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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가 발전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한 응용프
로그램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범용 운영체제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방
법은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운영체제가 동작할 수 있는 다중 운영체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화 기술
이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은 가상화 기술을 임베디
드 시스템에 적용하고 가상화 기술에 알맞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측
정, 평가한다. 

 

1. 서론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의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머신 위에 다양한 운영체제가 공존하여 동작하는 것
을 말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응용프로그램들
(e.g. 실시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응용프로그램, 
보안성이 요구되는 응용프로그램 등) 이 하나의 범용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것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은 운영체제로 응용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임베
디드 시스템 분야의 가상화 기술이다. 이러한 임베디
드 시스템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
으며, 또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 시 모든 코드를 이식
하는 것만이 아닌 VMM 만을 이식하는 것만으로 그 
위에 동작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은 OKL4 의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임베디

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다. 
기존에 발표된 가상화된 리눅스와 네이티브 리눅스간
의 성능평가의 연구결과에 보여지듯 L4 의 가상화 기
술을 적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이 네이티브 리
눅스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특정연산에서는 더욱 뛰
어는 성능을 보였다[1],[2]. 그러나 이 때 작성된 디바
이스 드라이버들은 유저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게스트 
OS 에서 직접 하드웨어로 접근하여 동작하는 방식으

로 작성이 되었다. 이러한 기반에서 게스트 OS 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시스템의 경우 해당 게스트 OS 들
이 모두 각각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가진다는 의미
이며 이 경우 하나의 장치를 여러 게스트 OS 들이 동
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시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 철학에 위배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며 동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여야 하며 언급한 구조를 지니는 디바이스 드
라이버를 작성하기 위해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

구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OKL4의 가상화 기
술을 적용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구조와 실제 구현
에 대해 논한다. 4 장에서는 구현된 디바이스 드라이
버와 네이티브 리눅스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비교한
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상화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게스트 OS 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 CPU 와 메모리, I/O 장치들을 가상화하는 것
이라고 이전 장에 언급하였다.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여러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성능의 차이를 보
이는 것은 각각의 CPU, 메모리, I/O 장치에 대한 가상
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4]. L4 는 반 가상화를 사
용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XenARM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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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이다. 
2.1 XenARM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가상화 기술로 널리 알려진 
Xen 을 개발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ARM 코어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 
XenARM을 개발하였다. XenARM에서 디바이스 드라
이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Split/Coordinate 모델
을 제공한다. Split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은 XenX86
에서 사용되는 I/O 가상화 방식으로 실제 장치에 접
근하는 Native/Backend 드라이버와 가상드라이버 역할
을 하는 Frontend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Backend 드라
이버는 여러 Frontend 드라이버의 요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Coordinate Native 드라이버 모
델은 XenARM 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사용자가 수
행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게스트 OS 가 동작
하는 도메인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Native 디바이
스 드라이버에 시스템 자원의 사용을 요청하여 실제 
하드웨어 접근한다.  

XenARM 기반의 시스템에서의 성능 평가는 본 논
문와 같은 LMBench 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비교대상은 
네이티브 리눅스이다. 네이티브 리눅스에 비해 약 
80%정도의 성능을 보였음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다
[5]. 
3. L4 드라이버의 구조 및 설계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철학을 유지하면서 여러 게
스트 OS 들이 접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 문제
까지 해결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계 및 구현하
기 위하여 OKL4 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레임워크인 드라이버 버전 2(Driver V2)라는 구조를 
사용하여 구현한다[3]. 
3.1 드라이버 버전 2의 구조 

그림 1은 기존 네이티브 리눅스의 디바이스 드라이
버와는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게스트 OS 인 Wombat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며 서버-클
라이언트 구조를 가지며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큐-관리 기법을 제공하는 vDevice 서버가 사용자 영역
에 위치하며 이 vDevice 서버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
해 커널 공간에서 실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부분으
로 나뉘어져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상화된 게스트 
OS 인 Wombat 에서 vDevice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vdev server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부분, 해당 인터페
이스의 루틴이 정의된 vDevice 서버, vDevice 서버가 
커널 영역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접근할 수 있게 제
공되는 di 인터페이스, 실제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기
본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바이스가 접근할 메모리 영
역을 지정하는 dx 인터페이스, 총 다섯 개의 구성요
소로 이루어져있다. 
3.2 드라이버 버전 2의 설계 

드라이버 버전 2 로 드라이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dx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메모리 영역을 지
정해야 하고 지정한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연산을 

기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작성하는 등의 각 연산들
을 어떻게 어디에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드라이버 버전 2 프레임워크로 작성
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연산 수행 시 하이퍼콜
(Hypercall)의 횟수가 차이가 나면 그 횟수의 차이만큼 
드라이버의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 1 드라이버 버전 2의 구조도 

연산을 기본 드라이버에 작성하고 이를 전부 게스트 
OS 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호출하는 방식보다 여
러 번 호출될 연산들을 하나로 줄여서 동작시키는 것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2.1 LCD 드라이버 작성을 위한 설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LCD 디바이스 드라
이버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된다. 화면을 출력하기 위
한 LCD 패널을 초기화 하는 부분, 뿌려지는 영상데
이터를 제어하기 위해 해상도, 픽셀 클럭, RGB 나 
YUV 등을 컬러 스페이스 등을 설정하기 위한 LCD 
컨트롤러에 대한 설정 부분 그리고 LCD 패널에 화면
을 뿌리기 위해 존재하는 프레임버퍼 부분의 세 가지
로 구성되며 이 중 LCD 패널 초기화와 LCD 컨트롤
러에 대한 설정들이 실제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부분
으로 기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수행되어야 할 부
분이며 프레임버퍼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공간에서 
처리하여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한다. 
4.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구현 

이번 장에서는 OKL4 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버전
2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타겟 시스템의 디바이스 드
라이버를 구현에 대해 논한다. 3 장에서 언급한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작성을 위한 설계를 따라 작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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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CD 드라이버 구현 

KMU 참조 플랫폼의 LCD 패널은 Intel®사의 
2700G 그래픽가속기와 연동이 되어 있으며 현재 구
현상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Bypass 모드
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이 부분도 2700G 의 내부 레
지스터를 설정하기에 기본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에 
작성한다. SSP 를 사용하여 LCD 패널을 초기화하며 
LCD 컨트롤러 레지스터를 설정하여 영상데이터에 대
한 제어를 하며 2700G 를 bypass 모드로 설정하는 과
정들을 기본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작성한다. dx 인터
페이스에서는 빈번히 접근할 레지스터에 대한 기술을 
하였고 가장 처음에 한번만 수행되는 2700G 의 
bypass 모드 설정과 LCD 패널에 대한 초기화는 
OKL4 내부 함수로 처리하였다.  
하드웨어 관련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LCD 

패널에 영상데이터를 뿌리기 위한 프레임버퍼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며 이는 가상화된 리눅스
인 Wombat 영역에서 작성한다. OKL4 에서 제공하는 
가상 프레임버퍼를 사용하고 이 때 사용되는 DMA 
할당도 OKL4 내부 함수를 통해 작성한다. 할당 받은 
DMA 시작 주소를 LCD 컨트롤러에 넘겨주는 루틴을 
하드웨어 처리부터 추가함으로 드라이버 버전 2 프레
임워크를 사용한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한다. 
5. 실험  

5.1 제약조건 

OKL4 의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시스템의 
결과물이 KMU 보드에 탑재된 모든 장치가 아닌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구현되었으므로 비교대상이 되
는 네이티브 리눅스 또한 해당 디바이스들만을 활성
화 시켜서 동작시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다. 
5.2 실험 대상 

OKL4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에 
현재 드라이버 버전 2 로 작성한 드라이버는 LCD 이
며 구축한 시스템의 전체성능을 LMbench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5.3 실험 방법 

네이티브 리눅스에 비해 OKL4 의 Wombat 리눅스
의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는 직접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된 하드웨어 
계층을 통해 접근하므로 같은 연산이 2 번 소모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성능을 측
정하기 위해 데이터가 실제 장치에 쓰여질 때까지 소
모된 시간을 측정하며 이를 통하여 성능을 비교한다. 
네이티브 리눅스에서 소모된 시간을 T(n)이라고 하며 
Wombat 리눅스에서 소모된 시간을 T(w)라고 한다. 이
때 측정된 소모된 시간에 관한 결과를 나누어서 성능
을 비교한다. 
5.4 실험 결과 

5.4.1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영상 데이터를 프

레임버퍼에 전송할 때 사용되는 DMA 의 속도이며 이
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DMA 전송이 시작된 
순간부터 전송이 끝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을 위해 MPEG2 동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영상 프
레임의 수와 해상도를 다르게 하였다. 표 1은 실험에 
사용된 동영상의 사양을 보여준다. 

 

표 1 MPEG2 동영상 사양 

 해상도 포맷 프레임 수 
a.mpg 320 x 256 RGB565 60 
b.mpg 720 x 576 RGB565 88 
c.mpg 160 x 28 RGB565 198 

 
평가 기준은 해상도와 프레임 수에 따른 성능 비교

로써 Y 축은 전송 시 소모된 시간을 보여준다. 그림 
2은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이며 OKL4 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성능이 네이티브 리눅스보다 떨어짐을 보
인다. 이유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으로 인한 DMA 
전송을 위한 영상 데이터 전송이 네이티브 리눅스 보
다 한번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2 DMA 성능 측정 

우선 프레임 개수에 따른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보다 해상도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c.mpg의 경우 a.mpg보다 프레임 수
가 3배 많지만 더 빠른 전송 속도를 보인다. 
5.4.2 전체 시스템 

시스템 콜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 결과 네이티브 리
눅스가 OKL4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3은 
read/write/open/close 와 같은 시스템콜에 대한 성능측
정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 3 Systemcall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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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시스템 콜 호출은 해당 
요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사용자 영역에서 커널 영역
으로 문맥전환이 발생하는데 가상화된 Wombat 리눅
스에서는 이 문맥전환이 한 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보인다 
그림 4는 IPC 에 관련된 성능 측정 결과이며 같은 

주소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영역에서 동작하는 프
로세스간 통신이기에 L4 가 네이티브 리눅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4 IPC 성능 측정 

마지막으로 프로세스간 문맥전환 시 소모되는 시간
을 측정하였다. 대부분 OKL4 가 네이티브 리눅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5는 생성된 프로세스
의 크기가 8kb 일 때 발생하는 문맥전환 소모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네이티브 리눅스는 프로세스의 생성 
개수와는 상관없이 꾸준한 성능을 보이는 반면 L4 의 
문맥전환 소모시간은 프로세스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
라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지만 네이티브 리눅스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림 5 문맥전환 성능 측정 

6. 결론 및 향후 계획 

전체적인 성능은 네이티브 리눅스에 비해 약 
70~80%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L4 가 동일 주소 공간에서 발생하는 
IPC 나 문맥전환과 같은 연산에 우수성을 보이는 것
은 L4 의 IPC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L4 는 동일한 주소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맥 전
환 시 XScale 기반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FASS 기
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시스템
콜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이 반드시 커널 공간
을 거처야 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리눅스가 L4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프로
세스가 더욱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Cache flush와 
같은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L4 의 

문맥전환 지연시간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4 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를 이

용하여 작성한 드라이버는 시스템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함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KMU 참조 플랫폼에 미 구현된 

디바이스 드라이버(DMB, AUDIO, KEYPAD, MTD 등)
를 작성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하는 것이며 
다수의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특성에 맞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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