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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전기기의 건전성 진단 기술은 원전 안전등급 기기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로서 원전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원전기기들의 원격 진단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네트워킹 기술, 컴퓨팅 파워, 인터페이스 등의 기본

요소 기술들이 성숙되어야 한다. 근래 들어 일반 산업계에서는

무선센서를 이용한 진단 기술이 각광 받고 있는데, 원전의 경우에

도 무선 센서 망을 이용한 원격 감시 진단 기술의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기기의 원격 감시 진단을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무선 센서 망의 원전 적용 시 고려 사항 

2.1 공개 표준과 독자적 시스템

표준을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로 채택이 쉽고

저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LAN의 무선 표준화인

IEEE802.11b가 있다. IEEE802.11b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 확률이 낮아서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

으나, 기술적 세부사양이 공개되어 보안에 취약하나 보안 위협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독자적인 무선 통신시스템은 기술적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적인 시스템이 오픈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독자적 시스템은 매우 고가이며

한번 채택이 결정되면 오랜 시간 업그레이드 등을 위탁하게

된다. 독자적인 시스템은 해킹 커뮤니티에 무관하게 개발되어

보안에 관한 잘못된 설계의 시스템이 채택될 수 있다. 오픈 표준의

시스템은 약점이 발견되면 밝히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서 공개되

고 과장되는 반면 독자적인 시스템은 약점을 숨기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2 주파수

현재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하는 무선기기들이 매우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ISM대역의

사용은 허가는 필요치 않지만 FCC와 같은 전파 관리기관에서

출력, 변조방식 및 대역폭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ISM의 단점은

너무나 많이 사용된다는 것으로 간섭이 우려된다는 점과, 출력- 
변조 방식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허가된

주파수대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주파수, 지정된 변조방법 및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다. 허가된 주파수는 주파수, 변조방법, 
출력 레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한다.

그림 1. 전파의 반사(좌)와 회절(우)
무선 데이터의 연결에는 반사, 굴절, 회절, 흡수 및 산란과

같은 전파의 전자기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사는 전파의

파장보다 훨씬 큰 물체에 전파가 부딪힐 때 일어난다. 그림1에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Ei, Er 이며 입사각과 반사각은 θr, θi로

나타내었다. 굴절은 반사되지 않고 반사면을 투과하는 전파를

의미하며, 회절은 전파 경로 상에 있는 에지와 같은 날카로운

물질에 의하여 발생된다. 산란은 전자파가 파장에 비하여 작은

물체에 충돌할 때 일어나며 전자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왜곡

시킨다. 산란의 기준은 height factor라는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height factor  cos
  

여기에서 λ는 전자파의 파장이며, θi는 전자파의 입사각도이

다.  만약 물체 표면의 peak-to-peak 높이 h > hc이면 표면은

거칠다고 할 수 있다. 전자파의 1차 fresnel 영역에 아무런 방해물

이 없다면 LOS 경로에 해당된다.

 
       

그림 2. LOS 경로

Fresnel 영역은 송신부와 수신부의 연속적인 동심원 영역을

나타내는데 2차적인 파동이 LOS 경로보다 (n*λ)/2배 만큼 크지

않은 지역이다. 1차 fresnel 영역은 추가적인 경로가 λ/2보다

작은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 1차 fresnel의 반경은 다음과 같다.

  


  



F1 = 3차원 1차 fresnel 영역의 지름(단위 m)
f = 주파수 (단위 Ghz)     d1, d2 = 거리 (단위 km)
다른 n차 fresnel 영역은 1차 fresnel로부터 계산된다.
 



LOS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전파경로는 쉐도우되었다고

하며, 다수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지연된 시간에 수신부에 도착하

게 된다. 이를 다중경로라고 하며 LOS 상태에서 근접한 물체에서

반사된 파가 수신부에 잡힐 때도 나타난다.
다중경로 문제는 주파수가 높을 때 더욱 문제가 된다. 다중경로

는 신호가 수신부에 분산된 시간에 도착하게 하여 원하는 신호의

지연된 버전을 만들어 낸다. 지연시간이 칩타임(코드 클락의

주기)보다 짧은 신호가 수신부에 도달하면 노이즈로 간주되고

신호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칩타임보다 긴 지연 신호로

도달하게 되면 낮은 강도의 새로운 신호로 인식하게 된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회절이 쉐도우 영역의 전파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에서는 회절이 도움을 주는 쉐도우 영역이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게 된다. 현재의 상업용에서는 10Ghz가
LOS 통신의 경계로 보고 있다. 10Ghz 이하에서는 회절에 의한

통신이 가능하지만 10Ghz을 넘는 주파수에서는 LOS 가 요구된

다. 원전에서 무선통신의 전파 문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송신부와 수신부의 최적 위치 추적과 관련된다.

2.3 네트워크의 크기, 처리량, 범위

사용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네트워크의 성능 파라메타는 처리

량, 잠복시간, 신뢰성과 보안이다. 처리량은 네트워크가 연속적

으로 처리 가능한 정보량으로 kb/s, mb/s 등으로 표현된다. 순수한

비트 단위가 아닌 프로토콜의 오버헤드를 고려한 파라메타를

사용한다. 처리량에 고려할 또 다른 파라메타는 BER(bit error 
rate)과 FEC(forward error correction)이다. 패킷 안에서 정정되지

않은 에러는 재전송을 일으키고 이는 처리량을 떨어뜨리기 때문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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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잠복시간은 어떤 동작을 요구하고 나서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의 시간으로 측정 된다. 통신 시스템의 액션에 대한 확인도 잠복시

간에 포함되고 제어시스템의 잠복시간도 포함된다.
신뢰성은 통신 네트워크의 MTBF(mean-time-between-failure)

의 측정이다. 통신 실패란 송신 데이터가 수신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잠복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처리량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보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MTBF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한 모든 에러를

고려하여야 하며 배터리의 교체나 네트워크의 재설정을 위하여

정지된 시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보안성은 인가된 사용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비인가

된 접근을 막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는 시간, 확률 및 비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통신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성능

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파라메타는 BER 이다. 주어진 설계에서

각 테이터 비트를 주의의 노이즈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특정

레벨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시스템은 비트의 길이, 데이터

속도, 출력 파워, 안테나의 설계, 변조 방법 및 도달 범위 등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자유공간에서 방해가 없다면 송신부와 수신

부의 손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og


PL은 db로 나타낸 경로 손실이며 λ는 미터로 나타낸 파장이며

d는 미터로 나타낸 거리이다.
일반적으로 파워와 통신 범위의 관계는 명확하지만 네트워크

의 크기와 범위에서 프로토콜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네트워크

의 규모가 커지면 노드들은 깨끗한 연결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

이 커진다. IEEE802.11에서는 AP(Access Point)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매체 접근 방법은 복수개의 노드들이

AP와 통신하려고 하는 것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IEEE802.11에서는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내의

NAV(network assignment variable)의 사용이나 PCF(point coordina-
tion function)를 사용한다.

2.4 변조 및 코딩

신호가 어떻게 코딩되고, 변조되고, 전파되는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결정한다. 
- 가용한 대역폭 사용의 효율성

- 노이즈와 주위의 신호에 대한 강건성

- 동시에 동일한 대역에 수용 가능한 사용자 수

산업 환경에서 신호는 주위의 민감한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에너지만 사용하면서 노이즈에 강해야 한다. 변조

는 4가지 형의 기술이 있는데, 선형, 일정 엔빌로프, 선형-일정

엔빌로프의 조합, 확산 스펙트럼 등이 있다. 선형 기술은 반송파

의 크기가 변조 신호에 선형적으로 변한다. 일정 엔빌로프 기술은

변조신호의 변화에 관계없이 반송파의 엔빌로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선형과 일정 엔빌로프의 조합은 변조신호에 따라 엔빌

로프와 위상을 모두 변화시켜서 다수의 반송파를 얻는 방식이다.
코딩은 채널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에러 발생시 정보의 정확한 수신을 위하여 사용된다. 다양한

코딩이 있으며 변조가 일어나기 전의 베이스밴드에서 코딩을

한다. 
적절한 스펙트럼 확산 기술의 선택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현저한 해결능력을 가져온다. 확산 스펙트럼 기술은

(DSSS, FHSS, OFDM) 비인가된 주파수 밴드로 스펙트럼을 확산

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종래의 변조방식보다 주위의 시스템이나

장치에 의한 간섭에 매우 강하고 보안성도 우수하며 다중 경로

문제에도 강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2.5 전력소모

통신의 범위와 데이터 속도는 입력되는 전력에 의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범위를 확장시키고 데이터 속도를 올리고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의 개발된 기술 중에

IEEE802.11은 라인에 의한 전력이 가능한 곳에서 넓은 범위의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근래에 개발된 이더넷을 통한 전력 기술이

IEEE802.11 AP의 사용을 증가시켜 주었는데, 이 기술은 설치가

어려운 곳에 별도의 전력선 배선 없이 IEEE802.11 AP의 설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에 IEEE802.15.4는 원격지에서 오랜 시간 작동되도록 개

발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좁은 범위(매쉬 구조로 확장 가능)에
서 한정된 데이터의 속도로 설계되어진다. 제품들의 배터리 교환

주기는 약 2년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고주파회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

2.6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매체 접근 제어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유선 네트워크에서 스타, 링, 버스 및

매쉬와 같은 선택을 포함하는 초기 설계의 고려사항이다.  물리적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선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노드와 연결되

는지 선택하는 것이다. 단일 채널의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PHY 
계층에서는 bus 구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은

매체 접근 기술이 된다. 버스 구조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CSMA
와 같은 회선 쟁탈식이거나 TDMA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폴링, 
토큰 등의 방식으로 접근이 제어 될 수도 있으며 CDMA방식으로

동시에 다수가 전송할 수도 있다. 복수 채널을 이용한 FDMA 
네트워크도 사용될 수 있다. 스케줄링이나 회선경쟁과 같은 것

외에도 기본적인 토폴로지는 리피터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

도 포함한다. 리피터나 유선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IEEE802.11 네트워크를 ad hoc 네트워크이라 한다. Ad hoc 네트워

크의 범위는 보통 통신이 필요한 두 노드간의 LOS 에 제한된다. 
정의에 의하여 ad hoc 은 자체적인 설정이 되고 별도의 하드웨어

연결이나 정적인 라우팅 테이블이 불필요하다. 메쉬 토폴로지에

서는 각 노드들은 ad hoc 모드로 작동하지만 또한 라우터로도

작동하여 이웃으로부터 트래픽을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일도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여 각 노드는

다른 어떤 노드와도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3. 결론

산업플랜트의 주요기기 진단 분야에 있어 무선 진단 기술은

케이블 문제 해결로 인하여 국부적 진단에서 전사적 진단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 센서 망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무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안, 
전파, 전력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원전은 안전성이가장중시되는플랜트로무선센서들에의한

기기오작동을가장우려하고있다. 따라서초단거리통신방식을

이용한무선센서망의구축이요구되며, 이에따라무선센서망이

내포하고있는 약점들에 대한보완이 중시된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원전기술혁신 과제를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Wireless Sensor and Actor Networks · IFIP WG 6.8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Sensor and Actor Networks, 
WSAN'07, Albacete, Spain, September 24-26, 2007

2. Wireless Sensor and Actor Networks II · Proceedings of the 2008 
IFIP Conference on Wireless Sensor and Actor Networks (WSAN 
08), Ottawa, Ontario, Canada, July 14-15, 2008

3. Wireless and Mobile Networking · IFIP Joint Conference on Mobile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s (MWCN'2008) and Personal 
Wireless Communications (PWC'2008), Toulouse, France, 
September 30 - October 2, 2008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