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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매우 작다. CPU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크기도 작다. 이런 환경

에서의 소 트웨어는 최 화된 크기를 가지고 수행속도가 빠르며 병목 상이 없어야한다. 이 게 코

드를 최 화하기 해서는 재 코드의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정  분석으로 만으로는 부족하

고 로그램을 수행시켜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로 일러가 필요하다. 기존의 로 일러는 도우, 
리 스 상에서 수행되는 응용 로그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로 일러를 

수행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임베디드용 로 일러를 설계  구

 한다.

1. 서론

임베디드 시스템의 범 가 넓어졌다고 해서 하드웨어의 

성능도 같이 증가 한 것은 아니다[1]. 이것은 비용으

로 생산되는 제품일수록 더욱 심하다. 높은 성능의 하드웨

어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량 생산되는 임베디

드 시스템에게는 가격 비 최 화된 하드웨어를 탑재해야

한다. 이 말은 곳 하드웨어리소스가 제한 이라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소 트웨어의 최 화가 매우 요하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업체가 있을 때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한다면 사용자는 비용이 렴한 제품을 선택하

기 때문이다. 결국 제품의 성패는 하드웨어보다는 소 트

웨어의 최 화가 더 요하다. 로그램의 최 화하는 방

법은 로 일링하여 최 화된 코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2,3,4].

기존의 표 인 로 일러를 살펴보면 Oprofile[5], 

GProf[6], VTune[7] 등이 있다. 이들은 코드를 수행하여 

함수 호출횟수나 수행 시간 등을 로 일링 해 다. 그러

나 기존의 이러한 도구들은 수행되는 로그램과 같이 

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즉, 로그램을 개발하는 

환경과 수행하는 환경이 다른 크로스 개발환경에서는 

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는 로 일을 설

계  구 한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9-007648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된 연구

로서 기존의 로 일러인 Oprofile, GProf, VTune에 

해서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로 일러에 해서 언

한다. 4장에서는 용사례로 MP3 이어 소 트웨어

를 로 일링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언 한다. 

2. 련연구 

기존의 로 일러에는 표 으로 Oprofile, GProf, 

VTune이 있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Profile은 퍼포먼스 카운터 지스터와 사용자 공간 데몬

에 근할 수 있는 커  모듈을 사용하여 이 지스트리

에서 데이터들을 모음을 사용한다. 데몬이 시작하기 에, 

OProfile은 이벤트의 유형과 각 이벤트의 샘  카운트를 

설정하여 수행한다. OProfile의 장 은 커  모듈을 사용

하기 때문에 낮은 오버헤드로 실행된다. 한 백그라운드

에서 실행되는 데몬으로 시스템 퍼포먼스에 향을 주지 

않고 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CPU의 지스

터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OProfile이 지원하는 로세서

만 가능하고 리 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GProf은 GNU profiler으로 로그램 수행시간동안 각 

함수의 호출횟수와 함수 호출시 진입에서 종료할때 까지

의 시간을 기록해두고 이 정보에 한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코드를 삽입 방식이고 GCC컴 일러에 내장되

어 있다. 컴 일시 -pg옵션만 주면 알아서 정보들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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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장 으로는 GCC와 함께 제공 별도의 설치 필요 없

고 간단한 옵션으로 로 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함

수의 호출 횟수와, 시간에 한 정보만 제공하는 단 이 

있다. 한 GCC 컴 일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만 수행가

능하다. 

VTune은 Intel의 퍼포먼스 분석 도구이다. 제공되는 요

소는 콜 그래 , 소스 뷰어, 카운터 모니터, 스 드 로

일러, 퍼포먼스 튜닝 유틸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하지만 x86기반의 CPU에서만 동작되고 도우와 리 스 

랫폼에서만 동작한다. 

3. 제안한 로 일러

기존의 로 일 도구는 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모두 

같은 환경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기존의 로 일 도구

는 컴 일된 이미지를 실행하거나 데몬을 통해 백그라운

드로 실행한다. 그러나 임베디드 시스템은 개발환경과 실

행환경이 다른 크로스 랫폼이다. 크로스 컴 일 환경에

서는 컴 일된 이미지를 호스트에서 실행 불가능하고 OS

가없을 경우 데몬 형태의 백그라운드 실행방법을 수행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에 로 일 코

드를 삽입하고 이를 수행한 결과를 UART를 통해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로 일러를 제안한다.

로 일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에 삽입되어 로그램의 수행을 알리는 부분과 로

그램의 수행을 계속  일어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

이 있다. (그림 1)은 로그램 삽입되는 EP_START와 

EP_END의 정의 부분이다. EP_START는 StartProfile함

수를 호출하고 EP_END는 StopProfile을 각각 호출한다. 

달하는 인자는 컴 일에 제공되는 변수로 재의 함수

를 나타낸다. 

#define EP_START StartProfile(__FUNCTION__)

#define EP_END StopProfile(__FUNCTION__)

(그림 1) 소 트웨어 삽입되는 로 일 코드

4. 용사례

용사례를 해서 개발한 MP3 이어는 (그림 2)와 

같이 한백 자 Empos-II[8]를 이용하 다. Empos-II는 

PXA255를 사용하고 32MByte의 래시 메모리와 

128MByte의 SDRAM을 가지고 있다. 한 Text LCD와 

8세그먼트, 버튼을 가지고 있어 MP3를 구 하는데 당

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한 uCOS-II[9]를 설치하여 

로그램을 쉽게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 MP3를 용한 Empos-II

구 한 MP3 이어는 uCOS-II를 이용하여 멀티 스

드로 구성하 다. 화면을 제어하는 DisplyTask와 버튼을 

제어하는 ButtonTask, 입력된 버튼을 체크하여 로그램

을 제어하는 ControlTask, 음악을 이하는 PlayTask로 

각각 스 드로 구성되어 동시에 수행된다. MP3의 자세한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MP3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5. 결론

기존의 로 일러는 도우, 리 스 상에서 수행되는 

응용 로그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

템에서 로 일러를 수행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임베디드용 로 일러를 제

안하 다. 제안한 로 일러는 코드 내에 삽입되어 함수

의 호출횟수 수행 시간 등을 체크하여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 다. 용사례로 MP3 로그램을 구 하여 로

일러를 수행해보았다. 그 결과 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호

출되는 함수, 가장 많이 호출되는 함수, 가장 느리게 수행

되는 함수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 다. 임베디드 시스템 

로그램을 최 화할 때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쉽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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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을 악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로그램 내부에 삽입되는 코드를 수작

업이 아닌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자동생성 가능하도록 

확장할 것이다. 한 단일 시스템이 아닌 이종의 시스템 

환경에서도 로 일러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확장하고 

로 일러를 수행시켜 이종 시스템의 소 트웨어최 화

가 가능하도록 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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