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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release of safety standard IEC 61508 which defines functional safety of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SIL(Safety Integrity Level) certification for railway systems has gained lots of attention late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esign technique of the computer board for train control systems with high 
reliability and safety. The board is designed with TMR(Triple Modular Redundancy) using a certified SIL3 
Texas Instrument(TI)'s TMS570 MCU(Micro-Controller Unit) to guarantee safety and reliability. TMR for the 
control device is implemented on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which integrates a comparator, a 
CAN(Controller Area Network) communication module, built-in self-error checking, error discriminant functio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board. Even if a malfunction of a processing module occurs, the safety 
control function based on the proposed technique lets the system operate properly by detecting and masking 
the malfunction. An RTOS (Real Time Operation System) called FreeRTOS is ported on the board so that 
reliable and stable operation and convenient software development can be provided.  

1. 서론
 본 논몬은 안전의 정도를 판단하는 IEC 61508 규격인 안전무결성레벨(Safety Integrity Level) 등

급[1]을 위한 주연산 보드 제작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 무결성 레벨은 1부터 4까지의 분류를 이용
하여 시스템이 가져야 할 성능측 고장률과 위험측 고장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철도 신호시스템의 중요 
부분인 ATP(Auto Train Protection)같이 사고 시 대량의 피해를 주는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
서 제시된 등급 중 최고 수준인 SIL 4를 요구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고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ATP/ATO(Auto Train Operation) 시스템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해 SIL3등급을 획득한 Texas Instrument(TI)사의 TMS570 MCU(Micro-Controller Unit)[3]
를 TMR(Triple Modular redundancy)로 구성하여 주연산 보드를 구성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철도 신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모듈들의 안정성 확보와 모듈간의 통신 
신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모듈들의 연산을 위한 내장형 제어기의 안정성은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한다.  내장형 제어기의 구성요소는 프로세서, 버스제어기, 타이머,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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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장치들에서 결함 허용성 (Fault Tolerance)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의 결함을 실시간으로 검
출하여 이를 정정함으로써 오류가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4]

본 논문의 구성은 주 연산기에 사용하는 TMS570 MCU의 안전 기능과 하드웨어 오류의 특성, TMR 
구성을 위한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내부 기능에 대한 구현 부분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환경 순서로 되어져 있다.

2. 본문 
2.1 하드웨어 오류의 정의
 하드웨어에 대한 오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오류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한다. 
단일결함은(Single Point Failure)는 시스템의 실패를 유발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단일 오

류를 말하며, 고가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SPF를 제거하여야 한다.[5]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면
서 신뢰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중화하는 것이다.

잠재적결함(Latent Failure)은 고장의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고 IC는 여전히 동작 범위내에 있을 수 
있으나 time dependant performance 기능 하락과 수명 단축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6] 이러한 오
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회로나 소프트웨어 코드를 넣어 
자신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원인에 의해 여러 기기들이 동시에 
오류를 발생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고장은 I/O(Input/Output) 장치를 이중화 또는 삼중화 하여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2.2 TMS570의 안전 기능
 2.2.1 Dual Core Lock Step Mode
TMS570에서는 ARM사의 리얼타임용 코어인 Cortex-R4F[7]를 듀얼코어로 사용하고 있다. Lock 

Step Mode 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중 코어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각각의 결과 값을 서로 비
교함으로써,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LSM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산 코어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
어적인 오류를 검출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는 검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은 2개의 
코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각각의 코어에서 
동시 실행하여 각 코어의 결과 값이 서로 같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코어
를 2개를 사용하였을 경우 서로의 값이 틀린 것을 검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하여 2 out of 3와 같이 다중의 코어나 내장형 제어기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림 1. Dual Core LSM                  그림2. Error Correction Code             

 2.2.2 Flash / RAM ECC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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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TMS570에서 사용하는 오류정정부호 방식을 보여 준다. 32bit가 Ram이나 Flash에 입력되
면 ECC(Error Correction Code)를 4Bit 삽입하여 오류를 검출하거나 복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이
용하여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복구하거나 두 개의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
류의 여부를 판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2.3 Programmable Memory BIST(Built-in Self Test)
 그림 3은 잠재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의 오류를 프로그램이 가능한 셀프테스트 기능을 하

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내부 플래쉬 메모리에 테스트 패턴을 넣지 않아도 자체
적으로 내부의 모듈이나 메모리(RAM, FLASH)의 이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셀프테스트 기능의 동
작여부와 테스트 커버리지를  스타트업 코드에 넣어 선택 할 수 있다.

그림 3. PBIST

 2.2.4 Error Signal Monitor
  MCU 내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외부 오류 핀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결함을 알려 준다. 이를 위

하여 모듈 비교기, CRC 체크 그리고 자기검사기능을 활용한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드웨어가 
구현되어져 있으며. MCU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외부에 알려 안전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3. 제안된 구조 
3.1 삼중화 시스템
 삼중화 시스템은 주와 부 시스템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 처리는 세 개의 각각의 독립

된 내장형 제어장치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한 제어기가 다른 두 제어기와 출력이 다를 경우 제어에서 
제거시키므로 고장 감지 및 재구성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 시스템은 필요가 없게 된다. 세 제어장치는 
같은 제어기이고, 유효 데이터의 산출 방법으로는 2 out of 3 voting을 이용하므로 두 제어기가 동시에 
고장일 때는 시스템은 동작하지 않는다. 신뢰도의 측면에서 세 제어기는 같은 고장율 를 갖는 제어기
라 가정하면 제어기의 상태는 그림 5와 같이 3가지의 상태로 표현 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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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 out of 3 시스템의 Markov 모델

M1 : 모든 제어장치가 정상 동작
M2 : 두 개의 제어장치가 정상 동작
M3 : 두 개 혹은 모든 제어 장치가 고장

 이 중에서 제어 시스템이 동작 할 수 있는 모드는 M1과 M2 상태이다. 이를 Markov Process로 모
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태 확률 벡터를   라 놓으면 그림의 상태도에서 
   은 다음과 같다.

  


 

  


  

  


           (3)

이 모델에서 제어 시스템의 신뢰도 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Pr  Pr 

  
     

  

     (4)

3.2 제안된 삼중화 시스템
 제안된 삼중화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TMS570 MCU를 3개를 2 out of 3 형태로 연결하고 FPGA 

내부에 신호를 비교 및 처리 하기위한 Voting 회로를 구현한다. 각 MCU는 별도의 전원 장치를 통해 전
원을 공급받도록 설계 되었으며. MCU 내부의 Flash 메모리에 3.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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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U의 입력 신호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버스를 사용하여 각 MCU별로 입력을 받도록 
하여 입력신호를 다중화하였다. 출력은 FPGA 내부의 비교기를 거쳐 이상여부를 판단 한 후에 FPGA내
의 CAN IP를 거쳐 출력 된다. 이때 CAN-FT를 내장한 트랜시버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향상 시킨다. 또
한, 그림 6과 같이 MCU 내부의 오류를 검출하여 결과를 외부로 알려주는 오류 핀을 활용하여 MCU의 
오류 여부를 외부에서 인지하여 이에 따른 안전기능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특히, 오류 핀을 FPGA에 입
력하여 기능을 상실한 MCU가 2개 이상 발생하면 CAN 통신과 알람 램프를 통해 오류 여부를 외부로 
전달하여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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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주연산 보드의 구성

그림 6. 제안된 구조의 신호 연결도

MCU와 FPGA의 통신은 외부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며. 서로 간의 통신에 오류가 발생하거
나 FPGA 내부의 회로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BCH 코드와 같은 채널 코드를 사용하여 서로 간의 
통신의 오류를 스스로 복구하고, 만일 복구 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FPGA에서 판단하여 
외부로 전달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신뢰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였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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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과 같이 독립된 MCU 3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기능이지만 코드가 서로 상이한 SW1, SW2 과 SW3 를 각 MCU1, MCU2과 MCU3에 할당하여 
서로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드도 LSM 모드와 마찬가지로 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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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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4 FreeRTOS 포팅
FreeRTOS는 오픈소스 실시간 내장형 운영체제 중 하나로, 단순함, 뛰어난 이식성, 간결함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실제로 운영체제 core 소스 코드가 4,000라인을 넘지 않으며, 불가피한 몇몇 코드를 제외
한 거의 모든 코드가 C 언어로 작성되어 이식성이 뛰어나다. 또한 FreeRTOS 확장으로 SIL3의 레벨을 
확보한 SafeRTOS를 제공하고 있다.[10] 이 SafeRTOS는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을 대비하여 SafeRTOS의 기반이 되는 FreeRTOS로 포팅을 진행 하였다. 
추후 인증시에는 검증된 SafeRTOS로 전환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FreeRTOS core는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Mutlitasking 
 ◦선점형, 비선점형 선택 가능 
 ◦Task 수 제한 없음 
 ◦동적으로 task 생성 가능 
 ◦Priority 수 제한 없음 
 ◦두개 이상의 task에 같은 priority 할당 가능 (이 경우 라운드 로빈 스케쥴링) 
•Co-routine 
•Message queue 
•Semaphore 
•Memory Management 

4. 검증 및 실험

그림 7.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

 본 시스템에 대한 검증 환경은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다. 각 MCU 칩을 장착한 모듈 보드를 제작하여 
FPGA 플랫폼 장비에 장착 되게 된다. 이번 실험에 사용할 FPGA 플랫폼 장비는 휴인스사의 RPS-3000 보드

1200



로 Xilinx 사의 Virtex-5[11]를 내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 클럭과 외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특
히 외부 모듈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고속의 데이터 커넥터를 지원하며 실험하고자하는 MCU 모듈과의 연결
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FPGA 합성 툴은 Synopsys사의 Synplify 2010[12]버전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모듈 보드 1,2,3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설정 한 
후, 외부 스위치를 통해 모듈 보드가 이상 신호를 강제적으로 내보내도록 하였다. 각 모듈의 동작 상태는 
FPGA 내부에 테스트를 위한 LCD 컨트롤 코드를 이용하여 TFT LCD에 정상 동작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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