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D 개발수명주기를 용한 원  FPGA 기반 제어기의 설계와 검증

 681

HPD 개발수명주기를 용한 원  FPGA 기반 
제어기의 설계와 검증

이 구
*
․정 일

**
․박근옥

**
․손

***

Design and Qualification of FPGA-based Controller applying HPD Development Life-Cycle 
for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Joon-Ku Lee*․Kwang-Il Jeong**․Geun-Ok Park**․Kwang-Young Sohn***

요 약

원자력 산업계는 최근 원  계측제어계통 설비의 단종과 같은 상치 못한 환경에 직면해오고 있으며, 이러

한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AEA, IEC,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FPGA는 단종이 상

되는 제어계통에의 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FPGA가 원자력 랜트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체하기 해서는 높은 건정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FPGA 기반 제어기의 건 성

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HDL 개발수명주기를 용하여 개발하 다. 한, 원  계측제어계통에 용

하기 하여 번인시험과 환경시험의 기기검증이 수행되었다. 시험수행결과, 352시간의 번인시험과 92시간의 환

경시험 에 정상 인 기능  성능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Nuclear industries have faced unfavorable circumstances such as an obsolescence of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and therefore 

nuclear society is striving to resolve this issue fundamentally. IEC and IAEA judge that FPGA technology is a good replacement for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 of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FPGAs are currently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means for obsolete control systems. Because the main function inside an FPGA is initially developed as software, good software quality can 

impact the reliability of an FPGA-based controll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ftware development aspect strategy that 

enhances the reliability of an FPGA-based controller. In terms of software development, HDL-Programmed Device (HPD) Development Life 

Cycle is applied into FPGA-based Controller. The burn-in test and environmental(temperature) test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apply into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Therefore it is ensured that the developed FPGA-based controller are normally operated for 352 

hours and 92 hours in test chamber of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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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계 반에 걸친 디지털 컴퓨터  정보처리기술

의 속한 발 에 힘입어 아날로그 기술의 쇠퇴와 함

께 디지털 기술로의 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자

력 랜트에 사용 인 아날로그 기반의 계측제어계통

은 부품단종  기술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수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990년 부터 본격 으로 PLC(Programm 

-able Logic Controller)가 원  계측제어계통에 용되

었으나, PLC 한 단종문제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

이 발생하 다. 특히, 아날로그 기기와는 달리 PLC가 

소 트웨어에 의해 운 되는 특성은 주요부품 단종시

에 운 체제 는 지원 소 트웨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심사가 별도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설계시

에는 소 트웨어이나, 통합시에는 단일 칩내의 회로로 

구성되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한 원자력 산업계의 심이 집 되고 있다.

재, 국내 원 에는 FPGA 기술의 용이 미비한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FPGA 기술을 이용한 제어기

가 원 에 용되고 있다. 국내 용 경험이 없는 

FPGA의 원 용을 해서는 안 성 측면이 요하

므로, FPGA 제어기의 신뢰성  건 성 확보가 요

하다. 따라서, FPGA 기반의 제어기 개발시에 하드웨

어와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한 소 트웨어 등의 체

계 인 개발이 필요하다. 제어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는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고, 신뢰성 높은 설계를 함으

로써 그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소 트웨

어의 경우에는 HPD (HDL-Programmed Devices) 개

발수명주기를 용하여 체계 으로 개발함으로써 소

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제어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본 본문에서는 원  사용을 한 FPGA 기반 제어

기 개발을 한 HPD 개발수명주기를 제시하고, 개발

된 제어기에 한 기기검증을 통하여, 기존 PLC를 

체할 만큼 충분히 신뢰성 있음을 제시하 다. 

II. 결함 유형

원 용을 해서는 설계  구 단계에서 상되

는 설계오류  결함유형의 인식은 필수 이다. 설계

자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에서 FPGA의 결

함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하드웨어 결함유형은 FPGA 

회로에서의 “short” 는 “open”과 련된다. 이런 결

함은 제조과정에서의 결함에 의해 야기되며, “stuck- 

at-faults(stuck-at-0 는 stuck-at-1)”는 이러한 결

함의 유형들이다. Baraza [1]은 이러한 결함유형들을 

탐지하는 매커니즘을 제시하 다. 

표 1. 결함유형의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fault modes

Fault Modes Characteristics 

Clock slack Loose state of clock timing

Clock skew 

Different clock input times between 

flip flops in spite of that the same 

clock is used in logic design

Glitch

Glitch in digital logic is a short-lived 

fault in the logic system owing to a 

change at the input. Glitch is the 

inherent characteristic of logic design 

caused by asynchronous timing 

Metastability

Metastability is an undefined state, in 

case that the output of the flip-flop 

is not 0 or 1

한, 하드웨어 자체의 결함이 아닌 소 트웨어 측

면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발수명주기에 따른 

확인  검증활동에 의하여 이러한 설계오류 등을 모

두 제거해야 한다. 

소 트웨어 결함유형은 설계자에 의해 야기되는 설

계오류이며, 이러한 설계오류를 이기 하여 설계자

에 한 교육과 함께 최종 생산품이 고장에 한 내

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표 1은 설계  구 단계에서 

상되는 결함유형의 분류를 보여 다[2-3]. 확인  

검증활동은 이러한 FPGA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

어야 한다. 설계자는 로그램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결

함을 조사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  안 에 향을 미치는 PLC를 체하

기 해서는 높은 신뢰성과 건 성을 가져야 하며, 개

발수명주기를 용하여 체계 인 제어기 개발이 수행

되어야 한다. 개발수명주기의 확인  검증활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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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함유형이 제거되어야 한다. 

III. 개발수명주기

3.1 원  디지털시스템 련 기술기

국내 인허가 기 은 원 에의 디지털 시스템 용

시에 하드웨어  소 트웨어 련 기술기  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 트웨어 건 성을 유지하기 하여 

소 트웨어 개발수명주기 용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소 트웨어 품질보증 

 소 트웨어 형상 리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상기의 기술기 은 일반 으로 PLC와 같은 소 트

웨어 기반의 디지털 설비에 용되는 것이다. 즉, 단

일 칩에 다운로드 이후에는 하드웨어로 분류되나, 

HDL로 개발과정에는 소 트웨어로 분류되는 FPGA

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인 소 트웨어 공정과 유

사한 개발 차  활동이 확립되어야 한다. 

3.2 HPD 개발수명주기

FPGA 제어기는 원  기술기 인 IEC 61513의 시

스템 개발주기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한, 개발시

에는 소 트웨어이나 다운로드 이후에는 하드웨어인 

특성에 의하여, IEC 60880의 원  소 트웨어 요건, 

IEC 60987의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하드웨어 개발요

건을 충족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즉, 원 에서 사용

하기 한 계측제어설비 개발 차는 수명주기가 용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품증보증, 형상 리 등도 요

구되고 있다. FPGA 제어기의 핵심 설계요건은 HPD

에 하여 기술한 IEC 62566에 기 를 두고 있으며, 

설계  검증을 한 수명주기가 그림 1의 HPD 개발

수명주기의 V 모델로 기술되고 있다. HPD 개발수명

주기는 요건, 설계, 구 , 통합, 검증단계의 각 활동

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는 확인활동이 요

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HPD 개발수명주기
Fig. 1 Development life cycle of HPD

그러나, HPD 개발수명주기는 소 트웨어 측면에서

의 개발수명주기를 주로 기술하여, 구체 인 FPGA

의 설계공정을 반 하지 못한 단 이 있다. 

그림 2. 제안된 원  FPGA 상세 설계공정
Fig. 2 Proposed detailed FPGA design process for 

nuclear I&C system

그림 2는 HPD 개발수명주기 , 요건, 설계, 구

단계를 FPGA 설계공정을 반 하여 제안한 구체화된 

FPGA 설계 차이다. FPGA 설계 차는 각 설계단

계와 이에 일치하는 확인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각 확

인단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  

개발단계로 되돌아가거나, 개발 기 단계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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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PGA 기반 제어기 개발

FPGA 제어기는 VHDL 사용, 하향식설계, 동기설

계 용, 결함유형 제거  최 화 기법을 활용하여 개

발하 다[3, 4, 5]. VHDL는 IEEE Std. 1076에 의해 

표 화된 장 이 있으며, 개발시 IP 코어의 사용은 검

증자체의 어려움과 원천기술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용을 배제하 다. 

FPGA 제어기 형상은 그림 3과 같이 FPGA 보드, 

I/O 보드, 통신보드, 원모듈, 백 인  쌔시로 구

성된다. 이는 원  다양성보호계통을 구성하는 최소 

모듈이며, 제어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 연산 

처리 후 그 결과를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어기는 백 인 버스를 거쳐 서로 통신

으로 연결되어 상호 연계한다. 

그림 3. 개발된 FPGA 기반 제어기
Fig. 3 Developed FPGA-based controller

FPGA 제어기는 소 트웨어 측면에서는 구체화된 

HPD 개발수명주기를 용하여 체계 인 개발을 하

다. 원 용을 한 건 성 확인을 해서는 제어기

가 설치될 원  계측제어 환경에서의 기능  성능시

험을 통해 건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해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은 검증이 수행되었다.

V. 원  기기검증

5.1 FPGA 제어기 정확도 시험

개발된 FPGA 제어기는 높은 신뢰도와 함께 EPRI 

TR-107730에서 요구하는 높은 정확도를 가져야 한

다. 이에 그림 4와 같이 교정된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입력보드( 류, 압), 아날로그 출력보드(

류, 압) 디지털 입력  출력보드의 정확도와 동작

성을 시험하 다. 

그림 4. 정확도  동작성 시험설비
Fig. 4 Accuracy and operability test configuration

FPGA 제어기의 정확도  동작성 시험결과는 표 

2와 같이 허용기 을 충족하 다. 시험은 공식인증기

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표 2. FPGA 기반 제어기 정확도  동작성 시험기
Table 2. FPGA-based controller accuracy and 

operability test criteria

EUT
Acceptance Criteria

(Accuracy)

Analog Input Board 

(Voltage)

be equal to or less 

than ±0.32% 

Analog Input Board 

(Current)

be equal to or less 

than ±0.35% 

Analog Output Board 

(Voltage)

be equal to or less 

than ±0.3% 

Analog Output Board 

(Current)

be equal to or less 

than ±0.32% 

Digital Input Board
contact (On/Off) 

operability

Digital Output Board
contact (On/Off) 

operability

5.2 FPGA 제어기 번인, 온습도 시험

번인시험은 부품조립 후 기고장 제거와 기  

특성치의 극한값까지 운 하여 정상 으로 동작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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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한 것이다. 한 온습도 시험은 주어진 사

용환경 하에서 기기의 성능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음

을 입증하기 한 것이다. 시험은 원  기술기 인 

EPRI TR-107330  IEEE Std. 323 요건에 따라 수

행되었으며, 시험은 그림 5와 같이 육안검사, 번인, 온

습도 시험의 순서로 수행되었다. 

그림 5. 검증시험 순서
Fig. 5 Qualification test procedure

기능  성능시험을 하여 FPGA 제어기에는 원

 다양성보호계통 로그램이 탑재되었으며, 이는 원

자로를 정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6. 번인  환경시험 챔버
Fig. 6 Burn-In and environmental test chamber

시험을 한 구성은 FPGA 제어기와 외부 모사신

호 생성기  측정기, 그리고 시험요원을 한 화면으

로 구성된다. FPGA 제어기의 연산기능을 수행하는 

FPGA 보드, 아날로그 입출력보드, 디지털 입출력보

드, 통신보드, 원모듈이 탑재된 상태이다. 이후, 그

림 6의 시험챔버 환경하에서 FPGA 제어기의 시험 

 성능시험을 기능 시험 차서에 따라 수행하 다. 

시험설비는 표 3과 같은 시험챔버 환경하에서 요구되

는 기능을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 시험 조건
Table 3. Test condition

EUT

Environmental Requirements

Burn-in Test Temperature Test

FPGA-

based 

Controller

A minimum 

352 hours

Temp. : 30∼50℃

R.H : 60∼95%

A minimum 92 

hours

번인  온습도 시험동안 제어기의 요구되는 기능 

 성능을 평가하 다. 번인 시험 의 기능시험(3차)

과 온습도 시험 의 기능시험(3차)을 실시하여 

FPGA 제어기가 표 3의 허용기 을 만족하 음을 확

인하 다. 환경시험은 공인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되어 시험기간  그 기능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5.3 원  다양성보호계통 기능시험

원  다양성보호계통은 원  요건인 10CFR50.62의 

정지불능 상과도상태(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사건의 완화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다. 

한, 원자로보호계통의 공통유형고장(CMF : Common 

Mode Failure)에 의한 기능불능시에 다양성보호계통

은 원자로정지  공학 안 설비를 작동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성보호계통은 센서부터 

최종 구동단까지 원자로보호계통과는 물리 으로 분

리  기 으로 격리된다. 

 운용 인 원 의 다양성보호계통은 센서부터 최

종 구동단까지 두 채 로 구성되며, 원 변수를 지속

으로 감시하여 2-out-of-2 논리에 의해 자동으로 

원자로정지  공학 안 설비를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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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  다양성보호계통 시험환경
Fig. 7 System test environment for diverse protection 

system

개발된 FPGA 제어기에 자동 원자로정지  자동 

공학 안 설비 작동기능을 수행하는 다양성보호계통

을 그림 7과 같이 두(2) 채 의 FPGA 제어기에 탑재

하 다. 한, I/O 시뮬 이터를 장착하여, 그림 8과 

같이 사고시의 시나리오에 따라 공정변수를 생성하여 

FPGA 제어기로 구성된 다양성보호계통에 한 기능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8. 원  다양성보호계통 시험모드
Fig. 8 Test mode for diverse protection system

이 시험을 통하여 개발된 다양성보호계통의 정상동

작여부를 확인하 으며, 이와 수반하여 FPGA 제어기

의 기능수행여부를 확인하 다.

VI. 결 론

FPGA 설비가 원  계측제어계통에 용되는 PLC 

설비를 체하기 해서는 PLC 비 동등수 의 건

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 다. 따라서, 제어기를 

구성하는 소 트웨어 측면에서의 구체화돤 HPD 개발

수명주기를 제시하 고, 체계  소 트웨어 개발을 수

행하 다. 한, 개발된 FPGA 제어기를 원  계측제

어계통 환경에 설치하기 해서는 원  기기검증 요

건에 따른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번인, 환경

시험을 수행하여 각각 352시간, 92시간동안 정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체계  개발과 검증을 

통하여 원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건 성을 갖는 FPGA 제어기 개발을 통해 해

외에 뒤지지 않는 국내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FPGA 제어기의 체계  설계와 건 성 분석을 기반

으로 원 에 용되고 있는 PLC를 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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