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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용 중복구조 링 카운터를 위한 고장 진단 및 자가 복구 시스템

A Fault Detection and Self-Recovery System for Space-Borne Dual Ring Counters

곽 성 우*․양 정 민†

(Seong Woo Kwak․Jung-Min Yang)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ovel scheme of fault detection and self-recovery for space-borne dual ring counters 

subject to transient faults. The considered ring counter is equipped with hardware redundancy, but it has a limited 

output domain where direct access to the current state is unavailable. We employ the theory of corrective control to 

detect any transient fault occurring to the counter bits and to realize immediate self-recovery of the ring counter back to 

the normal state. The structure of the fault-tolerant controller is designed to be minimal regardless of the counter size. 

To validate the applicability, we implement the proposed system on a commercial FGPA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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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링 카운터(ring counter)는 2진 카운터 는 유사한 2안정 

요소를 고리(ring) 형태로 속하여 주어진 시 에서 링 속

의 하나의 요소만이 지정된 상태, 즉 논리(logic) 1 값을 취

하도록 구성된 순차 머신이다.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지정

된 상태는 링 안을 한 스텝(step)씩 순환한다. 인공 성 등 

우주용 시스템에서 링 카운터는 메모리 스크럽(scrub)을 

한 유한 상태 머신(finite state machine) 제어와 오류 정정

기(EDAC: error detection and correction circuit) 회로에서 

폭넓게 사용된다[1],[2].

우주 환경에서 동작하는 모든 실리콘 기반 반도체 제품은 

우주선(cosmic ray)에 의한 고에 지 입자, 태양으로부터 분

출되는 입자, 그리고 지구 자기장에 붙잡힌 입자들의 향을 

받아 여러 가지 고장에 직면한다. SEU(Single Event Upset)

는 메모리 논리 값이 순간 으로 반 되는 고장으로서 우주

에서 발생하는 과도 고장(transient fault)의 표 인 이

다[3]. 외부에 의한 고장 복구가 불가능한 우주 환경의 특성

상 우주용 디지털 시스템은 복구조(DMR: dual modular 

redundancy), 삼 구조(TMR: triple modular redundancy) 

등의 하드웨어 여유구조(hardware redundancy)[4]를 지니도

록 설계된다.

본 연구의 목 은 복구조 링 카운터를 한 고장 진단 

 자가복구 시스템을 제안하는 일이다. 동일한 작업을 수

행하는 두 개의 하드웨어  한 개에 고장이 발생해도 정상

으로 동작하는 나머지 하드웨어로 주어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 하드웨어 여유구조의 장 이다. 하지만 고

장 난 하드웨어를 방치할 경우 나머지 하드웨어마  고장 

나면 시스템 체가 fail되는 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어

느 쪽 하드웨어에 고장이 발생했는지를 감지하는 고장 탐지

와 고장 난 하드웨어를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고장 극복 문제는 하드웨어 여유구조를 지닌 시스템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이다[5].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복구조 링 카운터는 역 클럭

(clock)이 없는 비동기식으로 설계된다고 가정한다.  카운

터의 임의의 비트(bit)에서 SEU 과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설정한다. 이번 논문에서는 비동기 순차 회로의 동작

을 보상해주는 제어 이론인 교정 제어(corrective control) 

기법[6]을 용하여 SEU 고장 진단과 고장 극복 시스템을 

구 한다. 역 클럭 없이 입력 변화만으로 동작하는 비동

기 시스템의 특징을 이용한 교정 제어는 고장 탐지와 극복

을 한 교정 동작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주에서 작업하

는 디지털 시스템의 내고장성 구 에 용하기에 합하다

[7],[8].

빠른 응답 속도와 더불어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본 

연구가 보이는  하나의 차별성은 고장 극복 제어기의 크

기(상태 개수)가 링 카운터 비트 수에 계없이 일정하다는 

이다. 복구조에 한 기존 연구들에서 복구조 하드웨

어의 크기에 비례하여 고장 극복 시스템의 규모도 커져야 

했다. 를 들어 체크포인트(checkpoint)를 이용한 복구조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의 고장 진단  극복 기술

[5]에서도 로세서가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task)의 종류가 

많아지면 태스크 내에 설치해야 하는 체크포인트 개수도 따

라서 증가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카운터의 논리 회

로 특성을 이용하여 비트 수에 독립 인 고장 진단과 극복 

방법을 개발하 다. 

복구조를 이용한 고장 극복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하게 진행 이다. Teifel은 SET(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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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Transient) 고장을 극복하는 복구조 회로 구조를 

집  회로 내에서 제안하 다[9]. Reviriego 등은 소 트 고

장(soft error)을 용인하는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

터를 복구조의 형태로 개발하 다[10]. 한 Reviriego 등

이 제안한 복구조를 이용한 고장 탐지  극복 기술은 

convolution을 구 하는 데도 응용되었다[11]. 하지만 이러한 

결과  복구조 기반 내고장성 모듈을 링 카운터에 용

한 는 없다. 한 본 연구에서처럼 비동기 교정 제어를 

이용하여 즉각 인 고장 탐지와 극복 능력을 실 한 기존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주용 복구

조 링 카운터를 한 고장 진단  자가 복구 시스템의 

체 구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교정 제

어를 이용한 비동기식 고장 진단  고장 극복 기법을 제안

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고장 극복 시스템을 FPGA로 구

하여 고장 발생과 진단  극복 실험을 실시한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시스템 구성

A

B

Cv y

xA

xB

G

uA

uB

Dual Ring Counter

그림 1 우주용 복구조 링 카운터를 한 고장 진단  자

가 복구 시스템.

Fig. 1 Fault detection and self-recovery system for a 

space-borne dual ring counter.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우주용 복구조 링 카운

터를 한 고장 진단  자가 복구 시스템의 체 구성도이

다. A와 B는 동일한 비트 수를 가진 링 카운터이며 모두 클

럭 없이 비동기식으로 돌아간다. C는 역시 비동기 순차 회

로로 설계된 교정 제어기이며 G는 출력 생성기(output 

generator)로서 교정 제어기 C가 필요한 여러 가지 출력을 

생성한다. v는 외부 입력, 즉 카운터를 움직이는 입력 신호

이며, uA와 uB는 C가 생성한 카운터 A와 B에 한 제어 입

력이다.  xA와 xB는 각 카운터가 가지는 상태이며 y는 출

력 생성기 G가 만드는 출력 벡터이다.

교정 제어기 C는 고장 진단과 극복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수행한다. C는 출력 벡터 y를 피드백 받아 링 카운터에 고

장이 일어났는지를 별한다. 링 카운터가 고장 없이 정상

으로 동작할 때에는 C가 외부 입력 v를 제어 입력 uA와 

uB에 그 로 달하며, A와 B는 한 스텝씩 계속 순환 진

한다. 반면 링 카운터의 한 비트에 SEU 고장이 발생하여 

로직 값이 반 되면 그 순간 출력 벡터 y의 값이 비정상

으로 바 고 교정 제어기 C는 즉시 고장 발생을 감지한다. 

한 C는 재 발생한 SEU 고장을 없애주기 한 제어 입

력 스트링을 연쇄 으로 생성하여 uA와 uB를 통해 링 카운

터 A와 B에 달한다. 제어 입력을 받은 A와 B가 외부 입

력 v가 바 기 에 원래 상태로 복귀함으로써 고장 극복 

과정이 완성된다. 이 모든 고장 탐지와 극복 동작이 비동기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8] 외부에서 보면 링 카운터는 

SEU 고장 없이 정상 동작을 계속하는 것처럼 측된다.

그림 1의 시스템을 자세하게 표 하기 해서 먼  링 카

운터 비트 수를 n(≥2)이라고 표시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비트 인덱스(index)를 차례로 붙인다. 즉 링 카운터 A와 

B의 상태는

A = a1 a2 ⋯ an,  ai∈{0, 1}

B = b1 b2 ⋯ bn,  bi∈{0, 1}

의 형태이다.

RA
SEA

PEA

POA

PEB

POB

. . . . . .
y1 ynyk

PAB

SOA

RB
SEB
SOB

... 1 ...

... 1 ...

그림 2 복구조 링 카운터의 입력  출력.

Fig. 2 Inputs and outputs of the dual ring counter.

그림 2는 복구조 링 카운터가 가지는 입력과 출력, 그

리고 출력 생성기 G의 로직을 일부 표시한 것이다. RA는 링 

카운터 A를 리셋(reset)시키는 입력이다. 링 카운터가 리셋 

되면 비트 사이를 순환하던 로직 1이 무조건 맨 처음 비트

에 치하게 되어 A=100⋯0의 상태로 변한다. SEA와 SOA

는 카운터 A를 짝수(even) 번째와 홀수(odd) 번째 비트에서 

한 스텝 진시키는 입력을 각각 의미한다. 를 들어 카운

터 A가 상태 A=100⋯0에 있다면 입력 SOA를 받아서 다음 

상태 A=010⋯0로 진하며, 다시 입력 SEA를 받아서 

A=001⋯0로 천이한다. RB, SEB, SOB는 링 카운터 B에 한 

입력으로서 RA, SEA, SOA와 동일한 결과를 낸다. 따라서 

복구조 링 카운터가 받는 입력 신호의 종류는 모두 여섯 개

이다. 

참고로 외부 입력 v는 링 카운터 A와 B를 동시에 한 스

텝씩 진시키도록 명령하는 한 종류의 입력 신호만을 가진

다. 링 카운터가 정상 동작을 할 때 제어기 C는 v를 받은 

후 두 개의 링 카운터에 (uA=SEA, uB=SEB) 는 (uA=SOA, 

uB=SOB) 입력 조합을 링 카운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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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복구조 링 카운터의 출력 character는 PEA, 

POA, PEB, POB, PAB 등 다섯 개이다. PEA는 링 카운터 A의 

모든 짝수 번째 비트를 Exclusive-OR해서 만든 패리티

(parity) 비트이며  PEB는 모든 홀수 번째 비트를 

Exclusive-OR해서 만든 패리티 비트이다. PEB와 POB는 링 

카운터 B에 한 해당 입력이다. 카운터 비트 수 n이 홀수

라고 하면 PEA, POA, PEB, POB는 다음과 같다.

PEA  a⊕a⊕⋯⊕an         (1)

POA  a⊕a⊕⋯⊕an
PEB  b⊕b⊕⋯⊕bn        (2)

POB  b⊕b⊕⋯⊕bn

PAB는 A와 B의 각 비트를 모두 AND시킨 n개 비트 y1, 

y2, ...,yn 을 다시 Exclusive-OR해서 만든 출력 비트이다. 

PAB  y⊕y⊕⋯⊕yn                   (3)

여기서 yi=ai⦁bi(1≤i≤n)이다.
y1, y2, ...,yn은 카운  상 시스템에 달되는 실제 정격 

출력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정 제어기 C는 

이 값을 사용하지 않고 패리티 비트 PAB만을 이용하여 고장 

진단과 극복을 수행한다. 이 게 함으로써 링 카운터 비트 

수가 증가해도 제어기 크기는 일정한 효과를 릴 수 있다. 

그림 2에서 PAB의 생성 로직을 게이트(gate)를 표시하여 나

타내었다. 나머지 출력 비트들도 출력 생성기 G에서 조합 

회로(combinational circuit)를 이용하여 생성 가능하다.

3. 고장 진단  고장 극복

3.1 고장 진단

출력 생성기 G에서 나오는 출력 벡터 y는 앞에서 정의한 

다섯 개 출력 변수의 조합이다.

y := (PEA POA , PEB  POB , PAB)     (4)

정상 동작을 하는 링 카운터에는 로직 1 값이 한 개만 존

재하고 나머지 n-1 비트는 모두 로직 0이다. 따라서 PO와 

PE 출력 변수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는 0이 되며, 카운

터 정격 출력의 패리티 비트 PAB는 항상 1을 유지한다. 

를 들어 출력 벡터가 y=(01,01,1)이면 두 개의 링 카운터 A

와 B의 로직 1이 재 동일한 어떤 홀수 번째 비트에 치

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운터 값을 한 스텝 진시키는 

외부 입력 v가 들어오면 A와 B에 제어 입력 uA=SOA와 

uB=SOB가 각각 달되고, 로직 1의 치가 한 비트 옮겨가

면서 출력 벡터 값은 y=(10,10,1)로 변한다. 외부 입력 v가 

변하면 출력 벡터도 다시 y=(01,01,1)로 바 고 두 값 사이

를 계속 반복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림 1의 교정 제어

기 C는 링 카운터의 정확한 상태, 즉 로직 1 값이 어느 비

트에 치해 있는가를 직  알지 못하며, 오직 y를 보고 링 

카운터가 정상 동작을 하는지 여부만을 단한다. 따라서 

정상 동작에서 복구조 링 카운터의 상태 천이도를 그리면 

그림 3과 같이 된다. 

01/01/1 10/10/1

SOA & SOB

SEA & SEB

그림 3 정상 동작에서의 상태 천이도.

Fig. 3 State flow diagram in the normal behavior.

복구조 링 카운터가 가지는 2n 비트  하나에 SEU 

고장이 발생하여 비트 값이 반 된다고 하자. 링 카운터에

서 정상 동작 시 로직 1의 값이 존재하는 치를 k(1≤k≤

n)라고 하면 링 카운터 A와 B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ai   i≠k  i k bi   i≠k  i k                  (5)

앞에서 정의한 출력 벡터 y는 임의의 치에서 발생하는 

SEU 고장을 측 가능하게 한다. 즉 교정 제어기 C는 그림 

3의 정상 동작을 벗어난 y 값이 들어올 때 고장이 일어났다

는 사실을 감지한다. 카운터 A의 고장 사건에 한 출력 벡

터의 변화를 표 1에 정리하 다(카운터 B의 고장 사건에 

한 출력도 비슷하게 유도할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

이 출력 벡터의 변화를 보고 SEU 고장이 발생한 카운터와 

고장 비트의 홀짝 치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몇 번째 

비트에서 고장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표 1의 “고장 

후의 출력 벡터” 열에서 굵은 씨로 표시한 것이 고장으로 

인해서 변화한 출력 벡터 비트들이다. 고장 발생 시 고장 

치와 계없이 해당 카운터의 출력 값이 '00' 는 '11'로 

변화하므로 고장 발생 유무  고장이 일어난 카운터를 신

속히 별할 수 있다.

표 1 고장 사건에 따른 출력 벡터의 변화.

Table 1 Change of the output vector according to the fault 

events. 

카운터
k의 치 

고장 사건

정상 

출력 벡터

고장 후의 

출력 벡터

A

k 짝수, 홀수 i 번째 

비트가 0→1
(10,10,1) (11,10,1)

k 짝수, 짝수 i 번째 

비트가 0→1
(10,10,1) (00,10,1)

k 홀수, 홀수 i 번째 

비트가 0→1
(01,01,1) (00,10,1)

k 홀수, 짝수 i 번째 

비트가 0→1
(01,01,1) (11,01,1)

k(홀수) 번째 비트가 

1→0
(01,01,1) (00,01,0)

k(짝수) 번째 비트가 

1→0
(10,10,1) (00,10,0)

를 들어 재 출력 벡터가 y=(10,10,1)이라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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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복구조 링 카운터가 정상 으로 동작하며 재 로

직 1 값이 A와 B의 짝수 번째 비트에 치해 있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k 짝수). 이 때 카운터 A의 어떤 홀수 번째 비

트 i에서 SEU 고장이 발생하여 비트 로직 값이 0에서 1로 

반 되었다 가정하자. A의 짝수 번째 비트들은 변화가 없으

므로 PEA는 1 값을 그 로 유지한다. 하지만 A의 홀수 번

째 비트들은 고장으로 인해서 로직 1 값을 하나 가지게 되

므로 패리티 비트 POA는 0에서 1로 변한다. 카운터 B는 정

상 비트 값을 계속 유지하므로 정격 출력은 변함이 없다. 

즉 1로 반 된 카운터 A의 비트 값과 0을 유지하는 B의 비

트 값이 AND되면 출력 비트는 여 히 0이 유지된다. 따라

서 정격 출력의 패러티 비트 PAB의 값은 1로서 변함이 없

다. 결과 으로 고장 후의 출력 벡터는 표 1에 나온 로 

y=(11,10,1)이다. A의 출력에 해당하는 비트만 ‘11’로 변하

으므로 카운터 A에 고장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3.2 고장 극복

본 논문에서는 고장이 발생한 후 외부 입력 v가 변화하

기 에 링 카운터를 즉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SEU 

과도 고장에 한 ‘고장 극복’이라고 정의한다. 링 카운터가 

비동기식으로 동작하며 교정 제어기 역시 비동기 순차 머신

으로 구 되므로 고장 극복에 걸리는 시간은 극히 짧다(이

론 으로는 0). 링 카운터의 로직 1 값을 한 스텝 진시키

는 입력이 들어오기 에 모든 고장 극복 동작을 충분히 완

료할 수 있다. 

출력 벡터 y의 변화로 고장 발생을 감지한 교정 제어기 

C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A와 B 두 카운터  어느 쪽에 고

장이 발생했는가를 별한다. 교정 제어기는 고장 난 카운

터에만 제어 입력을 달하면서 SEU 고장을 극복한다. 정

상 동작을 하는 나머지 카운터는 원래 상태를 그 로 유지

하면서 로직 1이 치한 비트 정보를 제어기에 알려주는 역

할을 한다. 교정 제어기가 취하는 고장 극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i) 리셋 입력 생성

고장 발생을 감지한 교정 제어기 C가 가장 먼  취하는 

동작은 고장이 일어난 카운터에 리셋 입력을 넣는 일이다. 

반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카운터에는 재 제어 입력이 

그 로 유지된다. 리셋 신호를 받은 링 카운터는 첫 번째 

비트 값이 1이 되고 나머지 비트 값은 모두 0이 되므로 

SEU 고장이 일어난 비트 값도 무조건 0으로 clear된다. 고

장이 발생한 시 에서 복구조 링 카운터의 k번째 비트에 

로직 1이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하자. k의 범 가 2≤k≤n이

라면 고장 난 카운터에 리셋 입력이 들어간 순간 카운터의 

정격 출력 값 y1y2⋯yn은 모두 00⋯0이 되고 패러티 비트 

PAB도 0으로 나온다. 반면 k=1이라면 정상 동작을 유지하는 

카운터에서 로직 1이 치한 비트가 바로 첫 번째 비트이므

로 리셋 입력이 들어간 순간 y1=1이 되며 고장 극복 제어 

동작도 완료된다. 

ii) 제어 입력 스트링 생성: SOj→SEj→SOj→⋯ (j=A 

는 B)

리셋 입력을 받은 고장 난 링 카운터가 맨 처음 비트에 

로직 1을 가지므로 고장 극복을 완료하기 해서는 이 로직 

1 값을 원래의 비트에 옮겨야 한다. 따라서 그림 1의 교정 

제어기 C는 링 카운터를 진시키는 제어 입력을 연쇄 으

로 고장 난 링 카운터에 달한다. 를 들어 고장 난 링 

카운터가 A라면 C가 만드는 제어 입력 스트링은 SOA→SEA

→SOA→⋯가 된다. A가 출력하는 홀수와 짝수 패리티 비트

PEA, POA의 값도 따라서 01(리셋 상태)→10→01→⋯으로 변

화한다.

iii) 고장 극복 완료 

정상 동작을 하는 링 카운터는 제어 입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k번째 비트에 로직 1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

상 동작을 하는 링 카운터가 B라면 B의 짝수와 홀수 패리

티 비트 PEB, POB는 01 는 10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ii)

의 교정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벡터 y의 원소  고장 

난 링 카운터의 두 패리티 비트만이 계속 변화할 것이다. 

제어기 C는 출력 패리티 비트 PAB를 보고 고장 극복 동작

의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고장 난 링 카운터의 로직 1 값

은 리셋 후 첫 번째 비트에서 시작하여 제어 입력에 반응하

여 오른쪽으로 진한다고 하 다. 이 로직 값의 치가 원

래 있던 자리인 k번째 비트에 도달하기 까지는 두 카운터

의 로직 값이 모두 1인 비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격 출

력 값 y1y2⋯yn은 모두 00⋯0이다. 하지만 고장 난 카운터의 

로직 1 값이 k번째 비트에 치하는 순간 yk=1로 바 며 출

력 패리티도 PAB=1이 된다. 이때 제어기 C는 고장 극복 과

정이 완료되었음을 알고 교정 동작을 마친다. 따라서 SEU 

고장 발생 시 교정 제어기 C가 발생시키는 제어 입력 스트

링 t는 다음과 같다. 

tRj SOj SEj ⋯SEj  k is oddRj SOj SEj ⋯SOj  k is even                   (6)

여기서 j=A 는 j=B 이다. 

i) ∼ iii)의 고장 극복 과정은 명확하면서도 단순하며, 무

엇보다 카운터 비트 수 n에 상 없이 교정 제어기의 크기가 

고정된다는 장 을 지닌다. SEU 과도 고장이 발생한 비트

의 정확한 치를 알기 해서는 제어기가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장이 발생한 비트의 정확한 

치 신 해당 비트의 순서가 홀수 는 짝수인지 여부만을 

가지고 고장 극복 기능을 구 한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기

여도이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장 진단  극복 기법의 우수성과 

응용가능성을 보이기 해서 복구조 링 카운터와 교정 제

어기를 VHDL과 FGPA 보드로 구 하고 SEU 고장을 실험

으로 발생시킨 다음 검증 실험을 실시하 다. 사례 연구

로 쓰인 복구조 링 카운터는 n=5 비트를 가진다고 설정하

다. 

그림 4는 사례 연구에서 사용하는 5-비트 복구조 링 

카운터의 고장 극복 시나리오이다. 그림 4(a)는 SEU 고장이 

발생하기 직 의 정상 상태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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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1 값이 카운터 A와 B의 세 번째 비트 a3와 b3에 있다고 

가정한다(k=3). 정의에 의해서 출력 벡터는 y=(01,01,1)이다. 

이때 a3에 SEU 과도 고장이 발생하여 로직 1 값이 0으로 

upset된다고 하자. 그림 4(b)는 SEU 고장이 발생한 직후의 

링 카운터 상태를 도시한다. A의 패러티 비트 (PEA,POA)가 

01에서 00으로 바 고 정격 출력의 패터리 비트 PAB도 1에

서 0으로 바 다. 제어기 C는 y의 변화를 측하고 카운터 

A에서 고장이 발생했음을 인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교정 알고리듬에 따라서 고장 진단 직

후 교정 제어기 C는 카운터 A에 리셋 제어 입력 RA를 즉시 

달한다. 따라서 복구조 링 카운터의 상태는 그림 4(c)처

럼 변한다(a1=1). y의 변화를 측한 제어기는 다시 제어 입

력 character SOA와 SEA를 차례 로 생성하여 시스템에 

달한다. 제어 입력을 받은 복구조 링 카운터의 상태는 그

림 4(d)와 4(e)로 바 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그림 4(e) 상

태로 진입한 후 출력 벡터가 y=(01,01,1), 정격 출력 패러티 

비트 PAB가 1이 되므로 제어기 C는 고장 극복 동작을 완료

한다.

A 0 0 1 0 0
(01,01,1)

B 0 0 1 0 0

(a)

A 0 0 0 0 0
(00,01,0)

B 0 0 1 0 0

(b)

A 1 0 0 0 0
(01,01,0)

B 0 0 1 0 0

(c)

A 0 1 0 0 0
(10,01,0)

B 0 0 1 0 0

(d)

A 0 0 1 0 0
(01,01,1)

B 0 0 1 0 0

(e)

그림 4 5-비트 복구조 링 카운터의 고장 극복 시나리오: 

(a) 정상 상태, (b) a3에 1→0 SEU 고장 발생, (c) 제

어 입력 Ra 달, (d) 제어 입력 SOA 달, (e) 제어 

입력 SEA 달  고장 극복 완료. 

Fig. 4 Scenario of fault tolerance for the 5-bit dual ring 

counter: (a) normal state, (b) 1→0 SEU occurs to a3, 

(c) provide Ra, (d) provide SOA, (e) provide SEA and 

completion of fault tolerance.

  그림 5는 그림 4의 시나리오를 VHDL과 FPGA로 구 하

여 실험한 결과이다. 출력 신호  PEA, POA, PAB 신호,  카

운터 A의 제어 신호 RA, SEA, SOA와 a1a2a3a4 비트 신호를 

오실로스코 로 측정하여 차례 로 나타내었다. a5 비트는 

지면상 표시하지 않았다. 시간 t1=160nsec에서 a3에 1→0의 

SEU 고장이 발생하여 PEA, POA 값이 01→00으로 변하고 

PAB도 1→0으로 바 다. 제어기 C는 고장을 인지하고 고장

이 일어난 카운터를 별한 후 t2=170nsec에서 첫 번째 제

어 입력 RA를 달한다. 이후 시간 t3=180nsec에서 두 번째 

제어 입력 SOA를 달하고, t4=190nsec에서 세 번째 제어 

입력 SEA를 달한다. 이때 출력 PEA, POA 값은 01→

10(SOA 발생 후)→01(SEA 발생 후)로 변한다. SEA 달 후 

PAB 값이 0→1로 복귀하므로 제어 과정을 종료한다. 따라서 

고장 극복에 사용된 제어 스트링은 t=RASOASEA이다. 고장 

발생 후 정상 상태 복귀까지 걸린 체 시간은 

t4-t1=190-160=30nsec로 매우 짧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비동기 제어기가 SEU 고장 발생 후 매우 빠

른 시간(이론 으로 0) 내에 링 카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

귀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0 40 80 160 280   [nsec]120 200 240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PEA

POA

PAB

RA

SEA

SOA

a1

a2

a3

a4

t1

t2

t3

t4

0 40 80 160 280   [nsec]120 200 240

0 40 80 160 280   [nsec]120 200 240

그림 5 a3에 발생하는 1→0 SEU 고장에 한 고장 극복 실

험 결과(k=3).

Fig. 5 Experiment results of fault tolerance for 1→0 SEU 

fault at bit a3 (k=3).

그림 6은 로직 1 값이 카운터 A와 B의 네 번째 비트 a4

와 b4에 있다고 했을 때(k=4), a3 비트에 0→1 SEU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실험 결과이다. t5=150nsec에서 a3에 0→1의 

SEU가 발생하여 a1a2a3a4a5=00110로 되고, PEA, POA 값이 

10→11로 변한다. 하지만 PAB는 1로 계속 유지된다. 제어기 

C는 고장이 발생한 카운터를 별하고 t6=160nsec에서 첫 

번째 제어 입력 RA를 달한다. 이때 카운터 A의 상태는 

a1a2a3a4a5=10000이 되고 PAB는 0, PEA와 POA는 01로 된다. 

이후 t7=170nsec, t8=180nsec, t9=190nsec에서 각각 제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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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SOA, SEA, SOA를 차례로 달하면, 출력 PEA, POA값은 

01→10(SOA 발생 후)→01(SEA 발생 후)→10(SOA 발생 후)

으로 변한다. 최종 제어 입력 SOA 발생(t9) 후에 PAB는 1이 

되므로 제어 과정을 종료한다. 고장 극복에 사용된 제어 스

트링은 t=RASOASEASOA이며, 체 고장 극복 시간은 

t9-t5=190-150=40nsec이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

어 입력 1개를 발생시키는 데 략 10nsec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그림 5와 그림 6의 실험 결과는 제안된 비동기 제어

기가 1→0 SEU 고장뿐 아니라 0→1 SEU 고장까지 탐지하

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다.

0 40 80 160 280   [nsec]120 20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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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3에 발생하는 0→1 SEU 고장에 한 고장 극복 실

험 결과(k=4).

Fig. 6 Experiment results of fault tolerance for 0→1 SEU 

fault at bit a3 (k=4).

앞에서 언 했듯이 링 카운터의 패러티 비트 일부만을 이

용하여 고장을 탐지하고 교정 제어를 바탕으로 발생 고장을 

극복하는 본 연구의 근 방법은 완 히 새로운 종류의 내

고장성 기법이다. 기존의 복구조에서 그림 4와 같은 고장

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그림 4(b)에서 카운터 A의 세 번

째 비트가 1에서 0으로 반 되었으므로  A와 B의 세 번째 

비트 값이 차이가 나는 상이 측된다. 만약 복구조가 

만장일치(unanimity) voting 방식으로 고장을 탐지한다면 이 

순간 어느 카운터에서 고장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완  리셋 같은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한 

체크포인트가 부착된 경우에도 시스템이 고장 이 의 체크

포인트 지 으로 롤백(rollback)하여 동작을 재시작 해야 하

는 등 고장 극복을 하는 데 부가 비용(cost)이 소요된다[5]. 

무엇보다 기존의 복구조 방식은 그림 5와 6이 보여주는 

즉각 인 고장 탐지와 극복 성능을 낼 수 없으므로 본 연구

가 제안한 고장 진단  자가복구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

된다.

5. 결  론

이번 논문에서는 복구조를 가지는 우주용 링 카운터를 

한 새로운 고장 탐지  복구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이

번 연구의 핵심은 내고장성 제어기가 한정된 출력 정보, 즉 

카운터의 홀수와 짝수 번째 비트로부터 나오는 패러티 비트

만을 이용하여 고장 진단과 고장 극복을 실 한다는 이

다. 한 링 카운터와 교정 제어기가 비동기 교정 제어 이

론을 바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SEU 과도 고장 탐지와 고

장 극복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본 연구의 장

이다. VHDL과 FPGA로 구 된 5-비트 링 카운터 시스템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이 실제 SEU 

고장을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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