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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ynchronous digital circuits working in military and space environments are often subject to the adverse effects of 
radiation faul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hardening technique against radiation faults. The considered digital system has 
the structure of DMR (Double Modular Redundancy), in which two sub-systems conduct the same work simultaneously. Based 
on the output feedback, the proposed scheme diagnoses occurrences of radiation faults and realizes immediate recovery to the 
normal behavior by overriding parts of memory bits of the faulty sub-system. As a case study, the proposed control scheme is 
applied to an asynchronous dual ring counter implemented in VHD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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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asynchronous digital system)이란

전역 클럭(clock) 없이 입력의 변화만으로 상태가 바뀌는

순차 머신(sequential machine)을 통칭한다.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은 동기 시스템에 비해 설계하기가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전력(low power)이 요구되거나 보다 빠른

과도 상태 천이 속도가 필요한 시스템의 핵심 모듈로서 여

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1]. 
이번 논문에서는 방사선 고장(radiation fault)에 영향을

받는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고장 극복 방법

을 제안한다. 군사용, 우주용 등의 용도로 제작된 디지털

시스템은 방사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실리콘 기반으로 제작된 모든 반도

체 제품은 방사선이 시스템에 누적되어 생기는 여러 가지

방사선 고장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2]. 문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장이 발생한 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을 즉시 정상 상태(normal status)로 복구시키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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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듯 방사선 환경 하에서 견실한

고장 탐지 및 복구(fault diagnosis and tolerance)를 구현하는

일은 디지털 시스템의 성공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서 반드

시 해결되어야 할 주제이다.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고장 극복 기능을 구현한

과거의 연구들은 내고장성을 고려한 회로 설계에 대한 것

들이 주를 이루었다[3,4]. 본 논문에서는 설계보다는 제어의

관점으로 방사선 고장을 극복하는 연구를 다룬다. 고려하는

디지털 시스템에 내고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이중화(DMR: Dual Modular Redundancy) 구조를 가진다고

설정한다. DMR은 동일한 작업을 하는 두 개의 부(副)시스

템이 존재하는 하드웨어 여유도(hardware redundancy) 구조의

한 예이다[5]. 시스템이 재설계 없이 내고장성을 가지기 위

해서는 이러한 여유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DMR은 세 개

의 부시스템이 존재하는 TMR (Triple Modular Redundancy) 
[6]보다 시스템 부하(load) 소모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비동기 시스템은 카운터(counter) 
형태의 비동기 순차 머신이며, 입력이 시스템 상태와 다른

값을 가지는 입력/출력 형태이다. 또한 내고장성 모듈로서

두 개의 부시스템이 자신의 상태 변수 일부를 다른 부시스

템의 해당 상태 변수에 덮어 쓰는(overriding) 로직을 구성

한다. 통상 DMR 구조의 시스템에서는 고장이 발생한 부시

스템의 모든 상태 변수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다른 부시

스템의 모든 변수로 한꺼번에 치환시키는 방법으로 고장

극복 모듈을 꾸민다[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태 변수

일부만을 치환시키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

보다 더 효율적이다. 또한 고장 극복 과정은 비동기 시스템

을 위한 교정 제어(corrective control) 이론[8] 하에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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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즉각적인 고장 복구가 가능하다. 
교정 제어를 이용하여 방사선 고장을 극복하는 주제는

저자의 선행 연구[9]에서 다루어졌다. [9]와 비교하여 본

논문이 보이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1) [9]에서 다룬 고장은 총이온화선량(TID: Total Ionization 

Dose)에 의한 고장으로 디지털 시스템의 상태 천이 특성

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종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과도 고장(transient fault) [5], 즉 방사선의 영향으로 시스

템의 메모리 비트 값이 일시적으로 바뀌는 고장을 연구

한다. 
2) [9]에서는 제어 대상 디지털 시스템이 하드웨어 여유도

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모든 고장 탐지와 극

복 과정을 교정 제어기가 구현하였다. 반면 이번 논문에

서는 두 개의 부시스템 사이에 각자의 상태 값을 다른

부시스템의 해당 상태에 덮어쓰는 로직이 있다고 설정

한다. 즉 교정 제어기는 이러한 내고장성 로직을 운용

하는 제어 입력 스트링(string)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DMR 구조로 이루어진 비동기 디지

털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방사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과도

고장을 탐지하고 극복하는 알고리듬을 교정 제어의 틀에서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고장 극복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DMR 구조로 된 비동기 링(ring) 카운터를 VHDL 
코드로 구현하고 주어진 고장 시나리오 하에서 고장 탐지

및 극복 실험을 실시한다.

II. DMR 구조를 가진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회로의 출력이 현재 상태와 다른 입력/
출력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을 다룬다. 입력/출력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 Σ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자.

Σ = (A, Y, X, x0, f, h)

A, Y, X는 각각 입력, 출력, 상태 집합이고 x0∈X은 초기 
상태이다. f:X×A→X는 상태 천이 함수이며 h:X→Y는 출력

함수이다. 전역 클럭이 없는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의 상태

천이는 입력의 변화에만 의존한다. 상태/입력 조합 (x,v)가
안정(stable) 조합이면 Σ는 입력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

태 x에 계속 머무른다. (x,v)가 과도(transient) 조합이면 Σ는

x1:=f(x,v), x2=f(x1,v),... 등으로 여러 개의 과도 상태를 거

치며 x'=f(x',v)를 이루는 ‘다음 안정 상태(next stable state)’ 
x'로 천이한다[10]. 비동기 시스템에서 과도 상태 천이는

매우 빠르므로 안정 상태 사이의 과도 조합은 무시할 수

있다. 과도 조합을 뺀 안정 상태 사이의 천이만을 표현하기

위해 ‘stable recursion 함수’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0].

s:X×A→X, s(x,v)=x', x,x'∈X, v∈A

s(x,v)는 (x,v)에 있던 Σ가 이동하여 도달하는 다음 안정

상태 x'를 출력한다. 명확한 이론 기술을 위해 본 논문에서

는 Σ가 f(x,v)=s(x,v)인 성질, 즉 모든 상태 천이 내에서 과

도 조합이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설정한다. 단위 입력 대신

입력 스트링을 s의 변수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s(x,v1v2…vk) = s(s(x,v1),v2…vk), x∈X, v1v2…vk∈A+ (k≥2)

위 식에서 A+
는 A에 속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1 이상의 스트링 집합을 말한다. 
DMR 구조를 가지는 Σ는 정상 동작에서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부시스템 두 개로 구성된다. 부시스템을 P와 Q로
명명하고 각 부시스템이 n 비트(bit)의 상태를 가진다고 가

정하면 Σ의 상태는 아래와 같이 2n 비트로 표현 가능하다.

X = {(p1p2…pn, q1q2…qn)| pi,qi∈{0,1}}

입력 집합 A를 정상 입력(normal input) 집합 An과 고장

입력(fault input) 집합 Ad로 나누면

A=An∪Ad, An∩Ad=∅

로 표현된다. An과 천이 함수 s의 자세한 명세는 Σ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Σ가 카운터 작

업을 한다고 하자. 또한 카운터 종류 중 정상 동작에서 로

직 1 비트 값이 하나만 존재하여 순환하는 링 카운터로 문

제를 국한시킨다. 링 카운터의 초기 상태 x0에서 로직 1 값
이 첫번째 비트 위치에 있어야하므로 x0=(10…0,10…0)이다.

카운터에서 정상 입력의 구분을 다양하게 할수록 고장

극복 제어의 자유도는 더 커진다. 하지만 입력 구분을 위한

시스템 부하도 함께 증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로직 1 
값이 홀수와 짝수 번째 상태 비트에 각각 위치할 때에만

입력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카운팅 입력을 정의한다. ‘o’ 
(odd)와 ‘e’(even)를 해당 카운팅 입력이라고 명하자. x0과

그 다음 상태에서 o와 e에 대한 천이 함수 s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s((1000…0,1000…0),o) = (0100…0,0100…0) 

s((0100…0,0100…0),e) = (0010…0,0010…0)

위 식에서 보듯이 o는 홀수 번째 위치에 있는 P와 Q의
로직 1 값을 다음 짝수 번째 위치로 전진시키며, e는 짝수

번째 위치에서 다음 홀수 번째 위치로 전진시킨다. 
Σ에 내고장성을 부여하기 위해 P와 Q의 일부 상태 비

트를 다른 부시스템의 값으로 치환시키는 입력을 정의한다. 
카운터의 특성상 치환 입력을 주고받는 상태 비트의 위치

를 등(等)간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격이 2라면 
P와 Q의 모든 짝수 또는 홀수 비트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배수가 3이라면 1, 4, 7,...번째(또는 2, 5, 8,...번째) 비트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간격이 커질수록 고장 복구 능력 및

속도는 더 떨어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P와 Q의 모든 홀수

번째 상태 비트를 바꾸는 입력을 사용한다. cp와 cq를 그러

한 입력이라고 정의하면 cp와 cq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동작이 수행된다(편의상 n이 홀수라고 가정한다). 

cp: qi → pi, i=1,3,...,n

cq: pi → qi, i=1,3,...,n

cp는 P의 모든 홀수 번째 상태 비트를 Q의 해당 상태

비트의 값으로 덮어쓰는 명령이며, cq는 Q의 홀수 비트를

P의 해당 비트 값으로 덮어쓰는 명령이다. 이것은 P와 Q 
중 어느 한 부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 다른 부시스템의 값으로 고장 난 부분을 정상 값으로

리셋(reset) 시키는 기능을 구현한다. 하지만 상태 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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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을 바꾼다는 점에서 고장 난 부시스템의 모든 상태

비트 값을 리셋시키는 기존 방법[7]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진다. 정상 상태 입력 집합 An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n = {o, e, cp, cq}

방사선 고장이 시스템에 발생하면 방사선의 고에너지

입자가 반도체 메모리에 저장된 로직 값을 반전시키는

SEU(Single Event Upset) 현상이 일어난다[2]. P와 Q의 모든

상태 비트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질 때 이러한 고장이 각각

발현될 수 있으므로 방사선 고장 입력 수는 총 4n이다. 비
동기 디지털 시스템에서 두 개 이상의 비트에서 동시에

SEU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방사선 고장의 
동시 발현은 제외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고장 입력

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Ad = {zP[i],nP[i],zQ[i],nQ[i]| i=1,2,...,n}

zP[i]는 P의 i번째 상태 비트의 값이 방사선에 의해서

0(‘z’ero)에서 1로 바뀌는 고장을 의미하며, nP[i]는 1(o‘n’e)
에서 0으로 바뀌는 고장을 의미한다. 또 zQ[i]와 nQ[i]는 Q의
i번째 상태 비트에서 일어나는 고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초기 상태 x0=(10…0,10…0)에서 P의 첫번째와 두번째 상태

비트 p1과 p2에 각각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Ad의 원소와

천이 함수 s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s((100…0,100…0),nP[1]) = (000…0,100…0)

s((100…0,100…0),zP[2]) = (110…0,100…0)

다른 고장 입력이 일으키는 고장 상태 천이도 위와 유사

하게 표현된다. 
다음으로 Σ의 출력 함수 h를 정의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내고장성 모듈과 마찬가지로 Σ의 출력도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간격으로 정의한

상태 비트 치환 명령 로직에 부합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

서는 등간격을 가지는 상태 비트들에 대한 패리티(parity) 
비트를 하나의 출력 비트로 정의하면 된다. 앞에서 정의한

대로 Σ는 부시스템 P와 Q의 모든 홀수 비트를 리셋시키는

입력 cp와 cq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각 부시스템의 홀수

비트와 짝수 비트에 대한 패리티 비트를 출력으로 정의한

다. 만약 리셋 입력이 정의된 상태 간의 등간격이 3이라면

(1, 4, 7, ...) 비트, (2, 5, 8, ...) 비트, (3, 6, 9, ...) 비트에

대한 패리티 비트를 각각 정의해야 한다. 앞의 기술을 바탕

으로 Σ의 출력 집합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n은 홀수).

Y = {(y1y2,y3y4)| y1,y2,y3,y4∈{0,1}}

y1 = p1⊕p3⊕…⊕pn, y2 = p2⊕p4⊕…⊕pn-1

y3 = q1⊕q3⊕…⊕qn, y4 = q2⊕q4⊕…⊕qn-1

y1과 y2는 P의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상태 비트 값을 각각

exclusive-OR(⊕)한 로직 값이며, y3과 y4는 Q에 대해서 동

일한 연산을 취한 로직 값이다. 이 정의는 시스템의 상태

비트 수 2n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위 설정은 시스템의 상태 차원(dimension)이 증가해도 출력

비트 수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장점을 지닌다. 

III. 방사선 고장 극복

1. 고장 탐지

Σ가 방사선 고장에 대한 고장 극복 능력을 가지기 위해

서는 먼저 고장 발생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

장에서 정의한 출력 비트의 변화를 관측하면 임의의 상태

비트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고장을 모두 탐지할 수 있다. 
Σ가 정상 동작을 할 때는 P와 Q의 상태 비트 중 한 곳에

서만 로직 1을 가지며 나머지는 모두 0을 가진다. 따라서

Σ의 출력 y는 로직 1의 위치가 홀수일 때는 (10,10), 짝수

일 때는 (01,01)의 값을 낸다. 또 정상 입력 o와 e가 번갈아

들어와서 상태 천이가 이루어지면 Σ의 출력은 아래와 같

이 순환한다.

(10,10) → o → (01,01) → e → (10,10) → o → …

출력 y는 P와 Q의 패리티 비트로 구성되므로 y만 보고

는 링 카운터의 로직 1 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상 동작에서 o,e,o,e,... 입력 스트링의 길

이가 n이 될 때마다 로직 1 값이 한 바퀴 순환하여 현재

위치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n=5이고

로직 1 값이 차지하는 현재 상태 비트의 위치가 짝수라면

정상 입력 스트링 e,o,e,o,e이 부가된 후에는 로직 1 값이

다시 원래의 짝수 위치로 복귀한다. 이 정보는 나중에 고장

극복 알고리듬을 작성할 때 활용될 것이다. 
부시스템 P에서 방사선 고장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Q에 대한 경우는 대칭성을 이용하여 P의 결과로부터 쉽게

유도할 수 있다. 고장 직전 정상 출력이 (10,10)이었다고

하자. 이것은 홀수 번째 상태 비트에 로직 1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로직 1을 가진 상태 비트의 위치를 k라고

하면(pk=1) k는 홀수이고 1≤k≤n이다. 우선 zP[i] 고장부터

고려한다. 로직 값이 0에서 1로 반전되는 고장이므로 pk를

제외한 P의 임의의 상태 비트 i에서 zP[i]가 일어날 수 있다. 
i가 홀수라면 zP[i]이 일어난 순간 P의 홀수 번째 상태 비트

에 로직 1 값이 두 개 존재한다. 따라서 y1이 0에서 1로
바뀌고(다른 출력 비트는 불변) Σ의 출력 값은

y: (10,10) → (00,10) (k: 홀수, i: 홀수, k≠i)

으로 바뀐다. 만약 i가 짝수라면 정의에 의해서 y2 값이 0
에서 1로 변경되므로

y: (10,10) → (11,10) (k: 홀수, i: 짝수)

가 된다.
이번에는 고장 직전 정상 출력이 (10,10)이었을 때 nP[i] 

고장이 일어났다고 하자. nP[i]는 pi 비트가 1에서 0으로 반

전되는 방사선 고장이다. 그런데 정상 상태에서 로직 1 값
이 k번째 비트 pk에 있었으므로 오직 i=k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로직 1의 값을 가진 현재 카운팅 비트가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 그 값이 반전되는 사건이다. P의 홀수 번째

비트가 모두 0이 되므로 y1=0이며 Σ의 출력 값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y: (10,10) → (00,10) (k: 홀수, i=k)

고장 직전 정상 출력이 (01,01), 즉 로직 1 값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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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비트 위치 k가 짝수일 때도 위의 세 경우와 유사하게

고장 탐지가 가능하다. 
입력/출력 비동기 회로의 고장 탐지 및 제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상태 관측기(observ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현

재 상태를 추적해야 했다[11].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장 탐지 기법은 관측기나 다른 고장 탐지 하드웨어를 사

용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 물론 고장이 발생한

정확한 상태 비트의 위치를 알기는 불가능하며, 그 위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Σ의

출력 값이 고장 전후로 (10,10)에서 (11,10)으로 변경된다면

우리는 부시스템 P의 어떤 짝수 비트에서 방사선 고장이

일어나서 로직 값이 0에서 1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을 추론

할 수 있다.
2. 고장 극복

현재까지 설정한 Σ의 내고장성 능력과 고장 탐지 기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Σ는 DMR을 구성하는 부시스

템 P와 Q의 홀수 번째 비트를 다른 부시스템의 해당 비트

값으로 치환하는 입력을 가진다(cp와 cq). ii) Σ의 출력 y
의 변화를 보고 방사선 고장의 발생을 즉시 감지하며, 고
장이 발생한 비트가 속한 부시스템과 비트 위치의 홀짝 여

부를 안다. 이러한 설정과 비동기 머신에 대한 교정 제어

이론을 결합하여 방사선 고장을 즉시 극복하는 새로운 알

고리듬을 제안한다. 고장 극복 교정 제어기를 C라고 하면

C는 Σ로 들어가는 정상 입력 v∈{o,e}와 Σ의 출력 피드백

y를 받아서 제어 입력 u∈An를 생성하는 비동기 순차 머신

이다. C는 정상 입력 v가 변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출

력 피드백 y가 정상 값 (10,10) 또는 (01,01)을 벗어난 값으

로 변하는 순간 방사선 고장의 발생을 감지한다. 앞 절과

마찬가지로 고장은 부시스템 P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먼저 방사선 고장이 홀수 번째 비트에서 발생했다고

하자. 홀수 번째 비트 값을 Q의 해당 비트 값으로 리셋시

키는 제어 입력이 존재하므로 이 고장은 쉽게 복구할 수

있다. y의 변화로 고장을 감지한 순간 C는 제어 입력 cp를

Σ에 전달한다. 앞 절에서 논한 예를 계속 사용하여 Σ가

초기 상태 x0=(10…0,10…0)에 있었다고 하자. 이때의 출력

y는 y=(10,10)이다. P의 홀수 번째 비트 i에서 방사선 고장

이 발생하여 출력이 y=(00,10)으로 바뀐다고 하자. 앞 절

에서 기술한 바대로 i=1이면, 즉 로직 1 값을 보유한 비트

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면, 고장 입력 nP[1]이 일어났다는 것

을 의미하며, i≠1이면 고장 입력 zP[i]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경우 모두 C가 비트 위치 i의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지만 변경된 출력은 (00,10)으로 동일하다.
고장을 감지한 순간 C는 제어 입력 cp를 생성하여 Q의

모든 홀수 번째 비트 값을 P의 홀수 번째 비트에 쓴다

(write). Q는 정상 동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cp의 명령이

실행되면 고장 복구가 완성된다. 출력 변화로 이 과정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y: (00,10) → cP → (10,10)

다음으로 Σ가 x0에 있을 때 P의 짝수 번째 상태 비트

에서 방사선 고장이 발생하여 y가 (10,10)에서 (11,10)로

바뀌었다고 하자. Σ가 보유한 내고장성 능력이 부시스템의

모든 홀수 번째 비트만을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즉 고장이 발생한 위치는 P의 짝수 번째 비트이며, 
값을 변경 가능한 위치는 P의 홀수 번째 비트이다. 이때의

해결책은 Σ에 정상 카운팅 입력을 넣어 상태 천이를 한

번 시킨 다음 리셋 입력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편의상 고장

이 발생한 상태 비트가 p2라고 가정하고 이 기법을 설명한

다(다른 위치의 경우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고장이 일어나

면 Σ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x: (1000…0,1000…0) → zP[2] → (1100…0,1000…0)

카운팅 로직 1 값이 첫번째 비트에 있었으므로 제어기

C는 고장을 탐지한 순간 정상 입력 o를 Σ에 전달한다. Σ

의 모든 상태 비트가 한 스텝씩 전진하므로 상태 천이는

x: (1100…0,1000…0) → o → (0110…0,0100…0)

와 같이 된다. 물론 C는 x의 상태 비트를 관측하지 못하며

출력 y의 변화를 통해 상태 천이가 됨을 감지한다. 위 상태

천이와 일치하는 출력 변화는 다음과 같다.

y: (11,10) → o → (11,01)

고장으로 생긴 로직 1 값이 p2에서 p3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C는 제어 입력 cp를 생성하여 P의 홀수 번째 상태

비트 값을 Q의 값으로 리셋시킨다. 출력 변화로 이 과정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y: (11,01) → cp → (01,01)

방사선 고장으로 유발된 로직 값의 반전 현상은 해결

되었지만, Σ의 카운팅 로직 1 값이 원래 있었던 위치

(p1,q1)보다 한 스텝 전진(p2,q2)하였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는 교정 제어의 방법으로 제

어 입력 스트링을 생성한다. 먼저 Σ에 짝수 번째 상태 비

트에 대한 카운팅 입력 e를 전달하면 Σ의 카운팅 로직 1 
값은 다시 전진하여 p3, q3에 위치하게 된다. 이에 대한 출

력도 (01,01)에서 (10,10)으로 바뀐다. 출력 피드백의 변화

를 확인한 C는 이번에는 홀수 번째 카운팅 입력 o를 Σ

에 전달한다. Σ의 로직 1 값은 다시 전진하고 출력 값도

따라서 바뀐다. 이런 식으로 C는 n-1개의 정상 입력을 Σ

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로직 1 값은 원래 있던 상태 비트

로 옮겨지고 고장 극복 과정은 완료된다. 전역 클럭이 없는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에서 C의 교정 제어 동작은 매우 빠르

게 진행되므로 Σ가 n번의 상태 천이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용자에는 방사선 고장의 발생이 감지되지 않는다

(교정 제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분석은 [8,11] 참조). 이
러한 일련의 교정 제어 동작을 출력 변화로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y  
   e


o
⋯

o


n  


이상과 같은 알고리듬을 적용하면 DMR 구조로 구성된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 Σ에서 생기는 방사선에 의한 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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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화 구조를 가진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 Σ에 대한

고장극복제어시스템.
Fig. 1. Fault tolerant control system for an asynchronous digital 

system Σ with DMR structure.

그림 2. DMR 링카운터의홀수번째비트에서 1→0 방사선고

장에대한고장극복실험결과.
Fig. 2. Experiment results of fault tolerance for 1→0 radiation 

fault at an odd bit of the DMR ring counter.

그림 3. DMR 링카운터의짝수번째비트에서 0→1 방사선고

장에대한고장극복실험결과.
Fig. 3. Experiment results of fault tolerance for 1→0 radiation 

fault at an even bit of the DMR ring counter.

고장을 극복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이 방법은

고장이 발생하는 상태 비트 위치를 알려주는 관측기를 사용

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내고장성 모듈과 교정 제어 이론을

이용하여 모든 고장을 효율적으로 극복한다는 장점을 지닌

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장 극복 기법을 도시한

그림이다.

IV. VHDL 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장 진단 및 극복 기법의 우수성과

응용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DMR 링 카운터와 교정 제어

기를 VHDL로 구현하고 고장 주입기(fault injector)를 설계

하여 방사선 고장을 실험적으로 발생시킨 다음 검증 실험

을 실시하였다. 사례 연구로 쓰인 DMR 링 카운터는 n=5 
비트를 가진다고 설정하였다. 

먼저 5-비트 DMR 링 카운터의 홀수 번째 비트에서 방사

선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고장 극복과정을 모의실험 하였

다. 실험에서 세번째 비트에서 고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고장 주입기를 이용하여 x: (00100,00100) → nP[3] →
(00000,00100) 방사선 고장을 발생시켰다. 고장에 의해 부시

스템 카운터 P의 세번째 비트가 1→0으로 변화되므로 출력

은 y: (10,10) → (00,10)로 바뀐다. 정상 동작에서의 출력은

y=(10,10) 또는 y=(01,01)이므로 출력 변화로부터 홀수 번째

비트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탐지된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홀수 번째 비트에서 고장이 탐지된 경우

교정 제어기 C는 제어 입력 cp를 전달한다. 이때 출력은 y: 
(00,10) → cP → (10,10)로 변하면서 고장 복구가 실현된다.

그림 2는 위에서 설명한 홀수 번째 방사선 고장에 대하

여 VHDL로 모의실험한 결과이다. 출력 신호 y=(y1y2,y3y4), 
제어 신호 cp, o, e와 P, Q의 상태 값 p1p2p3p4p5, q1q2q3q4q5 

비트를 차례대로 나타내었다. 시간 t1=59nsec에 외부 입력에

의해 카운터의 상태가 x: (01000,01000)→(00100,00100)로 천

이한다. 시간 t2=95nsec에 방사선 고장이 발생하여 p3값이 1
→0로 변하고 y1y2 값은 01→00으로 변한다. 제어기 C는 고

장을 인지하고 홀수 번째 비트에서의 고장이라는 사실과

고장이 일어난 카운터를 판별한 후 t3=108nsec에 제어 입력

cP를 전달한다. 이후 t4=113nsec에 출력 y1y2 값은 00→10로
복귀하므로 제어 과정을 종료한다. 고장 극복에 사용된

제어 스트링은 t=cP이며, 고장 발생 후 정상 상태 복귀까지

걸린 전체 시간은 t4--t2=113-95=18nsec로 매우 짧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동기 제어기가 방사선

고장 발생 후 매우 빠른 시간(이론적으로 0) 내에 DMR 카
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은 P의 짝수 번째 상태 비트에서 방사선 고장이

발생하여 y가 (10,10)에서 (11,10)로 바뀐 경우의 실험 결과

이다. t5=111nsec에서 p4에 0→1의 방사선 고장이 발생하여

p1p2p3p4p5=00110로 되고, y1y2 값이 10→11로 변한다. 제어

기 C는 고장이 짝수 번째 비트라는 것과 고장이 발생한 카

운터 P를 판별하고 t6=130nsec에서 첫번째 제어 입력 o를
전달한다. 이때 DMR 카운터의 상태는 x: (00110,00100)→
(00011,00010)로 되고 출력은 y=(11,01)로 된다. 제어 입력 o
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비트는 5번째(홀수) 비트로 이동한

다. 시각 t7=142nsec에서 P의 상태를 Q의 상태로 덮어 쓰는

제어 명령 cp가 전달되어 카운터는 x: (00011,00010) →

(00010,00010)로 천이하고 출력 y=(01,01)로 변화되어 P에서

발생한 방사선 고장은 사라진다. 하지만 아직 고장 직전

원래 상태 (00100,00100)로 복귀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



630 Seong Woo Kwak and Jung-Min Yang

후 t8=152nsec, t9=164nsec, t10=178nsec, t11=194nsec에서 각각

제어 입력 e, o, o, e를 차례로 전달하면, y값은

(01,01)→e→(10,10)→o→(10,10)→o→(01,01)→e→(10,10) 

으로 변한다. n=5이므로 5번째 한 스텝 전진 제어 입력 e 

발생(t11) 후에 제어 과정을 종료한다. t12=200nsec에서 카운

터는 원래 상태 x=(00100,00100)로 복귀한다. 고장 극복에

사용된 제어 스트링은 t=o,cP,e,o,o,e이며, 전체 고장 극복 시

간은 t12-t5=200-111=89nsec이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장 탐지에 약 20nsec, 제어 입력 한 개를 발생시키는 데

약 10nsec, 그리고 제어 입력 전달 후 카운터 상태가 천이

하기까지 약 10nsec가 소요되었다. 

V. 결론

방사선 고장에 강인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은

고신뢰도 군사용 및 우주용 디지털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

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기반 기술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중화 구조를 가지는 비동기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장 극복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의 핵심 아이디

어는 고장 난 메모리 비트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모르고도

시스템이 보유한 내고장성 모듈과 비동기 교정 제어를 이

용하여 즉각적인 고장 탐지 및 복구 기능을 실현하였다는

것이다. 이중화 구조를 가지는 링 카운터를 VHDL 코드로

제작하고 주어진 고장 시나리오 내에서 모의실험을 실시

하여 고장 극복 알고리듬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안된 이중화 구조가 관련 분야 디지털 시스템의 신

뢰성 증대에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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