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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icroC/OS-II에서는 우선순  역  상에 한 해결 기법으로 뮤텍스를 사용한 기본 인 우선순  

상속(Basic Priority Inheritance)을 사용한다. 뮤텍스를 구 하려면 리얼타임 커 이 우선순 가 같은 여

러 태스크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MicroC/OS-II는 우선순 가 같은 여러 태스크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해 MicroC/OS-II는 우선순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메

모리공간  우선순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MicroC/OS-II에서의 불필요한 메모리 낭

비와 우선순  낭비를 여, 은 용량의 메모리를 가지는 임베디드 장비에 효율 으로 운 되도록 제

안 하고자 한다.

1. 서론

 우선순  역  상이란, 실시간 운 체제에서 특정 로

세스가 특정 자원을 필요로 하고, 그 해당되는 자원을 소

유한 로세스보다 높은 우선순 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할당받지 못해 기하는 상을 말한다. MicroC/OS-II에서

는 우선순  역  상에 한 해결 기법으로 뮤텍스를 

사용한 기본 인 우선순  상속(Basic Priority Inheritance)
을 사용한다.  뮤텍스를 구 하려면 리얼타임 커 이 우선

순 가 같은 여러 태스크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MicroC/OS-II는 우선순 가 같은 여러 태스크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해 MicroC/OS-II는 뮤텍스를 액

세스하고자 하는 최상  태스크 바로 에 있는 우선순

를 약해 놓고, 필요할 때만 낮은 우선순  태스크의 우

선순 를 임시로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으

로 인해 우선순  약을 해야하고, 은양이지만 불필요

한 메모리공간을 낭비하게 된다. 실제로 임베디드 장비에 

탑재되어 RAM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MicroC/OS-II의 목 에 배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icroC/OS-II에서의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를 이고 불필

요한 우선순  약를 없앰으로써, 은 용량의 메모리를 

가지는 임베디드 장비에 효율 으로 운 되도록 제안 하

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우선순  역 상

   그림[1]은 우선순  역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다. 태스크 1은 태스크 2보다 우선순 가 높고, 태

스크 2는 태스크 3보다 우선순 가 높다.

  [그림1] 우선순  역  상

태스크 3이 이미 소유한 자원을 태스크 1이 액세스하려고 

할 때(5), 태스크 1의 우선순 는 사실상 태스크 3의 

우선순 로 감소된다. 이 상황은 태스크 2가 태스크 3을 

선 할 때 더욱 악화되며, 이로 인해 태스크 1의 실행은 

더 지연된다.

2.2. BPI(Basic Priority Inheritance) 로토콜

 BPI 로토콜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로세스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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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원을 요청하고 기하는 로세스들 에서 가장 높

은 우선순 를 상속받아 해당 로세스가 선 되지 않고 

실행을 완료하도록 한 후, 자원을 반환할 때 원래의 우선

순 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2.3. 우선순  최고 한도(Priority Ceiling) 로토콜

 세마포어별로 획득한 태스크를 실행하는 우선순

(ceiling 값)을 고정 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서는 세마포어가 고정된 실행 우선순 를 갖기 때문에 최

의 실행 순서를 스 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4. RPI(Recursive Priority Inheritance) 로토콜

 RPI 로토콜은 재귀 인 형태의 자료구조를 사용함으로

써 복잡한 우선순  역  상을 해결한다. 

[그림2] 재귀  자료구조

그림[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3의 재귀  자료구조는 

RA, RB, RC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자원들은 해당 자원을 

요청한 로세스 기 큐를 가진다. 한 각 자원별로 

기 인 로세스는 우선순 에 의해 정렬이 되어있고, 

재귀  자료구조를 가지는 P3는 소유 인 자원들을 각 

자원의 첫 번째 기 로세스의 우선순 에 의해 

정렬한다. 따라서 첫 번째 자원의 첫 번째 기 

로세스가 항상 가장 높은 우선순 를 갖도록 정렬하고, 

이 우선순 를 재귀  자료구조를 갖는 로세스가 

상속받도록 한다. 즉, P3는 RB의 첫 번째 로세스인 P9의 

우선순 를 상속받게 된다.

2.5. MicroC/OS-II 실시간 커 의 특징  구조

 a) 각 태스크는 같은 우선순 를 가질 수 없다.

 MicroC/OS-II에서는 우선순  역  상을 해결하기 

해 뮤텍스를 사용한다. 뮤텍스를 구 하려면 리얼타임 커

이 우선순 가 같은 여러 태스크를 지원해야 하는데, 

MicroC/OS-II에서는 우선순 가 같은 여러 태스크를 지

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피하기 해서 뮤텍스를 액세스 

하고자 하는 최상  태스크 바로 에 있는 우선순 를 

약해 놓고, 필요할 때만 낮은 우선순  태스크의 우선순

를 임시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b) 각 태스크는 오직 하나의 자원을 할당 받을 수 있다.

 MicroC/OS-II에서 태스크 생성은 태스크 컨트롤 블록

(TCB)을 할당함으로 이루어지며, 이 구조체 안에 세마포

어용 이벤트 컨트롤 블록(ECB)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OSTCBEVentPtr를 두어 태스크에 자원을 할당한다.

 c) MicroC/OS-II에 우선순  해결 기법의 용

 련 연구를 비롯하여 우선순  역 을 방지하는 방법은 

오래 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을 

MicroC/OS-II에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BPI 

로토콜의 경우 같은 우선순 를 가지지 못하는 

MicroC/OS-II에는 곧바로 용이 불가능 하다. 태스크당 

다수의 자원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우선순  역 상을 

고려한 Priority Ceiling, RPI 로토콜 한 

MicroC/OS-II에서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MicroC/OS-II의 우선순  역 상 해결 알고

리즘은 뮤텍스를 이용한 BPI를 용하 으며, 우선순  

상속을 해 뮤텍스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최상  태스크 

바로 에 있는 우선순 를 약해 놓고, 필요할 때만 낮

은 우선순  태스크의 우선순 를 임시로 올려서 사용하

는 방식을 취한다. 

3. 설계

3.1. 우선순 의 일시  교환 로토콜

(Temporary Priority Swap Protocol)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우선순  상속 로토콜을 구

하기 해 이미 선 되있는 자원을 얻고자 하는 태스크 

우선순 와 우선순 는 작지만 자원을 소유한 태스크의 

우선순 를 서로 교환(swap)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설계하기 해서는 특정 로세스가 이미 선 된 

자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자원 사용을 완료한 후 뮤텍스 

반환시 우선순  교환이 일어났을 경우 원래의 우선순

값으로 되돌리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한, 우선순  

역  상이 첩 으로 일어났을 경우와 자원 사용을 완

료한 후에 우선순 를 되돌리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이 게 함으로써 기존의 BPI 로토콜이 가지는 추가

인 ECB할당과 우선순 를 할당해야하는 문제, ECB에 

한 별도의 기화작업을 수행해야하는 문제, RAM 공간 

낭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실제로 

사용되는 RAM공간의 약을 최  목표로하여 실시간성

을 유지하려는 MicroC/OS-II에 합한 방법이다. 

3.1. 련 자료 구조

typedef struct os_tcb {

    INT16U           OSTCBId;    /* 태스크의 ID */

    OS_EVENT        *OSTCBEventPtr; 

    /* 태스크가 소유한 이벤트 컨트롤 블록(ECB)   */

    INT8U            OSTCBPrio; /* 태스크 우선순  */

    /* 이하 생략 */

} OS_TCB;

[표1]. 태스크의 정보를 장하는 TCB 자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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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struct os_event {

    INT8U    OSEventType;                

    /* OS_EVENT_TYPE_MUTEX  */

    void    *OSEventPtr; 

    /* Pointer to message or queue structure */

    INT16U   OSEventCnt; 

    /* 소유 태스크의 우선순   Mutex 사용가능여부 */

    INT16U   OSEventTbl[OS_EVENT_TBL_SIZE];  

    /* Mutex를 할당 받기 해 기 인 태스크들 */

    /* 이하 생략 */

} OS_EVENT;

[표2]. Mutex의 정보를 담아두는 ECB 자료구조

3.2. 알고리즘의 설계

 그림[3]은 우선순  역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다. 태스크 1은 태스크 2보다 우선순 가 높고, 태

스크 2는 태스크 3보다 우선순 가 높다.

[그림3] TPSP알고리즘의 

 태스크 1이 태스크 3이 소유한 자원에 근하려 할 

때(6), 태스크 1과 태스크 3의 우선순 는 서로 교환된다. 
커 은 태스크 1을 뮤텍스의 기 목록에 올린 뒤 자원을 

계속 사용 하도록 태스크 3을 재실행한다(7). 자원을 다 

사용한 뒤(8), 태스크 1과 태스크 3의 우선순 를 원래 

상 로 되돌려 놓는다. 

3.3. 련 함수 설명

void OSMutexPend(OS_EVENT* pevent,

                   INT16U timeout, 

                   INT8U* err){

/* Mutex를 소유하고 있는 태스크의 우선순 가 Mutex를 

요청한 태스크의 우선순  보다 낮을 경우, 두 태스크의 우

선순  값을 교환한다. */

}

[표3]. 변경된 OSMutexPend 함수

INT8U OSMutexPost( OS_EVENT* pevent){

/* Mutex를 소유하고 있는 태스크의 우선순  값이 변경되

었을 경우, 변경되지 않은 태스크를 만날 때 까지 반복하여  

OSMutex_RdyAtPrio 함수 호출 */

}

[표4]. 변경된 OSMutexPost 함수

OS_EVENT  *OSMutexCreate (INT8U *perr){

/* 우선순 를 할당 받아 ECB에 삽입하는 부분 제거 */

}

[표5]. 변경된 OSMutexCreate 함수

OS_EVENT  *OSMutexDel (OS_EVENT *pevent, 

                            INT8U opt, INT8U *perr){

/* 할당받은 우선순 를 반환하는 부분 제거 */

}

[표6]. 변경된 OSMutexDel 함수

static  OS_TCB*  OSMutex_RdyAtPrio (OS_TCB *ptcb){

/* 원래의 우선순  값을 가진 태스크와 서로 교환한다. */

}

[표7]. 변경된 OSMutex_RdyAtPrio 함수

4. 결론  향후 과제

 우선순  역 상을 해결하는 3가지 로토콜을 살펴보

았다. 그리고 실시간 운 체제인 MicroC/OS-II에서 우선

순  역 상 해결을 하기 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

았으며, 기존의 MicroC/OS-II가 가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하지만, MicroC/OS-II가 가

지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인 PIP, PCP, RPI 로토콜을 

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발견하 다.

 그러므로 MicroC/OS-II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 

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게 

함으로써 기존의 BPI 로토콜을 구 하기 해 추가 인 

ECB를 할당해야하고 별도의 기화작업을 수행해야하는 

RAM 공간 낭비 문제를 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우

선순  수에 제한이 있는 MicroC/OS-II에 우선순  약

으로 인한 낭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우선순  역 상이 첩 으로 일어났을 경

우 효율 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각 태스크 간 

우선순  복 문제 해결, 여러 자원의 소유 가능, 보다 

향상되고 이식성 높은 우선순  역  상 해결 알고리즘

을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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