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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공정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전송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과는 다르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주요 목표

로 삼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에서 추구하는 경제성

이나 효율성 측면 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원전 통신망의 개발을 위

해서는 원전의 특성 및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전 통신망 프로토콜의 개발

이 필수적이다. 

원전통신망 프로토콜 개발을 위하여 IT 기반의 기존 상용 프로토콜을 원전

의 설계 기준 및 성능 요건과 비교하여 원전 통신망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전 특성 및 요건에 만족하도록 수정 및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

여 원전 통신망 프로토콜 구조 수립, 사용되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 수립, 기능 

사양 설정을 통하여 프로토콜(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Protocol : NSCP)을 개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 안전통신망의 제어망에

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NSCP 프로토콜을 검증 방법론에 따라 검증절차를 설

정하여 프로토콜을 명세화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수행하여 명세 오류 

확인, 주요 기능 확인 및 도달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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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munication network designed to transmit control & processing 

signals in digital Instrument & Control (I&C)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 (NPP), should provide a high level of safety and reliability. There 

are different features between the communication networks of NPP and 

other commercial communication networks. Safety and reliability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communication networks of an NPP rather 

than efficiency which are important factors of a commercial 

communication network design. 

To develop Data Communication Protocol for Nuclear Power Plant, We 

analyze the design criteria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of existing 

commercial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also, we examine the adaptability to the communication protocol of 

an NPP. Based on these results, we developed our own protocol(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Protocol : NSCP) for NPP I&C, which 

meet the required specifications through design overall protocol 

architecture and data frame format, definition of functional requirements 

& specifications. NSCP is the communication protocol designed for a 

safety-grade control network in the nuclear power plant. In this report, 

we had specified NSCP protocol by FDT(Formal Description Technique) 

and established validation procedures based on the validation 

methodology. It was confirmed specification error, major function's 

validity and reachability of NSCP  by performing simulation and the 

validation process using Telelogic Tau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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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공정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전송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과는 다르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주요 목표

로 삼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통신망은 safety-critical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safety-critical 시스템의 예상치 않은 고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상용 통신망에서 추구하는 경제

성이나 효율성 측면 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되는 통신망은 Safety-critical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통신망으로, 여러 공정 신호 

및 제어 신호의 교환 및 전송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한 상태로 제어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원전에 사용되는 통신망에 대한 신뢰성 

및 결정론성, 분리 및 격리성 등 일반 상용 통신망 프로토콜과는 다른 설계기준

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원전통신망의 일반적인 구조는 크게 공정망, 제어망 및 정보망

으로 구성된다. 공정망은 원자력발전소의 공정 계측 및 공정 제어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한 통신망이며, 제어망은 원자력발전소의 자동제어를 위한 계측제어계통

의 제어기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신망이다. 정보망은 원자력발전소의 

종합 정보 시스템을 위한 제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통신망이다. 본 보

고서에서는 원전 통신망의 제어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NSCP 프로토콜

(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Protocol)을 검증 방법론에 따라 

검증절차를 설정하여 프로토콜을 명세화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수행한

다. 먼저 문자, 그래픽 및 심볼을 이용하여 NSCP 프로토콜의 시스템을 표현하는 

정형명세기법(FDT : Formal Description Techniques)을 이용하여 명세화하고 

의미 및 구문(Syntactics & semantics)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명세 오류를 확인

한다. 정형 명세 및 오류 사항이 확인된 프로토콜은 주요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를 작성하여 MSC(Message Sequence Chart) 결과를 이용하여 교착상태, 차폐

성, 중앙 스위치에서 비콘의 송신, 통신노드에서 비콘의 수신, 통신 노드에서 송

신과 수신 등의 기능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도구를 이용하여 설계 오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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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시뮬레이션까지 확인된 NSCP 프로토콜은 검증도구(Validator)를 이용하

여 프로토콜 동작의 오류나 불일치성과 도달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이러한 

프로토콜 검증 과정을 통하여 NSCP 프로토콜의 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착상

태, 비정상적인 도달, 상태의 모호성을 검사하였으며, NSCP 프로토콜의 잠재적 

오류, 설계 시 요구되었던 기능의 수행 및 모든 상태의 도달성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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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T 기반 원전 통신 프로토콜

2.1  NSCP 프로토콜 구조

본 과제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제어망에서 사용되는 원전 통신망 통신 프로

토콜로서, NSCP(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Protocol)으로 

명칭한다. NSCP 프로토콜 구조는 Ethernet PowerLink(EPL)의 폴링 방식과 

IEEE 802.15.4의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의 보장형시분할 (GTS) 

방식을 기본사양으로 선택하고 물리 계층은 원전 타 계통과의 호환성을 고려하

고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이더넷(Ethernet) 100Mbps 사양으로 교체한 구조로 

설정하였다. NSCP 프로토콜의 전송권한은 EPL의 폴링 방식 구조를 통해 각 주

기마다 통보하고, 각 노드의 전송은 GTS (Guranteed Time Slot) 방식을 이용

한다. 즉, 각 노드는 GTS 전송을 기본 사양으로 하여 주기적인 시스템 요구 폴

링을 수용한다. 

 

설정된 원전통신망 NSCP 프로토콜 구조는 물리계층, MAC계층, 네트워크 

계층 및 응용계층으로 구성된다. 물리계층은 신호 mapping, encoding, pulsing 

기능 등을 수행하며 MAC 계층은 프레임의 수신과 생성, 전송제어 등과 함께 

MAC 계층에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계층은 사용자 데이터의 

분할 기능 등을 수행하며, 응용계층은 시스템 요구에 의한 응용 기능으로 구성된

다. 

2.1.1 물리계층 (PHY)

NSCP의 물리계층은 데이터의 물리적 매체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적, 물

리적 연계기능과 상위 계층인 데이터링크 층에 대해 비트 스트림(bit stream) 전

송을 위한 물리적인 전송경로를 제공한다. 원전 통신망의 물리계층은 이더넷 호

환의 IEEE 802.3 100 Mbps 물리계층 표준을 적용한다. IEEE 802.3의 100 

Mbps 물리계층은 광케이블 매체를 이용하는 FDDI() 물리계층 사양을 도입하고 

있다. 물리계층은 6개의 부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물리계층의 주 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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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CS (Physical Coding Sublayer), PMA (Physical Medium Attachment), 

PMD (Physical Medium Dependent)의 3개의 부 계층과 하위의 매체접속 연계

를 위한 MDI (Medium Dependent Interface), 상위 MAC (Media Access 

Control)과의 연계를 위한 MII (Media Independent Interface)와 RS 

(Reconciliation Sublayer)로 구성된다. 

부 계층인 PCS에서는 MAC으로 부터의 SDU (Service Data Unit)를 수신하

여 데이터 코드 그룹을 생성하고 물리계층의 시작과 끝을 지시하는 구분자 

(SSD, ESD)를 변환 또는 추가하여 물리계층의 PDU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수신의 경우에는 반대의 decapsulation이 수행된다. 

데이터의 부호화 방식은 4B/5B+NRZI 를 이용하며, 4B/5B 코딩은 부 계층

인 PCS에서 이루어지며 NRZI 코딩은 PMA에서 수행된다.

또한 부 계층인 PCS에서는 송신 시, 통신노드 내부 버스의 병렬전송 데이터

를 통신망의 직렬전송을 위하여 정렬하는 기능과 수신의 경우에는 반대로 직렬/

병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MD 부 계층에서는 통신 선로 상에 전파하는 신호 생성을 위하여 데이터에 

따른 펄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수신의 경우에는 펄스 신호를 데

이터화 한다. 광전송의 경우에는 전기신호와 광 신호의 변환을 수행하는 트랜시

버가 포함된다. MDI는 매체접속을 위해서 커넥터 기능을 제공한다.

2.1.2 MAC 계층

NSCP의 MAC은 원전 통신망 구성 노드 간에 데이터 전송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NSCP의 MAC은 Ethernet PowerLink 표준 및 IEEE 

802.15.4 표준을 기본으로, 원전 통신망 기능상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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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구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방식을 수정한 구조를 갖는다. NSCP의 전

송권한은 Ethernet Powerlink의 폴링 방식과 802.15.4의 GTS(Guaranteed 

Time Slot)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폴링방식 및 GTS 방식을 접목하여 주

기적이면서 전송보장이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며, 모든 노드에 대하여 

각각 고유한 전송시간을 할당하는 보장형 시분할 방식을 구성하여 결정론적인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1.3 네트워크 계층

NSCP의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의 분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분할은 전송 요

청된 데이터가 MAC에서 제한한 최대 길이를 초과할 경우 이를 분할하는 기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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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SCP 프로토콜 사양

NSCP의 프로토콜 사양은 Ethernet PowerLink 및  IEEE 802.15.4의 MAC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이를 원전 통신망의 요건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하여 설정

되었다. Ethernet PowerLink 및 802.15.4에 대한 NSCP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주요 변경 사항

2.2.1.1 결정론적 통신구조 개선

  Ethernet PowerLink 및 IEEE 802.15.4에서 각각 폴링 방식과 GTS 방식

을 선택하여 기본 프로토콜 구조로 사용한다. NSCP는 모든 제어관련 안전등급 

데이터의 전송을 폴링 방식과 GTS 방식을 수정하여 보장형 전송방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정론적 구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레임 구조와 관련 변수, 폴링 요구, GTS 할당 및 관리 기능과 관련 변수 등이 

변경되어야 한다.

2.2.1.2 물리계층의 사양 변경

  IEEE 802.15.4의 무선망 적용 물리계층 사양이 NSCP에서는 Ethernet 

PowerLink의 물리계층 사양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IEEE 802.15.4의 MAC 기

능 중 무선망 특성을 지원하는 기능은 모두 삭제 또는 수정 되었다. 이들 변경사

항에는 CSMA/CA 알고리듬의 삭제, IFS (Inter Frame Space) 변경, 채널 스캔 

관련 기능 삭제 및 변경, PAN ID 충돌 관련 기능 삭제, 동기화 상실 관련 기능 

변경 등이 포함된다.

2.2.1.3 검증성을 위한 기능 단순화 개선

 NSCP의 검증성을 위하여, 전이중 (Full-Duplex) 방식을 채택하고 전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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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 폴링 요구 및 GTS 할당 방식을 이용하고 Ethernet PowerLink 및 

IEEE 802.15.4의 기능 중 복잡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기능들을 단순화하거나 제

거하였다. 이들 관련 사항에는 Ethernet PowerLink의 non time-critical 데이터 

교환을 위한 비동기 주기의 제거, IEEE 802.15.4의  비보장형 구간의 전송을 위

한 CSMA/CA 제거, 각종 송수신기 변경 관련 기능, GTS 할당과 관리, 망가입과 

탈퇴, ACK 사용의 축소, 명령 프레임의 통․폐합 등이 포함된다.

2.2.2 기능 사양

EPL과 IEEE 802.15.4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적용한 NSCP의 통신 프로

토콜 구조는 아래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NSCP 통신프로토콜 구조

2.2.2.1 전송권한 

NSCP 프로토콜은 제어 및 명령 프레임 교환을 통하여 노드와 중앙스위치의 

전송권한 시간을 규정한다. 제어 및 명령 프레임은 중앙스위치에 의하여 규정된

다. 제어 및 명령 프레임의 주기와 길이는 동일하며 1 msec ~ 1000 msec의 

범위를 갖는다. 제어 및 명령 프레임에서 주요 구성은 비콘과 GTS 부분이다. 제

어 및 명령 프레임은 비콘의 전송과 함께 시작하며, 비콘 구간은 모든 통신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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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콘 수신 및 해석을 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GTS 구간에서는 

제어망의 주기적인 공정 데이터를 할당된 GTS별로 전송한다. 그림 2.2는 NSCP 

프로토콜의 비콘 구간과 노드에 할당되는 GTS 구간을 보여준다.

그림 2.2 NSCP 전송권한 주기(cycle)

2.2.2.2 통신망의 시작과 관리

NSCN(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Network)의 중앙스위

치는 초기화 후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 제어 및 명령 프레임을 구성하며, 망 

운전모드를 비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비콘을 전송한다. 중앙스위치는 통신 환경 

설정을 완료한 후, 구성정보에 따라 제어 및 명령 프레임을 새로 구성하며 운전

모드를 운전 중 모드로 설정하고 비콘을 전송한다. 노드는 운전 중 모드가 설정

된 비콘을 수신하면 비콘에 포함된 제어 및 명령 프레임의 정보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후 중앙스위치는 설정된 비콘 주기에 따라 매 주기마다 비콘

을 전송하며 모든 노드는 비콘에 포함된 제어 및 명령 프레임 정보에 따라 전송 

동기화를 수행한다.    

         

2.2.2.3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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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N 통신망의 동기화는 비콘을 수신하고 해독함으로써 수행된다.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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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에 포함된 정보를 상위계층에 전달한다. 

2.2.2.4. 송신과 수신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 전송 시에는, 출력 프레임의 순차번호에 

macDSN(mac Data frame Sequence Number) 값을 복사해 넣고 한 개씩 증가

시킨다. 동일하게, 비콘 프레임이 생성될 때 마다 출력 프레임의 순차번호에 

macBSN(mac Beacon Sequence Number) 값을 복사해 넣고 한 개씩 증가시킨

다. 송신지 MAC 주소는 프레임을 전송하는 노드의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목적

지 MAC주소는 목적하는 프레임 수신자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노드는 전송 

이전에 비콘을 찾아야 하며, 비콘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비콘을 수신하면 수퍼프레임의 해당 GTS 기간에 프레임을 전송한다. 

수신의 경우에는, 먼저 FCS(Frame Check Sequence) 를 검사하여 필터링 

한다. 두 번째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메시지 타입 하부 필드를 검사하여 적법한 

프레임 종류 인지를 검사하고 목적지 주소가 자신의 주소이거나 브로드캐스트 

주소인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수신 프레임을 버린다. 

2.2.2.5 GTS 할당 및 관리   

 중앙스위치는 GTS의 할당과 관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스위치는 비콘을 

통해 GTS별로 시작시간과 길이 정보를 알려준다. GTS는 통신단계에 따른 어느 

한 그룹의 노드 또는 교환 장치가 어느 시간 구간에 대한 송신채널의 독점적 사

용권을 갖도록 한다. GTS는 각 하부망의 구성에 따라 고정 할당된다. 노드 및 

중앙스위치는 미리 할당된 GTS 정보를 가진다. 

2.2.3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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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P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EPL의 베이스가 되는 

Ethernett의 프레임 구조를 따르며, 실제 Ethernet의 data 영역에서 별도의 

data type을 둔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

아래 표 2.1은 NSCP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구조이다.

 표 2.1  NSCP 프레임 구조

Bit offset

Byte

Offset
7 6 5 4 3 2 1 0 정의

0 ~ 5 Destination MAC Address Ethernet

6 ~ 11 Source MAC Address Ethernet

12 ~ 13 Ethertype NSCP
14 ~ 15 Length Ethernet

16 ~ 31 Reserved for security NSCP

32 ~ 507 Payload NSCP

508 ~ 511 FCS Ethernet

목적지 MAC 주소(Destination MAC Address) 및 송신지 MAC 주소

(Source MAC Address)는 사전에 정의된 각 노드의 주소로서 6byte 의 주소크

기를 가진다. 12 ～ 13 byte의 Ethertype 필드는 NSCP의 ethertype을 나타내

는 필드로서, 값은 별도로 정의된다. 14 ～15 byte의 필드 영역은 바로 이어지

는 예약필드와 Payload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필드이다. 16 ~ 31 byte의 필드

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영역으로 예약한 필드이다. 마지막 FCS 필드는 CRC-32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영역으로서, 프레임 시작부분부터 payload 끝까지의 

CRC-32 계산 결과가 기록된다.

그리고 위의 EPL의 프레임의 일부분으로 정의되는 payload 부분은 476 바

이트 크기이며, 476바이트보다 클 경우, 476바이트가 넘은 만큼을 다른 프레임

으로 생성하여 보내게 된다. Payload 부분이 476바이트 보다 작은 경우, pad 데

이터(예를 들어 0000)를 삽입하여 476바이트로 만들어서 보낸다. 이때 Length 

필드에 Payload 부분의 pad 데이터 부분을 제외한 실체 크기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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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 부분에는 NSCP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타입에 따라 비콘, 데이터프레임

으로 구분된다. NSCP 프레임 구조에서 Payload 부분에 사용되는 MAC 프레임

의 데이터프레임과 비콘 프레임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2.2.3.1 데이터 프레임  형식

실제 각 송신지에서 보낼 데이터가 삽입되는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 표 2.2와 

같은 형식을 가진다.

  표 2.2  NSCP MAC 프레임 구조

1 Byte 2 Byte Variable 6 Byte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e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데이터 프레임의 메시지 타입은 data type = 001(표 2.3 참고) 이다. 

Sequence number 필드는 16 비트 길이의 프레임 고유 순차 번호를 규정한다. 

비콘 프레임의 경우에는 BSN이며, 비콘 전송 시마다 1씩 증가한다. 데이터와 명

령어 프레임의 경우에는 DSN 이며 매 전송 시 마다 1씩 증가시킨다. MAC 프레

임의 message payload는 각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정보가 쓰여지는 부분이다. 

마지막 6byte는 보안을 위해서 예약해 둔 필드이다. 위에서 Frame control 필

드는 아래 표와 같이 메시지 타입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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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NSCP MAC 프레임의 Frame control 필드 

0 ~ 2 bit 3 ~ 7 bit

Message type

Reserved
000 Beacon

001 Data

010 ~ 111 Reserved

2.2.3.2 비콘 프레임  형식

비콘 프레임은 아래 표 2.4와 같은 형식을 가진다.

표 2.4  NSCP 비콘 프레임 구조 

1 Byte 2 Byte Variable 6 Byte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a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4 variable variable

Superframe 

Specification

GTS

List

Beacon

Payload

비콘 프레임의 메시지 타입은 beacon message type = 000(표 2.3 참고) 

이다. Sequence number는 macBSN이다. 비콘 프레임을 전송할 때는 목적지 주

소는 브러드캐스팅(broadcasting)으로 설정되며, 송신지 MAC 주소는 중앙 스위

치 주소로 표시된다. Beacon payload 필드는 MAC 상위 계층의 요구 시 이용된

다. GTS list 필드는 GTS의 시작시간과 GTS의 길이에 대한 할당 정보를 표시

하며, 4byte의 길이를 가진다. Superframe Specification 필드는 32비트의 길이

이며 아래 표 2.5와 같은 형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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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NSCP 비콘 프레임의 Superframe Specification 필드 

0 ~ 13 bit 14~15 bit 16 ~ 29 bit 30 bit 31 bit

Length

Reserved

FDTP 길이 Operation mode
Association

Permit

10~10000 

slot

10~10000 

slot

0 : Non-operation

1 : operation

0 : not permitted

1 :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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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NSCP 프로토콜 검증

원전 안전통신망의 프로토콜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NSCP 프로토콜은 실제 구현하기 전에  발견되지 않은 오류 등을 찾아서 수정하

는 프로토콜 검증과정을 통하여 요구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여

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개발되는 NSCP 프로토콜은 그림 3.1과 같은 통신 프로

토콜 개발단계에 따라 개발된다. NSCP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검증과정을 통하여 

프로토콜 명세 및 프로토콜 검증 과정을 통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프로토

콜 설계 및 명세사항을 수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개발된다. 

그림 3.1 통신 프로토콜 개발 단계

정형명세기법(FDT : Formal Description Technique)은 문자 또는 그래픽, 

심볼 등을 이용하여 통신 프로토콜 등의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며, 통신 

시스템의 확실한 명세를 제공하고, 설계자 또는 구현자에게 통신 시스템에 대해

서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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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에러 등을 분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본 보고서에서 정형명세를 위하

여 사용하는 Telelogic Tau는 그림 3.2와 같이 구성된다. SDL editor는 요구하

는 기능에 따라, 문자, 심볼 및 그래픽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SDL Analyzer는 명세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호 및 문법 규칙, 정

의 및 상호 관계성 뿐만 아니라 구조, 연결성 등을 검사함으로써 교착상태, 차폐

성 등을 차단 및 검증하는 도구이다. Simulator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검증 대상

인 교착상태, 차폐성 등과 지정되지 않은 수신 등의 설계 오류와 실제 동작을 디

버깅 하듯이 검증하는 도구이다. Validator는 프로토콜 행위의 오류나 불일치성

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도달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도구이다. Organizer는  

Telelogic Tau가 원활히 동작하기 위해 여러 환경 및 도구 간의 연결을 도와주

는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3.2 Telelogic Tau 구성

3.1  검증 항목 및 검증 절차

프로토콜 검증은 프로토콜 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착상태, 비정상적인 도

달, 상태 모호성 등과 같은 잠재적인 설계 오류 확인, 요구 기능의 정확한 수행, 

요구 성능 만족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프로토콜 검증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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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와 같이 안전성, 필연성, 명확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 안전성 (safety) : 잘못된 상태나 교착상태, 차폐성이 없음

- 필연성 (liveness) : 항상 요구되는 어떤 상태에도 도달 가능함

- 명확성 (clearness) : 애매한 상태가 없음 

- 정확성 (correctness) : 의도된 요구사항을 만족함 

NSCP 프로토콜 검증은 그림 3.3과 같이, 설계된 프로토콜 규격의 정형 명세

화, 의미 및 구분분석을 통한 명세화 오류 검증, 주요 기능에 대한 simulation, 

도달성 검증을 위한 validation의 4단계로 수행하였다.

그림 3.3 프로토콜 검증 절차 

3.1.1 정형 명세화

2장에서 설명한 개발된 NSCP 로토콜 설계 규격을 정형명세기법 (F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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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Description Techniques)을 이용하여 정형 명세화 하 다. NSCP 로토

콜의 정형명세는 ITU-T에 의해 1976년에 표 화 되어 통신 로토콜 개발에 

범 하게 사용되는 SDL (Specification &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명

세화 하 다. SDL editor로는 Telelogic  사의 TAU SDL suite를 사용하 다.   

3.1.2 의문 및 구문(Syntactics & semantics) 분석

의미 및 구문 분석은 명세 오류를 검사하는 정적 분석에 해당하며, 명세에 

포함된 모든 구문과 의미적인 오류를 검사한다. 명세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

호 및 문법 규칙, 정의 및 상호 관계성 뿐만 아니라 구조, 연결성 등을 검사함으

로써 교착상태, 차폐성 등을 차단 및 검증한다. 의미 및 구문 분석 도구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의 Analyzer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3.1.3 Simulation

SDL 명세는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실행 코드화되며, 이를 이용하여 프로토콜 

명세의 행위를 동적으로 분석한다. simulation에 의한 검증은, 안전통신망 프로

토콜의 주요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MSC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 대상인 

교착상태, 차폐성 등과 지정되지 않은 수신 등의 설계오류를 검증한다. 본 보고

서에서는 Teleogic TAU SDL Suite의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SDL 명세를 C 코

드로 변환하고 이를  simulator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1.4 Validation

SDL 명세는 validation용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실행 코드화 되고, 

“self-exploring" 도구인 Validator를 통하여 프로토콜 명세의 행위를 동적으로 

분석한다. Validator에 의한 검증은 동적 분석을 통하여 프로토콜 행위의 오류나 

불일치성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도달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의 Validator의 기능인 ”Random walk"와 

“Navigator"를 이용하여 무작위 또는 순차적인 검증을 통해 교착상태 등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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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사하고 hash table을 이용한 “Bit state” 탐색으로 NSCP의 중앙스위치와 

노드 각각에 대하여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3.2  정형 명세화

SDL은 시스템을 기술하고 명세하기 위한 표준 언어로서, ITU-T에 의해 개

발되어 권고안 Z.100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SDL은 많은 동시 작업과 상호 동작

이 필요한 사건(event) 중심의 실시간 시스템을 기술하는데 적합하며 통신 시스

템의 동작을 기술하여 주는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공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SDL은 실시간 시스템의 구조, 동작, 기능 및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분석과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SDL로 표시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블록(block)이라 하며 블록들은 정보 

전달 통로인 채널(channel)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시스템은 블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며 블록은 사각형으로, 채널은 화살표가 있는 

선으로 표시되어 정보 흐름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블록은 SDL의 가장 기본 

단위인 프로세스로 표현된다. 하나의 블록은 여러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정

보 전달 통신 경로인 신호 경로(signal route)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SDL

에서 사용되는 심볼은 부록 1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TAU SDL suite는 Telelogic사에서 개발하여 상용화한 SDL 분석 도구로서, 

시스템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등의 여러 가지 도구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도구이다. TAU SDL suit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SDL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TAU SDL Suite가 제공하

는 기본 도구로는 Organizer, Analyzer, Maker, Simulator, Validator 등이 있

다.

가. 시스템 구성

NSCP 프로토콜 검증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4와 같다. 시스템은 

CSW(Central Switch, 중앙 스위치)와 노드로 구성되며 각 시스템은 APP(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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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 MAC, PHY(Physical layer: 물리계층) 블록으로 구성된다. CSW는 2

개의 MAC인 CMAC과 어플리케이션 계층인 CAPP으로 구성된다. 물리계층인 

PHY는 중앙스위치와 노드가 공통으로 사용하며, 노드의 NMAC과 중앙스위치의 

MAC계층인 CMAC과 연결된다. 노드는 어플리케이션 블록인 NAPP, MAC계층

인 NMAC과 PHY로 구성된다. 시스템은 중앙스위치 1대와 Node1, Node2 2대

의 노드로 구성되며, 이러한 전체 시스템 명세에 대한 파일 구성은 그림 3.5와 

같다. 

Package NAPP1, NAPP2는 각각 Node1과 Node2의 어플리케이션 블록으

로 동일한 코드로 작성되었다. Package NMAC1, NMAC2도 노드 어플리케이션

과 같이 동일한 코드로 각각 Node1과 Node2의 MAC 계층이다.

Package PHY_A는 노드와 중앙 스위치를 연결해주는 물리계층 블록이며, 

CMAC1과 CMAC2는 중앙 스위치와 Node1 간 그리고 중앙 스위치와 Node2 

간을 연결하는 MAC계층 블록이다. CAPP는 중앙 스위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패

킷의 스위칭, 연결된 노드의 관리, 슬롯 할당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20 -

 

그림 3.4.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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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스템 명세파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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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블록 구성

1) CAPP

그림 3.6과 같이 CAPP 블록은 중앙스위치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비콘 

관리와 패킷 스위칭 기능을 수행한다. 검증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은 중앙 스위치

(CSW) 1대와 노드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SW는 2대의 포트로 구성되

고, 각 포트에 물리계층과 MAC계층 CMAC1, CMAC2가 연결된다. 신호 경로 

(ic1, ic2, icEx)를 통해서 MAC 및 Environment와 정보를 교환한다. CSW 블록

은 MAC계층으로부터 패킷을 받아 목적지 포트로 패킷을 전송하는 스위칭 기능

을 처리하며, 주기적으로 비콘 전송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6 CAPP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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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PP

그림 3.7과 같이 NAPP 블록은 노드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패킷 전송과 

수신기능을 수행한다. NAPP는 노드의 MAC 계층인 NMAC과 연결된다. 신호 경

로 (rEX, rNAPP)를 통해서 MAC 및 Environment와 정보를 교환한다.

그림 3.7 NAPP 블럭도

2) MAC 블록

그림 3.8은 CSW의 MAC의 신호 송수신과 블록 내의 신호 전달에 대한 기

능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계층과는 1개의 경로를 갖고, 하위 계층인 PHY와 1개

의 경로를 가진다. 주 프로세스로부터 GTS 전송에 대한 시작 신호(GTS_Start)

를 받으면 큐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rPD를 통해 출력한다. 비콘 프레임은 큐에 

저장되지 않고 rPD를 통해 즉시 전송한다. 그림 3.9는 노드의 MAC 블록인 

NMAC의 신호 송수신과 블록 내의 신호 전달에 대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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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층인 NAPP와 rMAC, 1개의 경로를 갖고, 하위계층인 PHY와 1개의 경로

를 가진다. 

PHY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rMAC경로를 통해 NAPP로 전송하고, 

NAPP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한 경우 큐에 저장하여 GTS 구간일 때 전송한

다. 비콘을 수신한 경우, (1) 첫 비콘인 경우 GTS 구간을 설정하고, (2) 첫비콘

이 아닌 경우, 확인 기능만 수행한다. 주 프로세스로부터 GTS 전송에 대한 시작 

신호(GTS_Start)를 받으면 큐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rPD를 통해 출력한다. 

그림 3.8 CMAC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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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NMAC 블록

 3) PHY 블록

그림 3.10은 물리계층인 PHY 블록의 구성 및 연결 정보를 보여준다. 중앙 

스위치 CSW와 노드가 공유하는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신호선 r_n1p를 통해 노

드의 NMAC과 연결되고, r_c1p를 통해 CSW와 연결된다. PHY는 NMAC에서 

CMAC 또는 CMAC에서 NMAC으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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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PHY 블록

다. 프로세스 구성

1) CAPP Process

CSW의 CAPP process는 비콘 관리와 스위칭 관리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

한다. 비콘 관리는 상위계층으로부터 수퍼프레임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MAC에

게 전달하고 매 주기마다 비콘의 전송을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스위칭 관리 

기능은 상위계층으로부터 스위칭 정보를 받고, MAC으로부터의 요청 시 목적주

소에 따른 경로 설정을 수행한다. 그림 3.11은 CSW APP process의 비콘 전송 

부분으로서, 비콘 타이머 (T_beacon)에 의하여 매 25 msec마다 비콘 전송요청

(MLME_BEACON_request)을 출력한다. 3.12는 비콘 요청 프로세스로 

T_beacon 이벤트가 발생하면 MAC계층에 비콘을 생성하여 방송하라는 MLME_ 

BEACON_request을 중앙 스위치 내의 모든 MAC계층에 요청한다.

본 정형명세에서는 스위칭 알고리듬과 같은 구현 특정 사항은 제외되었으며 

시스템 구성상 CSW측과 노드측의 두 가지 경로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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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CAPP 초기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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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Beacon Request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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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Beacon Confirm 프로세스

그림 3.14는 CSW의 스위칭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CMAC 프로세스에서 

MLME_SWITCH_indication 신호를 받으면 수행된다.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

(dst_addr)에 해당하는 포트를 계산하기 위해 모듈 cal_channel 을 호출한다. 포

트 번호를 구한 뒤, 해당하는 포트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그림 3.15는 중앙 스위치의 프레임 동기 리셋 프로세스이다. 리셋은 

APP_RESET_request_CAPP(Port, reset_permit) 신호를 받을 때 실행된다. 리

셋 프로세스는 동기를 초기화할 port 번호에 따라 MAC계층으로 MLME_ 

RESET_request_CAPP (reset_permit) 신호를 전송한다. 해당 MAC 프로세스는 

CAPP에서 받은 Reset_request에 따라 실제 초기화를 실행하게 된다.

중앙 스위치의 프레임 전송프로세스는 그림 3.16과 같다. 프레임 전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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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는 APP_DATA_request_CAPP(dstaddr, dmsdu)의 신호를 수신할 때 실행

된다. 여기서 dstaddr과 dmsdu는 각각 목적지 주소와 전송할 데이터이다. 

cal_channel을 호출해서 목적지 주소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portnum)를 구한다. 

프레임 전송은 유니캐스트만 고려되었고 브로드캐스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계산

한 포트 번호에 따라 해당 MAC 프로세스에 MCPS_DATA_request 신호를 전송

하고 종료한다.

그림 3.17은 중앙 스위치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인 CAPP 프로세스에서 프레

임 수신 처리 프로세스이다. MCPS_DATA_indication(srcaddr, mlength, 

dmsdu) 신호를 MAC 프로세스로부터 수신할 때 실행되고, Environment 블럭으

로 APP_DATA_ indication(srcaddr, mlength, dmsdu)을 전송하고 종료하는 단

순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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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CSW의 스위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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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CSW 리셋 프로세스

그림 3.16 중앙 스위치의 프레임 전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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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중앙 스위치 프레임 수신 프로세스

2) NAPP 프로세스

노드의 NAPP process는 비콘 동기화 관리와 패킷 생성 및 송수신의 두 가

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18은 NAPP 초기화 및 비콘 관리 프로세스를 보여

준다. 비콘 처리는 MLME_BEACON_NOTIFY_indication 신호를 수신할 때 실행

되며 이 신호는 MAC 프로세스에서 비콘을 수신했을 때 NAPP로 전송한다. 수

신한 첫 번째 비콘인 경우, 초기화 과정인 init_NAPP1을 실행하여 관련 변수들

을 초기화 한다.

그림 3.19와 3.20은 노드에서 프레임 송신 및 수신 프로세스이다. 상위계층

에서 APP_DATA_ request_NAPP1(dstaddr, dmsdu)를 수신할 때 실행된다. 신

호를 수신하면, 프레임 송신프로세스는 메시지의 크기를 계산한 후, 

MCPS_DATA_request(dstaddr, mlength, dmsdu) 신호를 하위계층인 NMAC 프

로세스로 보낸다. CAPP의 프레임 송신 프로세스와 동일한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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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NAPP 초기화 및 비콘 수신 프로세스

그림 3.19 NAPP 프레임 송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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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NAPP 프레임 수신 프로세스 

그림 3.21은 NAPP의 Sync Loss 처리 프로세스와 Reset 처리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Sync Loss는  NMAC 프로세스에서 MLME_SYNC_LOSS_ 

indication (lossrea)를 받을 때 실행되며,  Reset은 상위계층 (현재는 

Environment)에서  APP_RESET_request_NAPP1 (reset_permit) 신호를 받을 

때 수행된다. NMAC의 Sync Loss 신호 원인은 연속적인 비콘 수신 실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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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NAPP의 RESET 및 SYNC_LOSS 프로세스

2) CMAC Process

MAC의 주요 기능은 비콘, 데이터, 명령어의 해석과 전송이다. CSW MAC의 

경우에는 비콘 전송과 스위칭을 위한 처리기능이 추가된다.

그림 3.22는 CMAC의 비콘 전송과정을 보여준다. CAPP로부터 비콘 전송요

청을 받으면 운전 상태에 따라 전송구간 타이머를 설정한다. 즉, 망의 운전상태

가 비 운전상태이면 비콘 생성을 중단한다. 망이 운전중(Operation) 상태이면 

GTS를 포함한 FDTP 구간을 구성한다. 수퍼 프레임 구성 정보는 비콘 프레임 

생성 프로시저에서 비콘 정보에 포함되며, 생성된 비콘 프레임은 PHY에 전송 

요청(PD_DATA_request_CMAC1_PHY)과 함께 출력된다. 그림 3.23은 비콘 생

성 프로세스인 Create_BEACON의 실행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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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CMAC 비콘 전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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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CMAC 비콘 생성 프로세스(Create_B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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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는 CMAC의 프레임 전송 과정을 보여준다. T_gts_start 신호를 수

신하면 실행된다. T_gts_start는 타이머 신호로 현재 GTS 구간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큐(dQue)에 저장된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PHY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포트롤 보낸다. 

그림 3.25는 MACPIB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스위치의 

GTSLevelID는 2로 설정되고 노드의 경우는 1로 설정된다.

그림 3.26은 CMAC의 프레임 수신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PHY로부터 프레임

을 수신하면 CRC 검사를 수행하고 목적지 주소를 확인한다. 목적지 주소가 자신

이 아니면 스위칭을 위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CAPP 프로세스로 

MLME_SWITCH_indication 신호를 전송한다.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가 자신이면 

프레임 종류를 확인하고 각각의 Parse_MPDU 프로시저를 호출하여 프레임을 해

석한다. 

그림 3.27은 상위계층인 CAPP에서 스위칭된 데이터 송신을 요청하는 

MLME_SWITCH_response (dstaddr, mlength, dmsdu) 신호를 수신할 때 실행

되는 프레임 송신 프로세스이다. MLME_SWITCH_response 신호는 MLME_ 

SWITCH_indication에 대응하는 신호로써 CAPP에서 해당 프레임에 대한 출력

포트를 계산한 후 처리된 신호이다. CMAC은 프레임 송신요청을 받으면 일단 큐

에 프레임을 저장한후 GTS구간에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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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CMAC 프레임 송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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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CMAC MacPIB 초기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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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PHY에서 프레임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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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스위칭된 프레임을 송신 버퍼로 저장하는 프로세스

4) NMAC Process

그림 3.28은 NMAC의 프레임 수신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PHY로부터 프레

임을 수신하면 CRC 검사를 수행하고 목적지 주소를 확인한다. 목적주소가 자신

이 아니며 브로드캐스트 주소(0x11FFFF)가 아니면 해당 프레임은 전송에러로 

폐기된다.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가 자신이면 Parse_MPDU 프로시저를 호출하여 

프레임을 해석한다. 

그림 3.29는 노드에서 수신프레임을 해석하는 Parse_MPDU 프로세스의 실

행과정을 보여준다. Parse_MPDU에서는 프레임을 해석하기 위해 프레임컨트롤

헤더의 ftf 필드를 분석한다. ftf 필드가 1이면 비콘이므로, 동기 상실 카운터인 

nsyncloss를 0으로 초기화한 후 비콘을 해석하기위해 Parse_Beacon1 함수를 

호출한다. ftf 필드값이 2이면 데이터 프레임이므로, Parse_DATA1 함수를 호출

한다. Parse_DATA1 함수에서는 프레임 해석 및 순차번호 검사 후 노드 어플리

케이션 계층으로 MCPS_DATA_indication 신호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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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NMAC의 프레임 수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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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Parse MPDU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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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과 3.31은 Parse_Beacon1 프로세스의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Beacon 프레임을 수신하면, UGTSLevelID에 따라 GTS구간을 계산한 후, 기존 

T_beacon 타이머를 리셋한 후, T_gts_start와 T_beacon 타이머를 설정한다.

그림 3.30 Parse_Beacon 프로세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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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Parse_Beacon 프로세스 II

그림 3.32는 NMAC에서 상위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할 때 실행되는 프

로세스를 보여준다. CAPP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하면 수신한 목적지 주소와 데이

터 및 데이터 길이 정보를 가지고 Create_Data1을 호출하여 MAC 프레임을 구

성한다. 구성한 후, 다음 GTS 구간에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 프레임을 큐에 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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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상위계층에서 프레임 수신 프로세스

그림 3.33은 비콘 상실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이다. 비콘 수신 타이머 

(T_beacon)가 만료되면 상실 횟수를 기록하고, 최대 제한 횟수

(MaxLostBeacons)를 검사한다. 비콘 상실 횟수가 제한치를 초과하면 상위계층

으로 동기상실을 통보하고 MAC을 초기화 한다. GTS 슬롯할당은 다음 Beacon

을 수신할 때 이루어진다.

그림 3.34는 NMAC의 프레임 전송 과정을 보여준다. T_gts_start 신호를 수

신하면 실행된다. T_gts_start는 타이머 신호로 현재 GTS 구간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큐(dQue)에 저장된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PHY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포트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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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NMAC Beacon 상실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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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GTS 구간에서 NMAC 프레임 송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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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Y 블록 및 프로세스

CSW, Node에 대한 PHY는 동일하다. PHY는 MAC으로부터의 전송요청에 

따라 Tx 채널(송신 채널)을 통해 이를 출력하고 Rx 채널(수신 채널)로부터의 신

호 수신시 이를 MAC에 통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 신호 및 변수

명세화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신호, 데이터, 변수는 선언을 통하여 정의된다. 

그림 3.35에는 MAC의 서비스 프리미티브와 신호에 대한 목록을, 그림 3.36에는 

프레임 구조에 대한 선언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표 4.1과 4.2에는 명세화 과정

에서 설정된 변수와 상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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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시그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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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프레임 및 헤더 정의

               Device

 PIB 변수
CSW Node Description

macAssociatePermit o o CSW의 association 가능여부 표시

macAssocResult o CSW와 node에서 association 결과 표시

macOperational o o Network의 운전상태 표시

macBeaconTxTime o CSW의 마지막 beacon frame 전송 시간 

macBeaconRxTime o CSW와 node의 beacon frame 수신 시간

macBSN o Beacon frame의 순서 번호

macDSN o o Data frame의 순서 번호

macBeaconTransDelay o o Beacon frame의 전송지연보장시간

macCSWAddress o Network의 CSW의 주소

macNodeAddress o o 각 device의 자기 주소

macUGTSLevelID o o 각 device의 GTS 레벨 식별자

표 3.1 사용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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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B 상수 Description 비고

aMaxLostBeacons  동기상실 판정 횟수 2

aResponseWaitTime  응답대기시간

aBaseSlotDuration  한 슬롯의 간격 (usec) 100

aNumSuperframeSlot  Superframe 구성 슬롯 수 250

aBaseSuperframeDuration

 Superframe 길이 (msec)

 (aBaseSlotDuration

* aNumSuperframeSlot)

25

aMaxPHYPacketSize  최대 PPDU 길이(byte) 1500

aMaxMACFrameSize  최대 MAC frame MPDU 길이(byte) 1454

aMacBeaconOrder  Beacon frame의 전송기간 Order 1

표 3.2 사용되는 상수

3.3  Syntactics 및 semantics 분석

Syntactics/semantic analysis는 명세 오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으

로서, 3.2절에서와 같이 SDL로 명세화된 NSCP 프로토콜은 Telelogic사의 TAU 

SDL suit의 정적 분석도구인 Analyzer를 이용하여 명세오류에 대한 검증이 수

행되었다. Analyzer는 SDL 명세서의 구문(syntax)과 의미(semantics)에 대한 

오류를 검사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정의되지 않은 문자나 기호 및 신호의 사용, 

시스템이나 블록 구조의 입출력 지정 오류 등 명세서의 모든 표현과 구조에 대

한 오류를 검사한다. 따라서 Analyzer를 이용한 분석 과정을 통해 명세서의 오

류를 제거하고 검증된 안전통신망 프로토콜에 대한 SDL 명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37(a)는 Analyzer에 의하여 NSCP의 명세서에 존재하는 오류를 검사하

고 에러가 없음을 보여준다. 만약 임의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림 3.37(b)과 같

이 오류가 발생하였음(MacCon!aBaseSlotDurationn :=0.1;에서 Durationn의 철

자가 틀렸음)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해당 오류 부분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인터

페이스를 제공해준다. 위와 같이 Analyzer에 의한  오류 분석은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순으로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뿐만 아니라 그 오류 원인도 제

시한다. 따라서 이 분석과정을 통하여 안전통신망 프로토콜에 대한 SDL 명세의 

모든 표현 및 구조적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하여 검증된 명세서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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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화면

(b) 오류가 발생한 화면

 그림 3.37 Analyzer에 의한 명세오류 검사  

3.4  Simulation 및 분석

  정적분석 도구인 Analyzer에 의하여 구문과 의미에 대한 오류 검증이 수

행된 프로토콜 명세는 simulation에 의한 동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

서는 Telelogic사의 TAU SDL suite의 동적 분석도구인 Simulator를 이용하여 

명세화된 프로토콜을 모델링 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동작 상태를 MSC로 검증하



- 56 -

였다. Simulation은 초기화, 비콘 전송과 수신, 망의 시작과 GTS 설정, GTS 데

이터 전송 등의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을 대상으로 하여, 명세에서 규정된 기능을 

적절하게 만족하는지, deadlock이나 livelock 또는 규정되지 않은 수신 등의 상

태 오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제반 오류를 수정하였다. Simulation을 통하여 

검증 작업을 수행한 주요 기능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기화

통신 프로토콜은 초기화 과정에서 초기 변수 및 상수의 설정 후 정해진 상태

로 천이해야 하며 CSW의 CAPP는 망의 비 운전상태에 대한 비콘 전송을 시작

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 시점은 CAPP_start 신호를 받을 때 실행된다.

그림 3.38의 결과를 보면, CAPP 가 “CAPP_start" 신호를 수신하면 초기화

를 수행하고 CAPP 객체가 생성된다. CSW의 management 프로세스(CMGMT)

는 비콘타이머(T_beacon)를 설정하고 SEND_Beacon.request에 의하여 MAC 

프로세스(CMac)로 비콘 전송을 요청하며, MAC은 이를 수신하여 GTS 구간만 

갖는 운전상태의 비콘 프레임을 생성하여 PHY에 PD_data_request로 전송요청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비콘 전송

비콘 프레임은 CAPP의 요청에 의하여 CSW의 CMAC이 전송해야 한다. 모

든 장치의 MAC은 PHY를 통해 수신하고 비콘 정보를 해석하여 망 운전모드에 

따른 타이머를 설정하고 비콘 정보를 상위계층에 통지해야 한다. 그림 3.38은 초

기화 후 비콘 전송과정에 대한 simulation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SW CAPP 

프로세스는 SEND_Beacon_request에 의해서 CSW MAC 프로세스(CMAC)로 비

콘 전송을 요청하며 이를 수신한 CSW MAC 프로세스는 T_GTS_start 타이머를 

설정하고 물리계층 프로세스 PHY를 통해 노드로 전송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노

드의 CSW측 물리계층(GCPhy)은 PD_Data_indication으로 비콘 수신을 

MAC(GCMac)에 통지하며 MAC은 비콘 타이머(T_beacon)와 GTS 타이머

(T_gts_start, T_gts_stop)를 설정하고 상위계층에 MLME_Beacon_N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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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ndication을 통해 비콘 수신을 통지하고 있다. 

4) 데이터 전송

FDTP 구간의 주기적인 데이터 전송은 지정된 GTS 구간에서 전송을 수행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상위로부터 FDTP 구간의 데이터 전송요청을 받으면 MAC

은 이를 일단 GTS 전송을 위한 부 프로세스에 저장하고 비콘 정보에 따라 설정

된 자신의 GTS 구간에서 전송해야 한다. 

그림 3.39과 3.40는 노드1에서 CSW의 중계를 통하여 노드2로 데이터를 전

송하는 과정을 검증한 simulation 결과이다. 노드 1의 MAC (NMac1)은 상위로

부터 MCPS_DATA.request에 의하여 데이터 전송을 요청 받으면 이를 큐에 저

장하고 있다. NMAC는 주 프로세스(NMac)로부터 GTS 시작신호 (gts_start)를 

받으면 PHY(NPhy)를 통하여 CSW에 전송한다. CSW의 CMAC1은 수신된 데이

터를 CAPP의 중계에 따라 CSW측 MAC (CMAC2)으로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SW측 MAC(CMAC2은 데이터를 큐에 저장하고 자신의 GTS 시작신

호 (gts_start)에 의하여 노드 2로 전송하며, 노드2의 MAC(NMac2)은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상위에 통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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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초기화 과정 및 Beacon 전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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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노드 1에서 프레임 전송 

그림 3.40 노드 2에서 프레임 수신 과정



- 60 -

3.5  Validation 및 분석

Validation 과정에서는 상태공간탐색 (state space exploration) 기술을 이용

하여 명세화된 프로토콜의 행위를 검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이용한 자동 탐색 

도구인 Telelogic사의 TAU SDL Validator는 단계별 행위 트리를 수동으로 추

적하는 “Navigator", 무작위 탐색을 위한 ”Random-walk", 도달성 검증을 위한 

“Bit-state"와 ”Exhaustive"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CSW와 노

드 각각에 대하여, Navigator와 Random-walk를 이용한 예비 검증을 수행한 후 

Bit-state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도달성 검증 도구 

중 Exhaustive는 모든 상태와 천이 정보를 저장하고 검사함으로써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메모리의 한계로 인하여 규모가 작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Bit-state는 hash table을 이용하여 검사함으로써 메모리 한계 문제를 

해결한 효율적인 방법이나 서로 다른 상태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명세화된 NSCP 프로토콜의 SDL 시스템은 규모상 Exhaustive 

방법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it-state 방식을 사용하여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SDL Validator에 의한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제반 오류의 존재를 검

증할 수 있다.

• Deadlock : 서로 행위를 기다림으로써 아무도 실행을 못하는 오류  

• Implicit signal consumption : 처리 불가능한 신호의 전송 오류 

• Create errors : 허용된 최대 instance를 초과하는 instance 존재  

• Output errors : 규정되지 않은 프로세서로 신호 출력

• Operator error : 규정된 데이터 정의에 따르지 않은 오류    

• Range error : 규정된 변수 범위를 초과

• Index error : 배열 인덱스 범위 초과

• Decision error : SDL 결정에 표현된 값이 불일치  

• Non progress loop error : progress 전환 포함하지 않는 루프 존재

1) Navigator 및 Random walk에 의한 예비 검증

Navigator는 SDL 시스템 행위를 수동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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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상․하위 상태 전환을 추적하여 오류 여부를 검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명세화 완료 후 예비 검증 작업으로 이를 이용하여 초기 단계의 범위에 대한 오

류를 감지하고 교정함으로써 예비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3.41은 Navigator를 

이용한 추적 예를 보여준다. 그림 3.41(a)에서 위에 있는 “Up1”으로 시작하는 

박스는 방금 수행한 상태를 표시하며, 아래의 7가지의 박스는 현재 "Up1"의 박

스 상태에서 다음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아직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수행될 수 있는 7가지 상태를 보여준다. Navigator는 다음에 수행될 수 

있는 7가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더블클릭함으로써 다음 상태로 천이하면

서 명세한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41(a)에서는 

NAPP2가 NMAC2로부터 비콘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과정이 수행된 상태이며, 

이후 7가지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그림 3.41(b)는 4번째 상태

(Next 4:)를 선택하였을 때 Navigation 된 화면이다.

 (a) NAPP2의 NMAC2에서 비콘 수신을 통보하는 Navigator 화면

(b) NAPP2에서 비콘 수신후 4번 상태(Next 4:) 선택한 후의 Navigator 화면

그림 3.41 Navigator에 의한 탐색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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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walk는 SDL 시스템의 행위를 무작위 조건에 대하여 자동으로 검

증하는 방식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CSW와 노드를 대상으로 이러한 무작위 선정

방식을 여러 번 실행하여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함으로써 예비 검증을 수행하였

다. 그림 3.42는 Random-walk에 의하여 NSCP 명세에 의한 동작을 수행한 결

과를 보여준다. Random-Walk는 명세에 의한 상태 트리를 무작위로 하향식으로 

선택하여 도달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한번 지나간 상태 트리도 다시 여러 번 지

나갈 수 있다. Random-Walk는 무작위로 선택된 상태 트리를 수행하면서 

Symbol Coverage를 계산한다. 그림 3.42에서 NSCP의 CSW와 노드의 동작에 

대해서 무작위로 상태트리를 선정하여 수행한 결과이며, Symbol Coverage가 

56.53%를 나타낸다. NSCP의 프로토콜 동작 특성상, CSW에서 비콘을 전송하여 

전송권한을 받을 경우에만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Random-Walk

는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무작위로 동작하여 위와 같은 비콘에 의한 전송권한 

등을 따르지 않음으로해서 특정 상태는 탐색되지 않은, 즉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무작위로 여러 상태들을 선정하여 탐색된 비율인 symbol coverage가 56.63%임

을 나타낸다.

그림 3.42 Random-walk에 의한 NSCP 무작위 탐색

2) Bit-state에 의한 도달성 검증

Bit-state exploration은 자동으로 상태 공간 탐험을 수행하는 알고리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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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탐험 중 생성되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hash table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CSW와 노드별로 Bit-state 방식을 사용하여, 

명세화된 SDL 시스템의 초기상태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태로의 도달성과 

오류 발생을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NSCP 프로토콜의 도달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CSW와 노드가 모두 접속된 구조를 갖고 도달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의 

Random-Walk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SCP 시스템의 GTS에 따른 비콘 전송, 

전송권한 설정 및 데이터 송수신 등의 프로토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상태 폭

주” 현상의 발생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SW와 노드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한 외부 환경과 신호를 다시 정의하였다. 

그림 3.43는 NSCP에 대한 최종 도달성 분석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3.43의  “No of reports"는 Bit-state exploration 수행 중 발생된 오류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오류 보고서가 0이면 이는 SDL Validator가 감지하는 모든 오

류가 제거 됐음을 의미한다. “Collision risk"는 hash table 구조에 따른 상태 구

별의 한계로 인하여 서로 다른 상태를 동일 상태로 판정하는 충돌 확률이다. 

“Symbol coverage”는 SDL 명세에 사용된 모든 심볼 중, 탐색 시 실행된 심볼

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전체 심볼 중 수행된 비율을 표시한다.  

Bit-state exploration 결과 그림 3.43과 같이 3개의 오류가 리포트 되었다.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Tree-Walk 를 수행한 결과, 3개

의 오류의 원인을 검출할 수 있었다. 원인 분석한 결과, 그림 3.44와 같이 APP

의 APP_RESET_request 메시지의 처리 과정에서 더 이상 상태를 진행 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프로토콜의 오류가 아니고, 정상

적인 비콘 초기화 과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발생한 3개의 오류는 SDL 구

문 오류가 아닌 프로토콜의 동작을 Validator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43에서 Symbol coverage의 결과 56.53%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Validation 과정에서 그림 3.45와 같이 프로토콜에서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Beacon 전송 및 수신 기능만 실행됐기 때문이다. 즉, 프레임의 송수신 및 

비콘의 상실을 처리하는 루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상태 전이가 없어서 프로토

콜의 기능의 일부만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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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NSCP의 Bit-state 검증 결과  

그림 3.454 NSCP의 Bit-state  Tree-Walk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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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NSCP의 Bit-state 검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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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과제에서 개발된 NSCP 프로토콜은 Ethernet PowerLink(EPL)의 폴링 

방식과 IEEE 802.15.4의 MAC 계층의 보장형시분할 (GTS) 방식을 기본사양으

로 선택하고 물리 계층은 원전 타 계통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된 이더넷 100Mbps 사양으로 교체한 구조를 가지며, 전송권한은 EPL의 폴

링 방식 구조를 통해 각 주기마다 통보하고, 각 노드의 전송은 GTS (Guranteed 

Time Slot) 방식을 이용한다. 개발된 NSCP 프로토콜을 실제 구현하기 전에 검

증과정을 통하여  프로토콜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착상태, 비정상적인 도달, 

상태의 모호성을 검사하였으며, NSCP 프로토콜의 잠재적 오류, 설계 시 요구되

었던 기능의 수행 및 모든 상태의 도달성 등을 분석하였다. 

개발된 NSCP 프로토콜의 구조 및 비콘에 의한 전송 권한 설정, 데이터 프

레임의 전송 등에 관한 여러 기능에 따라 크게 중앙 스위치 및 노드로 구분하여 

SDL 에디터를 이용하여 문자, 그래픽, 심볼을 이용하여 명세화하였다. 그리고 명

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및 구문(Syntactics & semantics)을 분석하

여 에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SDL 에디터를 통하여 작성된 명세화 코드는 컴파

일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중앙 스위치는 비콘 관리와 스

위칭 관리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비콘 관리는 상위계층으로부터 수퍼프레

임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MAC에게 전달하고 매 주기마다 비콘의 전송을 통보하

는 기능이며, 스위칭 관리 기능은 상위계층으로부터 스위칭 정보를 받고, MAC

으로부터의 요청 시 목적주소에 따른 경로 설정을 수행한다. 통신 노드는 비콘 

동기화 관리와 패킷 생성 및 송수신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중앙스위치와 통신 노드는 각각 요구하는 기

능에 따라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의미 및 구분 분석과 시뮬레이션에서 모두 정상

적으로 기능이 동작함을 확인한 NSCP 프로토콜은 검증을 위해서 Telelogic사의 

TAU SDL Validator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행위 트리를 수동으로 추적하는 

“Navigator", 무작위 탐색을 위한 ”Random-walk", 도달성 검증을 위한 

“Bit-state"를 이용하여 프로토콜의 행위를 검증하였다. 중앙 스위치에서 전송된 

비콘에 의해서 전송권한을 부여받아서 동작하는 통신 노드에 의한 데이터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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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환경에서 단계별 트리 추적, 무작위 탐색, Bit-state 등에 의한 도달성 검증

방법은 프로토콜 동작을 일부 무시하여 동작하므로 3개의 오류 리포트 및 

56.63%의  symbol coverage를 보였다. 이는  SDL 명세  구문 오류가 아닌 

로토콜의 동작을 Validator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악되었다. 향후 이 부분

에 해서는 추가 인 검증 세부 옵션 조정, 분석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다. 

시뮬레이션 및 도달성 검증을 통해서 개발된 NSCP 프로토콜은 추후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구현된 중앙 스위치 코드와 통신 노드 코

드는 별도의 중앙스위치 장치와 통신노드 장치에 다운로드하여 데이터 송수신 

시험을 통하여 기능 및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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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Appearance Symbol Name

State or nextstate

Text

Input

Comment

Save

Text extension

Output

Decision

In-connector or out-connector

Task, set, reset or export

Procedure call

Macro call

부 록 1.  SDL Symbol & Lines

1.1 Symbols on Flow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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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Appearance Symbol Name

Create request

Transition option

Gate

Start

Priority input

Stop

Procedure start

Inlet

Return

Outlet

Procedure reference

Operator reference 

(an SDL/GR extension defined in 

the SDL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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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Appearance Symbol Name

Text

Comment

Instance head

Instance end

Message

Message-to-self

Found message

Lost message

Condition

Timer1

Separate timer set2

Separate timer reset

Separate timer consumed / timeout

Action

Create

Stop

1.2 MSC Symbols an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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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Appearance Symbol Name

Coregion

MSC Reference

Inline expression

Inline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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