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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ble runn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when we are building a control system. But, sometimes malfunction of the

system controller is caused by several reasons.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systems have prepared a backup controller.

In the generality of cases, making a backup controller is no easy work. Especially, it becomes more difficult when many

backup controllers have to be embodied in one system. In this paper, the multi-backup function controller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form of the network type distributed control system will be suggested. Also, using Arago Disk System

that has a structure for inner loop control,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s will be verified.

Key Words : Backup Controller, Network type Distributed Control System, Arago Disk System

1. 서  론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기는 여러 방법을 통해 안정적

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제어기는

외부 또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 제어기의 관리 상태에 있는 장비나 설

비 또는 공장 전체가 고장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 경

우 보통 비상 정지 등의 방법을 통해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우선 막고 그 후 교체 또

는 고장 수리 등을 통하여 원래 상태로의 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동작 정지로 문제 해결이 불가

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에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에 백업 시

스템(또는 고장 시스템)을 두어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백업 제어기는 보통 실제 제어기와 동일한 제어기를

하나 더 구축하고 외부에 고장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

면서 고장이 발생할 때 빠른 시점에 운영 선로를 전환

하여 고장 제어기를 시스템에서 탈락 시키고 백업 제

어기가 동작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문제

는 이러한 경우 추가 제어기와 고장 탐지를 위한 비용

증가이다. 이 비용에는 단순히 추가 장비에 관련된 비

용뿐만이 아니라 백업 동작을 위한 부가 선로 구축 및

운용 관리 등의 부대적인 비용도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백업 관리를 해야 할 제어기가 하나

가 아닌 경우 각각 독자적인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위해 유

용한 백업 제어기 형태를 구현하여 보고자 한다. 즉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조적으로 간단하며 하나

이상의 제어기를 백업할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하여 보

고자 한다. 또한 이 제안된 형태를 실제 시스템에 적

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살펴 보고 그 효용성을 판단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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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형 백업 제어기

2.1. 기존의 백업 제어기 구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백업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중에서도 시스템의 운용,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어기의 경우 시스템의 다른 부 시스템에

비해 안정된 동작 성능이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중요

한 시스템의 경우 제어기를 2중으로 두어 그 안정성을

보장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

Fig. 1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의 백업 제어기의 구조

와 동작에 대한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운용 상태일 때는 주 제어기를 중심으로 시스템

이 동작한다. 이 과정에서 Fault Detector는 제어기의

동작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가 이상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된 알고리즘에 따라

백업 제어기로 선로를 전환하여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

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개념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주 제어기와 동일한 동작을

하는 제어기와 현재 제어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

요한 경우 백업 제어기를 동작하도록 운용해야 하는

부가적인 시스템(Fault Detector) 등이 필요하다. 이러

한 부분은 비용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주 제어기의 고

장 빈도가 낮은 경우 기회 비용 등의 문제가 추가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Fig. 1과 같이 관리해야

할 제어기가 하나인 경우와 달리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는 비용의 증가는 물론 실제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선

로(배선)의 복잡도가 보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많다.

2.2.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템

앞서의 백업 제어기를 구현할 때 문제점 중의 하나

인 선로의 복잡성 문제는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

템(Network Type Distributed Control Systems)을 이용

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분산 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제어시스템이 가지는 제어 구조와

다른 개념으로 고안된 것으로, 플랜트 내의 각각의 기

능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 제어

기의 부하를 각 부 시스템(Sub-System)으로 분산하여

중앙 집중형 구조보다 제어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부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른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1,2]. 또

한 이러한 분산 제어 구조에 네트워크 형태의 통신 선

로를 이용한 제어 구조를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방식

이라고 하는 데, 이 경우 각 서브 시스템 사이의 통신

방식을 일반적으로 BUS로 불리는 단일 통신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시스템 내의 각 서브 시스템 사이에 혼

재되어 있는 통신 선로를 단일화 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현할 때 통신 및 기타 선로 작업의 복잡성을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3]. 

Fig. 2는 일반적인 분산 제어 구조와 다른 네트워크

형 분산 제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형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각

서브 시스템 사이의 연결관계가 간단한 동일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시스템의 구현이 보다 쉬워진다. 이때

각 서브 시스템간의 연결관계는 각 서브 시스템의 내

부 Firmware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은

추후 전체 시스템에서 각 서브 시스템 사이의 연결관

계가 변화하더라도 외부적인 선로 변화 없이 내부의

S/W적인 변화만으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스템의 사후 유지 보수 또한 매우 간단

해 진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템은 BUS라는 단

일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잡음이나 데이터 충돌 문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Fig. 1. Typical backup structure for a control system.
Fig. 2. Network type control systems (C:Controller, A:

Actuator, F:Feedback, P: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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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분산제어용 필드 버스들이 다양

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전기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알려진 CAN 프로토콜을 이용하고자

한다. CAN 프로토콜은 1980년대 초 독일의 BOSCH

사에서 개발한 차량용 제어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차량

내에서라는 환경적인 특성상, 잡음 내력 등, 신호의 안정

성과 신뢰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비교적 근거

리에서 짧은 신호의 송수신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통

신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FiledBus의 한 형태인

DeviceNet의 기본 프로토콜로 확장되어 현재 가장 주목

받는 제어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하나가 되었다[4].

2.3. 내부 궤환 제어기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템

일반적으로 내부 궤환 제어기는 시스템의 제어 대상

플랜트를 여러 개의 서브 플랜트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에서 특정한 일부분의 서브 플랜트의 안정도를 만족하

도록 하거나 성능 개선을 위하여 해당 서브 플랜트에

만 적용하는 특정한 제어기를 말한다(Fig.3)[3].

이러한 형태의 제어 구조는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여

제어 안정도와 성능 개선을 구현하는 제어기를 설계하

는 것에 비하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제어 성능 중에

서 중요한 부분이나 또는 제어가 어려운 부분만을 먼

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제어기 설계

가 보다 어려워지고 또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할 경우 전체 제어 구조가 복잡해짐으로써 회로를

구성하거나 회로 선로를 연결하는 데에 복잡도가 증가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3,5-7].

그러나 이 시스템에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구조를

적용하여 보면, 각 서브 시스템 사이의 정보의 취사 선

택 여부는 각 네트워크 제어기의 내부 운용 프로그램

에 따라 좌우 되므로 Fig. 4와 같은 구현이 가능하다.

Fig. 3과 비교하여 보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시스템은 설치, 유지,

및 보수의 편리성과 기존 시스템에 비해 추가 요구 자

원이 적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3,8,9].

2.4. 네트워크형 백업 제어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백업 제어기 알고리즘의 유효

성 확인을 위한 적용 대상으로, 시스템의 제어기가 2개

이상이고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로 구현이 가능함을 확

인한 아라고 원판 시스템을 이용한다[3,10]. 기존의 아

라고 원판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주 제어

기와 전동기 속도 제어를 위한 내부 제어기로 나뉘어

져 있다. 이 구조를 Fig. 5와 같이 백업 제어기를 가지

는 구조로 변경하기 위해 CAN 네트워크에 추가 노드

를 구성한다.

추가된 백업 제어기는 형태상으로는 단일 제어기 형

태로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는 주 제어기와 내부 제어

기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의

Fig 3. A block diagram of a control system with inner

loop control structure.

Fig. 4. Network type distributed control, with the inner

loop control structure.

Fig. 5. Including the backup controller in the network

type Arago Disk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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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이 가능한 것은 첫 째, 시스템 내의 두 제어기가

동시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과 둘 째, 네트워

크형 분산 제어 구조에서는 두 제어기의 고장 탐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 중 두 번째의 내

용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제어 구조에서는 각각의 제

어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고장 탐지부를

두어야 하지만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구조에서는 버스

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각 노드의 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현 알고리즘은 아래의

Fig. 6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업 제어기는

계속적으로 주제어기와 내부 제어기의 고장 상태를 버

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가 고장이 발생시 이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순간적(일시적)인 고장

상황일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시간(또는 일정 제어 주

기) 동안 고장 반복 회수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 때 정

해진 고장 지속 시간 이상이 되면 백업 제어기가 동작

하도록 하고 있다. 고장 지속 시간은 시스템의 중요도

나 고장 파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 제시된 구조에서는 백업 제어기

의 내부 Firmware 에서 S/W 적인 설정으로 변경이 가

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시스템 및 내부 Firmware 구현

Fig. 7은 제작된 아라고 원판 시스템이다. 기본적으

로 직류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 따라 막대의 각도가 변

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직류 전동기 속도와 막대의

각도는 각각 7V /1000 rpm의 출력을 갖는 Tacho Gen-

erator와 막대와 직결로 연결된 Copal사의 J40S 포텐셔

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모두 6개의 CAN 노드로,

기존의 5개 노드[3]에 추가로 백업 제어기 노드를 구현

하였다. 각 노드들은 AT90CAN128 기반의 ATMEL사

의 DVK90CAN 개발 보드를 이용하여 하나의 보드에

서 CAN 노드와 내부 제어 프로그램(Firmware)을 통합

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노드는 하나의

CANBUS와 연결된 단일 통신 선로를 사용하도록 구

성하였다. 

주 제어기와 내부 제어기는 통신을 위한 패킷 데이

터의 길이를 분석하여 각각 20 msec와 5 msec제어 주

기를 가지면서 동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주기는

각 노드 컨트롤러의 내부 클럭에 동기하도록 함으로써

각 제어기의 제어 타이밍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각 제어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제어

기의 통신 패킷의 끝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를 추가로 송신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백업 제어기

가 확인하여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주

제어기와 내부 제어기의 백업 기능은 백업 제어기 내

부에 동시에 구현되어 있으며 각 제어기의 상태에 따

라 선택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Firmware를 구성하

였다. 예를 들어 고장의 발생시 각각 5주기 동안 제어기

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 Firmware에서 백업

제어기가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면, 이것은 주 제어기

와 내부 제어기가 각각 100 msec와 25 msec 동안 동작

을 멈추었을 경우에 백업 제어기가 동작함을 의미한다.

3.2. 동작 실험 및 결과

우선 Fig. 8은 시스템에 고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시

스템이 운영될 때의 결과 파형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막대의 각도

가 안정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 Suggested algorithm for the backup controller. Fig. 7.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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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바탕으로 동작 개시 후 2초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각각의 제어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강제로 고

장 상태를 만들어 실험하였다. Fig. 9와 Fig.10의 결과

는 각각 내부 제어기와 주 제어기가 고장 발생 후

500 msec 정도의 시간 동안 고장이 복구 되지 않을 경

우에 내부 Firmware에서 백업 제어기가 동작하도록 구

현하고 실험한 결과이다. 

Fig. 9는 ▼ 부근에서 내부 제어기의 고장을 발생시

켰을 때, 일정 시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백

업 제어기가 동작하면서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고장이 발생할 당시의 시스템

의 상태에 따라 제어기가 고장 상태인 동안의 동작이

다른 데, Fig. 9의 위 두 결과는 직류 전동기의 속도가

목표치 부근에서 정속 운전을 하고 있을 때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이고 아래의 두 결과는 각각 감속과 가속

을 하고 있을 때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

준다.

Fig. 10은 같은 방식으로 주 제어기에 고장이 발생하

고, 이후 백업 제어기를 통해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역시 이 경우에도 고장이 발생할 당시

의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고장 상황에서의 동작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 10은 비교 파형이어서

범례는 Fig. 8에서와 동일함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4. 결  론

기존의 백업 제어기는 단순히 기존 제어기에 병렬로

동일한 기능의 제어기를 추가해 두고 비상시 전환 사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성 방식을 네트워크형 분산 제어 구조로 바꾸고 여

기에 S/W 적인 추가 작업을 통해 하나의 백업 제어기

로 다른 여러 개의 제어기를 백업 하는 것이 가능하도

록 구현하였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서 두 개의 제어기가 필요한 아라고 원판 시스템을 이

용하여 이 두 제어기가 각각 고장을 일으켰을 때 대응

이 가능함을 보였다. 실험 결과는 고장 시간 500 msec

후 동작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 실험은 이 보다 짧은

고장 상태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다만 이 경우 시

스템이 고장 상태에 빠졌다는 모습이 너무 미미하게

나타나서 결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짧은 고장 시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고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된

방식은 이론상 시스템의 자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한 개의 제어기를 백업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현 또

한 용이한 편이다. 때문에 특정 시스템이 비상 백업 시

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비용적이나 시간

적인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되며, 이에 따라 현재 산업 현장의 각종 자동화 설비나

시스템에 응용 및 활용도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Fig. 8. A angle control result of the Arago Disk System

using the experimental system

Fig. 9. A angle control result when a fault occurred on

the inner controller

Fig. 10. A angle control result when a fault occurred on

the mai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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