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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 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공정 신호  제어 신호의 송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과는 다르게 안 성과 신뢰성을 주요 목표

로 삼고 있다. 원자력발 소의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에서 추구하는 경제성

이나 효율성 측면 보다는 안 성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

는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 로토콜과는 다른 설계기 이 용된다. 

원  통신망 개발을 해서는 원  특성  요건에 맞는 로토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로토콜은 통신망의 제반 통신 규약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통신망의 신뢰도와 성능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  통신망의 개발을 해서는 원 의 특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

용 통신망 로토콜의 개발이 필수 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  통신망의 제어망에서 사용되는 로토콜 개발을 해

서 개발 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 연구 사항을 정하여 수행하 다. 로

토콜 개발은 먼  원  통신망 개발 요건을 정리하고, 일반 인 원  계측제어계

통의 분석을 통하여 노드  송되는 트래픽을 산정 후 원  통신망의 일반

인 구조를 설계하 다. 한 통신망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하여 원  통신망의 여

러 설계요소를 설계하 다. 로토콜 설계를 하여 IT 기반의 기존 상용 로토

콜의 원  통신망 용성을 분석하 다.

 IT 기반의 기존 상용 로토콜은 크게 3가지, 즉 일반 상용 통신망 로토

콜, 산업 통신망 로토콜  군사용 통신망 로토콜로 구분하여 설계 기   

성능 요건과 비교하여 원  통신망 용성을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토 로 

원  특성  요건에 만족하도록 수정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원  통신망 

로토콜 구조 수립, 사용되는 데이터 임 구조 수립, 기능 사양 설정을 통하

여 로토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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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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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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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the communication protocol of an NPP has its 

own design criteria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mmercial 

communication protocols.

The communication protocol, which provide overall communication rules 

and methods and give ways how to exchange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it can affect the overall performance ofa  communication 

network. Therefore, the first step of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of an NPP is its own communication protocol design, which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an NPP I&C.

To manage the protocol development process, we establish development 

procedure and define detail substantive based on the procedure. In advance 

we summarize and analyze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NPP I&C. And we 

measure traffic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NPP I&C. Based 

on these results, we generalize the architecture of custom communication 

network of an NPP. In addition, the specifications of network components are 

designed. In the next step, we examine the adaptability of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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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ommunication protocols to the communication protocol of an NPP 

I&C.

Existing commercial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IT) can be categorized into 3 groups: general commercial 

communication protocols, industrial communication protocols, military 

communication protocols. We analyze the design criteria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of popular protocols in each group. And also, we examine the 

adaptability to the communication protocol of an NPP. Based on these results, 

we developed our own protocol for NPP I&C, which meet the required 

specifications through design overall protocol architecture and data frame 

format, definition of functional requirements &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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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 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공정 신호  제어 신호의 송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과는 다르게 안 성과 신뢰성을 주요 목표

로 삼고 있다. 원자력발 소의 통신망은 safety-critical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safety-critical 시스템의 상치 않은 고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을 할 수 

있고, 환경 인 재앙을 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상용 통신망에서 추구하는 경제

성이나 효율성 측면 보다는 안 성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

되는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 로토콜과는 다른 설계기 이 용된다. 

재 상용 원자력 발 소의 경우, 계측제어시스템을 컴퓨터기반의 디지털 시

스템으로 새롭게 구 함에 따라 통신망 시스템 한 데이터 통신망이 도입되고 

있다. Safety-critical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통신망은 여러 공정 신호  제어 신

호의 교환  송을 통하여 원자력 발 소가 안 한 상태로 제어가 되도록 하

는 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원 에 사용되는 통신망에 한 신뢰성  결정론

성, 분리  격리성 등을 엄격하게 수해야 한다.

 

기존 원 에 용 는 연구목 의 통신망은 부분 데이터 링크 방식이나 

용량의 데이터 통신방식이며, 토큰 패싱 기반의 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비

안  계통 용도의 통신망은 부분 상용 이더넷(Ethernet) 는 이를 수정한 방

식을 용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비안 계통의 제어통신망 용도로 시분할방

식의 결정론  통신을 개발하고 있으나 기단계로서 신뢰성과 운 성이 검증되

지 않은 단계이다.

와 같이 재 상용 통신망 분야  원자력발 소에서 용되는 통신망은 

데이터 링크 기반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 는 안 성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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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무엇보다도 개발과정 는 제작 과정의 안 성을 만족시키기 한 검증  

확인에 취약 을 갖고 있다. 원  특성과 요건에 최 화한 데이터 통신망 개발 

없이는 재 기존 원 에서 용하는 있는 바와 같이 상용 통신망을 일부 수정

한 방식으로 계속 공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데이터 통신망으로 인

하여 여러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므로 원 에 데이터 통

신망을 용하기 해서는 결정론 이며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 통신망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원  통신망 개발을 해서는 원  특성  요건에 맞는 로토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로토콜은 통신망의 제반 통신 규약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통신망의 신뢰도와 성능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  통신망의 개발을 해서는 원 의 특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

용 통신망 로토콜의 개발이 필수 이다. 원 용 통신망 로토콜의 개발에는 

새로운 개념의 로토콜 개발 는 기존의 상용 로토콜을 참조하여 원 에 

용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발과정 는 제작 과정의 안 성을 만족시

키면서 개발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으로 원 통신망의 일반 인 구조는 크게 공정망, 제어망  정보망으

로 구성된다. 공정망은 원자력 발 소의 공정 계측  공정 제어 데이터를 송

하기 한 통신망이며, 제어망은 원자력 발 소의 자동제어를 한 계측제어계통

의 제어기 간의 데이터 송에 사용되는 통신망이다. 정보망은 원자력 발 소의 

종합 정보 시스템을 한 제반 데이터를 송하는데 사용되는 통신망이다. 이러

한 3가지의 통신망에 한 특성  요구 사항은 다르므로 원  통신망의 설계 

시에는 이러한 에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  통신망의 제어망에서 사용되는 로토콜 개발을 해

서 개발 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 연구 사항을 정하여 수행하 다. 로

토콜 개발은 먼  원  통신망 개발 요건을 정리하고, 일반 인 원  계측제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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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분석을 통하여 노드  송되는 트래픽을 산정한 후 원  통신망의 일반

인 구조를 설계하 다. 한 통신망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하여 원  통신망의 

여러 설계요소를 선정하 다. 로토콜 설계를 하여 IT 기반의 기존 상용 로

토콜의 원  통신망 용성을 분석하 다. IT 기반의 기존 상용 로토콜은 크게 

3가지, 즉 일반 상용 통신망 로토콜, 산업 통신망 로토콜  군사용 통신망 

로토콜로 구분하여 설계 기   성능 요건과 비교하여 원  통신망 용성을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토 로 원  특성  요건에 만족하도록 수정  개

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원  통신망 로토콜 구조를 수립, 사용되는 데이터 

임의 구조 수립, 기능 사양 설정을 통하여 로토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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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  통신망 개발 개요

원 에 사용되는 데이터 통신망에 한 요건은 데이터 통신망을 사용하는 여

러 계측제어계통의 요건에 하게 된다. 즉 원  통신망은 계측제어 계통의 여러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러 원  통신망에 한 기술기 과 지침 

분석을 통하여 원 통신망의 설계 기 을 정하 으며, 이러한 설계 기 은 통신

망 개발 시에 요구되는 기술선정, 설계요소 선정, 기능  성능 선정 등 모든 개

발 단계에서 최우선의 단기 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설계 기 을 바탕으로 원

통신망 개발에 용되는 여러 성능 요건을 기술하 다

2. 1. 설 계 기   요 건

2.1.1. 설계 기

원  계측제어 시스템을 한 원  통신망은 컴퓨터 기반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원  통신망의 고장은 원 의 동작  운 에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원  계측제어 시스템에서 자료 송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  통신

망은 일반 상용 는 산업용 통신망과는 다른 엄격한 설계기 과 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따라서 원  통신망은 안 성과 신뢰성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검증을 통하여 안 성과 신뢰성의 확인이 가능한 통신망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기 을 다음과 같이 정하 다.

- 결정론  통신

- 분리  격리 구조

- 확인  검증성 보유

- 고 신뢰성 보유

-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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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결정론  통신

결정론 인 통신 시스템은 유한하고 측 가능한 시간 지연 안에 데이터를 

송해야 한다. 결정론 인 통신을 한 구  방안은 송권한과 경로가 확정되

어 있어야 한다. 한 송용량, 송지연시간을 미리 측하고 이를 넘지 않음

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측 결과 과 시에는 미리 설정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즉, 송특성의 계산  측이 가능해야 하고, 송방법/기술/

구 이 투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하 을 때만 상태 

정보를 송하는 사건기반통신보다는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송하는 상태기반통신이 결정론 인 통신 시스템을 구 하는데 주로 사

용되곤 한다. 

결정론 인 통신 시스템을 해서는 통신망과 각 계통의 기능모듈과의 연계 

동작의 분석을 통해서 결정론  특성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토콜 특성 분석, 송구조 분석, 트래픽 분석  응답시간 분석 등이 필요하다.

2.1.1.2. 고 신뢰성 보유

두 번째 설계기 으로서 원  통신망은 고 신뢰성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다. 신뢰성 목표를 이루기 하여 분석, 필드 경험, 시험 등의 한 조합에 의

해서 신뢰성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 고 신뢰성을 가지는 통신망을 구 하기 해

서는 통신망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는 신뢰도 분석  제시 할 수 있는 구조, 

부품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단일고장 시에도 요구하는 통신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고장허용 능력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망 계통의 잠재  험성이 없음을 분석하고, 통신망 계통에 의

하여 다른 참여계통에 잠재  험을 주게 되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신

망 계통의 일시  고장이나 오류가 안 기능의 수행에 향이 없음을 확인하여 

고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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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고 신뢰성을 보유하기 하여 통신망 구성요소의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성  목표/정량  목표의 성 검토  목표치 도달 여부 확인

- 통신망 장비  로토콜의 고장 확률 감소하기 한 설계

-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부품

-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소 트웨어

-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의 고장허용 방법

-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상호작용

- 통신망의 토폴로지 상의 구성 방법

2.1.1.3. 확인  검증성 보유

세 번째 설계기 으로서 확인  검증성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  

검증성 보유란  개발된 통신망이 요건 만족을 하는지 여부와 해당 개발 단계의 

시스템 요구 사항의  만족 여부에 한 검토가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확인  검증성을 보유하도록 통신망을 구 하기 한 방안으로서는 개발과

정의 투명성을 가지게 하고, 불확실성을 배제하도록 단순구조로 설계하여 잠재  

험성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달성 분석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통

하여 검증된 통신망으로 구 되어야 한다.

2.1.1.4. 분리  격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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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통신망의 특성상 다 화된 통신망 간 물리  분리  기  격리가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 화된 통신망에서 각 통신망 는 내부 계통의 

오류나 고장이 수신 받는 통신망 는 계통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리  격리구조의 구  방안으로는 송수신 분리  단방향성 설계, 다 화된 

통신망 간 원의 분리 등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2.1.1.5. 호환성

IT 기반의 상용 통신망에 기반을 두어 원  통신망을 구성하므로, 원  통신

망에 사용되는 장비는 보수  유지가 용이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장비의 

속성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2.1.2. 성능 요건

와 같은 원  통신망 개발에 필수 인 설계기 과 더불어 원 통신망은 여

러 가지 성능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안 등 의 통신망, 

즉 안 통신망에 해서 성능요건을 기술하며, 비 안 등 의 통신망(비 안  통

신망)은 안 통신망의 성능요건과 상이하다.)

2.1.2.1. 송 용량

원  통신망은 각 하부 망 별로 요구되는 데이터의 최  부하 조건에서 설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최  부

하 조건은 가장 많은 송수신량을 래하는 경우를 근거로 하고 고장, 조치, 시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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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송 지연

안  시스템을 한 데이터 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제한 시간 내에 송되어야 한다. 송 주기는 계속 이며 일정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시간 불일치나 메시지 과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2.3. 확장성

원  통신망은 어도 30%의 확장 용량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2.4. 표 화

원  통신망을 한 로토콜은 가능하면 국제 표  규격을 수용하지만, 원

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용 경험이 있는 특정 로토콜이나 산

업 표 을 요건에 맞게 수정한 로토콜의 채택 는 개발도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검증 차를 수행해야 한다.

2.1.2.5. 에러요건

통신 에러 발생 시 성능과 련하여, 에러 감지  교정 방법과 이에 필요한 

트래픽량, 미 검출 에러율  결정 방법, 미 검출 에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최

악의 결과와 그 완화 방법, 복구 불능 에러 시의 처리 방법에 하여 정의해야 

한다. 한, 송하는 단일 비트 는 비트 그룹의 실패, 변화 없는 반복 메시지

의 송, 다 경로에 의한 송 메시지의 상이 등에 한 고장에 하여 운  요

원에게 검출  경고되어야 한다.

2.1.2.6. 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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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통신망은 운 의 효율성, 사용자 연계, 공 자 지원 능력  운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운  효율성 요소로는 운 의 용이성, 

리 기능, 운 비용 등이 포함되며 사용자 연계는 MMI (Man Machine Interface) 

장비 등의 운  요원과의 연계성과 인지도를 고려해야 한다. 공 자 지원 능력은 

설계, 설치, 시험, 운 시의 공 자 기술과 능력 등이 해당되며 운  경험은 장비

의 기기 운  경험  이력 자료의 제공 능력이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2.1.2.7. 시험 요건

원  통신망은 각 모듈에 한 기능 검증 시험과 품질 등 에 따른 환경 검

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 통신망의 정상 운 성 확인 시험을 한 자체 시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시험 기능은 원  운  에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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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송  구 조  설 계

일반 으로 원 의 통신망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3가지 로 나

어진다. 

그림 1. 원  통신망 체계(  구분) 

공정 는 랜트의 공정 계측  공정 제어 데이터를 송하기 한 

로서, 공정계측  공정제어계통의 센서, 펌 , 밸  등의 루  계측  제어를 

한 신호를 송한다. 공정 는 보통 짧은 메시지  응답시간 특성을 가지며 

주기 으로 트래픽을 송한다. 따라서 단순 송 기능  용량의 통신망이 사

용된다.

제어 는 랜트의 자동제어를 한 제어기 간의 데이터 송에 사용된다. 

보통 제어 시스템 간  안  보호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이 주로 이루어진다. 

제어 는 보통 고정 이고 주기 인 트래픽의 경성 실시간 특성을 가지며 고  

신뢰성  안 성이 요구되는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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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는 랜트의 종합 정보 시스템을 한 제반 데이터를 송하는데 사

용된다. 즉, 제어 의 데이터 수집, 정보처리 서버  운 원 스테이션간의 데

이터 송에 사용된다. 보통 정보 는 용량의 데이터의 연성 실시간 송 

특성을 가지며, 각종 스테이션  서버간의 호환성이 요구되며 보안성 한 요구

된다.

아래 표는 이러한 3가지의 에 한 특성을 설계기 에 따라 비교한 것과 

간략한 성능 특성을 보여 다.

     

분류

특성 성능

결정론성 신뢰성 검증성 호환성 송지연 송주기 메시지 크기 송용량

공정 High High High Low
Hard 

Real-Time
<20 msec

수 Byte ~ 
수십 Byte

10 Mbps 
이상

제어 High High High Medium
Hard 

Real-Time
<50 msec

수십~수백 
Byte

20 Mbps 
이상

정보 Medium Medium Medium High
Soft 

Real-Time
<500 msec

수백 Byte ~ 
수 Kbyte

100 Mbps 
이상

표 1. 원  통신망 별 특성 비교표 

통신망 송 구조 설계는 이러한 각 의 내부 는  간에 실제 인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체 으로 통신망을 구성하는 설계단계로서, 각 계통을 기

능 으로 그룹핑하고 기능요건에 맞게 선정된 토폴로지, 로토콜, 송매체  

망 간 속장치 기술을 이용하여 망의 분할  연결 작업을 수행한다. 

통신망 구조설계의 차는 먼  각 계통의 참여노드의 기능과 요건을 고려하

여 계통을 그룹핑하고, 통신망 요건과 련된 통신망 기술을 이용하여 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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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망을 설계한다. 망 간 속장치 는 연계 인터페이스 방법에 따라 각 

의 하부 망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한 채 의 통신망 구조가 완성된다. 

이후 보호계통의 2/4 논리 등과 같은 채  간에 데이터 교환 경로를 제공하기 

한 채  간 통신 구성 방법에 해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망 

구조 설계 차를 통해서 원자력발 소의 계측제어계통을 한 체 통신망 구

조가 작성된다.

2.2.1. 송구조 설계요건

원  통신망 구조를 설계하기 한 요건은 앞서 살펴본 원 련 규제 요건

과 지침을 분석하여 송 구조와 련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2.2.1.1. 상태기반 요건

통신망 구조는 송 노드 수, 송량, 송경로 등이 고정 이어야 한다. 사

건기반 구조의 경우에는 송량과 송지연시간의 가변성으로, 과도상태 는 비

정상 상태에서의 송 측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정된 데이터 량과 송로에 

의하여 일정간격으로 송하는 상태기반 송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2.2.1.2. 결정론  요건

통신망은 측가능하고 명확한 송구조이어야 한다. 비결정론 인 구조는 

상치 않은 메시지에 의한 송지연시간의 과나 미 감지 에러에 의한 요구 

송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결정론  요건은 정상 상태 뿐만 아니라 에러 복구 

상태 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송기능에 포함되는 불확실한 행 에 한 요소

를 배제하고 송 에러에 하여 명확한 감지  복구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2.2.1.3. 응답시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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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계통은 각 안  계통의 총체 인 응답시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1.4. 신뢰성과 가용성 요건

원  통신망은 다  채   이 화로 설계되어 안 계통의 신뢰성과 가용성

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1.5. 독립성 요건

원  통신망은 단일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다 화된 독립 인 다른 기기나 

계통의 한 운 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1.6. 고장요건

원  통신망은 단일사고에 의하여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단일고장기 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  통신망은 구성 모듈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통 

체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통신과 련된 시스템의 하드

웨어 는 소 트웨어 공통모드고장과 같이 장비 자체 내부에 기인한 고장이 배

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1.7. 격리요건  자료흐름 요건

통신망 간의 통신, 즉 동일 채  내의 안 노드 간 는 채  격리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 상이한 채  간의 노드 간 통신은 송신과 수신을 별도의 

물리 인 경로를 이용한 단방향 통신이어야 한다. 

원  통신망은 비 안  등  통신망과 송매체 는 통신방식 등으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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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있어 비 안 계통의 물리 , 기  오류가 안  계통으로 달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   비 안  계통을 한 자료통신은 이러한 격리요

건을 만족하기 하여 송매체를 이용하거나 단방향 통신방법을 사용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2.2.1.8. 망 분할 요건

망의 요건  기능 인 특성별 분할을 한  단계로서, 각 계통들의 여러 

기능과 요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망 구성에 포함되는 계통들을 하부 망 

화하는 작업이다. 계통의 망 분할에는 다음과 같은 기 들을 이용해야 하며, 아

래의 기 들을 모두 만족시킬 필요는 없으며, 하부 망 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

화 하도록 그 기 을 이용해야한다.

2.2.1.9. 신뢰도  다 요건

같은 신뢰도나 다 요건을 갖는 계통들은 하부 망 화해야 한다.

2.2.1.10. 안 요건

같은 안 요건을 갖는 계통들은 하부 망 화해야 한다.

2.2.1.11. 기능의 격리

고장의 경우에 서로 다른 것들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계통들은 서로 같은 그

룹에 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1.12. 간결성 요건

원  통신망은 가능한 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복잡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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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록 고장이나 소 트웨어 오류 가능성이 증가한다.

2.2.1.13. 채  간 통신 요건

안 채 은 안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자신의 채  밖에 존재하거나 발생

하는 어떠한 정보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각 안  채 의 안  기능은 채  외부로부터의 해로운 향으로부터 보호되

어야만 한다. 채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나 신호는 안 기능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어야 한다.

안 채 은 안 기능의 성능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킬 목 이 아니라면, 자신

의 채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통신도 수신하지 않아야 한다.

Voting을 목 으로 하는 채  트립 결정의 공유를 한 채  간 통신은 수

신된 메시지의 건 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Voting 논리를 한 채  간 통신은 용의 매체를 이용하여 point-to- 

point 방식이어야 한다. Point-to-point 방식은 메시지가 수신 노드 는 수신 노

드 채  외부의 장비의 추가 없이 송신노드와 수신노드 사이에 직  송됨을 

의미한다. 다른 통신 방법의 구 은 동일한 신뢰성을 제공하거나 정당화가 증명

되어야 한다. 

2. 3. 로 토 콜  요 소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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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신망 구조를 제시하기 해서는, 통신망 설계 요소들에 한 이해 

 각각의 통신망 설계 요소의 기능 정리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통신

망 설계 시 고려 는 결정해야 할 1차 인 설계 요소는 송매체, 토폴로지, 

로토콜, 망 간 속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2.3.1. 송매체

통신망의 송매체로는 TP(twisted pair) 동축 이블, 이블  무선이 이

용되고 있다. 원  통신망의 송매체의 선정은 분리  격리성, 확인  검증성, 

신뢰도  호환성 등을 용하여 단한다.  신뢰도의 경우 각 매체마다 충분한 

경험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무선의 경우 장해물에 취약 을 가지고 있다. 

송매체의 분리  격리성, 확인  검증성(환경 검증성 측면)에서 이블은 다

른 송 매체에 비하여 기  격리, EMI 측면에서 많은 장 을 가진다.

2.3.2. 토폴로지

토폴로지란 노드들과 이에 연결된 선로들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배열이나 구

성을 의미하며, 통신망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토폴로지로는 스타(Star), 버스

(Bus),  링(Ring), 메쉬(Mesh)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토폴로지는 네트워

크의 구성 목 에 따라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토폴로지를 결합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토폴로지는 결정론 인 통신, 분리  격리, 고 신뢰성 보유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결정론 인 통신은 고정 이며, 측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토폴로지에 한 비교는 통신 구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

가에서 제외하 다. 분리  격리성은 토폴로지 구조가 송신과 수신 간의 물리  

분리와 기  격리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앙장치에 의

한 물리 인 분리 는 격리가 가능한 스타 구조가 유리하다. 신뢰도는 고장의 

감지  격리성이 요시 되는데, 최근 통신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앙장치에 

해당하는 스 치 장치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있고, 데이터가 집 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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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리가 용이하고 고장 시 해당 링크 는 기기를 격리할 수 있는 스타

구조가 유리하다. 

2.3.3. 로토콜

로토콜은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컴퓨터) 사이에 정보 교환이 필요한 경

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하여 여러 가지 통신 규칙과 방법에 한 약속, 즉 통

신 규약을 의미한다. 통신규약이라 함은 상호간의 속이나 속해제 방식, 통신

방식, 주고받을 데이터의 형식, 오류 검출 방식, 코드변환 방식, 송속도 등에 

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시스템

(컴퓨터) 간에 정보 교환을 하려면 표  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

여 사용하도록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표  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망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통신망에는 정상

인 신호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이 존재하며, 이는 정확한 정보의 

송을 방해하여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로토콜은 이러한 오류

에 응하기 한 규약도 포함하고 있다. 한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 으로 송

하기 해서 송수신 개체 간에 서로 정보의 송 시 과 수신 시 을 맞추는 일

(동기화)도 수행해야 하고, 정보 흐름의 양을 조 하는 흐름 제어 방법도 사 에 

약속하여 로토콜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로토콜은 이러한 오류 제어, 동기, 흐름제어, 코드변환, 송속도 등에 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하는 상 방의 치에 따라 통신하는 개체가 어느 

OSI 계층에 있는 가와 효율 인 정보 송을 한 기법, 정보의 안 성(보안)에 

한 약속들도 로토콜의 범주에 포함된다.

재 상용의 많은 로토콜들은 효율 인 자료 송을 해서 OSI 계층 구

조를 달리하여 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의 여러 표  로토콜을 

분석하여 원  통신망에 합한 OSI 계층을 선정하여 통신망 로토콜을 설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면 OSI 1～7계층을 모두 사용하는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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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Automation Protocol)과 OSI 1, 2, 7계층만 사용하는 MiniMAP 

과 같은 경우이다. 즉 MAP과 같은 경우, OSI의 7개 로토콜 계층을 사용하여 

높은 신뢰성과 고품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의 응답시간 면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한 이 있었다. MiniMap은 응답시간의 향상을 하

여 제안된 것으로 OSI 계층  3계층(1, 2, 7계층)만을 구 하여 간략화  시킴으

로써 서비스의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

을 가지고 있다. 

원  통신망은 미리 정해진 계통(노드)과 트래픽을 가지며, 이에 따라 송 

구조를 설정하여 변동성이 거의 없는 통신망을 구성하며, 실시간 제어를 목 으

로 하는 단일 규모의 시스템이므로, 복잡한 구조나 고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로토콜은 OSI 계층 에서 여러 설계기 과 

성능요건을 검토하여 합한 OSI 계층을 선정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2.3.4. 설계요소 선정

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원  통신망의 토폴로지, 송매체, 로토콜 계층

구조 등의 주요 설계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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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요소 종류 선정 선정기

송매체
TP, 동축 이블, 이블, 

무선
이블

기  격리

EMI 격리

토폴로지 버스, 링, 메쉬, 스타 스타
분리  격리

고장 진단

물리계층

인코딩 이블 인코딩방식
4B/5B

NRZI

속도, 간섭, 잡음

동기

동기화 비동기, 동기 동기 송 송속도

멀티

싱

주 수분할, 시분할, 

코드분할
시분할 결정론성

데이터링크

계층

링크 

구성
일 일, 일 다, 다 다 일 일

분리  격리

결정론성

흐름 

제어
stop&wait, sliding window

사용하지 

않음
결정론성

에러 

제어

에러검출: CRC, parity bit

에러감지 처리: 재 송요구

CRC, 재 송 

요구  없음

결정론성

신뢰성

송권한 

제어
고정, 랜덤, 요구, 합 고정할당

결정론성

확인  검증

표 2.  통신망 주요 설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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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T 기반 표  로토콜 분석

원  통신망 로토콜의 개발을 해서는 IT 기반의 상용 통신망의 분석을 

통하여 기술 황  용 황을 악하여 로토콜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요하다. 원 의 특성은 장정보의 감시  실시간 제어이므로, 이와 유사한 

IT 기반의 산업용 통신망 로토콜, 군사용 통신망 로토콜  이러한 통신망들

의 근간이 되는 표  로토콜들의 분석을 통하여 2장에서 제시한 설계요소를 

반 할 수 있는 로토콜을 선정하고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IT 기반 표  로토콜을 크게 3가지, 즉 일반 상용 통신망 

로토콜, 산업 통신망 로토콜  군사용 통신망 로토콜로 구분하여 간략히 소

개하고 원  통신망으로의 용성을 분석하 다.

3. 1. IT 기반  표  로 토 콜

3.1.1. 일반 상용 통신망 로토콜

3.1.1.1. IEEE 802.4 토큰 버스 

IEEE 802 원회 산하 토큰 버스 네트워크 소 원회에서 표 화한 토큰 버

스 방식의 매체 근 제어 부분층(MAC sublayer)  물리 계층의 표 이다. 토

큰 버스 방식은 버스형과 트리(tree)형의 통신망에서 토큰(token)이라는 제어 

임이 매체 근을 제어한다. 토큰을 얻은 노드가 송이 끝나거나 시간이 소멸

되면 토큰 통과 버스(token passing bus)라고도 한다. 물리 계층의 송 매체로

는 동축 이블과 이블이 사용된다. 송 매체와 송 방식에 따라 송 속

도는 1Mbps, 5Mbps, 10Mbps, 20Mbps 등 다양하다. 토큰 버스 방식의 통신망은 

사무실, 연구실은 물론 공장과 같은 산업 환경에 많이 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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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IEEE 802.5 토큰 링

IEEE 802 원회 산하 토큰 링형 망 소 원회에서 표 화한 토큰 링형

(token ring) 방식의 매체 근 제어 부분층(MAC sublayer)  물리 계층의 표

이다. 토큰 링형 방식은 링형의 통신망에 사용되는데, 송매체상의 모든 노드

는 직렬로 속되며 토큰이라는 작은 임이 매체 근을 제어한다. 송신을 원

하는 노드는 토큰이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토큰 내의 1비트를 바꿈으로써 

토큰을 획득하면 토큰 뒤에 데이터를 매입하여 송출한다. 물리 계층의 송 매체

로는 차폐 연선(STP)과 비 차폐 연선(UTP)이 사용된다. 송 속도는 송 방식

에 따라 4Mbps와 16Mbps이다. 

3.1.1.3. IEEE 802.3 Ethernet 

이더넷은 IEEE 802.3 국제표 으로, 상용에서 가장 리 쓰이고 있으며 기술

인 완성도도 가장 뛰어나다. 이미 Gigabit 용량의 통신이 상용화 되었으며 각

종 산업망 용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더넷의 물리계층은 각종 

매체 특성에 따라 개발되어 있으며 이블을 쓸 경우는 FDDI 망의 사양을 따

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더넷의 MAC 계층은 기본 으로 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Detection) 방식을 용하고 있다. CSMA/CD 

방식은 경쟁에 의한 근방식으로 제어가 단순한 장 을 갖는다. 이더넷의 가장 

큰 강 은 호환성이다. 재 제품화되어 산처리를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장치는 

이더넷 는 이더넷 호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기종에 상 없이 매우 속 용

이성이 높은 통신방식이다. 그러나 이더넷의 CSMA/CD 로토콜은 원  통신망 

용 시에는 비 결정론 이라는 치명 인 단 을 갖는다. MAC 기능을 한 

CSMA/CD 방식은 경쟁에 의한 무작  할당 방식으로서 결정론성을 필수 요건

으로 하는 원  통신망의 송제어 요건과 실시간 특성을 만족하기는 어렵다.

3.1.1.4. IEEE 802.15.4 무선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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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5.4 무선 로토콜은 물리계층은 무선신호 송 규격을 규정하며 

MAC 계층은 무선망 특성에 한 제어방식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단순기능

의 장치들에 한  역폭의 통신을 목 으로 하고 있다. 802.15.4는 비보장형 

구간의 송에는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를 이용하고 선택사양인 보장형 구간의 송에는 시분할할당 방식을 

이용한다. CSMA/CA는 CSMA/CD와 유사한 경쟁방식의 무선망 용방식이며, 

비보장형 구간의 송 시에는 경쟁방식에 따른 비결정론성의 단 을 갖으나 보

장형 송구간의 시분할할당 방식은 정해진 시간기간 동안 송권을 갖는 결정

론 인 특성을 갖는다.

3.1.2. 산업 통신망 로토콜

산업 통신망이라고 하면 가장 먼  떠오르는 것이 필드버스이다. 제품을 생

산하기 해서는 생산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반된  생산 설비를 제어하기 

해서 제어용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지 까지 생산설비를 제어하기 해서는 PLC

류의 제어기기를 많이 사용했다. 생산설비가 정상 으로 동작되기 해서는 각각

의 공정에 필요한 Sensor나 Actuator들이 제어기기의 Input/Output 장치에 연결

되어야 하는데, Fieldbus System에서는 제어기기에 장착되는 Input/Output장치가 

Sensor나 Actuator에 근 해서 설치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결국 제어기기의 

Input과 Output 장치가 생산설비에 분산되어 히 설치되고 이들을 통신선을 

이용하여 제어기기와 연결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게 입출력용 제어기기 

장치가 생산 장에 분산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생산 장을 의미하는 ‘Field’

와 통신을 의미하는 ‘Bus’를 합하여 FieldBus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

태를 취하는 시스템을 특정상품명이나 회사명에 계없이 Fieldbus라 부르고 있

으며, 재  세계 으로 약 100여개의 Fieldbus 형태의 시스템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표 으로 IEC 61158에서 선정한 7개의 필드버스  5개와 ISO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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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6개의 필드버스를 합한 11개의 필드버스 로토콜이 개방형 임워크를 

수용하면서 개방화된 산업용 통신망으로 필드버스가 사용되고 활발한 장 구축

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처음으로 산업용 네트워크에 이더넷을 수

용한 Ethernet/IP가 제출되어 국제 표 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Foundation fieldbus, Profinet, Modbus TCP, EtherCAT 등 기존의 개방형 필드

버스들이 모두 이더넷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큰 물 기를 이르고 있다.

IEC TC65/SC65C/WG6에서는 IEC61784-1 규격으로 ‘필드버스(Fieldbus)’를 

채택하 으며, 최근 WG11을 통해 추가된 IEC61784-2 규격으로 ‘리얼 타임 이더

넷(Real Time Ethernet)’을 선정했다. ISO에서는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는 오  

임워크 표 을 ISO TC184(산업자동화통신망표 )/SC5(구조  통신)/WG5 

(Open Framework)에서 표 을 비하여 2003년 ISO15745로 공표하기에 이르

다.

그림 2. IEC 61784-1 표  필드버스 목록

ISO15745는 2006년 재 Part1에서 Part5까지 발표되었으며, 총 16개의 개방

형 통신네트워크 로토콜들이 표 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Part5는 지난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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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5745-5로 최종 승인되었다. Part 5에는 PROFInet, MODBUS TCP, 

Ethernet Powerlink, EtherCAT, CC-Link 등 5개 로토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산업용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애 리 이션 통합 임워크 시리즈 규격의 

완결 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개방형 구조의 산업용 네트워크는 총 16개의 

로토콜이 국제표 으로 완결된 상태이다. 

그림 3. ISO 15745 개방형 통신네트워크 로토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EC61784-1  ISO 15745에서 표  로토콜로 

정의한 로토콜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3.1.2.1. PROFIBUS

PROFIBUS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신 로토콜  서비스 표 을 갖고 

있다. PROFIBUS-DP(Decentralized Peripherals)는 고속의 I/O 데이터교환  제

어를 한 로토콜  서비스 표 이고 PROFIBUS-PA(Process Automation)는 

화학 랜트 등의 고도의 안 성이 요구되는 연속공정의 감시제어 용도이다. 

PROFIBUS-FMS는 I/O 장 치 뿐 아 니 라 PLC, NC, Robot, PC, 

MMI(Man-Machine Interface) 등 복잡한 지능형 장비 등의 제어와 정보 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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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 수 의 로토콜  서비스 표 이다. 

PROFIBUS-FMS의 핵심은 응용계층 서비스인 FMS이다. PROFIBUS- 

FMS의 물리계층과 데이터계층은 PROFIBUS-DP와 동일하다. 따라서, 

PROFIBUS-FMS는 DP 네트워크와 같은 버스에 혼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별

개로 구성될 수도 있다. FMS는 응용계층의 서비스  메시지 표 으로서 공장

자동화 응용 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메시지 교환, 복잡한 구조화된 데이터의 

송, 장비의 제어 로그램  데이터 일의 송, 이벤트 감시  처리, 제조장

비 로세스  동작의 원격 제어를 한 다양한 고수  서비스  메시지 정보

를 제공한다. FMS는 객체지향 모델링의 개념에 따라 정의된 13가지 통신객체와

이들 객체가 수행하는 39가지 통신서비스로 구성되어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3.1.2.2. DeviceNet

DeviceNet은 로드캐스트 지향의 통신 로토콜인 Controller Area 

Network(CAN0 로토콜에 기반을 둔 개방형 필드버스 표 으로서 

Rockwell/Allen-Bradley에 의해 개발되었다. CAN 로토콜은 자동차의 고가의 

와이어 하네스를 비용의 네트워크 이블로 체하기 해 BOSCH가 유럽의 

자동차 시장을 목표로 하여 빠른 응답성과 높은 신뢰성을 갖도록 개발한 것이다. 

두 개 디바이스들 간의 통신은 연결지향의 통신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는 멀티캐스트 통신을 경유한다. 이것은 마스터/슬 이  시스템의 개

발과 더불어 다  마스터 시스템의 개발도 가능하다. 즉 “Predefined 

Master/Slave Connection Set”는 간단한 DeviceNet slave 디바이스들을 해 지

정되었다. DeviceNet 로토콜의 부분 집합인 이것은 마스터에서 슬 이 로 

Explicit Messages, Polled-I/O, Multicase-Polled-I/O와 Bit-Strobed I/O 메시지

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슬 이 에서 마스터로 Change-of- State/Cyclic I/O 메

시지들을 지원한다. DeviceNet 네트워크는 125,250의 baudrate 는 500KBau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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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  64개 노드들을 연결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들은 DeviceNet-Bus를 통해 

력공 을 받거나 그들 자신의 원장치를 가질 수 있다. DeviceNet에서의 네트

워크 리는 각각의 노드에 분산되어 장되고 각 노드는 나머지들을 감시한다. 

한 원을 차단하지 않고도 설치와 추가가 가능하여 디바이스를 추가할 때에

도 기기를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

   표 3.  Devicenet의 주요 설계 특성

네트워크 사이즈 최  64 노드

네트워크 길이 길이는 속도에 따라 다름

송속도 거리

125Kbps 500m

250Kbps 250m

500Kbps 100m

데이터 패킷 0 ～ 8 Byte

버스토폴로지 동일 네트워크상에 power  신호

버스 어드 싱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  마스터/슬 이 의 특수형

시스템의 특징 통  상태에서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 분리  교환

3.1.2.3. ARCNET

ARCNET은 내장시스템과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기 해서 만들어진 필드

버스의 일종이며,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계층, 그리고 송계층 기능의 일부로 

구성된다. ARCNET의 큰 특징은 결정론  성능(deterministic performance)을 보

인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최악의 경우의 메시지 송시간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논리 인 링을 형성하여 토큰을 통해서 매체를 할당하는 방식을 사

용하며 링 상에서 노드의 추가나 삭제는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규약의 

오버헤드가 3에서 4바이트로 매우 작은 특징을 가진다. 송매체로는 동축 이블

이나 섬유 는 RS485 꼬임 선을 사용하고, 송속도는 표 에는 2.5Mbps로 



- 27 -

정해져 있지만 156Kbps에서 20Mbps까지 사용할 수 있다.

3.1.2.4. AS-I

AS-Interface는 AS-I 라고 부르며, 낮은 벨의 I/O 시스템으로 설치와 리

가 용이한 가의 단순한 시스템이다. AS-I는 단독 네트워크에 사용되며, 게이트

웨이를 통해 Profibus-DP, DeviceNet과 같은 높은 벨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된

다. 게이트웨이는 AS-I 시스템에는 마스터로 높은 벨의 시스템에는 슬 이

로 동작한다. AS-I 모듈은 M12 커넥터뿐 아니라 래 이블을 통해서도 네트워

크에 연결이 가능하다. 한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다.

3.1.2.5. Foundation Fieldbus

운데이션 필드버스는 Field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Field 

Foundation은 국제 인 자동화 회사들의 그룹으로, IEC와 ISA 조직에 기반을 두

고 있다. 개발된 운데이션 필드버스는 물리계층 속, 통신 스택, 사용자 계층

의 3가지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는 H1과 HSE(High Speed Ethernet)

으로 구별되며, H1은 형 인 로세스 컨트롤 애 리 이션에 합하며, HSE

는 비용의 상업용 Ethernet 설비에 합하다. HSE는 고성능 컨트롤 애 리

이션과 랜트 정보 통합 시스템을 해 H1과 상호 보완 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으며, 100Mbps, Fast Ethernet  스 치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

다.

물리계층의 요구사항은 IEC 1158-2에 정의되며, 송속도는 31.25kbps와 

1.0Mbps, 그리고 2.5Mbps가 있다. 운데이션 필드버스의 31.25kbps 사양은 이

미 존재하는 4-20mA 선로 상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 은 비용으로 기존 설

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 사양은 버스를 통해 원을 공 하는 장치를 지원하

는 장 이 있어 원거리 이송라인 등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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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kbps의 통신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경우 형 인 차폐막이 있는 

꼬임 선(STD) 이블로 1900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높은 통신 속도로 송수신

하는 경우에는 송 가능 길이는 그 만큼 짧아지며, 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송

수신 가능한 이블 길이도 달라진다.

3.1.2.6. WorldFIP

WorldFIP(간략히 FIP라고도 불림)는 유럽 표  EN50170과 IEC 61185 Type 

7에 명시되어 있는 필드버스의 한 종류이다. FIP는 랑스를 심으로 유럽, 일

본 등에서 많이 보 되어 있다. FIP는 경제  측면에서 이블 비용의 감소와 시

스템의 설계  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했으며, 기술  측면에서 유지와 보수에 있

어서의 편리성, 센서와 연산기기 사이의 통 인  연결방식의 개선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FIP는 앙 집 식, 분산식, 마스터/슬 이

(master/slave)식 등 다양한 구조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지능화 기기

(Smart sensor 등)의 사용과 제어기  데이터의 분산을 가능하게 한다. FIP의 

데이터 송구조는 러드캐스  방식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가입

자에 하여 데이터 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OSI 표 을 따르는 개방형 통신

망으로, 서로 다른 제조 회사의 기기라도 FIP를 지원하므로 연결할 수 있다. FIP

는 실시간 데이터와 비실시간 데이터를 지원한다. 

3.1.2.7. LonWorks

LonWorks는 Echelon 사에서 개발한 필드버스로 LonTalk 규약을 이용하여 

분산 제어 통신망을 구 한 것이다. LonTalk는 메시지 기반의 통신규약으로 통

신실체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며, 정보  데이터 교환이 송매체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와 펌웨어의 기능들까지 포함시킨 것이 특

징이다. Lonworks는 모토로라사의 펌웨어인 neuron 칩에 ISO/OSI 참조모델의 7

계층을 모두 구 하여 응용 로그램을 이용한 통신구 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



- 29 -

장해 다. Neuron 칩은 여러 가지 제어기능  LonTalk 라 부르는 통신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제어 네트워크까지도 단히 짧은 시간에 구축하

는 것이 가능하다. 지원하는 송매체는 꼬임 선, 력선(power line), 신호, 

외선, 동축 이블, 섬유 들이 있다. 

3.1.2.8. ControlNet

ControlNet은 주로 실시간, 고속 자동제어 응용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ControlNet 사양은 OSI 참조 모델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물리계층, 데이터링크계

층, 네트워크와 트랜스포트 계층, 응용 계층 그리고 보조 리 기능들로 이루어진

다. ControlNet은 결정 (deterministic)이고 반복 가능하다. 이 두 요소는 실시간 

성능을 해서 필수 인 것들이다. 결정론(determinism)은 데이터가 달될 때 

믿을 만하게 측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반복가능성은 송시간들이 일정하

고 네트워크의 연결과 단  등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ControlNet은 다양한 응용을 만족시키기 해 버스, 트리, 스타 등과 조합형을 

모두 지원한다.

ControlNet은 99 노드까지 연결 가능하며 두 노드사이의 거리는 1000m까지 

확장될 수 있고, 48노드일 때는 250m, 리피터가 사용된다면 25km까지 가능하다. 

ControlNet은 매체 이 화를 지원한다. 이 화 시스템의 모든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고, 양쪽 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수신하다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신호를 결정

한다. 데이터는 5Mbps로 송되며 맨체스터 인코딩을 사용한다. 맨체스터 인코

딩은 정확한 클록보정과 동기를 지원하며, 송의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송된 

패킷은 부가 에러감지를 해 16비트 CRC를 사용한다.

3.1.2.9. CANopen

CANopen은 CAN-in-Automation (CiA)의 표 으로 유럽에서 CANop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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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기반 산업 시스템 솔루션들을 한 선도 인 표 이다. CANopen 표 의 

핵심 요소는 object dictionary (OD)를 통한 디바이스 기능성이며, 이  OD는 두 

부분으로 나 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통신 라미터들과 함께 디바이스 식별, 

제조업체 이름 등과 같은 일반 인 디바이스 정보들을 포함하며, 두 번째 부분은 

특수한 디바이스 기능성을 기술한다. 16-Bit 인덱스와 8-Bit 하 -인덱스가 OD

에서 entry("object")를 식별한다. OD에서 이 엔트리들은 input과 output 신호들, 

디바이스 라미터들, 디바이스 함수들 는 네트워크 변수들과 같은, 디바이스

의 "Application Objects"에 표 화된 액세스를 제공한다.

CANopen 디바이스의 기능과 특성은 ASCII 포맷을 이용한 "Electronic Data 

Sheet (EDS)"를 사용하여 기술될 수 있다. 이 경우 EDS는 템 릿의 일종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며, 실제 디바이스 세 은 "Device Configuration File (DCF)"로 

불리는 것에 의하여 기술된다. EDS와 DCF는 data carrier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디바이스 내의 장 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될 수 있다. 한 

다른 잘 알려진 필드버스와 유사하게 CANopen은 두 개의 기본 데이터 송 체

계들을 구분한다. "Process data Objects (PDO)"라 불리는 작은 처리 데이터 부

분들의 고속 교환과 "Service data Objects (SDO)"로 불리는 OD에서의 엔트리

들에 한 액세스이다. 후자의 것은 일반 으로 보다 큰 데이터 부분들의 송을 

한 것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구성 동안에 라미터들의 송을 하여 주로 사

용된다. PDO 송들은 개 추가 인 로토콜 오버헤드가 없는 로드캐스트 

오 젝트들로 요청되거나 는 순환 트리거된 이벤트들이다. PDO는 최  8 data 

bytes의 송을 해 사용될 수 있으며, 동기화 메시지들과 련하여, PDO의 수

용과 마찬가지로 체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기화될 수 있다. 한 개의 PDO에 

한 애 리 이션 오 젝트 할당은 OD에 장된 구조 기술 ("PDO Mapping")을 

통해 조정 가능하며, 련 애 리 이션 필수 요건에 맞게 디바이스 조정이 허용

된다. 

SDO의 송은 두 개의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에서 일 일 (peer-to-peer)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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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형태로 두 개 CAN 오 젝트들과 함께 승인된 데이터 송으로서 수행된다. 

통신OD 엔트리들의 주소 지정은 OD 엔트리의 인덱스와 서 -인덱스를 공 하

여 실행된다. 송된 메시지들은 매우 큰 길이가 될 수도 있다. SDO 메시지의 

송은 추가 인 로토콜 오버헤드를 포함한다.

3.1.2.10. Ethernet/IP

EtherNet/IP는 Ethernet TCP나 UDP IP에 기반을 두는 자동화 산업 통신을 

한 스택확장이다. EthetNet/IP는 ODVA(Open DeviceNet Vendor Association)

에서 소개했다. 개발  설계는 SIG(Special interest Groups)에 의해 2000년에 

완료되었다. ODVA는  세계에 3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고 합성 테스트는 

유럽의 Magbeburg 학에서 시행한다. 

기본 으로 EtherNet/IP에서의 상  벨 Control and Information 

Protocol(CIP)은 이미 ControlNet과 DeviceNet이 Ethernet TCP/IP와 UDP/IP에 

각각 용된 것이다. EtherNet/IP의 규정은 ODVA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therNet/IP는 HTTP, FTP, SMTP와 SNMP와 같은 형 인 오피스 벨 

에서 사용하는 로토콜 이외에 제어기와 I/O 모듈 사이에 Time-Critical 메시지

를 달할 수 있는 Producer/Consumer(생산자/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주

기 인 메시지(Program up/download, Configuration)의 안 한 데이터 송은 

TCP를 사용하고, 주기 인 제어 데이터의 Time-Critical 송은 UDP 스택에 의

해 처리된다.  

디바이스의 다른 타입을 한 표  디바이스 로 일, 를 들면 공압 밸  

는 모션 컨트롤러가 가능하다. CIP 로토콜은 실시간과 안 을 필요로 재 

확장되고 있다 . CIPsync는 IEEE 1588 규정을 기반으로 분산 시스템에서 실시간 

Synchronization 메커니즘을 실 하고, CIP safety는 EtherNet/IP에 기반을 두는 

SIL 3 Safey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확장 개발을 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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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1. EtherCAT

EtherCAT은 Ethernet For Control Autom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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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 그룹(www.ethercat.org)을 결성해서 기술을 공개한 개방형 산업용 이더넷 

테크놀로지다.  EtherCAT은  Industrial Ethernet 이라고 불리어지는 산업용 이

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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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되

기 시작한 Industrial Ethernet은  세계 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Ethercat 은 그 

의 한 종류이다. 

재 EtherCAT 테크놀로지 그룹에는 한국의 삼성 자, LS산 , 져스텍, 터

보테크를 포함해서 700개 이상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한, EtherCAT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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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15745-4)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 규격이다.

EtherCAT의 설치는 간단하다. PC에 일반 랜 카드를 장착한 후 EtherCAT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Configuration 툴을 설치하고, EtherCAT 슬 이  컨트롤

러(ESC)가 장착된 I/O 모듈, 서보 드라이   기타 EtherCAT 디바이스들을 

장에 설치한 후 일반 랜 이블로 연결하면 기본 인 사용 비는 끝난다. 이때 

장에 설치되는 EtherCAT 슬 이 (EtherCAT 슬 이  컨트롤러가 장착된 디

바이스들을 EtherCAT 슬 이 라 부른다)들은 송속도나 MAC ID 설정과 같

은 어떠한 수동 설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냥 EtherCAT 슬 이 들을 장

에 설치한 후 원을 공 하고 랜 이블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용 비가 끝나

게 된다. 

EtherCAT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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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therCAT은 매우 빠르다(업데이트 속도).

   - 256 digital I/O in 11μs

   - 1,000 digital I/O distributed to 100nodes in 30μs = 0.03ms

   - 200 analog I/O (16bit) in 50μs, 20kHz Sampling Rate

   - 100 Servo-Axis(each 8Byte IN+OUT) in 100μs = 0.1ms

   - 12,000 digital I/O in 350μs

② EtherCAT은 라인, 링, 드롭 라인, 스타 토폴로지 등을 지원하므로 매우 

유연하게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③ EtherCAT은 필드버스 같이 용의 마스터 카드와 용 이블을 사용하

지 않고, 일반 랜 카드와 일반 랜 이블을 사용하며 별도의 네트워크 스

치 없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렴하다.

④ EtherCAT은 마스터/슬 이 , 마스터/마스터  슬 이 /슬 이  통신

을 지원한다.

⑤ EtherCAT은 이더넷 오버 EtherCAT 로토콜을 구 해서 EtherCAT과 

함께 사용되는 이더넷 TCP/IP 디바이스 사이에서 최 한의 통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⑥ EtherCAT은 Safety 오버 EtherCAT 로토콜을 구 해서 EtherCAT 네

트워크 상에서 손쉽게 Safety 솔루션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⑦ EtherCAT 슬 이  디바이스들은 매뉴얼 어드 스 설정이 필요 없기 때

문에 구나 쉽게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다.

⑧ EtherCAT은 이블 이 화(Redundancy)를 지원한다.

⑨ EtherCAT은 국제 규격의 오  테크놀로지다.

⑩ EtherCAT은 국내  국외에 다양한 용사례를 가진 검증된 기술이다.

■ EtherCAT 의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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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CAT의 동작은 마스터 노드가 IEEE 802.3에 따른 표  임을 송

하면, 모든 슬 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해석, 처리하고 복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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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넷 임이 수신 방향과 발신 방향 모두에서 많은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포함하

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는 90% 이상으로 증가하며,100 BaseT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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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수 있다.

EtherCAT은 마스터/슬 이  원칙에 따른 데이터 교환 외에도 마스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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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네트워크 변수  라미터화, 진단, 로그래   원격제어를 한 

다양한 서비스는 범 한 요구사항을 커버한다. 마스터/슬 이 와 마스터/마스

터 통신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동일하다. 

■EtherCAT의 토폴로지 

EtherCAT은 라인 토폴로지, 트리 토폴로지 는 스타 토폴로지와 같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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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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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로토콜로서의 EtherCAT

EtherCAT을 통해 Safety 디바이스도 사용할 수 있다. 통 으로 Safety 네

트워크 기능은 하드웨어를 경유하거나 는 용 Safety 버스 시스템을 경유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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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CAT

의 애 리 이션 계층을 기반으로 하며, 이것은 IEC 61508에 따라 승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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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tegrated Level(SIL)4의 요건을 만족한다. 데이터는 길이는 가변 이어

서 로토콜을 Safety I/O 데이터와 Safety 드라이  기술에 같이 합하게 만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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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2. Ethernet Pow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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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되었다. 

2003년 11월에 specification ETHERNET Powerlink V2 가 채택되었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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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pen에서 정의된 구조를 바탕으로 한 표 화된 애 리 이션 인터페이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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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배우고 간단히 사용 

   - > 60,000 Nodes 

   - 세계 으로 300 곳 이상의 장비 업체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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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L의 동작원리

충돌을 피하고 역폭을 최 로 사용하기 해, 디바이스들 간의 데이터 교

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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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한다. 그 외의 “Controlled 

Nodes” (CN)들은 MN에 의해 요청되었을 때만 송하는 방식이다. 즉, MN은 

Poll Response Frame(PRes)을 포함하여 하나의  클럭 주기 안에 모든 CN에 요

구를 보냄으로써 데이터 통신을 제어한다.  EPL 은 4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4. EPL 송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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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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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SoC에서 동기를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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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exchange)은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사  조  (구성 가능) 스 에 따라, 

MN은 각 컨트롤러에 순차 으로 “Poll Request” 임(PollReq) 을 송한다. 

어드 스된 컨트롤러는 "Poll Response" 임 (PollRes)으로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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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동기 주기(Asynchronous Period): 비동기의, non time-critical 데이터 

교환을 하여 필요하며, MN에 의해 컨트롤러에 송할 권리가 부여된다. 

4) 유휴 주기(Idle Period): 새로운 EPL 사이클이 시작될 때까지의 비사용 시

간이다. 

이러한 운 방식을 이용하여 한 번에 오직 한 개의 디바이스가 송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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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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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워크를 기 로 하여 개발된 것이며, 2006년 11월 Gigabit EPL을 개발을 공표

하고 재 개발 에 있다.

3.1.2.13. CANKingdom

CANKingdom은 CAN 로토콜에 근거한 통신 로토콜이다. 다른 CAN 고

수  로토콜과는 다르게, OSI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부분 분산

되어 있어서, 노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King" 는 마스터 콘트롤

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 으로 동작한다. 즉, 모든 CAN 우선순 나 

ID 등을 각자 모듈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이 되는 노드 즉, King이라는 

것이 갖고 있게 된다.

3.1.2.14. P-Net

P-Net은 1983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1984년에 첫 상품이 출시되었다. 1986년

에 다  네트워크와 다  기능들이 로토콜 규약에 부가되었다. P-Net 표

은 1989년에 완 한 표 이 세계에 공개되었고, 국제 P-Net 사용자 회가 1990

년에 창설되었다. P-Net은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망 계층, 서비스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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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계층의 5계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계층은 OSI 7계층 모델의 1, 2, 3 ,4, 

7 계층에 해당한다. P-Net의 물리 계층은 차폐꼬임 선을 사용하는 RS-485 표

을 기 로 한다. 계기 없이 1200m까지 송될 수 있고 NRC(non-return to 

zero)부호를 이용한 비동기 송 방식을 사용한다.  하나의 세그먼트에 125개

까지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으나, 이  마스터 스테이션은 32개까지 가능하다. 

표 에 정해진 데이터의 송 속도는 72.8kbps이다.

P-Net은 1, 2, 3 ,4, 7 계층 구조로 일반 인 필드버스 구조는 1, 2,  7 계층 

구조에 비해 3, 4 계층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1 계층은 버스로 비트들을 송한

다. 2계층은 멀티마스터 토큰을 다루며, 데이터를 시작지와 목 지 어드 스를 

가지는 임으로 만든다. 한 에러감지를 수행한다. 3계층은 목 지 어드 스

에 따라 임을 보내고 받는 역할을 한다. 메시지는  다른 P-Net 포트 밖으

로 는 P-Net 서비스 내로 보내도록 요구될 수 있다. 4계층은 두 개의 다른 작

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소 트 와이어 리스트에서 변수가  다른 노드에 

치된다고 알려졌을 때, 데이터를 소 트 와이어 리스트를 통해 내부메모리에 읽

고 쓰는, P-net 서비스를 공 하는 것이다. 7계층은 다른 노드들에 있는 변수를 

액세스하기 한 응용 로그램에 의해 사용된다.

3.1.2.15. Interbus

Interbus는 Phoenix Contact사에서 개발한 필드버스로서, 토폴로지는 링형으

로 모든 리모트 버스 디바이스들이 리피터의 기능을 가진다. 마스터/슬 이 로 

구조이고 패킷 길이가 동일하다. 송률은 재 500kbps이며, 최  4096개의 입

출력을 연결할 수 있다. 두 리모트 버스 디바이스들 사이의 길이는 최  400m까

지 가능하며 체 연결의 길이는 13km까지 가능하다. 인터버스의 가장 합한 

응용은 일반 인 센서/액추에이터 응용이다.

인터버스는 공정제어를 해서 링 구조에 기반을 둔 고성능 분산 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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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시스템 방식으로 근한 필드버스 시스템이다. 인터버스에서는 PC나 

VME 상에 설치된 제어 보드 혹은 PLC가 여러 종류의 장치들을 링의 형태로 연

결하여 시리얼로 통신하게 되며 버스 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통신망 형상

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제어 보드에서 명령을 내리는 칩과 각각의 장치

에서 연결을 담당하는 칩이다. Interbus-S에서는 CRC 오류 검사와 함께 오류의 

원인과 발생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다. 송매체로는 꼬임 선이나 섬유 

슬립 링(slip ring), 외선 등을 지원하며, 최  256개의 노드와 4096개의 디지털 

입출력을 지원한다. 

인터버스의 로토콜 스택은 다른 필드버스와 같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응용계층의 3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제 1계층인 물리계층은 인터버스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으며 표 화된 다양한 미디어가 사용될 수 있다. 

3.1.2.16. FL-net

FA 컨트롤 네트워크는 생산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수치제어장치(NC), 로  

제어장치(RC) 는 로그래머블 컨트롤러(PC) 등의 제어장치와 제어나 감시의 

심이 되는 FA 컴퓨터에 상호 속하여 주로 생산정보나 제어정보를 송한다.

에는 멀티 벤더 환경을 실 하기 해 RS232C 등의 표  통신수단을 사

용해 왔지만, 통신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퍼스  컴퓨터나 인터페이스 등의 계

기로자동화 기기와 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유  자신이 복잡한 통신 설

정을 할 필요가 있거나 통신 이블이 번잡해져 기기의 이동에 따라 재 배선해

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와 같이 재 FA 컨트롤 네트워크에서는 특

정 벤더에 의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가 많은데 FA 시스템을 구축하는 

에서 특정 벤더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나 자동화 기기의 구성은 시스템의 유연성

이나 확장성을 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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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FA 오  추진 의회를 발족시켜 차세  FA 컨트롤 네트워크의 개발

을 목 으로 한 문 원회를 설립하여 같은 해 7월부터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

다. 새로 개발된 FA 컨트롤 네트워크의 사양은 일본자동차공업회가 제안하고 있

는 “FA 네트워크 요건”을 기 로 하고 있으며, FA 링크 로토콜의 사양 작성

과 개발, 합성시험  상호 속성 시험방법 확립 등의 작업을 통해 개발된 

FA 컨트롤 네트워크는 FL－net라고 호칭되었다. 1999년 8월에는 인증제도를 확

립하여 인증기기 제1호를 세상에 발표했다.

이더넷에 바탕을 둠으로써 FL－net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이 발생한다.

- 토털 시스템 구축의 용이

- IEC1131－3에 응하는 것이 용이

- 퍼스  컴퓨터와의 높은 속성, 호환성

- 풍부한 API의 이용이 가능

- 개방화율이 높다.

- 장래성이 기 된다.

- 벤더가 공통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

3.1.2.17. PROFINET

PROFINET는 PNO(Profibus Nutzer/User Organisation)과 Siemens의 강력

한 지원으로 개발되었고 2002년에 출시되었다. PROFINET의 첫 번째 버 은 

Higher-Level 장비의 Non-Time-Critical 통신을 Ethernet으로 사용하기 함이

었고, Profibus-DP 필드버스 기술을 Higher-Level까지 통합된 실시간 도메인을 

해 Ethernet을 사용하 다. 두 번째 버 에서 PROFINET은 Ethernet 상의 두 

가지 통신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표  Non Time- Critical 통신 채 은 두 번째 

채 동안 TCP/IP를 사용하며, OSI 참조 모델의 Layer 3과 4를 바이패스하면서 

좀 더 결정론 인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 로토콜은 통신 스택에서 처리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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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로 하기 하여 데이터의 길이를 감소시킨다. 최 의 통신 실행우선권을 

해 PROFINET은 IEEE 802.1p 규정에 명시되는 로 패킷을 만든다. 실시간

(RT) 통신을 해 가장 높은 우선권 (priority 7)이 사용된다. PROFINET 

Version 3은 통신 스택에 처리 시간을 더욱 짧게 하는 빠른 Software-Based를 

생략하기 해 하드웨어 솔루션을 사용한다. 지능형 Ethernet 스 치를 연결하여 

PROFINET V3은 매우 빠른 솔루션인 Isochronous Real-Time(IRT)에 기반을 

두는 모션 제어 애 리 이션을 제공한다. PROFINET에 의해 제공된 모든 통신 

메커니즘은 다음의 두 가지 모드로 나타낸다. 

- 분산 I/Os (RT and IRT Communication)의 통합을 한 PROFINET IO 

- PROFINET CBA 는 모듈러 랜트의 생산을 한 컴포 트 기반의 자

동화 (Communication via TCP/IP and RT) 

3.1.2.18. Modbus TCP

Modbus 로토콜은 Modicon에서 자사 PLC(Progrommable Logic 

Controller)와의 통신을 하여 처음 개발되었다. 그러나 지 은 PLCm뿐만 아니

라 여러 산업장비들이 Modbus 인터페이스 모듈을 지원하고 있고, 한 부분의 

콘트롤러들도 Modbus를 지원하고 있다. Modbus 로토콜은 마스터/슬래이  

기법을 사용한다. 즉 마스터가 슬래이 에게 데이터 요청을 하고 슬래이 는 마

스터에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스터에서는 모든 슬래이 에게 정보를 요

청할 수도 있고, 슬래이 에는 각자 고유의 주소가 지정되어 있어, 마스터는 특

정한 슬 이 에게만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슬래이 는 마스터에서 요청한 

주소를 확인하여 어드 스가 일치하면 요청에 응답하고 아니면 무시한다. 

Modbus 로토콜의 메시지 송방식은 크게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모드와 RTU(Remote Terminal Unit)모드로 

나  수가 있는데, ASCII모드는 데이터를 ASCII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고, 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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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는 데이터를 이진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다. 

3.1.3. 군사용 통신망 로토콜

3.1.3.1. MIL-STD-1553

MIL-STD-1553 버스는 항공기 내의 항공 자 장비(무기체계)들의 체계 종합

을 목 으로 운용되고 시스템 체계 총합측면에서 통신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종

류의 자장비가 장착될 경우 서 시스템 간의 기  인터페이스로 인한 혼란

을 방지하기 한 통신 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 송방식에 의한 통신을 수

행한다.

하지만 많은 서 시스템의 장착으로 인한 이블의 증가로 부피, 무게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시리얼 통신, 시

분할 다 송 방식(Time Division)의 디지털 기술이 용되었다.

MIL-STD-1553의 데이터 버스는 산업, 군사용, 우주용 데이터 버스 규격이

며, 신뢰성을 극도로 요구하는 분야에서 사용된다. MIL-STD-1553의 데이터 버

스는 디지털 기술을 용되었으며, 시분할방식(TDM)을 이용하여 Data 

Scheduling,  Command, 그에 한 Response로 동작한다. 그리고  Terminal 

Number를 부여하여 최  31개의 터미  운용이 가능하며, BC(Bus Controller), 

RT(Remote Terminal), MT(Monitoring) 로 구성된다.

- BC : 1553B Data bus의 데이터 통신에 한 모든 Command를 내리며 모

든 Message(1553B Data Packet을 메시지라 함)에 한 Scheduling을 수행한다. 

1553B내의 모든 데이터 통신은 BC의 Command를 RT가 받음으로써 수행된다.



- 43 -

- RT : 받은 명령에 한 상태를 BC에게 보고하여, BC로 하여  통신의 성

공/실패를 단하게 한다.

3.1.3.2. MILCAN

MilCAN은 CANbus 기술에 바탕을 둔, 개방형 표  인터페이스에 붙여진 이

름으로, 군용 장비의 서 시스템들의 상호연결을 수월하게 한다. CANbus 는 

비용, 속 데이터 애 리 이션들의 사용을 한 사실상의 데이터버스 표 으로 

출 하고 있다. MilCAN 은 두 가지 변형 MilCAN A 와 MilCAN B 를 정의한

다.

MilCAN A 는 29 비트 식별자들을 바탕으로 하며 SAE J1939 와 많은 유사

들을 가지고 있다, 주요 차이 은 MilCAN A 는 결정  데이터 송에 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동기  그리고 비동기  데이터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 

MilCAN B 는 11비트 식별자들을 바탕으로 하며, CANopen용으로 설계된 디바

이스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비동기  데이터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MilCAN의 원리는  군용기기 애 리 이션의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기 해 

MilCAN 에 필요한 특수 편차 는 확장 부분만을 열거하면서, 가능한 모든 곳

에서 ISO 11898 에 해 언 하고 있다. MilCAN 은 SAE J1939 와 CANopen 

같은 다른 CAN 기반 로토콜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서, 이러

한 기기 제조업체들은 MilCAN 이상의 로토콜에 기반을 둔 기존 CAN 인터페

이스를 포함하는 COTS 서 시스템의 이 을 활용할 수 있다. 

3.2. IT 기반 표  로토콜 분석

에서 언 한 여러 표  로토콜 에서 송 속도  데이터 크기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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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용에 부 합한 것을 제외한 IT 기반의 상용 로토콜을 아래와 같이 설

계기 에 비교하여 원  용성을 비교 정리하 다.

표 4.  IT 기반 표  로토콜 분석

Ethernet/Fast-Ethernet/Gigabit-Ethernet, Ethernet Powerlink, EtherCAT는 

모두 IEEE 802.3 표 을 근간으로 한다. Ethernet/Fast-Ethernet/ Gigabit- 

Ethernet 같은 경우 기존 CSMA/CD 로토콜은 경쟁에 의한 근방식으로 제어

가 단순한 장 을 갖는다. 이더넷의 가장 큰 강 은 호환성이다. 그러나 이더넷

의 CSMA/CD 로토콜은 원  통신망 용 시에는 비결정론 이라는 치명 인 

단 을 갖는다. MAC 기능을 한 CSMA/CD 방식은 경쟁에 의한 무작  할당 

방식으로서 결정론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원  통신망의 송제어 요건과 실

시간 특성을 만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Switched ethernet과 같은 경우 

CSMA/CD 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Full-Duplex 방식으로 스 치와 직  1:1 

통신을 함으로써 MAC 기능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결정론 인 

특성을 갖게 되며, 각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앙장치인 스 치(Switc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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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연이 길어지는 단 을 가지게 된다. 만약 Switched ethernet에서 스 치의 

송지연이 일정한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경우, 송 용량  결정론  특성 측면

에서 앞서 언 한 3가지  에서 정보 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한다.

Ethernet PowerLink(EPL)은 마스터/슬 이  동작 방식을 채용하여, 마스터

에서 폴링방식으로 송 요청을 하고 슬 이 들은 이 송요청에 응답하여 메

시지를 송하는 구조를 취하며, 이러한 동작이 주기 으로 동작하도록 한 로

토콜이다. 즉 폴링방식 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론 인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다수

의 노드를 연결할 경우 허 (hub) 는 리피터 등을 사용하며, 송지연이 발생

하는 스 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 Gigabit ethernet 물리매체의 

용으로 송속도도 폭 높아질 것으로 기 되어지고 있다.

EtherCAT은 송속도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EtherCAT 한 마스터/슬 이  구조를 가지며, 마스터 노드가 IEEE 802.3에 

따른 표  임을 송하면, 모든 슬 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해석, 처리

하고 복사하는 방식이다. 이때 EtherCAT 슬 이  디바이스는 임이 노드를 

통과하는 동안 그곳에 달된 데이터를 읽거나 는 자신의 데이터를 임에 

삽입하게 된다. EtherCat의 경우 마스터의 고장 는 마스터가 송하는 이더넷 

패킷의 오류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장의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단되

며, 이에 따라 신뢰성이 다소 조한 특성을 가진다.

IEEE 802.4 토근버스와 IEEE 802.5 토큰링은 창기 여러 상용 표 의 근간

이 되었던 로토콜이다. 토큰버스 방식은 토큰링과 매우 유사하며 각 노드는 버

스 상에서 가상 링을 통하여 순환하는 토큰으로 송권한을 부여 받는다. 버스 

형태의 토폴로지를 갖고 있어 제작설비 환경의 특성에 한 장 을 갖는다. 토

큰링과 같이, 송권한을 결정론 으로 처리하는 장 을 보유하나 알고리듬의 복

잡성과 비정상시에는 비결정론성이 존재한다. 특히, 토큰을 분산 노드들에 의하

여 동 으로 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노드의 상실에 의하여 고장 발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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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식도 매우 복잡하고 복구되는 기간까지는 비 결

정론  특성을 갖게 된다. 재 IEEE 표 에서 “Withdrawn”상태이다.

토큰링 방식에서 송권한은 링을 순환하는 토큰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worst-case 토큰 기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결정론  로토콜이다. 은 

트래픽보다는 트래픽이 많을 때 토큰의 idle passing 시간이 으므로 효율 이

며 우선순  조정이 가능하다. 토큰링의 단 은 토큰 패싱 방식이 갖고 있는 복

잡성과 토크 분실 시의 비 결정론  특성이다. 즉, 토큰의 기생산, 복 토큰, 

분실 토큰 등을 리하기 한 알고리듬이 매우 복잡하며, 송권한 부여를 한 

토큰을 모든 노드가 포획과 방출에 의하여 여함으로써 고장확률이 높다. 한 

이러한 고장 발생 시에는 결정론성을 상실할 확률이 높다. FDDI의 생산 단과 

이더넷에 의한 치 추세를 볼 때 토큰링 방식의 호환성은 낮다.

802.15.4는 단순기능의 장치들에 한  역폭의 통신을 목 으로 하며, 보

장형 구간의 송에는 시분할할당 방식을 사용하며, 비보장형 구간의 송에는 

CSMA/CA(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를 사용한다. 

CSMA/CA는 CSMA/CD와 유사한 경쟁방식의 무선망 용방식으로 비보장형 

구간의 송 시에는 경쟁방식에 따른 비결정론성의 단 을 갖으나 보장형 송

구간의 시분할할당 방식은 정해진 시간기간 동안 송권을 갖는 결정론 인 특

성을 갖는다. 보장형 구간의 시분할 할당방식은 EPL의 폴링방식에 의한 시분할 

할당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로피버스의 경우 토큰패싱 방식  폴링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론 인 성능

을 보이지만 토크 분실 시의 비 결정론  특성이 존재한다. 폴링 방식에서는 단

순성과 결정론성에 장 이 있으나, 마스터 노드의 단일 고장에 의하여 체 통신 

기능이 정지되며 마스터노드의 재에 의하여 통신이 가능하므로 망 부하에 상

없이 폴링을 하여 많은 역폭을 상실하고 고 역폭의 송에는 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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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방식의 경우도 동일한 폴링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로피버스와 같이 마

스터 노드의 고장 측면  고 역폭의 송에는 부 하다.

DeviceNet의 경우 CSMA/NB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Non-destructive Bitwise Arbitration) 라는 로토콜을 사용한다. CSMA/NBA는 

CSMA 방식에 각 노드의 우선순 를 추가하여 규칙을 만들어서 송매체에 통

신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CSMA/CD는 충돌이 발생한 경우 충돌이 발생한 

노드들은 각자 랜덤한 일정시간 동안 송하지 않으므로 효율이 하하는데 비

해, CSMA/NBA에서는 어떤 특정 노드는 우선순 에 따라 데이터를 송하도록 

하여 사용효율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궁극 으로는 CSMA/CD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비 결정론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  용에는 부 하

다.

이와 같은 로토콜 용성 분석에서, 재 상용 는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

는 방식을 원  통신망에 직  용하기에는 부 합하다. 에서 언 한 표  

로토콜 상  필수요건인 결정론성과 검증성을 고려할 때 폴링방식과 IEEE 

802.15.4의 보장형 송 방식이 원  통신망에 가장 합하다. 폴링방식은 앙 

master에 의한 결정론 인 송 특성을 보유하고 비교  단순한 알고리듬에 의

하여 검증성도 무난하나 송용량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EPL의 경우 

Gigabit ethernet 물리계층을 사용하여 폴링 방식을 구 할 것을 공표하고 개발

에 있으므로 향후 원 에 충분히 용 가능한 표  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

다. IEEE 802.15.4의 보장형 송 방식은 시분할방식에 의하여 고정 인 송권

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정론  특성이 매우 우수하며 송 알고리듬도 단순하

여 검증성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802.15.4의 단 은 무선망 용 목  때

문에 물리계층이 원  통신망으로 부 합하고 송용량도 매우 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계층을 개정하고 MAC 계층의 무선망 특성을 수정 보완 할 경우에

는 원  통신망에 가장 최 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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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IT 기반 원  통신 로토콜 개발

4 . 1. 고 신 뢰 도  실 시 간  통 신  로 토 콜  구 조

앞서 언 한 로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로토콜은 제어망에서 사용되는 원  

통신망 통신 로토콜로서, NSCP(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Protocol)라고 명칭한다. NSCP 로토콜 구조는 Ethernet PowerLink의 폴링 방식

과 IEEE 802.15.4의 MAC 계층의 보장형시분할 (GTS) 방식을 기본사양으로 선택

하고 물리 계층은 원  타 계통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기술 으로 이미 검증된 이

더넷 100Mbps 사양으로 교체한 구조로  설정하 다. NSCP 로토콜의 송권한은 

EPL의 폴링 방식 구조를 통해 각 주기마다 통보하고, 각 노드의 송은 GTS 

(Guranteed Time Slot) 방식을 이용한다. 즉, 각 노드는 GTS 송을 기본사양으로 

하여 주기 인 시스템 요구 폴링을 수용한다. 

설정된 원  통신망 NSCP 로토콜 구조는 물리계층, MAC계층, 네트워크 계

층  응용계층으로 구성된다. 물리계층은 신호 mapping, encoding, pulsing 기능 

등을 수행하며 MAC 계층은 임의 수신과 생성, 송제어 등과 함께 MAC 계층

에 요구되는 리 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계층은 망 가입과 탈퇴 련 기능  

사용자 데이터의 분할 기능 등을 수행하며, 응용계층은 시스템 요구에 의한 응용 

기능으로 구성된다. 

4.1.1. 물리계층 (PHY)

NSCP의 물리계층은 데이터의 물리  매체 수단을 이용하기 한 기 , 물리

 연계기능과 상  계층인 데이터링크 층에 해 비트 스트림 송을 한 물리

인 송경로를 제공한다. 원  통신망의 물리계층은 이더넷 호환의 IEEE 802.3 100 

Mbps 물리계층 표 을 용한다. IEEE 802.3의 100 Mbps 물리계층은 이블 매

체를 이용하는 FDDI 물리계층 사양을 도입하고 있다. 물리계층은 6개의 부 계층으

로 구성되는데, 물리계층의 주 기능을 수행하는 PCS (Physical Coding Sublayer), 

PMA (Physical Medium Attachment), PMD (Physical Medium Dependent)의 3개



- 49 -

의 부 계층과 하 의 매체 속 연계를 한 MDI (Medium Dependent Interface), 

상  MAC (Media Access Control)과의 연계를 한 MII (Media Independent 

Interface)와 RS (Reconciliation Sublayer)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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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고 물리계층의 시작과 끝을 지시하는 구분자 (SSD, ESD)를 변환 는 추가하

여 물리계층의 PDU를 생성하는 기능으로서, 수신의 경우에는 반 의 decapsulation

이 수행된다. 이 기능은 부 계층인 PCS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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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S에서 이루어지며 NRZI 코딩은 PMA에서 수행된다.

송신 시, 통신노드 내부 버스의 병렬 송 데이터를 통신망의 직렬 송을 하여 

정렬하는 기능으로서, 부 계층인 PCS에서 수행된다. 수신의 경우에는 반 로 직렬/

병렬화가 수행된다.

통신 선로 상에 하는 신호 생성을 하여 데이터에 따른 펄스 신호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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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화 한다. 송의 경우에는 기신호와  신호의 변환을 수행하는 트랜시

버가 포함된다. 매체 속을 해서 커넥터 기능을 제공하며 MDI에서 이루어진다.

4.1.2. MAC 계층

NSCP의 MAC은 원  통신망 구성 노드 간에 데이터 송권한을 제어하기 

한 기능을 수행한다. NSCP의 MAC은 Ethernet PowerLink 표   IEEE 802.15.4 

표 을 기본으로, 원  통신망 기능상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방식을 수정한 구조를 갖는다. NSCP의 송권한은 

Ethernet Powerlink의 폴링 방식과 802.15.4의 GTS(Guranteed Time Slot)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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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식을 사용한다. 폴링방식  GTS 방식을 목하여 주기 이면서 송보장이 

요구되는 데이터 송에 이용되며, 모든 노드에 하여 각각 고유한 송시간을 할

당하는 보장형 시분할 방식을 구성하여 결정론 인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 MAC management는 가입과 탈퇴를 한 명령의 송기능을 수행한다. 

4.1.3. 네트워크 계층

NSCP의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의 분할, 망 가입과 탈퇴 기능을 수행한다. 데

이터 분할 은 송 요청된 데이터가 MAC에서 제한한 최  길이를 과할 경우 이

를 분할하는 기능이다. 망 가입과 탈퇴는 상 로부터의 신호에 따라 network 

management에서 이를 MAC management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51 -

4 . 2. NS CP M AC 로 토 콜  사 양

NSCP의 로토콜 사양은 Ethernet PowerLink   IEEE 802.15.4의 MAC 로

토콜을 분석하고 이를 원  통신망의 요건에 따라 삭제 는 수정하여 설정되었다. 

Ethernet PowerLink  802.15.4에 한 NSCP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주요 변경 사항

4.2.1.1. 결정론  통신구조 개선

  Ethernet PowerLink  IEEE 802.15.4에서 각각 폴링 방식과 GTS 방식을 선

택하여 기본 로토콜 구조로 사용한다. NSCP는 모든 제어 련 안 등  데이터의 

송을 폴링 방식과 GTS 방식을 수정하여 보장형 송방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

다. 이를 통하여 결정론  구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임 구조와 련

변수, 폴링 요구, GTS 할당  리 기능과 련 변수 등이 변경하여야 한다.

4.2.1.2. 물리계층의 사양 변경

  IEEE 802.15.4의 무선망 용 물리계층 사양이 NSCP에서는 Ethernet 

PowerLink의 물리계층 사양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IEEE 802.15.4의 MAC 기능  

무선망 특성을 지원하는 기능은 모두 삭제 는 수정 되었다. 이들 변경사항에는 

CSMA/CA 알고리듬의 삭제, IFS (Inter Frame Space) 변경, 채  스캔 련 기능 

삭제  변경, PAN ID 충돌 련 기능 삭제, 동기화 상실 련 기능 변경 등이 포

함된다.

4.2.1.3. 검증성을 한 기능 단순화 개선

 NSCP의 검증성을 하여, 이  (Full-Duplex) 방식을 채택하고 송단계에 

따라 그룹 폴링 요구  GTS 할당 방식을 이용하고 Ethernet PowerLink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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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5.4의 기능  복잡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기능들을 단순화하거나 제거하 다. 

이들 련 사항에는 Ethernet PowerLink의 non time-critical 데이터 교환을 한 

비동기 주기의 제거, IEEE 802.15.4의  비보장형 구간의 송을 한 CSMA/CA 제

거, 각종 송수신기 변경 련 기능, GTS 할당과 리, 망가입과 탈퇴, ACK 사용의 

축소, 명령 임의 통․폐합 등이 포함된다.

4.2.2. 기능 사양

EPL과 IEEE 802.15.4에 한 주요 변경사항을 용한 NSCP의 통신 로토콜 

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5. NSCP 통신 로토콜 구조

4.2.2.1. 송권한 

NSCP 로토콜은 제어  명령 임 교환을 통하여  용하여 노드와 앙스

치의 송권한 시간을 규정한다. 제어  명령 임은 앙스 치에 의하여 규

정된다. 제어  명령 임의 주기와 길이는 동일하며 1 msec ~ 1000 msec의 범

를 갖는다. 제어  명령 임에서 주요 구성은 비콘과 GTS 부분이다. 제어  

명령 임은 비콘의 송과 함께 시작하며, 비콘 구간은 모든 통신노드의 비콘 

수신  해석을 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GTS 구간에서는 제어망의 주

기 인 공정 데이터를 할당된 GTS별로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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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SCP 송권한 주기(cycle)

4.2.2.2. 통신망의 시작과 리

NSCN(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Network)의 앙스 치는 

기화 후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 제어  명령 임을 구성하며, 망 운 모드

를 비운  모드로 설정하고 비콘을 송한다. 앙스 치는 기화 후 통신망에 참

여하는 노드들의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하여 구성확인요청 명령어 임을 이용

하여 구성확인요청을 한다. 앙스 치는 각 노드로부터 구성응답을 받아 통신 환

경 설정을 완료한 후, 구성정보에 따라 제어  명령 임을 새로 구성하며 운

모드를 운   모드로 설정하고 비콘을 송한다. 노드는 운   모드가 설정된 

비콘을 수신하면 비콘에 포함된 제어  명령 임의 정보에 따라 데이터 송을 

시작한다. 이후 앙스 치는 설정된 비콘 주기에 따라 매 주기마다 비콘을 송하

며 모든 노드는 비콘에 포함된 제어  명령 임 정보에 따라 송 동기화를 수

행한다.    

         

4.2.2.3. 동기화

NSCN 통신망의 동기화는 비콘을 수신하고 해독함으로써 수행된다.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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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duplex 구조에 의하여 항상 비콘 추  상태이다. 유효한 비콘이 수신되면, 비콘

에 포함된 정보를 상 계층에 달한다. 

4.2.2.4. 송신과 수신

데이터 는 MAC 명령어 임 송 시에는, 출력 임의 순차번호에 

macDSN 값을 복사해 넣고 한 개씩 증가시킨다. 동일하게, 비콘 임이 생성될 

때 마다 출력 임의 순차번호에 macBSN 값을 복사해 넣고 한 개씩 증가시킨

다. 송신지 MAC 주소는 임을 송하는 노드의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목 주

소는 목 하는 임 수신자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노드는 송 이 에 비콘을 

찾아야 하며, 비콘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낼 수 없다. 비콘을 수신하면 수퍼

임의 해당 GTS 기간에 임을 송한다. 

수신의 경우에는, 먼  FCS를 검사하여 필터링 한다. 두 번째는 임 제어필

드의 메시지 타입 하부 필드를 검사하여 법한 임 종류 인지를 검사하고 목

지 주소가 자신의 주소이거나 로드캐스트 주소인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수신 임을 버린다. 

4.2.2.5. GTS 할당  리   

 앙스 치는 GTS의 할당과 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앙스 치는 비콘을 

통해 GTS별로 시작시간과 길이 정보를 알려 다. GTS는 통신단계에 따른 어느 한 

그룹의 노드 는 교환 장치가 어느 시간 구간에 한 송신채 의 독  사용권을 

갖도록 한다. GTS는 각 하부망의 구성에 따라 고정 할당된다. 노드  앙스 치

는 미리 할당된 GTS 정보를 가진다. 

4.2.3. 임 구조

NSCP에서 사용되는 임의 구조는 기본 으로 EPL의 베이스가 되는 

ethernet의 임 구조를 따르며, 실제 ethernet의 data 역에서 별도의 dat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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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임 구조를 가진다.

아래 그림은 NSCP에서 사용되는 임의 구조이다.

 표 5.  NSCP 임 구조

Bit offset

Oc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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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net

14 ~ 19 Reserved for security NSCP

20 ~ n Payload NSCP

n+1 ~ n+4 FCS Ethernet

목 지 MAC 주소(Destination MAC Address)  송신지 MAC 주소(Source 

MAC Address)는 사 에 정의된 각 노드의 주소로서 6byte 의 주소크기를 가진다. 

12 ～ 13 byte의 Ethertype 필드는 NSCP의 ethertype을 나타내는 필드로서, 값은 

별도로 정의된다. 14 ～19 byte의 필드 역은 사이버 보안을 한 역으로 약

한 필드이다. 마지막 FCS 필드는 CRC-32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역으로서, 

임 시작부분부터 payload 끝까지의 CRC-32 계산 결과가 기록된다.

그리고 의 EPL의 임의 일부분으로 정의되는 payload 부분은 NSCP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타입에 따라 몇 가지의 MAC 임으로 구분된다. Payload에서 

사용되는 NSCP의 MAC 임은 비콘, 데이터, 명령어 임으로 3가지가 있으

며, 명령어 임은 다시 구성확인요청, 구성응답의 2가지로 구분된다.

NSCP의 MAC 임의 일반 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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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NSCP MAC 임 구조

Octets : 1 2 Variable 6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a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에서 Frame control 필드는 아래와 같이 메시지 타입 정보를 표시한다.

        표 7.  NSCP MAC 임의 Frame control 필드 

Bits : 0 ~ 2 3 ~ 7

Message type

Reserved

000 Beacon

001 Data

010 Reserved

011 Command

100 ~ 111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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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 임의 경우에는 BSN이며, 비콘 송 시마다 1씩 증가한다. 데이터와 명령

어 임의 경우에는 DSN 이며 매 송 시 마다 1씩 증가시킨다.

MAC 임의 message payload는 각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정보가 쓰여지는 

부분이다. 마지막 6byte는 보안을 해서 약해 둔 필드이다.

4.2.3.1. 비콘 임  형식

비콘 임은 아래 그림 과 같은 형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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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NSCP 비콘 임 구조 

Octets : 1 2 Variable 6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a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4 variable variable

Superframe 

Specification

GTS

List

Beacon

Payload

비콘 임의 메시지 타입은 beacon message type = 000 이다. Sequence 

number는 macBSN이다. 비콘 임을 송할 때는 목 지 주소는 러드캐스

(broadcasting)으로 설정되며, 송신지 MAC 주소는 앙 스 치 주소로 표시된다.

Superframe Specification 필드는 32비트의 길이이며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가진

다.

 표 9.  NSCP 비콘 임의 Superframe Specification 필드 

Bits : 0 ~ 13 14 ~ 15 16 ~ 29 30 31

Length

Reserved

FDTP 길이 Operation mode
Association

Permit

10~10000 slot 10~10000 slot
0 : Non-operation

1 : operation

0 : not permitted

1 : permitted

GTS list 필드는 GTS의 시작시간과 GTS의 길이에 한 할당 정보를 표시하

며, 4byte의 길이를 가진다.

Beacon payload 필드는 MAC 상  계층의 요구 시 이용된다.

4.2.3.2. 데이터 임 형식

데이터 임 형식은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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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NSCP 데이터 임 구조 

Octets : 1 2 Variable 6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a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데이터 임 형식에서 frame control 필드의 message type  = 001 이며, 

Sequence는 macDSN으로 설정되며, message payload 부분에는 실제 각 노드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들어간다.

4.2.3.3. 명령어 임 형식

명령어 임 형식은 구성확인 요청과 구성응답의 2가지가 이용되며, 일반형식

은 아래와 같다.

 표 11.  NSCP 명령어 임 구조 

Octets : 1 2 Variable 6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a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1 variable

Command ID
Command 

Payload

Command ID는 구성확인요청과 구성 응답 임을 구분하기 한 것으로서, 

구성확인요청 = 0x01, 구성응답 = 0x02로 표시한다. Command Payload는 구성확인 

요청  구성 응답 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임 형식을 가진다.

- 구성확인요청 명령어 임 형식

구성확인요청 명령어 임을 송할 경우, 송신지 MAC 주소는 앙 스 칭

의 주소이며, 목 지 MAC 주소는 로드캐스 (broadcasting)으로 설정된다. 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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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는 사 에 정의된 GTS 길이를 표시한다.

    표 12.  NSCP 구성확인요청 명령어 임 형식 

Octets : 1 2 Variable 6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a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Command 

ID
Command Payload

1 2 Variable

0x01
GTS 

Characteristics
null

- 구성응답 명령어 임 형식

구성응답 명령어 임을 송할 경우, 송신지 MAC 주소는 통신노드의 주소

이며, 목 지 MAC 주소는 앙스 치로 설정된다. Node status는 재 노드가 정

상 으로 기화하고 통신망에 참여할 비가 되어있음을 나타내며, 0x01을 경우, 

비됨, 0x02일 경우 비가 되지 않았음을 표시한다.

  표 13. NSCP 구성응답 명령어 임 형식

Octets : 1 2 Variable 6

Frame 

Control

Sequence

number

massage payload

reserved for 

security

Command 

ID
Command Payload

1 1 Variable

0x02 Node statu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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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원  통신망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서 발생하는 공정 신호  제어 신호의 

송을 담당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원 이 안 한 상태로 제어가 되도록 하는 

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원  통신망의 고장이나 오류의 발생은 다른 디지

털 계측제어계통의 동작에 많은 향을 주게 되고, 원 의 안 에도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원  통신망은 일반 상용 통신망과는 다르게 원  디지털 계측제어계

통이 수하는 설계기   지침을 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

 원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설계 기   지침을 조사하여 원  특성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원  통신망의 요건을 도출하 다. 그리고 재 상용 원  통신망

이 크게 3가지의 , 공정망, 제어망, 정보망으로 구성됨을 조사하 으며, 이 에

서 원 의 자동제어를 한 계측제어계통의 제어기간의 데이터 송에 사용되는 통

신망에 해당하는 제어망에 한 로토콜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제어망 로토콜 설계를 하여 IT 기반의 기존 상용 로토콜의 원  통신망 

용성을 분석하 다. IT 기반의 기존 상용 로토콜은 크게 3가지, 즉 일반 상용 

통신망 로토콜, 산업 통신망 로토콜  군사용 통신망 로토콜로 구분하여 설

계 기   성능 요건과 비교하여 원  통신망 용성을 분석하 다.  IT 기반 

로토콜 용성 분석에서, 재 상용 는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을 원  통

신망에 직  용하기에는 부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  통신망의 필수 요

건인 결정론성과 검증성을 고려하여 원 에 용 가능한 로토콜을 EPL(Ethernet 

PowerLink)와 IEEE 802.15.4로 선정하고 일부 수정 는 참조하는 방식으로 로토

콜을 개발하 다. EPL의 경우 Gigabit ethernet 물리계층을 사용하여 폴링 방식을 

구 할 것을 공표하고 개발 에 있으므로 향후 원 에 충분히 용 가능한 표  

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다. IEEE 802.15.4의 보장형 송 방식은 시분할방식에 의

하여 고정 인 송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정론  특성이 매우 우수하며 송 

알고리듬도 단순하여 검증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NSCP(Nuclear power plant Safety Communication 

Protocol) 로토콜은 제어망에서 사용되는 원  통신망 통신 로토콜로서, 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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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구조는 EPL의 폴링 방식과 IEEE 802.15.4의 MAC 계층의 보장형시분할 (GTS) 

방식을 기본사양으로 선택하고 물리 계층은 원  타 계통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기술 으로 이미 검증된 이더넷 100Mbps 사양으로 교체한 구조로 설정하 다. 

NSCP에 한 송권한 설정, 계층 구조 설정, 기능사양 설정  NSCP 로토콜에 

사용되는 여러 명령 임, 데이터 임의 구조 설정을 통하여 NSCP 로토콜

을 개발하 다.

개발된 NSCP 로토콜은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토콜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 로토콜 검증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NSCP 로토콜을 체계 으로 검증하여

야 한다. 검증 방법으로는 형식명세 기법인 SDL(Specification &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로토콜을 명세화하고 검증하는 방법과, NSCP를 OPNET

이나 NS-2 등의 통신망 시뮬 이터를 통하여 NSCP  통신망을 모델링하고 통신

망의 기능  성능을 분석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향후 NSCP 로토콜은 이러

한 검증 방법을 통하여 체계 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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