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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High-Reliable MVB Network for Safety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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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mputer network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n digital controllers within a safety system of a 

nuclear power plant.  For the  reliable and realtime data communication between controllers, this paper proposes a 

modified high-reliable MVB(multi-function vehicle bus) as a main control network for a safety system of a nuclear 

power plant. The proposed network supports the state-based communi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deterministic 

communication latency, and very fast network recovery when the bus master fails compare to the standard MVB.  This 

paper also shows the implementation results using a FPGA-based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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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 소 제어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 원자로 

보호계통 시스템은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이 바로 심각한 재

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높은 수 의 안 성이 요구된다. 따

라서 이와 같은 고수 의 안 성이 요구되는 제어계통을 안

계통이라 구분하며, 이들 제어시스템에 쓰이는 기기들은 

기  노이즈에 강한 내구성, 물리  격리, 내고장성, 유지

보수성과 같은 고수 의 안 성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2,4,5]. 과거에는 안 계통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기는 아날

로그 방식으로 구 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제어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제어방식에는 필

연 으로 제어기기간의 데이터 달을 한 컴퓨터 네트워

크의 필요성이 두된다.  재 운용 이거나 설계 인 원

자력발 소에는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 되고 있으며, 

모든 네트워크는 원자력 발 소의 안 성을 하여 IEEE에

서 규정한 규제지침에 따라 고신뢰성  실시간성을 만족하

도록 설계되고 운 되어야 한다[1,3].  

원자력발 소용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하여 원자력발

소 안 계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안 계통은 그 특성상 한정

된 고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원  안  계통은 소수

의 공정변수를 수집, 비교  단순한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하

여 고정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6,12]. 

고정  구조: 원  안 계통은 40년의 생명주기 동안 

수행기능과 구성 모듈의 수가 거의 고정 이기에 데이

터 교환을 한 송 데이터나 통신노드 수의 변화가 

미미하다.

단순 송기능: 원  안 계통 통신망은 데이터를 주

고받는 고유기능 외의 복잡한 고 기능을 배제한다. 원

 안  통신망은 송기능의 신뢰성과 검증성을 최우

선으로 여기며 고유기능 이외의 부가  기능이나 성능

으로 인하여 복잡성이 증 , 고장요소의 확 를 래

하지 않도록 단순화 되어야 한다.

실시간 고속 송: 사고 시 신속하게 정해진 응답시간 

내에 작동해야 하는 안  계통 기능을 하여 안  계

통 통신망은 제한된 시간 안에 요구하는 데이터를 

송하는 하드리얼타임 특성을 갖는다.

짧고 주기 인 데이터: 원  안 계통 통신망은 상태

기반의 주기 인 짧은 데이터를 송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안 계통 통신망은 통신방식과 구조 

 설계요소에 한 모든 특성이 계산  측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며 이는 통신상의 모든 방법과 기술, 구  등이 투

명해야 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양과 속도 송지연 시간  

데이터의 경로가 확정 인 특성을 보유하고 통신상의 어떠

한 불확실성도 배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건기반의 비 결

정론 인 송 특성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발생가능성을 모

두 고려한 고정 인 상태기반의 송구조를 갖도록 한다. 

한 안 계통의 계통  채  간 독립성 보장을 하여 이

들 간 송경로인 통신망이 분리  격리되게 된다. 주목

은 고장 격리이며 이를 보장하기 해 통신경로의 물리  

분리, 일 일 논리  송, 기  격리를 한 이블의 

사용  송수신 분리에 의한 단방향 송 구조 개념을 용

한다. 안  통신망을 한 모든 구조는 확인  검증이 가

능해야 한다. 확인  검증을 해서는 가능하면 이미 증명

된 기술이나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확실한 



기학회논문지 61권 6호 2012년 6월

860

그림 1 IEC 61375: MVB 통신과 텔 그램

Fig. 1 Communication and telegram of IEC 61375: MVB

동작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복잡한 방법론을 배제하고 단순

하며 송이 확실히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11]. 

동차용 네트워크 로토콜로 개발되고 국제 표 이 된 

IEC 61375 TCN(Train Communication Network) 네트워크

는 차량간 통신 버스인 WTB(Wired Train Bus)와 차량 내 

통신버스인 MVB(Multifunction Vehicle Bus)로 나뉜다. 이 

 MVB는 시간 제약 인 데이터를 주기  데이터 송구

간에 할당하여 상태기반으로 데이터 송을 가능하게 하며, 

이  선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함으로 송라인의 물

리  오류나 결선의 문제를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한 통신을 장하는 버스 마스터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버

스 리자  한 노드가 마스터 권한을 이양 받아 체 네

트워크에서 오류가 발생함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 외에 정

보 송을 하여 맨체스터 코딩을 이용, 섬유와 꼬임 선을 

송매체로 이용하여 기  노이즈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1,7].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MVB 통신망은 원자

력발 소 안 계통에 사용되는 통신망으로서 기본 인 요건

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MVB 통신망은 원자

력 발 소 안 계통에는  사용하지 않는 비주기  데이

터 송을 허용함으로 IEC 표  규약을 그 로 용하는 것

은 네트워크의 사용효율이 떨어질뿐더러, 안정성에도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발 소의 안

계통에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IEC 표  통

신망인 MVB의 개선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신 로토콜은 MVB의 비주기  

데이터 송구간을 배제하여 효율 인 실시간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하며, 네트워크를 리하는 마스터노드의 고장 시 마

스터노드의 교체시간을 단축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보다 

더 안정정인 네트워크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2 장에서 원  안 계통 통신망으로서의 수정

된 MVB 제어기를 제안하도록 하며 3장에서는 제안된 제어

기의 구 과 실험결과들을 기술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언 한다.

2. HR-MVB(High-Reliable Multi-function Vehicle Bus)

본 장에서는 표  MVB를 개선하여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 소에 용가능한 HR-MVB(High-Reliable 

Multi-function Vehicle Bus)를 제안한다.

2.1 상태기반 통신망(State-based Communication)

MVB는 철도 차량 국제 표 필드버스인 TCN에서 차량 

내 기기들간의 통신을 책임지는 버스로 MVB의 통신은 하

나의 버스 마스터에 의해서 주 되고 있으며 주기 인 데이

터 구간과 비주기  데이터 구간으로 나눠지게 된다. 주기

 데이터 구간은 시간 제약 인 데이터 송에 을 맞춰 

데이터 송이 이 지며 상태기반의 데이터 송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비 주기  데이터 송 구간은 사건 심 인 

시간 제약이 덜한 데이터의 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MVB의 텔 그램은 버스마스터의 데이터 폴링을 해 만

들어진 마스터 임과 이에 한 응답인 슬 이  임

으로 구성된다. 마스터와 슬 이  임은 그림 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각 경계기호(Delimiter)로 구분되며 마스터 

임은 9비트의 시작 경계기호와 슬 이  임의 타입과 

크기를 결정하는 4비트의 F_Code, 12비트의 논리주소  8

비트의 체크섬으로 이 진다. 통신망에 연결된 버스마스터

를 제외한 모든 기기는 슬 이  기기로 동작하며 수신된 

마스터 임을 번역하여 트래픽 스토어라고 불리는 

임 장소에서 마스터 임에 재된 논리주소와 F_Code

에 해당되는 송신노드(Source)에 해당될 경우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슬 이  임은 

33~297비트의 크기를 가지며 9비트의 슬 이  시작 경계기

호와 12~256비트의 데이터 그리고 8~32비트의 체크섬으로 

구성된다. 텔 그램의 길이는 마스터 임의 F_Code에 의

해서 결정되며 F_Code는 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16개로 분

류된다. 그림 1은 한 MVB 버스의 송 역폭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다. 버스 마스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65%

의 시간 역을 주기  데이터 송(Periodic Phase)에 사용

하고 35%의 구간을 비 주기  데이터 송(Sporadic 

Phase)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 소의 안 계통

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IEEE 규제 지침에 의하여 모든 통신

은 상태기반(State-base)로 이루어져야하며, 비주기 인 사

건기반(Event-driven) 방식에 의한 비결정 인 요소를 완

히 배제하여야 한다[3].  따라서 MVB에 규정된 35%에 달

하는 비주기  송구간은 원자력발 소에서는 사실상 사용

될 수 없는 구간으로 배제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이 구간의 부분을 주기  송구간에 편입시켜 사용

하고, 일정부분(1% 미만)을 기본주기(Basic period)와 같은 

기본 정보를 버스 리자가 송함으로써, 모든 노드간의 정

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이와 같은 수정을 통

하여 비결정 인 요소를 근원 으로 배제함으로서, IEEE에

서 규정한 상태기반의 결정론  통신망을 구 할 수 있으며, 

통신망의 역폭도 52%가량 증 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울

러 매 주기마다 기본 정보를 로드캐스 함으로써 모든 노

드가 동일한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

되었다. 이는 2.2 에서 설명하는 마스터권한 이양 알고리즘

을 개선하는 목  등으로 사용된다.

2.2 고속 마스터 권한 이양 알고리즘

표  MVB에서는 내고장성을 한 방안으로 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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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 주기 데이터 송을 한 경계 기호

Fig. 2 Delimiter for basic period data transmission

그림 3 제안된 마스터 권한 이양을 한 버스 리자 감시 

흐름도

Fig. 3 Bus administrators flow chart to transfer proposed 

mastership 

선로와 버스 리자 다 화를 통한 버스 마스터 오류에 처

하는 방안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다 화는 원자력발 소 

제어시스템에서는 필수 인 요소로서 반드시 구 되어야 하

는 요건이다.  MVB에서의 데이터 교환은 버스 상에서 데이

터 충돌을 회피하여 결정론  통신을 구 하기 하여 버스 

마스터의 주  하에 이 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앙 집

 통신망에서는 버스 마스터의 오류가 체 네트워크의 

통신이 두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해 MVB 표 에서는 여러 개의 버스 리자

(Administrator)를 두고, 이들이 상호 감시를 통하여 버스 

마스터의 고장을 감지하고 버스 마스터의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통신망의 통신 두 을 막고 있다.  MVB 버

스 마스터는 주기  데이터 송 구간에서 트래픽 스토어에 

정의된 사이클 리스트 정보를 참조하여 기본 주기 내에서 

최  11개의 로세스 데이터 송을 주 하게 된다. 사이

클 리스트 특성상 주기  데이터 송이 시작될 때, 버스 마

스터는 첫번째 사이클에 해당하는 마스터 임을 항상 

송하게 된다.  IEC 표 에 규정된 버스 마스터의 고장 감시 

방법은 일정 시간( ) 동안 마스터의 동작이 없을 경우 

마스터의 오류로 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IEC 표

에는 를 최소 5.2ms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MVB가 

주기  통신이외에도 사건 기반의 비주기  통신이 가능하

도록 비주기 데이터 구간(Sporadic)을 보장하기 때문이며 따

라서 마스터가 고장날 경우에는 최소   동안에는 데이

터 통신이 두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HR-MVB는 원자력 발 소 안 계통을 상으로 제

안되는 네트워크로서 2.1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으로 

상태기반 통신망이며 사건기반의 비 주기  데이터 구간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버스 마스터의 오류에 응하는 

  시간을 이기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버스 마스터 노드는 기본주기(basic period)내에 어도 1

개 이상의 마스터 임을 발생시켜야 하며, 만일 기본주기 

동안 마스터 임을 받지 못한다면 버스 마스터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를 기

본주기(basic period)로 축소하여 결과 으로 기본주기  동

안 마스터 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바로 마스터십을 

이양하도록 로토콜을 수정한다.  단 이 경우, 기본주기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고정된 값으로 할 경우, 

시스템의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소 트웨어 으로 변경

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본주기를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모든 노드가 공유하도록 설계하

다.  기본 주기를 공유하는 방법으로는 기본 주기마다 주

기  송 구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버스 마스터는 통신망

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게 기본주기 정보를 송신함으로 모든 

기기가 기본주기를 공유할 수 있게 하 다. 기본 주기 정보

는 어 리 이션 단에서 업데이트 되는 16비트의 정보로서 

일반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송할 경우, 별도의 F_Code

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슬 이  기기들이 어 리 이션 

단에서 독하게 된다. 그러나 는 MVBC 제어기가 

소 트웨어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고장성을 하여 마스터권

한을 이양할 때 사용되는 라미터이므로 이를 어 리 이

션에서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구 할 경우, 많은 오버헤드가 

수반될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동작을 보장할 수 없

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보이는 

기본 주기 송을 한 래임 경계기호(frame delimiter)를 

재정의하여 슬 이  기기에서 마스터에서 송하는 기본주

기 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같은 기본주기 송을 통하여 하나의 기본 주기가 끝

날 경우,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버스 마스터의 기본 

주기를 알게 되고 기본 주기 동안 마스터 임이 수신되

지 않을 경우 버스 마스터의 동작에 이상이 생겼다고 단

하게 된다. 재 마스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버스

리자(Bus administrator) 기기는 그림 3과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버스 리자 리스트  첫 번째 랭크된 기기가 자동

으로 마스터 권한을 이양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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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송신부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of data source

2.3 성능 분석

본 에서는 2.2 에서 제안한 고속 마스터권한 이양 알

고리즘에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이를 하

여 다음과 같은 라미터를 정의한다.

  : 마스터 임의 송시간

   : 슬 이  임의 평균 송시간

   : 텔 그램 하나의 평균 송시간



  : n 번째 사이클로 인한 텔 그램 송시간

   : 기본 주기당 서  사이클들의 송시간

   : 주기  데이터 송으로 인해 소모되는 평균시간

  : 기본 정보 송 시간

 : 마스터 임과 슬 이  임 간의 간격

 : 기본 주기

텔 그램 평균 송시간 는 아래 수식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1)

주기  송구간을 구성하는 2~1024의 10개의 서 사이클

에 의하여 송시간 는 수식 (2)와 같게 된다. 

  
 





∙ ∙∙    ∙ ∙
 





∙
(2)

수식 (2)에서 하나의 기본 주기에 송되는 서 사이클 

수는 아송 분포(poission distribution)으로 가정하고, 평균

을 λ로 한다. 한 주기  송 구간 동안 보내지는 데이터

에 의한 송 시간 는 첫 번째 사이클에 의한 텔 그램 

송과   로 계산되어 수식 (3)과 같다.

     (3)

따라서 어 리 이션에서 설정된 기본 주기 값을 송하

기 해서는 수식 (4)를 만족하면 된다.  

    ≥ (4)

여기서 기본 주기를 1ms로 하고, MVB의 송 속도를 표

에 따라 1.5Mbps 가정하면  ,  ,  ,   는 각각 22us, 

75.7us, 4us, 44us 로 계산되며, 기본 주기에서의 평균 인 

슬 이  임의 송에서는 서  사이클이 10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식(4)는 98.15%의 확률로 만족하고 있다.  

한 최악의 송시간을 가진 슬 이  임(256비트의 

페이로드)를 가진 경우에도 첫 번째 서 사이클을 제외한 3

개 이하의 서 사이클이 존재할 경우 식(4)는 만족되며 이

는 최악의 송시간을 가지는 경우의 43.35%에 해당한다. 

결론 으로 체 송시간의 98.15%의 경우 매 주기마다 기

본주기를 송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2주기마다 한 

번꼴로 기본주기에 한 정보를 송할 수 있다.  이는 제

안된 구조에 의하여 비주기  데이터 송 구간의 할당이 

기본주기에서 이 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강한 주

기  데이터의 역폭 할당 범 가 53.8% 늘어나고 주기  

데이터 송이 끝난 후, 기본 주기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하

여 버스 리자 기기들이 버스 마스터의 고장에 응하는 

시간인 가 어들게 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버

스 마스터의 고장에 기인된 통신망 복구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에 비하여 19.2~48.1%까지 일 수 있음을 보인다.

3. 구   결과

3.1 내부 구조 

2장에서 제안된 HR-MVB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HR-MVB의 주요 부분을 FPGA로 구 하여 확인을 하 다. 

HR-MVB 제어기는 크게 송신부, 수신부, 주 제어부의 3부

분으로 나 어 구 되었다. 이는 일반 인 MVB제어기 구  

구조와 유사한 티셔닝으로 볼 수 있다[8,9,10]. 송신부는 

송신 제어기, 맨체스터 코드 엔코더, 체크섬 생성기로 나눠

지며 주 제어기에서 송되는 데이터를 버퍼에 장하고 데

이터를 송신하기 에 장된 데이터를 체크섬 생성기를 통

하여 체크섬을 생성한 후, 맨체스터 코드 엔코더를 통하여 

주제어기 동작에 따른 경계기호를 삽입하여 데이터를 송

라인을 통하여 송한다.  특히 HR-MVB의 경우에는 기본

주기를 송하기 한 별도의 래임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한 별도의 코덱이 추가되어 구 되었다. 

그림 4는 구 된 송신부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수신부는 맨체스터 코드 디코더, 수신 제어기, 체크섬 생

성기  이 라인 제어기로 이 져 있다. MVB는 내고장성

을 하여 이 화된 통신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

신부는 두 개의 분리된 송선로를 통하여 수신된 데이터는 

각각의 독립된 맨체스터 코드 디코더에서 해석하여 각각의 

수신 제어기에 보내지게 된다. 수신 제어기는 디코더를 통

해 분석된 데이터를 버퍼에 장하고 체크섬 확인  

임의 오류 여부를 별, 정상 임이 수신될 경우, 주제어

기로 신호(ValidFrame)를 달하여 주 제어기에서 오는 데

이터 요청(DataReq)을 기다린다. 주 제어기에서 데이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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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증 시험

Fig. 7 Verification test

그림 8 구 한 제어기의 송 형

Fig. 8 Data transmission waveform of implemented controller

그림 5 수신부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data sink

그림 6 주 제어부 블록도

Fig. 6 Block diagram of main control

청 신호가 달되면 이 라인 제어기는 수신 선로(Trusted_ 

Line)과 비 선로(Observed_Line)을 감시하여 정상 인 

임이 수신된 선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주 제어기로 달

한다. HR-MVB의 경우 수신된 임 , 기본정보의 달

을 한 임의 경우, 이를 별도로 해석하여 주  제어기에 

달함으로써, 하드웨어 으로   타이머를 리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5은 구 된 수신부의 블록다이어

그램이다.

제어부는 마스터와 슬 이 의 역할을 주제어기, 지스

터의 값을 장하는 지스터 부, 표 에 명시된 타이 을 

체크하기 한 타이머로 나눠지게 된다 통신망에 연결되어 

기기의 동작을 결정하고 각각의 동작에 따른 임 송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표 에 명시된 

임 간의 지연시간  송 기 시간 등의 요구사항에 부합

하기 해 타이머와 연계되어 있다. 그림 6은 제어부의 블

록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3.2 실험  검증

 
설계된 HR-MVB 제어기는 Xilinx사의 SPARTAN 3E 

FPGA에 구 되어 실증시험을 실시하 다. 개발  합성 툴

로 Xilinx사의 ISE 9.1i를 사용하 으며 시뮬 이션을 하

여 Modelsim SE 6.2b를 이용하 다. 실증 실험을 한 실

험 환경은 그림 7과 같이 Xilinx사의 SPARTAN 3E 평가 

보드를 활용하여 구축하 다.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이상의 보드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보드 간 연결된 

송선로의 형으로 데이터 교환이 이 짐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버스 마스터에서 송되는 신호와 각 임의 시작

지 에 시작 경계기호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림 8은 주기 으로 송되는 마스터 임과 슬 이

 임의 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임의 시작 

지 에 시작 경계 기호가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 밖에 표 에 정의된 시간 제한 값을 반 하지 않음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기본주기 정보에 따른 마스터 권한 

이양 한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 소 안 계통에 활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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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성 통신망의 구 을 하여 원자력발 소 안 계통 

통신망의 특성과 설계기 에 하여 연구 하 으며, 안 성

과 신뢰성 확보가 요한 설계 요건이 되는 안 계통 통신

망의 특성이 국제표  규격인 IEC61375 MVB통신망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기반의 통신

을 배제해야 하는 안 계통 통신망의 규제안에 따라, 비주기

 데이터 송이 가능한 IEC 표 안을 그 로 용할 수 

없으며, 본 논문에서는 MVB를 기 로 하여 원자력발 소에 

합한 고신뢰성 HR-MVB를 제안하 다. HR-MVB는 비주

기 인 통신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 안 규제지침에 

규정된 결정론  특성을 만족하고 있으며 기존 MVB에 비

하여 최  52% 역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 매 

기본주기마다 기본주기 정보를 모든 기기에 송하고 이를 

기 로 마스터 권한 이양 알고리즘을 개선함으로써 표  

MVB에 비하여 버스 마스터 고장 시 네트워크 복구 시간을 

19.2~48.1%까지 일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HR-MVB는  FPGA에 구 된 결과와 이를 사용한 실증시

험  평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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