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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도무기는 검장비와 MIL-STD-1553B 통신 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달 받은 데이터에 

해 정확성과 빠른 응답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검장비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단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에 개발된 실시간 이식 

커 을 이용하여 미들웨어에서 MIL-STD-1553B 통신에 요구되는 주기 인 통신의 마감시간을 보장

하도록 설계  구 하 다.

1. 서론

최근 장 환경은 네트워크 심으로 이루어지며 복합 

유도무기체계 형태로 진보하고 있다. 유도무기체계는 실시

간으로 데이터의 통신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실시간 

성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한 무기체계 개발 시 무기의 

성능검증을 해 사용되는 검장비의 경우 데이터의 정

확성과 응답성을 검증하기 해 실시간성을 요구한다. 이

러한 검장비의 경우 개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해 범

용운 체제인 도우즈를 사용하는데, 범용운 체제인 

도우즈의 경우 실시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

다. 따라서 검장비에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해서는 

RTX와 INtime과 같은 고가의 상용솔루션을 통해 실시간

성을 제공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우즈를 사용하는 검장비의 1553B 

통신에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해 기존에 개발된 실시간 

이식 커 인 RTiK(Real-Time implant Kernel)을 이용하

여 실시간성을 제공받아 미들웨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 

 구 하 고, 범용 계측기를 이용한 성능을 측정 통해 

실시간성 제공여부를 검증하 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련연구로 상용솔루션과 RTiK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 미들웨어에서 MIL-STD-1553B 

통신의 주기 인 실시간성 보장을 한 설계  구 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 한 미들웨어의 검증  결

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에 해 기술한

다.

2. 련연구

2.1 서드 티

IntervalZero의 RTX(Real-Time Extension)는 도우즈 

XP  도우즈 7에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실시간 운

체제의 기능을 부가해주는 확장 소 트웨어로서, 부분의 

개발자들이 익숙하고 편리한 도우즈 환경에서 RTX를 

이용하여 기존의 실시간 운 체제의 장 을 최 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다. 즉, RTX는 순수 실시간 운

체제가 아니라 도우즈의 성  풍부한 GUI Library

의 장 을 최 한 이용하여 실시간성 등의 제약사항들을 

보완해 주는 소 트웨어이다[1].

INtime은 인텔사가 개발한 iRMX커 을 사용하고 있는 

인텔의 x86/CPU에 특화된 리얼타임 시스템 소 트웨어이

다. INtime은 도우 XP/2000을 랫폼으로 한 제어·계측 

시스템에 INtime을 부가해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성이 필

요한 경우를 INtime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되고, 도우즈

의 유연성은 그 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신뢰성과 정

한 리얼타임 퍼포먼스를 보충할 수 있다. INtime은 산업

용 컴퓨터나, x86 보드 컴퓨터, 범용 PC로 도우즈와 

보 동작하는 실시간 운 체제이며, 동일한 하드웨어 상에

서 도우즈와 동시에 동작하는 실시간 운 체제이다[2]. 

2.2 RTiK

RTiK은 LIG 넥스원과 충남 학교에서 공동 개발한 실

시간 이식 커 로써, x86 기반의 도우즈와는 별도의 우

선순  기반 라운드로빈(Round-Robin) 스 링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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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되고, 도우즈 로세스보다 먼  실행되는 

실시간 쓰 드를 제공한다. RTiK은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해 도우즈의 Local APIC Timer를 이용하여 도우와

는 별도의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시켰다. (그림 1)는 

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이식된 RTiK을 나타낸 

그림이다. RTiK은 커  벨에서 동작함으로써 하드웨어 

근이나 도우즈 커  자원의 근을 가능하게 한다

[3-8].

(그림 1)  RTiK 구조

3. 설계  구

3.1 1553B 실시간 통신을 한 미들웨어의 설계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구 된 RTiK은 도우와는 

독립 인 커 을 가진다. 이를 통해 도우즈의 커 역

에서 하드웨어 자원인 Local APIC의 제어를 통해 실시간

성을 제공한다. 

(그림 2) 미들웨어의 구조도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MIL-STD-1553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실시간성 제공과 개발자에게 근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해 미들웨어로 설계하 다. 즉, 1553B API를 

사용하여 실시간 통신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MIL-STD-1553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한 구조 인 이

해가 불필요하며, 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는 RTiK의 사용자 역에서의 동작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커 역에 

RTiK이 이식되어있고, 이를 사용자 역의 로세스에서 

신호를 받은 뒤 사용자 코드가 동작하도록 설계  구

하 다. RTiK의 성능 검증을 해 사용자 코드의 내부

(Handle)에서 범용계측기에 신호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

성하 다.

(그림3) RTiK의 동작 과정

3.2 1553B 실시간 통신을 한 미들웨어의 구  

(그림 4)는 미들웨어에서 1553B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한 소스코드의 모습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RTiK_CreateThread API를 통해 1553B 디

바이스 드라이버에 실시간성을 제공하도록 구 하 다. 이

를 통해 사용자는 RTiK과 1553B의 내부구조에 한 이해

가 없어도 실시간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4) 미들웨어를 통한 1553B에 실시간성 제공

실시간 이식 커 인 RTiK을 통해 미들웨어가  MIL- 

STD-1553B 통신 보드를 제어하기 한 API는 (그림 5)

과 같다. 

(그림 5) 미들웨어에서 1553B의 제어를 한 API

- 8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MIL-STD-1553B 통신 보드에서 BC와 RT를 기화하

기 한 API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1553B 통신의 BC와 RT를 기화를 한 API

4. 실험 환경  결과

4.1 실험 환경

실험 방법은 커  벨과 유  벨에서 2ms의 주기를 

가지는 실시간 쓰 드를 생성하여 실행 주기를 각각 측정

하 다. 이때 도우즈에서 동작하고 있는 다른 쓰 드가 

있는 경우, 쓰 드의 실행 주기에 향을 주는지 측정하기 

해 무한으로 while문을 수행하는 로세스를 생성하여 

주기를 측정하 다. 성능검증은 매 주기마다 I/O포트를 사

용하여 범용 계측기로 출력 신호를 확인하 다. 아래 (그

림 7)는 MIL-STD-1553B의 실시간 통신 실험 환경 모습

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7) MIL-STD-1553B 통신 실험 환경

4.2 실험 결과

도우즈 기반의 검장비에 RTiK을 이식하고 MIL- 

STD-1553B 통신의 주기 인 데이터를 범용 계측기로 측

정한 출력 신호의 모습은 (그림 8)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를 벗어나지 않고 최소 주기인 2ms로 신

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

짐을 검증하 다.

(그림 8)  1553 통신의 주기  실시간성 검결과

5. 결론

검장비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평가하기 

해 실시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장비에 많이 사

용되는 범용 운 체제인 도우즈는 실시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해서는 RTX나 INTime과 같은 고가의 상용솔루션을 사

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비용의 감과 개발의 

용의성을 제공할 목 으로 LIG 넥스원에서 산학으로 개발

한 실시간 이식 커 (RTiK)을 사용하여 미들웨어를 구

하 고, 이를 통해 실시간성을 제공하는 1553B API를 제

공하 다. 실시간성을 제공하는 1553B 디바이스 드라이버

를 구 하기 해 RTiK을 이용하여 생성된 실시간 1553B 

통신 쓰 드에게 주기 인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 실시간

성을 보장하 다. 한 성능검증을 해 범용 계측기를 사

용하 고, 주기 인 신호 출력하여 실시간성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검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발  

추세에 맞게 멀티 코어뿐만 아니라 Windows 8 환경을 지

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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