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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508에 의한 열차제어장치용 PES 구성에 관한 연구

IEC 61508 into PES for Train Control Systems

강 신 주*․이 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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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ES have been recently required to implement railway industry for its application flexibility. The PES should 

be commensurated with railway safety requirements. It achieved its safety through redundant PES. The redundant 

systems run with voting functions. The successful major voting result becomes the output of the redundant system. The 

redundant system have to be synchronized to vote each output results. This paper proposed an algorithm for 

synchronizing and a voter.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voter are verified us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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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는 고속차량과 작업장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 방지를 해 안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안 기능은 

기계 , E/E/PES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 장치 등을 이용하여 구 한다. IEC 

61508은 E/E/PES의 안 련 용에 련된 규격이며, 

PES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 한 일반 인 안 성 생

애주기(life cycle)를 제시하고 있다. IEC 61508 규격은 PES

의 각 분야 응용·개발에 기본지침이 되며, 기타 유사분야의 

E/E/PES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PES는 시스템 련, 하

드웨어  소 트웨어 등의 안 성 활동을 필요로 한다

[1-4]. Gunter는 IEC 61508에 따른 설계방법을 소개하 다

[1].

재 국내에는 응용 소 트웨어를 자동 검사하는 소 트

웨어가 개발 사용되고 있으며[5], 하드웨어의 안  확보는 

하드웨어 다 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IEC 61508의 생애주기에 따라 열차제어시

스템용 PES를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많은 문헌들이 

IEC 61508에 해서 언 을 하고 있지만, 열차제어 시스템

을 IEC 61508규격에 따라서 PES를 개발한 사례는 찾기 어

렵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IEC 61508의 규격의 소개 

 구 기술의 종류, 3장에서는 PES의 소 트웨어  하드

웨어 구 방법 제시, 4장에서는 PES를 열차제어시스템에 

용한 를 소개한다.

2. 61508 요구명세

안 과 련된 시스템의 안 기능에 용되는 PES의 안

 생애주기는 그 련 시스템의 생애주기와 일치해야 한

다. 안 련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따라 안  요

구사항이 달라지고, 그 요구명세에 따라 각기 다른 PES가 

용된다. 자동차, 고속철도  원자력 발 소의 안 련 

PES는 각각의 기능  험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의 요구명세도 다르다. 그러나 에서 언 한 각각의 시스

템이 다를지라도, 각 PES 용에 한 안 성 활동은 동일

한 차에 의해 수행된다. IEC 61508에서 안 성 활동에 

한 생애주기는 Fig. 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IEC 61508 생애주기

Fig. 1 Life cycle of IEC 61508

2.1 시스템 설계

시스템의 설계는 Fig. 1과 같이 1~5단계이다. 제 1단계의 

시스템구상 단계는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구상하는 단계이

다. 구상단계에서는 시스템의 목 , 시스템 운용 시나리오, 

략 인 시스템의 기능, 사용 환경  시스템의 경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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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  심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개발 공정

Fig. 2 Development process for safety critical hardware 

and software

상정하여 시스템의 기본안을 도출한다. 제 2단계에서는 시

스템의 기본안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상세운용 시나리오, 기

능, 시스템 경계설정, 외부 인터페이스  운용환경 등을 도

출한다. 상세 시스템에서는 운용 시나리오를 구 하기 한 

기능과 서 시스템 별로 할당을 한다. 제 3단계에서는 2단

계에서 도출된 시스템에 내포된 험원(Hazards)들을 도출

한다[9][10]. 험원 도출방법은 Check list, Hazop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도출된 험원들을 이용하

여 사고의 크기와 빈도를 도출하여 험도를 평가한다. 각 

운용 시나리오별에 한 험원과 험도를 평가하고, 각 시

나리오를 구 하기 한 기능별 서 시스템을 도출한다. 제 

4단계에서는 험도를 낮추기 해서 각 시나리오 별로 안

요구명세를 할당한다. 시나리오별 안 요구명세는 사건이 

서로 배반되지 않도록 한다. 를 들어 자동차와 철도차량

의 경우 “정지를 하면 안 하다”라는 식으로 안 측을 설정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단계에서 시스템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13]. 사고방지 방법

은 각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10-12]. 부분의 안 기능은 

분산시키지 않으나 서 시스템 혹은 기능에 의존하도록 하

여 명확하게 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의 안 요구명

세는 사회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수 (ALARP: As Low 

As Reasonably Possible)으로 설정한다[9]. 제 5단계는 4단

계에서 기능별 서 시스템에 한 안 요구명세를 할당한

다. 안 과 련된 기능은 가능한 단순화시켜, 고장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안 과 련된 서 시스템의 안 요구명

세는 험도를 평가하여 SIL로 설정한다[14]. 시스템 설계단

계에서 안 과 련된 기능구 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PES를 이용하여 안 을 구 하는 방법

을 논한다. 

2.2 PES 핵심 변수

PES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

트웨어는 Firmware, OS, Appli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드웨어와 소 트웨어와 결합되어 있고, 고장발생모드가 조합

(Combinatoric)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안 이 확보된 PES

를 구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안 련 PES에서는 고장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해서 개발에 체계화된 방

법을 채용한다. IEC 61508에서는 Fig. 2와 같이 안 과 련

된 PES를 개발하는 략 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4]. 

PES 구 의 단순화를 해서 시스템의 안 성에 기여하

는 기본설계 변수들을 규명하고 특정화함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안 도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

다. ISA SP84.03와 ISA84.02의 하  원회에서는 PES에 

해 ①시스템 여분계 구성, ②고장율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모드, ③자동진단의 검지범 , ④공통원인 고장

율 혹은 확률, ⑤시험간격  실시간 수동 시험에 한 간

격, ⑥유지보수성, ⑦보안성 등 다음의 7가지 기본설계변수

를 도출하 다. 시스템설계에서 이러한 변수를 히 고려

하면, 시스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15]

2.3 Dependable PES

안 련 PES의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결함억제

(Fault Avoidance), 결함제거(Fault Remove), 결함허용(Fault 

Tolerant)  결함회피(Fault Evasion)등을 사용한다[11][12]. 

결함억제는 설계방법, 검증  유효화(Verification and 

Validation), 모델링  역할 단순화 등을 사용하여, 결함을 

원천 으로 쇄한다. 결함제거는 단품시험, 통합시험, 회귀

시험(Regression testing)  병행시험(Back to Back 

testing) 등을 이용한 검증과 시험 등의 방법을 용하여 결

함을 찾아낸다. 결함허용은 결함을 완 히 제거할 수 없다

고 가정하여 결함이 발생하 을 경우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

법이며, 이 방법은 결함을 검지, 진단, 차단(Confine), 차폐

(Mask), 상쇄(Compensate)  회복(Recover)하는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결함회피는 부품 혹은 서 시스템의 결함 증

세를 검지하여, 그 부품 혹은 서 시스템을 피하여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법이다.

2.3.1 Dependable 소 트웨어

① 설계다양화(Design Diversity)

설계다양화는 잘못된 명세  부정확한 코딩에서 발생하

는 설계결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 같은 명세를 가지고 각기 

다른 에서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N-version, 

회복 블럭(Recovery block) 등을 이용한다[14]. N-version 

방법은 동일한 명세를 가지고 같은 로그램을 개발하여 병

렬로 가동시키고, voter를 이용하여 다수의 값이 정확하다고 

간주되어 값으로 출력한다. 회복 블럭은 하드웨어의 cold 

standby 방법과 동일하며, 같은 기능을 갖는 여러 개의 

로그램이 시간 다 화(time redundancy) 형태로 운용된다. 

회복블록방법에서는 첫 번째 로그램의 출력이 정확한 값

이라고 단되면 다른 여분 로그램의 값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환이 지되며, 그 값을 사용한다. 반 로 첫 

번째 로그램 출력 값이 정확하지 않다고 단이 되면, 다

음 로그램의 출력 값의 정확성 여부를 단하며, 값이 정

확하지 않을 경우 정확 값을 얻을 때까지 순차 으로 다음 

로그램의 값에 해서 비교를 실행한다. 회복블록방법은 

주어진 순간에 단하나의 로그램을 실행하여, 동시에 실행

하는 N-version 방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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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다양화(Date Diversity)

데이터 다양화는 N-version과 달리 하나의 로그램을 

사용한다. 어떤 로그램은 특정 값에 해서 동작여부를 

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 트웨어가 인지 못하는 입력

데이터의 작은 외란을 소 트웨어가 받아드리는 경우에 소

트웨어의 고장을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다양화는 n개로 

복사한 동일한 로그램을 병렬로 동작시키며, 입력데이터는 

각기 다른 입력데이터 산출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된 데이터

를 사용한다. 출력 값은 다수 값이 아닌 특별한 voting 방법

을 사용한다.

③ 환경 다양화(Environment Diversity)

부분의 소 트웨어의 고장은 순간 인 특성을 갖는 

을 착안한 것으로, 환경다양화는  다른 환경에서 소 트웨어

를 재가동 시키는 것이다. 환경다양화는 Heisenbug를 해결

하는데 유용하다[16]. 로세서 혹은 소 트웨어 실행동작 

결정은 로그램 스택(Programming stack), 정   동  

데이터 세그먼트(static and dynamic data segment)로 구성

되는 휘발상태(Volatile state), 로그램 실행과 련된 유

일에 련된 유지상태(Persistent state)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OS 환경 등의 3가지 요소가 있다. 일시  결함은 

소 트웨어의 설계결함에서 발생되며, 그 결과는 OS환경에

서 수용불가  에러상태가 된다. 환경다양화는 소 트웨어

에 해서 새로운 혹은 변경된 OS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서, 소 트웨어가 고장이 발생하 을 때, 어떤 청

결한 동작을 수행하기 해서 완 한 OS환경에서 다시 동

작시키는 방법이다.

④ 체크포인트  회복(Chcek-point and Recovery)

체크 포인트  회복은 결함허용을 한 회복이며, 결함

보정에 해당하는 설계다양화  결함처리에 해당하는 데이

터  환경다양화와는 반 되는 개념이다. 체크포인트는 정

상 인 동작에서 안정한 장소에 로세서의 상태를 장

한다. 고장이 발생하면, 로세스는 장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체크포인트  회복은 일시 인 하드웨

어 고장에 유용하다. 이 방법은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 

다 용할 수 있다.

결함허용 소 트웨어에 사용하는 기법인 에러회복, 에러

보정  결함처리는 설계다양화, 데이터 다양화, 인터페이스 

다양화와 체크포인트  회복 방법을 이용하며, 결함허용 시

스템에 사용되는 형태는 표 1에 나타내었다.

Design 

diversification

Data

diversification

Interface 

diversification

Checkpoint 
and 

recovery

Error 

Recovery
○

Error 

correction
○ ○

표   1  소 트웨어 고장에 한 처 방법들

Table 1 Methods for software fault countermeasure

2.3.2 하드웨어[13]

안 련 PES의 하드웨어는 소 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신

뢰할 수가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는 소 트웨어 특성과 비

슷하게 일정한 고장모드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검지하여 안  측

으로 동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Fail-safe

하드웨어의 고장검지 능력이 안 련 PES에서 가장 

요한 인자 의 하나이다. 이 인자를 검지인자(Coverage 

factor)로서 나타낸다. 고장 검지방법은 참조(Reference)와 

비교(Comparison)에 의해서 검지할 수 있다. 참조방법은 동

일회로에서 이루어진다. 동일검지 방법은 PES에서 정상 으

로 동작하는 사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측

정값으로는 압, 류, 신호타이 , 신호시 스 등의 부품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으며, 진보된 방법으로는 디지털 값 특

징  주 수 분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비교방법은 2개 

이상의 PES를 이용하여 상호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PES  한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시스템간의 데이터 

값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비교하여 고장을 검지한다. 

비교 데이터는 입력, 출력  기타 요한 값 등이 있다. 2

개의 PES를 사용할 경우 고장검지가 되었을 경우에 안  

측으로 동작하는 별도의 회로가 필요하다. 2개의 PES데이터

가 불일치할 경우에 어떤 값이 정확한 값인지를 모르기 때

문이다. PES가 안 측과 결함허용 시스템이 되기 해서는 

3개 이상의 PES를 사용한다.

② 결합허용시스템(Fault Tolerance System)

결함허용 시스템의 부분은 하드웨어 부품에서 발생하는 

랜덤결함으로부터 자동 으로 복구하도록 설계된다. 결함구

역을 차폐(Masking)하여 PES가 자동 복구할 수 있도록 

PES를 모듈화 한다. 각 모듈은 다른 여분모듈(Redundancy 

module)에 의해서 백업되며, 한 모듈이 고장이 발생하면, 다

른 모듈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오류의 검지

는 앞에서 언 한 비교방법을 이용한다. 하드웨어의 결함을 

회복하기 해서는 결함차폐와 동 회복(Dynamic recovery) 

방법을 사용한다. 결함차폐는 여분 모듈에서 결함을 완벽하

게 차폐하는 여분 모듈 기술이다. 결함차폐를 해서 3  

여분 시스템(TMR : Triple Modular Redundancy)이 많이 

사용된다. TMR 시스템에서 2개의 모듈에 결함이 발생하면 

비교 값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TMR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

한다.

2.4 시스템 여분계 구성[13][16]

안 필수 PES 구성은 어떻게 fail-safe와 fault tolerant를 

효과 으로 구 하는 가에 있다.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소 트웨어의 안

성과 fault tolerant를 확보하기 해서 에서 언 한 다

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용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는 “1 out 

of 1”, “1 out of 2”, “2 out of 2”   “2 out of 3” 등 필요

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구성이 가능하다. “1 out of 1”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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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2”는 소 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자기 진단 시스템

을 갖추어 시스템이 고장이 발생하 을 때 가동 인 시스

템을 정지하는 시스템이며,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1 out 

of 2”는 여분계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한다. 

“2 out of 2”   “2 out of 3”은 2개 혹은 3개의 시스템

이 동시에 동작 하여, 출력 결과를 비교해 시스템의 이상여

부를 검지하는 상태이다.  “2 out of 2”는 “1 out of 1”와 동

일한 고장발생 시 정지하는 시스템(Fail stop failure)이다. 

“2 out of 3”은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고장을 차폐하는 

시스템이다.

Division 1 out of 1 1 out of 2 2 out of 2 2 out of 3

Failure   

rate and 

failure mode 

of the 

components 

of the 

system

Failure rate 

and failure 

mode 

difficulty 

setting

Failure rate 

and failure 

mode 

difficulty 

setting

Failure rate 

and failure 

mode 

difficulty 

setting

Failure 

rate and 

failure 

mode 

difficulty 

setting

Detection   

range of 

auto 

diagnosis

Some 

possible

Some 

possible
Possible Possible

Common   

cause 

failure rate 

or 

probability

High Low High Low

Test   

interval and 

the interval 

for manual 

testing 

real-time

restrictively   

available by 

software

restrictively   

available by 

software

Always Always

Maintain-

ability
No In No In

표   2  복 시스템의 특성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Redundancy System Characteristics

2.5 “2 out of  3" PES 시스템

“2 out of 3”의 여분계 구성은 safety와 fault tolerant를 

동시에 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 out of 3”시스템

에 해서 안 성을 분석하 다. “2 out of 3” PES는 3개의 

PES가 동시에 동작을 하며, 3개의 결과를 비교하여 2개의 

결과가 동일하면 정확한 값으로 인정하여 출력한다. 3개  

1개의 시스템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이 발생한 PES의 

출력을 차단하고, “2 out of 2”시스템으로 재설정하여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안 성과 가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안 필수 PES는 Fig. 3  Fig.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PES의 안 성을 높이기 해 다 화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면 시스템이 복잡하

게 되어 고장률이 증가하게 된다. “2 out of 3”시스템에서 

“data diversity”, “N-version”, “Time redundancy” 

“Check point and recovery”의 구 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서 용이하다.

그림 3 2 out of 3 시스템 구성

Fig. 3 “2 out of  3” System configuration

그림 4 다수결 시스템

Fig. 4 Majority Voting

3. “2 out of  3”의 구 안

“2 out of 3” 시스템은 Byzantine 고장형태와 “Fail stop 

failure”을 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 3개의 독립된 

시스템을 이용한 분산형 시스템을 구 할 경우에, 에서 제

시된 설계 다양화, 데이터 다양화, 인터페이스 다양화, 체크

포인트  회복 등을 쉽게 구  할 수 있다. 설계의 다양화

는 각기 다른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구

할 수 있으며, “Time Redundancy”는 각각의 시스템에 시간

차를 두어 구 을 하 으며,“Check point and recovery”는 3

개의 시스템을 비교하여 한 시스템에서 이상이 발생하 을 

경우“recovery”가 수행되며, 회복 불능일 경우는 그 해당 시

스템을 차단하도록 한다. 

Fig. 5 에서는 3개의 로세서가 독립 으로 동작을 하여, 

시간차를 두어 데이터의 입력을 받고 있고, 이 알고리즘의 

형태는 입력시간동기화, 입력비교, 주 처리 소 트웨어, 출력 

동기화  비교 부분이 순차 으로 동작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주 처리 소 트웨어는 응용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Fig. 5 의 알고리즘은 다음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가정 : 각각의 로세서는 미션 처리주기는 일정시간 

“Dt”를 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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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성능의 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로세

서의 처리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 처리 시간을 설

정할 경우에 시간동기화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 “2 out of 3” 시스템 구성

Fig. 5 “2 out of 3” System operation flow chart

3.2 모듈기능

그림 6 “2 out of 3" 시스템의 타이  도

Fig. 6 Timing Chart for “2 out of 3” System

시스템이 동작하기 해서는 Fig. 6과 같은 시간할당을 

가져야 한다. 각 로세서는 임무를 마치면 기상태가 되

고 다음 임무가 시작되면 시간동기화를 한다. 그리고 시간 

동기화가 끝나면 데이터 읽기, 임무 수행  비교를 수행한

다. 시스템의 1 사이클은 3개 로세서의 성능에 따라 결정

된다.

3.2.1 입력시간 동기화

입력시간 동기화는 각 로세서가 수행할 명령과 데이터

를 획득하는 모듈이 동작하도록 한다. 각 로세서는 기

상태에서 동기화가 되면 실행명령이 있는지를 단한다. 실

행명령이 없으면 동기화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실행명령을 

기다린다. 

시스템 동기화는 3개의 로세서가 각자의 실제시간을 

송하고, 논리  시간을 설정하여 동기화를 실행한다 

[17-20]. 로세서가 정상 인 경우는 송지연시간 등을 고

려하여 정확한 동기를 할 수 있다.

ⅰ) 3개의 로세서가 정상인 경우

3개의 로세서가 정상 인 경우는 동기화 시간이 짧아진

다. 시스템의 1 사이클을 기다리지 않고, 동기화가 쉽게 된

다.

ⅱ) 2개의 로세서가 정상이고, 1개의 로세서가 고장

인 경우

1개의 로세서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나머지 로세

서가 미리 설정된 시스템 1사이클 동안 동기화를 시도한다. 

규정된 시간 동안(시스템 1 사이클 이상) 동기화를 시도하

여도 이상이 발생한 로세서가 동기화가 되지 않을 경우, 

각각의 로세서의 소 트웨어에서 그 로세서를 포기하고 

2개의 로세서만으로 데이터 처리와 비교를 실행하게 된

다. 따라서 1개의 로세서가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시스템 처리시간이 늘어난다.

ⅲ) 2개 이상의 로세서가 고장인 경우 

2개의 로세서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는 시스템 2사이클 

동안에도 시간동기화가 되지 않으므로, 시스템은 고장 상태

가 된다.

ⅳ) 2개 로세서가 정상이고, 1개 로세서를 교체하는 

경우

“2개의 로세서가 정상이고, 1개의 로세서가 고장인 

경우”와 동일한 경우로, 최  시스템 1사이클이 경과 후에

는, 3개의 로세서가 동기화 되어 시스템이 정상 으로 동

작한다.

3.2.2 입력데이터 비교

입력된 명령과 데이터가 동일해야 동일한 출력을 생성한

다. 각각의 로세서는 시간차로 실행명령과 데이터를 수신

하므로, 명령을 실행하기 에 입력데이터를 비교하여 동일

한 경우에 아이디를 부여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3.2.3 출력동기화

입력된 명령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부 로세서가 명령

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3개의 로세서가 각기 

다른 로세서와 소 트웨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명령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명령 아

이디를 이용하여, 완료여부를 로세서 간에 체크한다. 모든 

로세서가 완료된 경우에 동기 된 시간 결과를 비교하여 

출력한다.

로세서가 고장 난 경우를 검지하는 것은 “시간 동기화”

에서 실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3.2.4 비교기

출력데이터의 비교는 Fig. 7에서 나타낸 XNOR 게이트와 

립 롭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이 구성은 로세서 1이 정

상일 경우는 “port A”에서 출력을 하고, 로세서 1이 고장

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port B”에서 출력을 한다. 비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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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뢰성에 따라 시스템의 신뢰성이 결정된다. 비교기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FTA와 FMEA를 실행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7 “2 out of 3" 시스템과 투표기

Fig. 7 “2 out of 3” System and Voter

4. 시스템 구

“2 out of 3” 시스템을 구 하는 방법은 각기 다른 독립 

로세서와 출력비교로 구성되어 있다. 출력비교기를 채용

한 것은 독립 인 로세서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 로세서

의 비교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하드웨어에 의존하기 해서

이다. 한, 출력비교기는 로세서에 비해 간단하여 고장모

드의 규명과 신뢰성 향상에 용이하다.

4.1 하드웨어 구

하드웨어 시스템 구 은 Fig. 8과 같이 할 수 있다. 로

세서 간 통신선은 시스템 동기화에 사용한다. 비교기는 각

각의 로세서에서 출력된 데이터  일치된 데이터만을 출

력한다.

그림 8 하드웨어 설계

Fig. 8 Hardware Implementation

4.2 소 트웨어 구

4.2.1 입력시간 동기화

소 트웨어는 입력시간 동기화, 입력데이터 비교  출력

동기화로 구성 되어 있다. 시간 동기화는 동일한 입력 데이

터에 한 시간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며, 시간 동기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 할 수 있다. 시스템이 외란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질되거나 혹은 간에 에러가 발생하 을 때 방

지하도록 하기 해서 시간차를 두어 데이터 입력을 시행하

도록 하 다.

while during 1 cycle
  time
    if TimeSyncBetweenAllProcessors ()
      exit while
    elseif TimeSyncBetweenOnlyTwoProcessors()
      keep normal processors
      continue to synchronize the rest processor.
    Endif
  end while
  Read data
    processor 1 : read command and data
    processor 2 : wait for deltat and, read command and data
    processor 3 : wait for 2* deltat and, read command and data

4.2.2 입력데이터 비교

비교모듈을 통해 수행도  데이터를 비교하여 에러를 검

출한 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비교 논리를 도입하

다. 시스템 동작 에 에러가 발생하 을 경우, 사 에 설정

된 수만큼 재시도 할 수 있다. 재시도  고장의 단은 시

스템에 따라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Compare input command and data 
  case1 : compare input commands and data between processors 1 and processors 2
  case2 : compare input commands and data between processors 1 and processors 3
  case3 : compare input commands and data between processors 2 and processors 3

  if case1= true and case2 = true
    all data are correct
    continue
  elseif   case1 = true and case2 = false and case3 = false
    processors 3 data are wrong
    continue processing
  elseif   case1 = false and case2 = true and case3 = false
    processors 2 data are wrong
    continue processing
  elseif   case1 = false and case2 = false and case3 = true
    processors 1 data are wrong
    continue processing
  elseif   case1 = false and case2 = false and case3 = false
    if predefined number > trial number
      continue   retry
      trial   number++
    else
      stop   processing
    endif
 endif

4.3 실험

실험장치는 Fig. 9와 같은 로세서를 사용하 으며, 비교

기는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ig. 10과 같이 Simulink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간단한 응용 로그램은 “x = x+1” 

의 값을 비교하는 것을 이용하여 Fig. 9와 같은 로세서에

서 연산하는 실험을 하 으며, 동기화, 1개 로세서 고장, 2

개 로세서 고장 등을 다음과 같이 시험하 다. 로세서 

3개가 정상인 경우, 로세서 2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output 1”에서 출력, 로세서 1이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는 “output 2”를 통하여 “1”이 출력하도록 하 으며, 3개의 

로세서가 각기 다른 결과를 출력할 경우는 “output 1”  

“output 2"출력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시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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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4개의 로세서를 사용하는 ”2 out of 3 " 시스템의 

테스트베드

Fig. 9 “2 out of 3” System Test Bed using four processors

그림 10 Simulink 실험 설계

Fig. 10 Simulink Simulation Design

별도의 컴퓨터는 3  로세서에 수행 명령어로 지시한

다. 지시받은 3 의 로세스는 각각 시간 동기화를 하여 

같은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 다. 이 외부 로세서들은 각

각 처리한 신호들을 별도의 컴퓨터로 송한다. 별도의 컴

퓨터는 송받은 3개의 신호를 받아 비교기를 수행한다. 별

도의 컴퓨터에서 “XOR”로 구 된 비교기는 비트 단 로 비

교하 다. 로세서가 정상인 경우는 “1”이 발생하도록 하

고, 고장인 경우는 “0” 발생하도록 하 다.  

비교기 연산을 통해 나온 비트들은 다시 논리게이트들에 

의해 연산되고, 연산된 비트는 별도의 컴퓨터에서 해당되는 

출력 포트의 Enable 값으로 입력되어 연산된 신호를 출력시

킨다.

다음의 결과는 3개의 로세서가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경

우, 2 의 로세서  한 개의 로세서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3개의 로세서가 모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 결

과를 Fig. 11-15와 같이 얻었다. 2개 이상의 로세서가 정

상인 경우는 “1”을 출력하 으며, 3개의 로세서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0” 이었다. 제시한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동

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1 모든 로세서가 정상인 경우

Fig. 11 All of the processors are normal

그림 12 로세서 1이 고장인 경우

Fig. 12 The processor 1 is out of order

그림 13 로세서 2가 고장인 경우

Fig. 13 The processor 2 is out of order

그림 14 로세서 3이 고장인 경우

Fig. 14 The processor 3 is out of order

그림 15 모든 로세서가 상이한 결과를 가지는 경우

Fig. 15 The three processor results are differen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C 61508에 따라 PE시스템을 구성하기 

한 방법과 구조를 제시하 다. 하드웨어는 비교기의 고장

률에 의해서 안 성 특성이 결정되며, 소 트웨어는 “data 

diver- sity”, “N-version”, “Time redundancy”  “Check 

point and recovery”을 “2 out of 3”을 이용하여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각기 다른 성능을 갖

는 로세서를 이용하여 “2 out of 3”시스템을 구성하는 방

법과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본 시스템은 각기 다른 성능

을 갖는 로세서 이므로 timing synchronization에서의 , 

data output synchroni- zation, data out latch time 등을 미

리 설정하여야 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검증하기 해서는 

정형기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의 검증, 각각에 

사용된 소 트웨어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 검증은  다른 

연구 분야이다. 제안된 시스템의 구 방법은 상용화된 하드

웨어와 상용 Graphical sequence 언어를 이용하여 각기 다

른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검증이 되면 각

기 다른 Graphical sequence언어를 사용하면 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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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 을 쉽게 구 할 수 있다. 각 서 시스템의 고장률

은 설계  제작 기법에 따라 달라진다.

향후의 연구는 요구명세기법, SE, HIA, 하드웨어  소

트웨어 등의 각 단계마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

며, 필요에 따라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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