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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implementation method in order to enhanc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embedded system. In this research, Texas Instrument (TI)'s TMS570 MCU(Micro Controller Unit) 

is used to satisfy the standard of stability that is IEC 61508. IEC 61508 suggest SIL(Safety Integrity Level) 

from 1 to 4 and TMS570 is satisfied SIL3. Also, TMS570 can provide several stability functions can be used 

in realtime system. To use such functions, this paper suggest the solution about the defect that can be used 

in realtime system. In basic way TMR(Triple Modular Redundancy) suggested in addition to explain about the 

way to improve safety and reliability. Also this paper will suggest the method that reinforce the stability of 

calculation by using multiplex voter and memory.

1. 서론

본 논문은 최근 중국의 대형 철도 사고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열차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이다.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 성능에 관련된 IEC 

61508 규격이 발표되어 안전무결성레벨 (Safety Integrity Level)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1].  이에 따

른 철도 관련 규격으로는 EN50126, EN50128, EN50129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3][4][5][6] 

이러한 안전 무결성 레벨은 1부터 4까지의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되어져 있으며 시스템이 가져야 할 성

능측 고장률과 위험측 고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 신호시스템과 같이 안전사고 시 대량의 피해를 주

는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시된 등급 중 최고 수준인 SIL 4를 요구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고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ATP(Auto Train Protection)/ATO(Auto Train 

Operation)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SIL3등급을 획득한 Texas Instrument(TI)사의 TMS570 

MCU(Micro-Controller Unit)[8]를 TMR(Triple Modular redundancy)로 구성하여 오류가 전달되는 것

을 막기 위한 방법과 서브 MCU 모듈에서 이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메모리 백업 

및 복원 기능 및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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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다중코어를 이용한 결함 허용성 구현방법 [10]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은 결함 허용과 결함 회피(Fault Avoidance) 방법으로 나누어진

다. [10] 결함 회피 방법은 사용 되는 전자 부품의 질을 향상하고 많은 검사를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전자 부품의 특성상 사용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온도와 습도, 분진 등의 영

향으로 결함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결함이 발생하여도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유지 할 

수 있는 결함 허용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결함 허용 방법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여유의 하드웨어를 

두어 결함이 발생 하였을 경우. 오류가 전파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여분(Hardware Redundancy), 소프트웨

어 여분(Software Redundancy), 시간여분(Time Redundancy), 정보 여분(Information Redundancy)으

로 나눌 수 있다. [11][12]  특별히, 이번 논문에서 사용되는 TMS570과 같은 방식인  다중 프로세서

를 활용하여 결함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 하도록 하겠다. 먼저 TMS570에서 사용하

고 있는 Lock Step Mode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소프트웨어의 결함까지 찾을 수 있는 Decoupled 

Parallel Mode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2.1.1 Lock Step Mode (LSM)

Lock Step Mode 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중 코어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각각의 결과 값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다.[12]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TMS570 MCU 은 그림1과 

같이  ARM Coretex R4 CPU Core를 두 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LSM을 지원한다. LSM 방법을 사용

하였을 경우 연산 코어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적인 오류를 검출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는 검

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과 3는 2개의 코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 2와 같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각각의 코어에서 동시 실행하여 각 코어의 결과 값이 서로 같으면 다

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코어를 2개를 사용하였을 경우 서로의 값이 틀린 것을 검

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하여 2 out of 3와 같이 다중의 코어나 내장형 제

어기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림. 1 TMS570의 Dual Core 

Lock Step Mode 블록다이어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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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듀얼 코어 시스템의 LSM 모드 구조

그림. 3 듀얼 코어 시스템의 LSM 모드 흐름도

2.1.2 Decoupled Parallel Mode (DPM)

Decoupled Parallel Mode는 각 코어의 기능은 같지만 소프트웨어 코드가 틀린 각각의 코드를 각 코

어에 할당하여 동시에 실행시킨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하드웨어의 결함뿐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오류도 검출이 가능하다.[12] 그림 4과 5는 2개의 코어를 사용한 DPM 모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능이지만 코드가 서로 상이한 SW1과 SW2를 각 Core 1과 2에 할당하여 

서로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드도 LSM 모드와 마찬가지로 코어 2

개만 사용하였을 경우 오류 검출을 한 뒤. 핫-스탠바이상태의 대기계로 권한을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2 Out of 3 이상의 다중 코어를 사용하여 서로 비교 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야 한다.

그림. 4 듀얼 코어 시스템의 DPM 모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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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ore
Lock Step 

Mode(Dual-Core)

Decoupled Parallel 

Mode (Dual-Core)

연산 불이익 1 ~0.5 ~0.5

에너지 효율 1 ~2x ~2x

실행 시간 1 1 ~1x

소프트웨어 복잡도 Low Low High

소프트웨어 오류 발견 0 0 1

안정성을 제외한 효율 1 ~0.5 1

그림. 5 듀얼 코어 시스템의 DPM 모드 흐름도

표1은 싱글코어, LSM(듀얼-코어) 및 DPM(듀얼-코어)을 사용하였을 경우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싱글코어의 경우 오류 발견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LSM과 DPM 일 경우 오류 검출 능력과 소프

트웨어의 복잡도를 비교 할 수 있다.

표 1. 각 모드 비교에 따른 효율성

3. 제안된 구조

3.1 제안된 삼중화 시스템

제안된 삼중화 구조는 그림 6와 같다. TMS570 MCU를 3개를 2 out of 3 형태로 연결하고 FPGA 내

부에 신호를 비교 및 처리 하기위한 Voting 회로를 구현한다. 각 MCU는 별도의 전원 장치를 통해 전원

을 공급받도록 설계 되었으며. MCU 내부의 Flash 메모리에 2.1.1에서 제안된 형태인 DPM을 이용하여 

기능은 동일하지만 소스 코드의 서로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입력된다. 특히 FPGA에는 내부 회

로를 삼중화 하도록 합성 하여 FPGA에서 발생 하는 오류를 해결 하도록 하였다. FPGA의 고장률은 칩

생산시에 결정 되지만. 전문 합성 툴을 이용하여 합성할 경우 내부 회로를 삼중화 하여 처리 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FPGA 내의 회로 일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여도 정상 동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또한, MCU의 입력 및 출력은 CAN (Controller Area Network)을 사용하여 각 

MCU별로 입력을 받도록 다중화 하였다. CAN을 이용한 입력이나 출력 값들을 백업해 두었다가 오류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미러링 시스템도 FPGA 내의 메모리에 구현을 한다. MCU의 레지스

터 백업 값과 출력 값들을 FPGA에 모두 구현해야 하므로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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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된 TMS570을 활용한 삼중화 구조

그림. 7 제안된 메모리 백업 및 복원 시스템 구조

3.2 레지스터 복구 시스템

TMR 시스템에서 3개의 연산 결과 값 중에 2개의 값이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수행 하게 된다. 하지만 

한 개의 MCU의 결과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MCU의 결과는 시스템이 재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백업

과 복원 기능을 사용하였다.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6과 같이 2 out of 3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중 

한 개의 TMS570 연산 모듈에서 출력에 차이가 발생 하였을 경우. GPIO를 통해 이상이 있는 TMS570 

연산 모듈을 리셋 하고. PBIST(Programmable Built In Self Test)를 이용하여 TMS570 MCU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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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사하게 된다. 이상이 발생한 모듈의 리셋을 함과 동시에 정상 동작 중인 모듈의 레지스터, CPSR, 

스택을 FPGA 내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 뒤 리셋과 MCU 이상검사를 마치고 되살아난 MCU 모듈에 

백업된 메모리의 내용을 복사하여 정상 동작 하게 된다. 이 때 부터는 각 모듈에 기능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소프트웨어 코드를 넣는 방식을 대신하여 정상 동작 중인 모듈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4. 검증 및 실험

본 시스템의 검증 환경은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다. FPGA 플랫폼 장비는 휴인스 사의 RPS-3000

를 사용하였다. RPS-3000 전면에 있는 ARM Core 보드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TMS570칩을 장착

한 서브 모듈을 제작하여 연결 하는 방식을 통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FPGA 합성 툴은 Synopsys 사의 

Synplify 2010 버전을 사용하였다.[14][15] 실험은 모듈 보드 1,2,3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별도의 소프

트웨어를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설정 한 후, CAN을 통해 각각의 보드에 신

호를 전송하여 각 보드에서 그 값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외부 스위치를 이용하여 오류를 강제적으로 발

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FPGA 내의 회로가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모듈의 동작 상태와 동작 상황은 LCD 컨트롤 코드를 사용하여 LCD를 통해 정상 동작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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