 최소화하기 한 통신구조

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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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 4 . 1   스 마 트  센 서  지 능 화  단 계

2.  필드통신망 용 상 기기선정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용 상기기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 에 의해 선정되

었다.

- 재 산업체에서 스마트화한 가 있는가?

- 특수 계측의 경우 산업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사용하는가?

- 펌 , 밸  등 장 구동기가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구동기와 유사한 사양을 

가짐으로써 향 후 스마트 구동기를 가정할 수 있는가?

제 3 에서 검토한 필드신호를 기반으로 상기기 에 의해 용 상 시스템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정계측 (온도, 압력, 수 , 유량)

- R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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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상태 계측

이를 기반으로 표 3.1.1에서 분석한 신호를 계통별로 살펴보면 원자로 냉각재

계통, 화학  체 계통, 수  증기계통, 안 주입/정지냉각계통, RSPT 의 계측

기가 해당된다.  노내 핵계측계통  노외 핵계측계통 경우 센서 출력신호신호가 

특수하여 이에 부합하는 특수 신호처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스마트화하는 것은 아

직 이른 것으로 단된다.  노심출구온도(CET)의 경우 열 를 사용하고 있지만 

계측 를 포함한 계측라인이 노내 성자속 신호계측과 공유된 형태이므로 이를 

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실 으로 이른 것으로 단된다.  원자로 수 계측에 사

용되는 Heat Junction Thermocouple (HJTC) 의 경우 ABB-CE 사에서 개발한 특

수한 센서로서 히터에 기를 공 하는 련공 모듈 등이 포함되는 등 복합한 구

조를 가짐으로써 상용 스마트 센서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부록에 필드통신망 

용 상기기가 표기되어 있다.

향 후 스마트 구동개념을 지질 것으로 단되는 장기기는 원자로냉각재펌

, 격납용기살수펌 , 안 주입펌  등 용량 펌 를 제외하면 모두 가능한 것으

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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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기   요건(안) 

가.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기

- 극한환경 필드통신망은 고장허용구조를 지녀야 한다.

- 결정론  통신성능을 지녀야 한다.

- 성능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나.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요건

(1) 신뢰도 요건 

(가) 고장허용구조

- 단일고장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 성을 지녀야 한다.

- 다 화된 통신망  타 통신망간에는 분리  격리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단일 부품의 고장이 채  내 타 기기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하나의 통신망 기능 상실시에도 랜트를 제어/보호할 수 있도록 구획화되

고 그룹핑되어야 한다.

(나) 결정론  특성

- 하드 실시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데이터 흐름이 명확하고 분석가능해야 한다. 

(다) 통신보안

- 속  근보안능력을 지닌다.

- 데이터 송보안능력을 지닌다.

(라) 랜트 요구에 따른 이용율  고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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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발 소의 계측루  비 그 이상의 이용률을 지녀야 한다.

- 선행 발 소의 계측루  비 그 이하의 고장률을 지녀야 한다. 

(마) 오류제어능력

- 데이터 손실  오류에 해 분석  인지가 가능해야 한다.

- 오류복구능력을 가능하면 갖추어야 한다.

(바) 극한환경에 한 기기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성능 요건 

- 요구되는 송용량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상되는 랜트의 데이터 송거리 내에서도 데이터의 왜곡/손실이 없어

야 한다.

-  다수의 센서/구동기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일  N 는 N  N 통

신이 가능해야 한다.

- 랜트 응답시간을 만족할 수 있는 송지연시간을 지녀야 한다.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3) 유지보수 요건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화 교체  수리가 가능해야 한다.

- 단순화되고 표 화되어야 한다.

- 사용자연계가 편리해야 한다.

- 자가진단  시험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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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노드 구성 기   

가. 안 성 기

(1) 심층방호 기

다음과 같은 랜트 안 기능을 수행하는 계측기  구동기 신호는 랜트 

필수 안 기능을 제공하는 심층방어 수단이 동시에 상실되지 않도록 각각 독립

인 통신망에 할당되어야 한다. 

- 일차계통 건 성 유지기능

-  반응도 제어 련 기능 : 안 주입계통

-  일차계통 냉각재재고량 유지기능 : 안 주입계통

- 일차계통 압력유지기능 : 안 주입계통, 안 감압계통

- 일차계통 열제거 기능 : 보조 수계통, 안 주입/정지냉각계통

- 격납용기 격리기능 : 격납용기 격리계통

- 격납용기 건 성 유지기능 : 격납용기 살수계통 

(2) 단일고장 기

 필드통신망에 한 단일고장기  설계를 바탕으로 랜트 트 인, 원요

건을 만족하도록 해당 계측기  구동기 신호를 독립 인 통신망에 할당해야 한

다.

(가) 유체 독립성 기

-  랜트 설비가 다  계열로 구성된 경우, 독립 인 다  구성을 갖는 필

드통신망에 각각의 신호를 할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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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  계측기 다 성 기

-  랜트 한 계열 내에 다 성을 갖는 계측기  구동기가 존재할 경우 

이 들 기기에 한 신호는 상호 다른 통신망에 할당되어야 한다.

(다) 원 독립성 기

-  AE 원을 공  받는 계측기  구동기의 신호는 A 채 , BE 원을 

공  받는 계측기  구동기의 신호는 B 채 ,  CE 원을 공  받는 계측기  

구동기의 신호는 C 채 , DE 원을 공  받는 계측기  구동기의 신호는 D 채

의 통신망에 할당되어야 한다. 

-  다 의 원으로부터 공통으로 공  받는 계측기  구동기의 신호는 

다 의 채  통신망에 동시에 할당되어야 한다.

(3) 다양성 기

 (가) 기능 다양성

심층방호기  참조

 (나) 수단 다양성

- 하나의 랜트 설비가 수행하는 기능을 해 다양한 수단이 제공될 경우 

다양한 수단을 한 계측기  구동기의 신호는 각각 별도의 통신망에 할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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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능 기

(1) 통신망 노드 제한 

안 성 기 을 만족하는 범 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통신망의 노

드는 40 개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독립 인 통신망 개수가 과잉되지 않

도록 가능하면 하나의 통신망에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노드가 연결되도록 한다.  

(2) 통신망 간 연계 제한 

각각의 통신망 노드에 포함된 계측기  구동기의 배치는 연계를 최소화하

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응답시간 

각각의 안 성 기 을 만족하는 범 에서 유사한 응답시간요건을 갖는 계

측기  구동기는 동일한 통신망에 할당한다. 

(4) 근  계측기 는 구동기 할당

가능한 한 하나의 통신망에 물리 으로 가까운 센서 는 구동기가 설치되도

록 한다.

 

(5) 시험성 기

안 성 기 이 확보되는 제하에서 통신망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시험 시  

우회가능성이 있는 계측기 는 구동기의 최소화를 해 동일 시험그룹(유체분야 

정의)에 포함된 기기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통신망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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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채 노드수 노드 구성요소(계측기) 비고

SFN_A1 A 9 보호  안 계통 련 A채  계측기

SFN_A2 A 9 보호  안 계통 련 A채  계측기

SFN_A3 A 28
정지제어 그룹 CEDM에 속한 A 채  

RSPT

SFN_A4 A 28
조 제어 그룹 CEDM에 속한 A 채  

RSPT

SFN_A5 A 17
출력형태제어 그룹  Spare 그룹 등 

CEDM에 속한 A 채  RSPT

SFN_B1 B 9 보호  안 계통 련 B채  계측기

SFN_B2 B 9 보호  안 계통 련 B채  계측기

SFN_B3 B 28
정지제어 그룹 CEDM에 속한 B 채  

RSPT

SFN_B4 B 28
조 제어 그룹 CEDM에 속한 B 채  

RSPT

SFN_B5 B 17
출력형태제어 그룹  Spare 그룹 등 

CEDM에 속한 B 채  RSPT

5.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노드 분석  배치  

본 보고서에서는 극한환경에 설치된 센서에서 출력되는 계측신호 송을 한 

통신망을 분류하고 각각의 통신망에 연결되는 노드를 정의한다.  구동기 련신

호 송을 한 극한 환경 필드통신망에 한 상세 구성은 제외한다.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구성  노드배치는 본 보고서 제 3 에서 제시된 신호

분석 배용과 제 4 의 통신망 기   요건 그리고 통신망 구성기 을 바탕으

로 이루어졌다. 표 4.5.1은 극한환경 필드통신망의 체 인 구성내용을 요약한

다.  각각의 세부 필드통신망은 그림 2.4.2과 같이 형 인 형태로 구성될 것이

다.

표  2 . 4 . 1  극 한 환 경  필 드 통 신 망  구 성   노 드  배 치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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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N_C1 C 9 보호  안 계통 련 C채  계측기

SFN_C2 C 9 보호  안 계통 련 C채  계측기

SFN_D1 D 9 보호  안 계통 련 C채  계측기

SFN_D2 D 9 보호  안 계통 련 C채  계측기

NSFN_X1 X 12 비안  공정계측  X 채  계측기

NSFN_Y1 Y 12 비안  공정계측  Y 채  계측기

NSFN_1 N 28 비안  공정계측  RCS, RCP 등 련

NSFN_2 N 28 비안  공정계측  RCS, RCP 등 련

NSFN_3 N 28
비안  공정계측  SIS, SDS, S/G 등  

련

NSFN_4 N 28
비안  공정계측  SIS, SDS, S/G 등  

련

NSFN_5 N 18
비안  공정계측  SIS, SDS, S/G 등  

련

NSFN_6 N 18
비안  공정계측  SIS, SDS, S/G 등  

련

NSFN_7 N 20
비안  공정계측  SIS, SDS, S/G 등  

련

NSFN_8 N 20
비안  공정계측  SIS, SDS, S/G 등  

련

가. 공정계측용 필드통신망  노드배치 

(1) 안 등  공정계측용 필드통신망 노드배치

부록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극한환경 내 안 등  공정계측기는 총 65개이다. 

section 4 에서 제시한 필드통신망 구성기   안 성 기 을 만족하도록 구성할 

경우 네 개의 채  각각에 두개씩의 독립 인 통신망이 필요하므로 총 8개의 통신

망으로 구성된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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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 4 . 2  극 한 환 경  필 드 통 신 망 의  형  구 조

안 등  필드통신망의 노드는 안 성 기 이 우선하기 때문에 성능기 에

서 제시한 10~40 개의 노드 권고사항을 일부 만족하지 않는다. 

 (가)  A 채  필드통신망  

A 채  필드통신망은 SFN_A1와 SFN_A2의 2 개로 구성된다. SFN_A1은 

총 9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RCP_1A 속도 계측기, RCP_2A 속도 계측기, 

SG_1 수  계측기, SG_2 수  계측기, 가압기 압력 계측기, RCS 압력 계측기, 

SG_1 압력 계측, SG_1 차압계측기 등이 포함된다.   

SFN_A2는 SFN_A1과 동일한 노드를 가지나, SFN_A1에 속한 계측노드와

는 물리  다 성, 계측기 다 성 등을 고려하여 RCP_1B 속도 계측기, RCP_2B 

속도 계측기, SG_1 수  계측기, SG_2 수  계측기, 가압기 압력 계측기, RCS 압

력 계측기, SG_2 압력 계측기, SG_2 차압계측기 등이 노드로 포함된다.  

(나)  B 채  필드통신망  



- 65 -

B 채  필드통신망은 SFN_B1와 SFN_B2의 2 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노드

는 채  A 필드통신망과 동일 노드 배치를 갖는다. (부록 참조)

(다)  C 채  필드통신망  

C 채  필드통신망은 SFN_C1와 SFN_C2의 2 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노드

는 채  A 필드통신망과 유사한 노드 배치를 갖는다. (부록 참조)

(라)  D 채  필드통신망  

D 채  필드통신망은 SFN_D1와 SFN_D2의 2 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노드

는 채  A 필드통신망과 유사한 노드 배치를 갖는다. (부록 참조)

(2) 비 안 등  공정계측용 필드통신망 노드배치

부록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극한환경 내 안 등  공정계측기는 총 236개이

며, X-채 은 12개, Y-채 은 12개, 나머지는 N 채 이다. 이  24개의 계측기는 

AE 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는 계측루 로서 재의 기술을 그 로 사용한다고 

가정하 으므로 통신망 노드 할당에서는 제외한다. 

section 4 에서 제시한 필드통신망 구성기 을 만족하도록 구성할 경우, X-

채  1개, Y-채  1개, 그리고 N 8개의 총 10개의 통신망으로 구성된다. (상세 사

항 부록 참조) 

(가)  X 채  필드통신망  

 NSFN_X1은 총 12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SG1 수  계측기, SG2 

수  계측기, 가압기 압력 계측기, 가압기 수 계측기, SIT1 련 밸 치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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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SDS 밸  치 계측기, RCS 고온  온도 계측기 등이 노드로 포함된다.

(나)  Y 채  필드통신망  

 NSFN_Y1은 NSFN_X1 통신망과 유사하게 총 12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Y 

채 로 규정된 계측기 들이 노드로 포함된다.

(다)  N 채  필드통신망  

 비안  채 인 N 채  필드 통신망은 총 8개로 구성된다. NSFN_1부터 

NSFN_4 까지 네 개의 통신망은 주로 RCS 계통  RCP 기기에 속한 계측기를 

노드로 포함하며, 각각 28개의 노드를 갖는다.

 NSFN_5부터 NSFN_8까지의 네 개의 통신망은 안 주입 련 비안  계측

기, 증기발생기 련 비안 계측기, 안 감압계통 련 비안  계측기 등을 노드로 

포함하고 있다. NSFN_5  NSFN_6은 총 18개의 계측기 노드를,  NSFN_7  

NSFN_8은 총 20개의 계측기 노드를 각각 포함한다.

나. 특수계측용 필드통신망  노드배치 

(1)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 용 필드통신망

 한국표 원 의 CEDM 은 총 81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CEDM에

는 독립 인 두개의 RSPT 가 설치된다. 하나의 RSPT로부터 출력되는 계측신호

는 아날로그 치신호 1개,  치 신호 3개의 총 4개가 포함된다. 81개의 

CEDM은 정지제어 그룹(A, B), 조 제어그룹 (1~5), 출력형태제어그룹 (P1, P2) 

Spare group (8 CEDMs), 그리고 노심센터에 하나의 CEDM 등으로 구분된다. 상

기의 기능  그룹핑을 고려하여, 필드 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 SFN_A3 : 정지제어그룹에 속한 A채 의 RSPT 계측

- SFN_A4 : 조 제어그룹에 속한 A채 의 RSPT 계측

- SFN_A5 : 나머지 그룹에 속한 A채 의 RSPT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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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N_B3 : 정지제어그룹에 속한 B채 의 RSPT 계측

- SFN_B4 : 조 제어그룹에 속한 B채 의 RSPT 계측

- SFN_B5 : 나머지 그룹에 속한 B채 의 RSPT 계측

SFN_A3  SFN_B3는 각각 28개의 통신망 노드를 가지며, 송되는 신호

는 각각 112개이다. SFN_A4  SFN_B4는 각각 28개의 통신망 노드를 가지며, 

송되는 신호는 각각 112개이다. SFN_A5  SFN_B5는 각각 17개의 통신망 노드

를 가지며, 송되는 신호는 각각 65 개이다.

(2) 성자속 계측용 필드통신망

 노외 성자속과 노내 성자속 계측기는 재 기술수 에서 스마트화한 

가 없다.  따라서 이들 신호는 기존의 계측루 를 사용하므로 이를 한 필드통

신망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원자로내 열  용 필드통신망

 노심출구온도(CET) 측정을 한 열 는 재 노내 성자속 검출기 계

측루 와 동일한 계측루 를 사용한다.  따라서 노내 속자속 계측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필드통신망을 고려하지 않는다.

원자로 용기 수 감시를 한 HJTC 의 경우는 히터 제어 기능 등 일반 열

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가짐으로 재기술수 에서는 필드 통신망을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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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제안 구조

제 3 에서 분석한 상용 필드 통신망을 참조로 향 후 극한환경 필드 통신망 

로토콜 개발을 한 기본 구성 골격을 제공한다.

가. 상용통신망의 극한환경 필드 통신망 용성  

(1) 안 성  

필드통신망의 안 성 검토 은 결정론성, 송지연, 검증성, 신뢰성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 

표 4.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결정론성 측면에서는 송권한방식이 

CSMA/CD 인 Ethernet, Devicenet 등을 제외한 다른 통신망은 결정론성은 만족하

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송지연 에서는 Ethernet과 Devicenet 을 제외한 다른 통신망은 송

지연이 보장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통신망 로토콜의 검증성 에서는 Ethernet Power Link, EtherCAT, 

WPAN (IEEE 802.15), CAN 등이 원 용 시 검증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신뢰성 (  고장율) 에서는 Ethernet, Ethernet Power Link, WPAN 

(IEEE 802.15), CAN 등이 높은 신뢰성을 지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안 성 에서 련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상용통신망은 Ethernet 

Power Link, WPAN (IEEE 802.15), CAN의 세 가지의 통신망으로 나타났다.  

(2) 성능  

성능 에서 재 악 가능한 요소는 유효 송용량이다. 원 의 별 

통신망  필드통신망은 정보망이나 제어망에 비해 유효 송용량이 비교  작아도 

무방하다.  향후 시험, 진단 등 지능화된 기능이 디지털 기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차세  필드통신망의 유효 송용량은 보수 으로 20 Mbps 정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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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 화 응용망
  송권한 부여

방식
결정론성

송

지연
검증성

신뢰성

(고장 

견딤성)

유효

송용량
필드망 용성

국제

표

IEEE 

802.3

(Ethernet)

Ethernet/Fast-Ether

net/Gigabit-Ethernet

CSMA/CD

Switched 

Control

비결정론

결정론
비보장

Low

Medium

High
2/20/200 

Mbps

결정론성/ 송지연 

비보장으로 

용난이
Ethernet Power 

Link

Polling + 

CSMA/CD
결정론 보장 High High 20 Mbps 용가능

EtherCAT
TDMA + 

CSMA/CD
결정론 보장 High Low 90 Mbps 고장취약

IEEE 

802.4

(Token-B

us)

산업망 

(*MAP, ArcNet, 

Profibus,…)

Token-Passing 결정론 보장 Low Low 6 Mbps
토큰분실  

용량부족

IEEE 

802.5

(Token-Ri

ng)

IBM Token-Ring, 

FDDI
Token-Passing 결정론 보장 Medium Medium 8/50 Mbps

토큰분실  제품 

단종

IEEE 

802.11

무선 데이터 

송망
Polling (*PCF) 결정론 보장 Low Low 20 Mbps

검증성  신뢰성 

취약
IEEE 

802.15
WPAN TDMA (*GTS) 결정론 보장 High High 500 Kbps 용량증  필요

산업

표

Profibus (PA/DP/FMS)

Token-Passing

Polling 

(Master-Slave)

결정론 보장 Low Low 6 Mbps
토큰분실  

용량부족

CAN
Polling 

(Master-Slave)
결정론 보장 High High 1 Mbps 용량부족

DeviceNet CSMA/NBA 비결정론 비보장 Low Low 500 Kbps
비결정론   

용량부족

된다. 

이러한 에서 표 &&에 제시된 상용 통신망  DeviceNet, CAN,  

WPAN (IEEE 802.15), MAP, ArcNet, Profibus 등은 20 Mbps 보다 작은 유효

송용량을 지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원  필드통신망구성을 한 참조 상용통신망 선정 

안 성 과 송능력 에서 최 의 참조 후보는 Ethernet Power Link 

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원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로토콜 개발시 Ethernet 

Power Link를 기반으로 원  특성에 맞춰 개선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표  2 . 4 . 2  일 반  산 업 체  필 드  통 신 망 의  원  필 드 통 신 망  용 성  분 석 결 과  

나.  극한환경 필드 통신망 구성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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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참조 후보로 검토된 Ethernet Power Link 를 바탕으로 원  필드

통신망을 한 개선 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원  필드통신망 로토콜 제안 구조  

그림 2.4.3은 필드통신망의 개략 인 로토콜 제안 구조이다.  물리계층은 

100 Mbps 의 송능력을 갖는 Fast Ethernet을 기반으로 하고, MAC 계층은 

Ethernet Power Link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기능을 개선한다.

- Isochronous 모드만 용하고 Asynchronous 모드는 삭제

- Poll Response를 Multicast 송에서 Unicast 방식으로 변경

통신망의 단순화를 해 Ethernet Power Link에 존재하는 Network(*IP), 

Transport(*TCP)  Application  Object/PDO/SDO 기능을 삭제한다.

강화된 사이버 보안요건에 부합하기 해 응용계층에 통신보안 기능을 추

가한다.

그 림  2 . 4 . 3  필 드 통 신 망 의  개 략 인  로 토 콜  제 안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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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필드통신망 송권한 제안  

그림 2.4.4는 필드통신망의 송권한에 한 개선안을 나타낸다.  이를 시이

셜하게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매 주기 시작시 Master Node가 체노드에 SoC (Start of Cycle) 를 

송 

- Master Node는 규정된 순서 로 Slave Node를 Polling (Poll Request) 

하여 해당 Slave  Node에 송권한을 부여(Master Node는 체노드에 한 Time 

Schedule 보유)

- Poll Request를 받은 Slave Node는 Poll Response로 자신의 데이터 송

- Poll Request를 받지 못한 노드는 Listen 모드 상태로써, Poll Response에 

의한 데이터의 주소를 감시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면 데이터 수신  

- 모든 노드의 송 종료하면 다음주기까지 Idle 모드

그 림  2 . 4 . 4   필 드 통 신 망 의  송 권 한 에  한  개 선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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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필드 의 디지털화를 한  주요 안 기술  하나인 필드 통신망 기술 

에 한 연구결과를 기술하 다. 시험, 진단, 교정 등지능화된 계측제어기기의 디

지털화는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서도 시험, 진단, 교정 등을 자동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이러한 추가기능은 기존보다 데이터 송량이 

증 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용될 필드통신망은 기존 산업체에서 리 

사용되는  용량 센서 네트워크보다 휠씬 큰 데이터 송능력을 지녀야 한다. 따

라서 산업체에서 용되거나 개발되는 필드버스  원 특성에 가장 맞는 통신망

을 참조 후보로 선정하 다. 

선정된 참조 통신망을 바탕으로 로토콜 구조  송권한 구조 등을 원

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안하 다. 아울러 극한환경의 계측

기 분석과 더불어 안 성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 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독립 인 세부 필드통신망을 제시하 다. 각각의 세부 필드통신망에는 분석된 계

측기를 할당하여 통신노드 구조를 제안하 다.

본 연구결과는 극한환경 필드통신망 로토콜 설계, 제작  검증 시 기 자

료로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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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극한환경 내 계측기 분석  필드통신망 할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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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신호 감지변수
센서/

트랜스미터
계통 채널 사용계통 1 사용계통 2 사용계통 3 사용계통 4 신호종류 물리적 변수 통신망 할당

NE153 RCP 1A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54 RCP 1A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55 RCP 1A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63 RCP 1B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64 RCP 1B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65 RCP 1B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73 RCP 2A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74 RCP 2A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75 RCP 2A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83 RCP 2B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84 RCP 2B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85 RCP 2B VIBRATION 진동 가속도계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56 RCP 1A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57 RCP 1A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58 RCP 1A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66 RCP 1B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67 RCP 1B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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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168 RCP 1B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76 RCP 2A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77 RCP 2A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78 RCP 2A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86 RCP 2B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87 RCP 2B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NE188 RCP 2B VIBRATION 진동 근접센서 RCS N RCPVMS 0-10VDC 진동/가속도 CONVENTIOANL

LT1115X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X DPS MCR 4-20 mA 수위 NSFM_X1

LT1125X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X DPS MCR 4-20 mA 수위 NSFM_X1

PT199X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X DPS 4-20 mA 압력 NSFM_X1

LT100X PZ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X PLCS 4-20 mA 수위 NSFM_X1

PT100X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X PPCS 4-20 mA 압력 NSFM_X1

ZS614X
SIT1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X PDAS MCR 접점 위치 NSFM_X1

ZS624X
SIT2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X PDAS MCR 접점 위치 NSFM_X1

ZS634X
SIT3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X PDAS MCR 접점 위치 NSFM_X1

ZS644X
SIT4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X PDAS MCR 접점 위치 NSFM_X1

ZT103 SDS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트랜스미터
SDS X MCR 4-20 mA 위치 NSFM_X1

TE111X RCS Hot temp 온도 RTD RCS X PDAS(COL RRS MCR RTD 온도 NSFM_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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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TE121X RCS Hot temp 온도 RTD RCS X
PDAS(COL

SS)
RRS MCR RTD 온도 NSFM_X1

LT1115Y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Y DPS MCR 4-20 mA 수위 NSFM_Y1

LT1125Y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Y DPS MCR 4-20 mA 수위 NSFM_Y1

PT199Y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Y DPS 4-20 mA 압력 NSFM_Y1

LT100Y PZ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Y PLCS 4-20 mA 수위 NSFM_Y1

PT100Y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Y PPCS 4-20 mA 압력 NSFM_Y1

ZS614Y
SIT1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Y PDAS MCR 접점 위치 NSFM_Y1

ZS624Y
SIT2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Y PDAS MCR 접점 위치 NSFM_Y1

ZS634Y
SIT3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Y PDAS MCR 접점 위치 NSFM_Y1

ZS644Y
SIT4 ISO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IS/SCS Y PDAS MCR 접점 위치 NSFM_Y1

ZT104 SDS VALVE POSITION 위치
위치 

트랜스미터
SDS Y MCR 4-20 mA 위치 NSFM_Y1

TE111Y RCS cold temp 온도 RTD RCS Y
PDAS(COL

SS)
RRS MCR RTD 온도 NSFM_Y1

TE121Y RCS cold temp 온도 RTD RCS Y
PDAS(COL

SS)
RRS MCR RTD 온도 NSFM_Y1

SE154 RCP 1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1

SE155 RCP 1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1

LT108
RCP 1A LOW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1

LT109
RCP 1A UPP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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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51 RCP1A SEAL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1

PT152 RCP1A SEAL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1

PT153 RCP1A SEAL3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1

FT241
RCP 1A SEAL 

INJECTION LINE 
FLOW

유량
유량 

트랜스미터
CVCS N PDAS MCR VALVE CONTROL 4-20 mA 유량 NSFN_1

FT156
RCP 1A BREEDOFF 

FLOW
유량

유량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1

PDT110 RCP 1A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1

PDT111 RCP 1A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1

PDS157
RCP 1A OIL LIFT 
PUMP FILTER DP 

SWITCH
차압 DP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1

FS159
RCP 1A OIL LIFT 

PUMP FLOW SWITCH
유량

FLOW 
SWITCH

RCS N PDAS 접점 유량 NSFN_1

LE131
RCP 1A OIL LIFT 

TANK LEVEL SWITCH
수위

LEVEL 
SWITCH

RCS N PDAS 접점 수위 NSFN_1

PS158
RCP 1A OIL LIFT 

PUMP PRESS 
SWITCH

압력
PRESS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1

TE118 RCP1A SEAL3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50
RCP 1A COOLER 

IN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51
RCP 1A COOLER 

OUT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52
RCP 1A LOW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53
RCP 1A UPPER 

JOURNAL BEARING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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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TE154
RCP 1A LOW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56
RCP 1A UPP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57 RCP1A SEAL1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58
RCP 1A LOW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90 RCP1A SEAL2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TE194
RCP 1A UPP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1

ZS116
RCP 1A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1

ZS117
RCP 1A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1

SE164 RCP 1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2

SE165 RCP 1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2

LT118
RCP 1B LOW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2

LT119
RCP 1B UPP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2

PT161 RCP1B SEAL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2

PT162 RCP1B SEAL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2

PT163 RCP1B SEAL3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2

FT242 RCP 1B SEAL 유량 유량 CVCS N PDAS MCR VALVE CONTROL 4-20 mA 유량 NSFN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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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LINE 
FLOW

트랜스미터

FT166
RCP 1B BREEDOFF 

FLOW
유량

유량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2

PDT112 RCP 1B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2

PDT113 RCP 1B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2

PDS167
RCP 1B OIL LIFT 
PUMP FILTER DP 

SWITCH
차압 DP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2

FS169
RCP 1B OIL LIFT 

PUMP FLOW SWITCH
유량

FLOW 
SWITCH

RCS N PDAS 접점 유량 NSFN_2

LE141
RCP 1B OIL LIFT 

TANK LEVEL SWITCH
수위

LEVEL 
SWITCH

RCS N PDAS 접점 수위 NSFN_2

PS168
RCP 1B OIL LIFT 

PUMP PRESS 
SWITCH

압력
PRESS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2

TE128 RCP1B SEAL3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60
RCP 1B COOLER 

IN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61
RCP 1B COOLER 

OUT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62
RCP 1B LOW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63
RCP 1B UPP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64
RCP 1B LOW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66
RCP 1B UPP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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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167 RCP1B SEAL1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68
RCP 1B LUBE OIL 

COOLER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91 RCP1B SEAL2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TE195
RCP 1B UPP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2

ZS126
RCP 1B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2

ZS127
RCP 1B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2

SE174 RCP 2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3

SE175 RCP 2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3

LT128
RCP 2A LOW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3

LT129
RCP 2A UPP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3

PT171 RCP2A SEAL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3

PT172 RCP2A SEAL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3

PT173 RCP2A SEAL3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3

FT243
RCP 2A SEAL 

INJECTION LINE 
FLOW

유량
유량 

트랜스미터
CVCS N PDAS MCR VALVE CONTROL 4-20 mA 유량 NSFN_3

FT176
RCP 2A BREEDOFF 

FLOW
유량

유량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3

PDT120 RCP 2A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3

PDT121 RCP 2A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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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177
RCP 2A OIL LIFT 
PUMP FILTER DP 

SWITCH
차압 DP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3

FS179
RCP 2A OIL LIFT 

PUMP FLOW SWITCH
유량

FLOW 
SWITCH

RCS N PDAS 접점 유량 NSFN_3

LE151
RCP 2A OIL LIFT 

TANK LEVEL SWITCH
수위

LEVEL 
SWITCH

RCS N PDAS 접점 수위 NSFN_3

PS178
RCP 2A OIL LIFT 

PUMP PRESS 
SWITCH

압력
PRESS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3

TE138 RCP 2A SEAL3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0
RCP 2A COOLER 

IN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1
RCP 2A COOLER 

OUT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2
RCP 2A LOW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3
RCP 2A UPP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4
RCP 2A LOW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6
RCP 2A UPP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7 RCP 2A SEAL1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78
RCP 2A LUBE OIL 

COOLER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92 RCP 2A SEAL2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TE196
RCP 2A UPPER 

JOURNAL BEARING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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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ZS136
RCP 2A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3

ZS137
RCP 2A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3

SE184 RCP 2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4

SE185 RCP 2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SS) 펄스 속도 NSFN_4

LT138
RCP 2B LOW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4

LT139
RCP 2B UPPER OIL 
RESERVOI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4

PT181 RCP2B SEAL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4

PT182 RCP2B SEAL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4

PT183 RCP2B SEAL3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4

FT244
RCP 2B SEAL 

INJECTION LINE 
FLOW

유량
유량 

트랜스미터
CVCS N PDAS MCR VALVE CONTROL 4-20 mA 유량 NSFN_4

FT186
RCP 2B BREEDOFF 

FLOW
유량

유량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4

PDT122 RCP 2B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4

PDT123 RCP 2B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COL
SS)

MCR 4-20 mA 유량 NSFN_4

PDS187
RCP 2B OIL LIFT 
PUMP FILTER DP 

SWITCH
차압 DP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4

FS189
RCP 2B OIL LIFT 

PUMP FLOW SWITCH
유량

FLOW 
SWITCH

RCS N PDAS 접점 유량 NSFN_4

LE161
RCP 2B OIL LIFT 

TANK LEVEL SWITCH
수위

LEVEL 
SWITCH

RCS N PDAS 접점 수위 NSFN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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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88
RCP 2B OIL LIFT 

PUMP PRESS 
SWITCH

압력
PRESS 
SWITCH

RCS N PDAS 접점 압력 NSFN_4

TE148 RCP 2B SEAL3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78 RCP 2B SEAL1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80
RCP 2B COOLER 

IN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81
RCP 2B COOLER 

OUTLET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82
RCP 2B LOW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83
RCP 2B UPP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84
RCP 2B LOW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86
RCP 2B UPPER 

THRUST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88
RCP 2B LUBE OIL 

COOLER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93 RCP 2B SEAL2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TE197
RCP 2B UPPER 

JOURNAL BEARING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4

ZS146
RCP 2B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4

ZS147
RCP 2B HYDRAULIC 
SNUBBER POSITION

상태 RCS N PDAS 접점 위치 NSFN_4

LT105
PERMANENT 

REFUELING WATER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PRWS N MCR 4-20 mA 수위 NSFN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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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LT1111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N FWCS1 4-20 mA 수위 NSFN_5

LT311 SIT1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5

LT312 SIT1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5

LT313 SIT1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5

PT131 SDS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D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5

PT319
SIT1 DISCHARG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5

ZS151
SG1 HYDRAULIC 

SNUBBER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GS N PDAS 접점 위치 NSFN_5

TE131 RDT LINE TEMP 온도 RTD SDS N PDAS MCR RTD 온도 NSFN_5

PT311
SIT1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5

PT312
SIT1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5

PT313
SIT1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5

PT103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5

PDT124
W

LOOP2 Hot/Cold LEG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5

TE103 PZR SPRAY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5

TE107 PZR DRAIN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5

TE115 RCS Cold temp 온도 RTD RCS N
PDAS(COL

SS)
MCR RTD 온도 NSFN_5

ZS430
RC-430 POSITION 

SWITHCH
상태 RCS N RCP CONTRO; 접점 위치 NSFN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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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323
SIT2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6

LT106
PERMANENT 

REFUELING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PRWS N MCR 4-20 mA 수위 NSFN_6

LT1112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N FWCS1 4-20 mA 수위 NSFN_6

LT321 SIT2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6

LT322 SIT2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6

LT323 SIT2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6

PT132 SDS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D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6

PT329
SIT2 DISCHARG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6

ZS161
SG1 HYDRAULIC 

SNUBBER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GS N PDAS 접점 위치 NSFN_6

TE132 RDT LINE TEMP 온도 RTD SDS N PDAS MCR RTD 온도 NSFN_6

PT321
SIT2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6

PT322
SIT2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6

PT104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6

PDT124X
LOOP1 Hot/Cold LEG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6

TE104 PZR SPRAY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6

TE108 PZR DRAIN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6

TE125 RCS Cold temp 온도 RTD RCS N
PDAS(COL

SS)
MCR RTD 온도 NSFN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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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430
RC-431 POSITION 

SWITHCH
상태 RCS N RCP CONTRO; 접점 위치 NSFN_6

PT331
SIT3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7

PT332
SIT3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7

PT333
SIT3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7

LT115
PERMANENT 

REFUELING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PRWS N MCR 4-20 mA 수위 NSFN_7

LT1121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N FWCS2 4-20 mA 수위 NSFN_7

LT331 SIT3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7

LT332 SIT3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7

LT333 SIT3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7

PT215
RCP SEAL LINE 
PRESS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CV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7

PT268 RDT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CVCS N PDAS MCR VALVE CONTROL 4-20 mA 압력 NSFN_7

PT339
SIT3 DISCHARG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7

PT390 SDC LINE 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7

ZS171
SG2 HYDRAULIC 

SNUBBER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GS N PDAS 접점 위치 NSFN_7

PDT240
L/D CONTROL VALVE 
DIFFERENTIAL PRESS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CVCS N PDAS MCR CVCS CONTROL 4-20 mA 유량 NSFN_7

TE221 RG HX OUTLET TEMP 온도 RTD CVCS N PDAS MCR CVCS CONTROL RTD 온도 NSFN_7

TE229
RG HX OUTLET 
CHARGING LINE 

TEMP
온도 RTD CV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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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05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7

PDT124Y
LOOP1 Hot/Cold LEG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7

TE109 PZR DRAIN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7

ZS430
RC-432 POSITION 

SWITHCH
상태 RCS N RCP CONTRO; 접점 위치 NSFN_7

PT341
SIT4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8

PT342
SIT4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8

PT343
SIT4 ATOMOSPHIC 

LIN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8

LT116
PERMANENT 

REFUELING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PRWS N MCR 4-20 mA 수위 NSFN_8

LT1122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N FWCS2 4-20 mA 수위 NSFN_8

LT341 SIT4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8

LT342 SIT4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8

LT343 SIT4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8

PT349
SIT4 DISCHARGE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8

PT391 SDC LINE 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IS/S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8

ZS181
SG2 HYDRAULIC 

SNUBBER POSITION
위치 위치 스위치 SGS N PDAS 접점 위치 NSFN_8

TE268 RDT TEMP 온도 RTD CV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8

PT106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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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124Z
LOOP2 Hot/Cold LEG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유량 NSFN_8

ZS430
RC-433 POSITION 

SWITHCH
상태 RCS N RCP CONTRO; 접점 위치 NSFN_8

LT268 RDT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CV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8

LT103 PZ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수위 NSFN_8

PT118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N PDAS MCR 4-20 mA 압력 NSFN_8

TE101 PZR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8

TE105
PZR SURGE LINE 

TEMP
온도 RTD RCS N PDAS MCR RTD 온도 NSFN_8

SE113A RCP 1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A CPC 펄스 속도 SFN_A1

SE133A RCP 2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A CPC 펄스 속도 SFN_A1

LT1113A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A PPS PDAS MCR

AUX FEED 
CONTROL

4-20 mA 수위 SFN_A1

LT1124A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A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A1

PT101A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A PPS CPC PDAS MCR 4-20 mA 압력 SFN_A1

PT190A RCS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A PDAS MCR 4-20 mA 압력 SFN_A1

PT1013A SG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A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A1

PDT115
A

SG 1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A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A1

TE112C
A

RCS cold temp_A 온도 RTD RCS A CPC PDAS MCR RTD 온도 SFN_A1

SE123A RCP 1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A CPC 펄스 속도 SFN_A2

SE143A RCP 2B speed 회전 속도 RCS A CPC 펄스 속도 SFN_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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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트랜스미터

LT1114A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A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A2

LT1123A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A PPS PDAS MCR

AUX FEED 
CONTROL

4-20 mA 수위 SFN_A2

PT102A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A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A2

PT1023A SG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A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A2

PDT125
A

SG 2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A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A2

TE112H
A

RCS Hot temp_A 온도 RTD RCS A CPC PDAS MCR RTD 온도 SFN_A2

SE113B RCP 1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B CPC 펄스 속도 SFN_B1

SE133B RCP 2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B CPC 펄스 속도 SFN_B1

LT1113B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B PPS PDAS MCR

AUX FEED 
CONTROL

4-20 mA 수위 SFN_B1

LT1124B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B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B1

PT101B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B PPS CPC PDAS MCR 4-20 mA 압력 SFN_B1

PT190B RCS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B PDAS MCR 4-20 mA 압력 SFN_B1

PT1013B SG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B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B1

PDT115
B

SG 1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B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B1

TE112C
B

RCS cold temp_B 온도 RTD RCS B CPC PDAS MCR RTD 온도 SFN_B1

SE123B RCP 1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B CPC 펄스 속도 SFN_B2

SE143B RCP 2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B CPC 펄스 속도 SFN_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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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114B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B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B2

LT1123B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B PPS PDAS MCR

AUX FEED 
CONTROL

4-20 mA 수위 SFN_B2

PT102B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B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B2

PT1023B SG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B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B2

PDT125
B

SG 2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B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B2

TE112H
B

RCS Hot temp_B 온도 RTD RCS B CPC PDAS MCR RTD 온도 SFN_B2

SE113C RCP 1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C CPC 펄스 속도 SFN_C1

SE133C RCP 2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C CPC 펄스 속도 SFN_C1

LT1113C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C PPS PDAS MCR

AUX FEED 
CONTROL

4-20 mA 수위 SFN_C1

LT1124C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C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C1

PT101C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C PPS CPC PDAS MCR 4-20 mA 압력 SFN_C1

PT1013C SG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C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C1

PDT115
C

SG 1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C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C1

TE112C
C

RCS cold temp_C 온도 RTD RCS C CPC PDAS MCR RTD 온도 SFN_C1

SE123C RCP 1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C CPC 펄스 속도 SFN_C2

SE143C RCP 2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C CPC 펄스 속도 SFN_C2

LT1114C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C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C2

LT1123C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SGS C PPS PDAS MCR AUX FEED 4-20 mA 수위 SFN_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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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터 CONTROL

PT102C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C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C2

PT1023C SG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C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C2

PDT125
C

SG 2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C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C2

TE112H
C

RCS Hot temp_C 온도 RTD RCS C CPC PDAS MCR RTD 온도 SFN_C2

SE113D RCP 1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D CPC 펄스 속도 SFN_D1

SE133D RCP 2A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D CPC 펄스 속도 SFN_D1

LT1113D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D PPS PDAS MCR

AUX FEED 
CONTROL

4-20 mA 수위 SFN_D1

LT1124D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D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D1

PT101D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D PPS CPC PDAS MCR 4-20 mA 압력 SFN_D1

PT1013D SG1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D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D1

PDT115
D

SG 1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D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D1

TE112C
D

RCS cold temp_D 온도 RTD RCS D CPC PDAS MCR RTD 온도 SFN_D1

SE123D RCP 1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D CPC 펄스 속도 SFN_D2

SE143D RCP 2B speed
회전 
속도

속도 
트랜스미터

RCS D CPC 펄스 속도 SFN_D2

LT1114D SG1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D PPS PDAS MCR 4-20 mA 수위 SFN_D2

LT1123D SG2 WATER LEVEL 수위
수위 

트랜스미터
SGS D PPS PDAS MCR

AUX FEED 
CONTROL

4-20 mA 수위 SFN_D2

PT102D PZR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RCS D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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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023D SG2 PRESS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SGS D PPS PDAS MCR 4-20 mA 압력 SFN_D2

PDT125
D

SG 2 차압 차압
차압 

트랜스미터
RCS D PPS PDAS MCR 4-20 mA 유량 SFN_D2

TE112H
D

RCS Hot temp_D 온도 RTD RCS D CPC PDAS MCR RTD 온도 SFN_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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