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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시스템들의 거동이 이산적인 속성과 연속적인 속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단계부터 이산적인 속성과 연

속적인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오토마타 기반의 모델링이 요구 되어 진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항공 우주, 원자력 등 제어 시스템 분야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분야는 특히 안정성 및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하여 명세로부터 구현에 이르기까지 검증과 확인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 뿐만

이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의 운영 

중에 하이브리드 오토마타 기반의 명세와 구현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1. 서  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

한 분야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많은 시스템들의 거동이 이산적인 속성과 

연속적인 속성이 혼재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제어 분야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엔

진제어, 제동장치제어 및 항공기 분야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기존의 연속상태 모델링 방

식 혹은 이산상태 모델링 방식만으로는 정확한 거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라는 분야로 활발한 연

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제어 분야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시스템들은 실시간성의 보

장과 안정성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검증 및 확인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학적인 모

델링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세 단계의 검증(Verification) 및 확인(Validation)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 단계에서 명세(Specification)가 

원하는 속성(Property)를 만족하는지 검증(Verification)을 

하게 된다. 이때, 모델체킹 혹은 정리증명 등의 방법이 

이용되어 질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명세와 구현

(Implementation)이 일치하는지 일치성(Conformance)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치성관계

(Conformance Relation)[1]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시

스템의 구현이 원하는 속성을 만족하는지를 시험하게 된

다. [1]에서 LTS(Labelled Transition System) 기반의 

Conformance Relation이 정의되어 일반적인 이산시스템

의 일치성 확인에 사용되어져 왔다. 이후 실시간 시스템

의 일치성 확인을 위해 Timed Automata 기반의 

Conformance Relation[2][3]이 이용되었고, 최근 연속

상태와 이산 상태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기존의 연

구들은 Conformance Relation을 태스팅을 위해 이용해 

왔지만[4][5],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일

그림 1 시스템의 검증  확인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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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 검사를 위한 hioco relation을 태스팅이 아닌 모니

터링에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오토마타(Hybrid 

Automata)[6]로 명세 된 시스템의 태스크를 모니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아

래와 같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실시간 시스템은 일회적인 작동을 하고 종

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환경과 반응을 하며 수

행되는 반응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일정 수 이상의 테스

팅만을 가지고 그 시스템의 구현이 명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 많은 연구들이 실시간 시스템을 시스템 전체적인 관

점에서 시간 제약을 분석한다. 그래서 커널과 태스크 사

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Conformance는 분석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일치성검사

(Conformance Testing)를 실시간 태스크의 모니터링에  

접목 시키려 한다. 앞으로 제시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과 3장에서는 배경지식으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와 

Conformance Relation에 대해 언급 될 것이다. 4장에서

는 제시 하려는 실시간 태스크의 모니터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5장에서 결론을 짓겠다.

2. Hybrid Automata

  Hybrid System은 이산적인 속성와 연속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Micro Processor를 가

지고 연료 주입량을 조절하는 자동차 엔진이 좋은 예이

다.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된 정형화 모델이 

Hybrid Automata 이다. 본 논문에서  실시간 시스템의 

명세와 테스팅에 사용될 Hybrid Automata 는 다음과 

같다.

Definition 2.1 (HA) Hybrid Automata 는 다음과 같

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 variables :    ⋯는 연속적인 실변수의 

집합이다. 여기서 은 의 차원이다. 이 변수들은 

시스템의 연속적인 상태변화를 위해 이용되어진다. 

변수집합    ⋯ 은 변수들의 미분형태를 표

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 Control Graph : 는 방향성을 가진 multigraph 

 의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인 Vertex는 제

어 모드라고 부르고, ∈인 edge는 제어전환이라고 

부른다.

� Initial, invariant, flow condition : 세 개의 함수 

,  , 는 각각의 ∈에 연결된 함수로서, 

는 에서의 연속변수 ∈를 초기화 시키는 

함수이고, 는 에서의 연속변수 ∈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서술한다. 는 ∪의 형태

로 서술되며, 시스템의 동적인 변화를 표현한다. 

은 일반적인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다.

� Jump Condition : 함수 는 제어전환 ∈에 

연결된 함수로서,  는 Control Graph에서 제

어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이용된다.

� Event :   →는 edge labeling 함수로서 제

어전환을 야기하는 이벤트를 표현하는데 사용 된다. 

이때, 는 이벤트의 집합이다. 

그림 2 Thermostat
  

위의 그림 1은 단순한 Hybrid Automata의 예제로서 

Thermostat을 모델링하고 있다. 변수 는 온도를 표현

하고 On과 Off 두 개의 제어 모드를 가지고 있다. 제어

모드 Off에서 Heater가 꺼지면, 인  

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며 연속상태의 전이가 일어나다가 

인  ≥ 과 jump condition   에 의해 

제어 모드 On으로 이산상태의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제

어 모드 On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속상태 전이

와 이산상태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Definition 2.2 (하이브리드 오토마타의 상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의 상태의 집합은 ⊆ × 이고, 상태 는 

  ∈이다. 즉, 하이브리드 오토마타의 상태는 이

산상태를 대표하는 제어 모드인 ∈와 연속상태를 대

표하는 연속 변수의 값으로 ∈  이루어져 있다.

Definition 2.3 (상태 전이) 하이브리드 오토마타의 상태 

전이는 이산상태 전이와 연속상태 전이로 나뉘어 진다.

▪ 이산상태 전이 : 각각의 이벤트 ∈에 대해서 이산

상태 전이는 

′′이다. 이 때, 다음을 만족하는 

제어 전환 ∈가 존재해야 한다.. 의 출발점은 이고, 

의 도착점은 ′이다. 또한    이다.

▪ 연속상태 전이 : 각각의 실수 ∈≥ 에 대해서 연속

상태 전이는 

′이다. 이 때 다음을 만족하는 

미분가능함수   →이 존재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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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다. 즉, 제어 모드의 변화 없이 연속상태 

변수 의 값만이 변화하는 것이 연속 상태 전이이다.

이 후에서 상태 ∈에서 에 의해 전이 가능한 상태

′∈가 존재 할 때, 즉, 

′인 ′이 존재 할 때, 




로 표기 하겠다.

3. Conformance Relation

  Hybrid input output Conformance Relation(hioco)는 

임의의 상태의 변화 이후에 구현(Implementation)에서 

발생하는 출력이 같은 상태 변화 이후에 설계 명세

(Specification)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에 포함되는지의 

관계를 말한다. hioco를 정의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함수와 표기법을 정의하겠다. 

하이브리드 오토마타 에 대해서 는 모든 상태의 집

합이고, 
는 초기 상태이고, 

  
이다. ≥ 과 

유한한 이벤트의 집합 가주어 졌을 때, Sequence의 

집합 ∪를 라고 하자. ′⊆ 인 ′

과 ∈가  ′
를 ′으로의 의 정사영 함

수라고 정의하자. 즉,  ′
 함수는 전체 Sequence  

중 관측 가능한 ′에 관한 Sequence만을 뽑아낼 수 

있는 함수 이다. 이 때,의 관측가능한 경로를 

  라 하면 ,

    
∈∧

 
 이다. 

   는  이후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상태이다. 따

라서     = ∈ ∃∈
 
∧


  이다. 연속적인 상태전이에 의한 출력을 

라 하자. 상태 ∈가 주어졌을 때,  는 상태 에

서 관측 가능한 출력의 집합이다. 이것은,

  











∈

∪ ⋯ 

∈

 ⋯ 

이다. 이 때, 

case 1은 연속적인 상태전이가 발생한 경우이고, case 

2는 연속적인 상태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리고    
∈

  이다.

 는 구현, 는 명세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Hybrid 

input output Conformance Relation(hioco)는 다음과 같

다.

   hioco   ≡  ∀∈ 
,

   ⊆   

4. 모니터의 구성

real-world

Real-Time

system

stimuli reaction

그림 3(a) 

   

real-world

RTOS

stimuli reactionReal-time

Task

call req.

그림 3(b)

  실시간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림3의 두 그림과 

같다. 그림3(a)는 실시간 시스템의 전체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고 전체 시스템과 외부와의 반응과 응답에 대해

서 실시간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시간 시스템 내부에서 커널과 실시간 태스크와의 입출

력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실

시간 시스템을 그림3(b)와 같이 보고 커널과 태스크 간

의 입출력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널에 2개의 모듈이 추가 되었고, 2

개의 모듈은 다음과 같다.

▪ Hybrid Conformance Monitor: Hybrid Conformance 

Monitor는 태스크와 커널의 입출력을 Hooking하여 실시

간 태스크가 설계 명세와 Conformance Relation을 만족

하는지를 모니터하는 모듈이다.

▪ Fault Handler: Fault Handler는 실시간 태스크가 설계 

명세와 Conformance Relation이 만족하지 않을 때, 오

류를 처리해주는 모듈이다.

그림 4  Hybrid Conformance 모니터의 구조

 

  그림 2는 Hybrid Conformance Monitor의 개략적인 

구조이다. 시간의 제약을 가진 실시간 태스크는 커널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반응을 하게 된다. 외부의 자극을 

하드웨어와 커널을 통해서 태스크에게 입력을 주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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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출력은 커널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 전해지게 된

다. 이 때 실시간 태스크는 커널과의 입출력간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Hybrid Conformance Monitor는 커널과 

실시간 태스크간의 입출력을 Hooking하여 앞에서 언급

된 실시간 태스크의 hioco를 분석하여 태스크가 태스크

의 설계 명세대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모니터한다. 

그리고 만약 실시간 태스크가 설계 명세와 일치성에 부

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Fault Handler

가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해주게 된다. 실시간 시스템은 

Hybrid Conformance Monitor를 통해서 실시간 태스크

의 설계 명세의 거동특성을 만족하였는지 분석 할 수 있

고, Fault Handler를 통해 Fault Tolerance를 보장해 줄 

수 있다. Hybrid Conformance Monitor와 Fault Handler

가 태스크 수준이나 시스템 외부 모니터로 추가 된 것이 

아니라, 커널 모듈로 추가가 되어서 생기는 장점은 다음

과 같다.

 

 ▪ 태스크 수준으로 추가했을 경우 CPU의 제어권을 쉽

게 얻을 수 없어 모니터와 Fault Handle을 하기 어렵다.

 ▪ 외부에 모니터를 두어 시스템을 모니터 할 경우 모니

터와 시스템간의 통신상의 지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등

의 평가가 어렵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실시간 제어 시스템은 시스템이 안정성과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실시간 제어 시스템의 

대부분의 안적필수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

스템이 시간적 제약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산, 인명에 크

나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구현이 명세단계에서 검증된 모델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명세가 구현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테스팅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런 방법

으로는 무한히 동작하여야 하는 실시간 반응형 시스템의 

구현이 명세를 만족하는지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을 커널수준에서 모니터하

여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Fault Handler를 통

해 적절한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법을 

통하여 커널과 태스크간의 상호작용에서 실시간성 및 안

정성을 체크할 수 있어서 단지 태스크가 정상적인 출력

을 내보내는지에 관한 것뿐만 태스크 내부루틴의 입출력

에 대한 시간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기법은 Fault Tolerant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고, 태스크

가 데드락에 걸렸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높은 실시간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하지만, 현재 연구 단계까지에서 실시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지 못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실제 의미 있는 실시간 제어 시스템에 본 논문의 방법론

을 적용해 보고, 도구 제작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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