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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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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시스템의 디지털화 

– 소프트웨어나 통신망 등의 디지털 기술 사용 

– 공통원인고장의 발생 가능성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위험 등이 증가 

• 소프트웨어 기반의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제어기 대신 하드웨어 기반

의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제어기 도입 추진 중 

SW 기반 
CPU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 

HW 기반 
논리 게이트의  

배열을 이용해 연산 수행 

PLC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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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PLC 엔지니어가 FPGA를 개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SW가 아닌 HW구조를 이해하고 개발해야 함 

– 새로운 언어인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습득 

–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부분 불필요 해짐 

 해결방법: PLC용 SW 개발언어인 FBD를 이용한 FPGA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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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언어 

FBD 
개발 언어 

HDL(Verilog, VHDL) 

PLC FPGA 



배경지식 

• Function Block Diagram 

– PLC 개발을 위한 언어 표준인 IEC 

61131-3의 5가지 언어 (LD, FBD, 

ST, IL, SFC) 중 하나 

– 산술, 비트, 선택 등의 연산을 수행

하는 블록을 배치 및 연결하여 프

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래픽 기반 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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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DEDITOR 
FBDEditor: 원자력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FBD 설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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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기법 

IEC 61131-3 

FBDEditor: 표기법 

• 간단 명료한 IEC 61131-3의 표기법 

– 화면 축수 시 전체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어려움 

• 블록의 크기가 작아져도 확인하기 쉽도록 개선 

– Symbol 크기 최대화 

– 빈번히 사용되는 블록의 Symbol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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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DEditor: 새로운 Function Blocks 

•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Function Block 개선 

– 산술 연산 블록의 연산 결과가 정상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Error 출력 추가 

– 사칙연산 등에 추가 됨 

 

• 원자력 계측제어 시스템 구현 시 빈번하게 사용하는 논리 연산 블록 추가 

– IEC 61131-3에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블록 추가 

– 2/3, 2/4 Voting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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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DEditor: 구현 

2014-02-14 9 



FBDEditor: 구현 및 저장 형식 

• Eclipse Plug-in으로 구현 

 

• FBD 저장 형식 

– PLCopen TC6 Ver. 2.01 

• IEC 61131-3을 위한 XML 

Formats 

• 다양한 도구와의 협업을 위해 표

준 저장 형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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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및 결론 
FBDEditor: 원자력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FBD 설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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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NuDE (Nuclear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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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연구 

• PLC용 SW 개발 언어인 FBD를 이용해 FPGA 개발을 지원하는 FBDEditor 개

발 

– 기존 PLC 엔지니어들에게 친숙한 개발환경 제공 

–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하는 Symbol 및 특수 블록 지원 

 

•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할 도구로써 인정받기 위해 체계적인 확인 및 검증 수행

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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