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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컨트롤러에 의해서 동작 및 운영되는 시스템들은 시스템의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상

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이 경우 2차 문제 발생 및 시스템 복구비용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내

부의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 시 컨트롤러 내의 감시 타이머를 사용하여 다운타임 시점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

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오류의 경우 별도의 자동 리셋 기능을 통하여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재 동작이 가능

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제안 시스템은 시스템이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반영구적인 동작이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키워드: 컨트롤러(Controller), 에러 복구(Error recovery), 자동 리셋(Automatic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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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은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 컨트롤러의 에러 복구 및 자동 

리셋기능과 같은 고 신뢰성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자발적 반영구

적 동작[2,4]을 위한 데이터 저장 및 복구 알고리즘과 자동 리셋 

회로 및 펌웨어 설계 및 구현 기술이다. 시스템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

적 오류 발생 시 저장 데이터와 컨트롤러 내의 Watchdog Timer를 

이용하여 오류 발생 이전 상태로 복구하고, 외부 또는 하드웨어적 

오류 발생 시 별도의 리셋 알고리즘에 의한 회로를 구성하여 재 

동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한다.

II. 운영정보 저장 및 오류 복구

1. 측정 데이터 선정 및 저장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측정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들을 컨트롤러의 

제한된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AVR 

계열의 ATmega128 마이크로 컨트롤러[1]를 사용하고, 메모리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메모리 및, EEPROM으로 구성하며, 시스템 운영

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4KByte 크기의 EEPROM에 1Byte 단위로 

저장한다. 이러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EEPROM의 구조와 주소를 

초기화한 후, 저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저장한다.

2. 오류 복구 알고리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강제로 리셋 할 경우 이전의 측정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의 삭제 방지와 복구 후의 데이터 사용을 통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오류 발생 이전의 이들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한 오류 복구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하였

다. 다음 Fig 1은 임의의 오류 발생 상태를 설정하고, 시스템 리셋 

후 재 작동한 상태를 오류 복구 상태로 설정하여 데이터 복구 상태를 

실험한 것으로, 오류 발생 전부터 복구 후까지의 측정 및 운영 데이터들

이 손실 없이 누적 기록됨을 보여준다.

Fig. 1. EEPROM data after system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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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동 리셋

1. 자동 리셋 회로설계 및 처리과정

자동 리셋 기능을 위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워치독 타이머

(Watch Dog Timer)를 내장하여, 지정한 주기 이상이 경과 되면 

리셋 펄스를 이용하여 리셋 동작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 동안 리셋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리셋이 불가능할 경우를 위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 외부에 리셋 신호를 제공하는 독립적 하드웨어인 Reset 

IC (TPS3823)를 추가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동작 감시와 리셋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한다.

시스템 자동 리셋 과정은 시스템 재실행 및 초기 실행 상태를 

확인하고, 타이머의 시간주기에 따라 출력 포트에 신호를 전송하여 

Reset IC에 주기적 신호를 전송하고, 워치독 동작 금지 명령을 주기적

(0.5sec)으로 실행한 후 일정 시간(1.8sec) 동안 금지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 리셋을 실행하고 타이머 시간을 초기화한다. 이 때, Reset 

IC는 WDI 핀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일정 시간 동안 신호가 없는 

경우에 리셋 신호를 전송한다. 컨트롤러는 Reset IC의 리셋 신호를 

받아 시스템을 재 구동시킨다.

2. 자동 리셋 동작 시험

다음 FIG 2는 구현된 워치독 타이머 리셋 기능에 대한 실험 결과로

써, 워치독 동작 금지 명령을 삭제할 경우 자동으로 리셋 동작이 

실행됨을 보여주는 출력 파형을 나타낸다. 실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컨트롤러의 적색 LED의 +단자를 측정한 것이다.

Fig. 2. Watchdog timer reset output waveform

다음 Fig 3은 Reset IC를 이용한 리셋 기능에 대한 실험 결과로써, 

WDI 신호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리셋 동작을 수행하는 실험을 통한 

리셋 버튼의 단자를 측정한 것이다.

Fig. 3. Reset IC reset output waveform

위와 같은 동작 실험을 통하여 하드웨어 오류 발생 시 시스템의 

자동 리셋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현한 알고리즘과 개발된 펌웨어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측정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컨트롤러의 제한된 메모리 공간에 효율적으로 저장하

고, 이들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오류 발생 이전 시점으로 

복구하는 기술과 하드웨어 오류 발생 시 시스템의 자동 리셋 기능을 

포함한 컨트롤러 회로 설계와 자동 리셋 알고리즘을 구현 적용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주위 환경 적응적 제어기술을 위한 제한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메모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제어 시스템의 

효율적 및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컨트롤러의 

신뢰성을 제공하며, 향 후 다양한 고 신뢰성 응용분야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자가 동작, 진단 및 복구 기능을 통한 시스템의 항상성과 

신뢰성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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