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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 시스템은 시간  정확성을 갖기 때문에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부터 형 분산 시스템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실시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로그램도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시간 로그램의 시간  특성을 지키기 해 개발자들은 로그램 개발에 집 하지 못

하고 실행시간의 정의와 정의한 실행시간의 정확성 검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시간 시스템에 

한 연구 결과로서 TMO 모델은 실시간 개념에 따른 시간 처리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응답시간

을 보장하여 개발자가 로그램 개발에 집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행시간의 정의는 개발자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고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

행시간 정의의 기 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만 이를 한 TMO 분석 도구에 한 연구

는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MO 기반 정  분석 도구를 한 PS-Block을 제시한다. PS-Block

은 블록 단 로 실행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 로그램을 작업 단 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행시간을 분석하여 시간 정보 결정의 기 으로 하고, 실시간 메소드의 

시성 확인을 쉽게 함으로써 실시간/신뢰성의 향상과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서론

   실시간 시스템은 시간  정확성을 가지고 동작하

기 때문에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부터 형 분산 시

스템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

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수 있는 컴퓨터 분야이다. 

이러한 실시간 시스템의 확 에 따라 실시간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로그램에 한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실시간 로그램은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게 일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경제  피해를 주거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 시간을 벗어나는 

문제는 개발자의 실시간 개념 부족이나 시스템의 시

간 지연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

간 로그램 개발자들은 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로그램 실행시간의 정의와 정의한 실행시간의 정확

성 여부 검사로 개발에 념하지 못하고 로그램 

분석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에 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로 TMO(Time- 

triggered Message-triggered Object) 모델은 실시

간 개념에 따른 시간 처리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

고 응답시간을 보장하여 개발자가 로그램 개발에 

집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행시간의 정의는 개발자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고 정의된 

실행시간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는 여

히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행시간 

정의의 기 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만 

이를 한 TMO 분석 도구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

터 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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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본 논문에서는 TMO 기반의 정  분석 도

구를 한 PS-Block을 제시한다. PS-Block은 블록 

단 로 실행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로그

램을 작업 단 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TMO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블록 단  

실행시간을 측함으로써 시간 정보 결정의 기 으

로 하고 실시간 메소드의 시성 확인을 쉽게 함으

로써 실시간성/신뢰성 향상과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련 연구로 실시간 시스템과 

소스코드 분석  분해 과정에 해 소개하고 3장에

서 TMO 기반의 정  분석 도구를 해 제안하는 

PS-Block 구조의 설계 내용을 기술한다. 마지막으

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연구

2.1 TMO

   TMO 모델은 시성 서비스 기능을 디자인 단계

에서부터 보장하고, 실시간 시스템이 가지는 시간

인 행동, 메시지에 의한 기능 인 행동에 한 추상

화 등을 지원한다. TMO 모델은 실시간 시스템의 

시간  행동을 추상화하기 한 SpM(Spontaneous 

Method), 메시지에 의한 행동을 추상화하기 한 

SvM(Service Method), 그리고 이들이 공유하는 데

이터를 세그먼트 단 로 장하기 한 ODSS 

(Object Data Store Segments)등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들을 TMO라는 하나의 객체로 모델링 할 수 

있게 해 다. TMO의 시간  행동은 AAC에서 정의

되고, 정의된 주기와 제한시간을 가지고 반복 실행

되는 SpM에 의해 SvM이 동작한다. (그림 1)은 

TMO객체 모델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TMO 객체 모델의 기본 구조

   TMO는 정시보장 컴퓨 (Timeliness Guaranteed 

Computing)을 목표로 제안된 실시간 객체 모델로 

경성/연성 실시간 응용뿐만 아니라 일반 인 응용 

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 시 시간 보장 

개념을 제공한다[2][3].

2.2  소스코드 분석  분해기 

   실시간성/신뢰성 정  분석 과정에서 실행시간 

분석을 하여 소스의 재구성을 한 함수의 호출 

계, 명시된 시간 지연 정보, 그리고 복 계산을 

피하기 한 공유 함수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 TMO의 SpM과 같이 실시간 로그램의 특성을 

따르는 쓰 드들은 체 흐름과 상 없이 시간에 의

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독립 으로 분석이 가능하도

록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소스들 사이의 계 정보

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소스

코드 분석  분해기에서 이루어지며 (그림 2)는 이

러한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 소스코드 분석  분해기

   소스코드 분석 과정  공유 함수와 역 변수 

등의 정  구조는 Static Structure를 구성하여 장

하게 되고,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TMO의 AAC와 

같은 시간 정보는 Time Information에 장된다. 

Flow Information은 소스코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호출 계와 참조 계를 가지고, 실행되지 않는 코

드를 제거하며, 호출이나 자료 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코드를 분리한다. 이 Flow Information을 근거

로 소스코드 분해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Program 

Segment단 로 분해한다. 여기서 Program 

Segment란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재구축하여 하나의 

주기성을 띄고 독립 으로 실행될 수 있는 루틴으로 

나  것이다. 이와 함께 도출되는 Program 

Segment Relationship은 Program Segment들 사이

의 연 계를 가진다.

3. 본론

   실시간 로그램의 응답 시간을 보장하고, 시간 

처리의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TMO는 설계 단계에서

부터 정한 AAC를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

는 소스코드의 분석을 통해 실행시간을 측하여 메

소드의 시간 처리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실시

간성 반여부를 확인하며, 수정할 수 있도록 실행

시간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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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O 기반의 정  분석을 하여 TMO 로그

램을 분석하면 시간에 의한 행동인 SpM과 메시지

에 의한 행동인 SvM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시간

에 따라 동작하는 분리된 흐름들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흐름들을 소스코드 분석  

분해기를 통해 단  분석을 한 Program Segment

로 나 고 분석을 한 기  정보들을 도출한다. 분

리된 각각의 흐름인 Program Segment를 시간 계산

의 최소 단 로 구문 분석한 PS-AST (Program 

Segment Abstract Syntax Tree)로 구성하고 각각

의 PS-AST 노드를 종류별로 묶어 블록 단 의 실

행시간 분석을 한 기반으로 PS-Block (Program 

Segment Block)구조로 재구성한다. (그림 3)은 정  

분석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 정  분석 과정

   소스코드 분석  분해기에서 생성된 Program 

Segment는 구문 분석을 통해 PS-AST를 생성하고, 

PS-AST는 블록 단 의 실행시간 분석을 한 구조

인 PS-Block으로 재구축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 

단 로 실행시간을 분석한다. 분석 데이터 구성  

장 모듈에서는 Flow Information과 Static 

Structure의 분석 결과를 추가하고, Program 

Segment Relationship을 참조하여 실행시간을 가지

는 PS-Block들로 구성된  PS-Block Timing Model

을 구성하게 된다.

3.1 PS-AST

   PS-AST는 하나의 주기성을 띄고 독립 으로 실

행될 수 있는 Program Segment를 구문 분석하여 

생성된 문법 트리로서 실행시간의 분석을 하여 연

산자와 실행문, 변수의 이름을 심으로 재구성을 

거친 구문 트리이다. 재구성은 AST의 노드  실행

시간 연산에 필요 없는 역변수를 나타내는 노드와 

일반 선언문을 나타내는 노드 그리고, 문법구조에 

따라서 생성되어 실행시간 분석과 연 이 없는 비 

단말 노드들을 트리에서 제거하여 더욱 빠르고 효과

으로 실행시간의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PS-AST의 노드는 각각 하나씩의 연산, 호출, 참

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개별 노드별로 실행시간을 

가지고 그 실행시간의 합으로 체 Program 

Segment의 실행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3.2 PS-Block

   TMO 로그램은 SpM에 의해 시간에 따라 분

리된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에 따른 작업의 

실행시간이 필요하다. 한, PS-AST는 연산자와 실

행문을 심으로 하는 트리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소스 코드 안의 연산들을 잘 표 할 수 있으나 선택

문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경로의 분리가 쉽지 않고 

반복문의 반복횟수 계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실행시간 분석을 한 기반을 마련하기 해 트리의 

노드들을 특정한 기 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PS-Block이란 Program Segment를 구분 분석한 

PS-AST의 각 노드들을 실행시간의 분석을 하여 

그 종류에 따라 PS-Block 구성 정책을 용하여 블

록 단 로 나 어 재구성한 구조로서 로그램을 작

업 단 로 분리해 분석할 수 있다. 한, 로그램의 

실행 경로를 명확하게 하고, 반복문의 범 와 구조

를 간단하게 표 할 수 있다. (그림 4)는 PS-Block

를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 PS-Block 구성 모듈

   PS-Block은 탐색한 PS-AST 노드의 종류에 따

라 구성 정책 용 모듈에서 블록 생성  연결과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PS-AST 노드의 종류별 

PS-Block 구성 정책은 <표 1>과 같다.

<표 1> PS-Block 구성 정책

노드 종류 정책 설명

function decl Function 블록 생성 함수의 루트

selection expr Select 블록 생성 분기를 하  블록으로 구분

iteration expr Iterate 블록 생성 조건 블록의 자식으로 내용 
블록이 치

expression
Normal 블록 생성
노드 연결 실행시간을 구하는 수행문

compound Pass

simple decl Pass 기화 없을 때

unexpected Pass 실행시간 계산이 불필요

 PS-Block 구성 정책은 메소드 단  분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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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블록을 생성하고, 선택문의 조건에 따라 일

어날 수 있는 분기를 표 하기 해 Select 블록을 

정의하여 실행되는 코드와 실행되지 않는 코드를 구

분하며, Iterate 블록을 정의함으로써 반복 실행되는 

코드에 하여 반복 조건을 기 으로 구분해 반복문

에 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Normal 블록은 일반 연산이나 함수 호출 등의 일반

인 실행 코드들의 묶음이고, 다른 블록들을 구성하

게 되는 기본 인 블록이 된다. 이는 분기나 반복이 

포함되지 않는 단일 코드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Scope Level 검사  용 모듈에서 Scope는 각 

PS-AST 노드가 속해야 할 블록을 가리키고, Level

은 각 PS-Block이 속하는 부모 블록을 결정하도록 

한다. 용될 정책이 결정되고 검사한 PS-AST 노

드, 는 생성된 PS-Block은 Scope나 Level을 참조

해 한 PS-Block에 추가된다. (그림 5)는 이와 

같은 정책을 용하여 PS-AST를 PS-Block으로 묶

은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5) PS-AST와 PS-Block의 구조

   PS-Block은 루틴의 종류에 의하여 그룹화된 구

조로 각 분기가 일어나는 지 에서 각각 다른 블록

으로 근할 수 있어 실행 경로의 분석이 용이하고 

반복이 일어나는 부분을 하  블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의 구조도 간단히 표 할 수 있다. 

한 각 PS-Block은 블록마다 PS-AST 노드와 실행

시간 항목을 가진다. 이 실행시간 항목은 블록에 속

한 PS-AST 노드의 실행시간과 하  블록들의 실행

시간의 합으로 나뉜다. 따라서 상  블록은 하  블

록의 체 실행시간을 가지고 블록 단 의 개별 실

행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3.3 PS-Block의 특징

   PS-Block은 독립된 PS-AST 노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PS-Block 단 로 독립 으로 실행시간의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PS-AST와 PS-Block을 

통한 정  분석은 로그램의 실행 에 추상화된 

각 메소드들에 하여 분리된 각 소스 코드의 실행

시간을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최장 경로 분석 방법

의 용이 쉽다. 이처럼 분석 상을 나눔으로써 각

각 실행시간의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기 으로 

제시하여 개발자의 AAC의 정의와 상 메소드의 

실행시간 시성 확인을 도울 수 있어 로그램의 

실시간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개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한다.

4. 결론  향후 계획

   실시간 로그램은 시간  정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를 고려하여 실행시간을 정의하

고 그 정확성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응답시간을 보

장하는 TMO 모델에서도 개발자의 시간 정보 정의

와 실시간성/신뢰성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한 

정  분석 도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TMO 기반 정  분석 도구를 

한 실행시간 분석의 기반으로서 PS-AST와 

PS-Block 구조를 설계하 다. PS-Block은 로그램 

소스 코드를 블록 단 로 나 어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자세한 실행시간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기 으로 시간 정보의 정의를 돕고 실시간 메

소드의 시성 확인을 쉽게 함으로써 실시간성/신뢰

성의 향상과 개발 기간의 단축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설계를 바탕으로 정  분

석기를 구 하고 실행시간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향상을 하여 운 체제, 통신, 하드웨어 등 

실행시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  분

석 결과와 실제 실행시간의 차이를 보정하기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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