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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휴대폰, PMP 와 같은 모바일 장치를 개발하는 데에 그 성능과 저전력화 SoC 기술을 적용

하고 있다. 또한 화상통화와 같은 영상 및 음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 SoC 기술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시간 요구사항을 고려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성 모바일 SoC 에서 실시간성을 제공하는 네트워

크 프로토콜 스택을 설계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안한 기법이 구현된 실시간 네트

워킹 SoC 플랫폼의 성능을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기법보다 더 좋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SoC (System on Chip)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와 DSP (Digital Signal Processor), 그리고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등 다양한 하드웨어 컴포넌

트와 소프트웨어 태스크 등을 단일 칩에 통합하는 기
술이다. 최근 휴대폰, 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
와 같은 모바일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SoC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1. 고성능: FPGA 에 구현되는 하드웨어 태스크는 동

일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태스크보다 최대

100 배의 더 빠른 처리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태스크를 처리하는 
CPU 와 병렬 수행이 가능하다[1].  

2. 저전력: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CPU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뿐만 아니

라, CPU 의 경우에는 캐쉬나 메모리로부터 명령

어를 받아와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2]. 

3. 소형화: 다양한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하드웨어 
태스크, 그리고 서비스를 단일 칩에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SoC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일부 코어 또는 전체 프로세스를 하드웨어 모듈로 구
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그러나 기존 연구

는 최근 휴대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화상통화와 
같은 영상 및 음성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요구사항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영상 및 
음성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일정한 주기간격으로 패킷

을 생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 내에 패킷의 전송이 
완료되어야 한다. 반면에 FTP (File Transport Protocol)과 
같은 서비스에 의해서 비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은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과는 달리 전송 마감시한이 
없다. 그러나 QoS (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의 마감시한을 보장하는 한
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전송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SoC 에서 실시간성

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2 가지 기법을 제공하

는 실시간 네트워킹 SoC 플랫폼을 제안한다. 
1.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태스크간 통신 채널 
2. 실시간 태스크 및 메시지 스케줄링 

 
2. 실시간 네트워킹 SoC 플랫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태스크로 보이도록 추
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태스크

나 하드웨어 태스크가 동일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
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태스크간 통신 채
널인 HTCC (Heterogeneous Communication Channel)를 
구현하였다. (그림 1)은 HTCC 의 구조를 보여준다. 
RTOS (Real-Time Operating System) 커널로는 uC/O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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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의 
마감시한을 보장하고 비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의 
전송처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스케줄링 기
법을 HTCC 에 구현하였다.  

 
HTCC (Heterogeneous Task Communica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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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P (Use Slack-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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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to the 
Destination task)

    uC/OS  

시간관리모듈 인터럽트핸들러

태스크관리모듈이더넷드라이버

태스크간통신및동기화모듈

여유 시간

계산

스케줄가능

검사

실시간속성

상속

여유 시간

할당

태스크
제어 블록

비주기패킷큐
여유 시간
테이블

주기 소프트웨어

태스크

주기하드웨어

태스크

비주기 소프트웨어

태스크

비주기하드웨어

태스크

 
(그림 1) HTCC 와 스케줄링 기법 

제안한 스케줄링 기법은 RPID 와 USAP 두 가지 
모듈로 분할할 수 있다. 각 모듈은 서로 다른 대상을 
스케줄링하지만,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한다. RPID
는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의 실시간 속성 정보를 
패킷을 처리하는 태스크의 실시간 속성 정보로 상속

시키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은 태스크에 의해서 주기 내에 처리될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다. USAP 는 주기 태스크와 주기 패킷의 
처리 마감 시한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비주기적으

로 생성되는 패킷의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 시키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서 주기 태스크와 주기 패킷의 
처리 마감 시한까지의 여유시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

한다. 
 

3. 실험 

 

 
(그림 2) HTCC 및 스케줄링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시간 네트워킹 SoC 플랫폼

은 ㈜휴인스에서 개발한 SoCMaster2 [5] 보드에서 구
현하였다. FPGA 합성 툴은 Quartus 4.0 [6]을 이용하였

으며, 주로 사용한 하드웨어 기술 언어는 Verilog HDL
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C 와 Assembly 를 사
용했으며, C 와 Assembly 컴파일러로는 Arm 
Development Suite 1.2 [7]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네트워

크 프로토콜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CP/IP 프르토콜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그림 2)와 같
이 태스크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간 네트워킹 SoC 플
랫폼에 구현하였다.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주기 
응용 태스크 집합의 실시간 속성은 <표 1>, 비주기 
응용 태스크 집합의 실시간 속성은 <표 2>와 같다. 

 
<표 1>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주기 태스크 집합 

태스크 주기(ms) 수행시간(ms) 

영상 패킷 전송 태스크 30 3.57 

음성 패킷 전송 태스크 20 1.32 

주기 패킷 전송 태스크 25 0.50 

 
<표 2>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주기 태스크 집합 

태스크 도착률(per second) 수행시간(ms) 

비주기 패킷 전송 태스크 50 0.50 

비주기 패킷 수신 태스크 50 0.50 

영상 패킷 수신 태스크 33 2.31 

음성 패킷 수신 태스크 50 0.78 

주기 패킷 수신 태스크 40 0.50 

 
제안한 스케줄링 기법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메시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써 잘 알려진 FCFS 
(First Come First Service)와 WFQ (Weighted Fair Queue), 
그리고 실시간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EDF (Earliest 
Deadline First)도 함께 구현하였다. 스케줄링 기법간 
비교 성능으로써 태스크 집합의 CPU 이용률 별로 주
기 패킷의 마감시한 초과율과 비주기 패킷의 응답시

간을 실험하였다. 다양한 CPU 이용률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더미 태스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각 CPU 
이용률 별로 총 10,000 초 동안 수행시켰다. 

 

0

0.05

0.1

0.15

0.2

0.25

0.3

0.4 0.5 0.6 0.7 0.8 0.9 1주
기

패
킷

의
평

균
마
감

시
한

초
과
율

태스크집합의 CPU 이용률

FCFS WFQ
EDF RPID+USAP

 
(그림 3) 주기 패킷의 평균 마감시한 초과율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RPID+USAP 은 다른 스

케줄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최소 4.7%, 평균 43.7%만

큼 주기 패킷의 마감시한 초과율이 낮아졌다. 패킷의 
주기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FCFS 나 WFQ 는 모두 가
장 높은 마감시한 초과율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영상/음성 패킷의 마감시한이 초과비율이 81.4%였다. 

비주기 패킷의 평균 전송 완료시간에서도

RPID+USAP 은 다른 스케줄러보다 빠른 전송 완료시

간을 보여준다. 이것은 주기 태스크와 주기 패킷의 
마감시한을 보장하는 한에서 얻어지는 여유시간을 충
분히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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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주기 패킷의 평균 전송완료시간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및 멀티미디어, 그리고 응
용 서비스로 구성된 모바일 SoC 에서 각 서비스가 요
구하는 실시간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HTCC 와 실시간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한 실시

간 스케줄링 기법은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킷의 처
리 마감시한은 보장하고, 비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패

킷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스케줄링한다. 그리

고 실제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의 구현 기법의 성
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CP/IP 프로토콜을 태스크 단위로 분할하여 SoC 플
랫폼에서 각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태스크로 구
현한 후,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스케줄링 알고리즘보

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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