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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의 임베디드 기기의 하드웨어는 리눅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베디드 기기들의 프로세서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이 

Built-in 형태로 제공되어 시스템 운용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MX6Q 

SABRE Board for Smart Devices를 참조하여 메모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SO-DIMM을 장착하고 PCIe 이더넷을 추가한 개

발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개발보드에 추가 및 변경 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활성화한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식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구현 및 성능 분석 결과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운용자는 시스템 운용 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메모리를 바꾸어 장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원의 확정성 및 유연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임베디드(Embedded), 메모리확장(Memory Extend), SO-DIMM

I. Introduction

최근 IoT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에서는 2020년까지 

260억 개의 사물 인터넷 기기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IoT 기기들의 발전과 보급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 운영체제를 구성할 때, 대부분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보안성, 

안정성, 범용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리눅스와 같은 

공개된 운영체제는 개발자에게 익숙한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칩 제조사에는 리눅스 기반의 

BSP(Board Support Package)를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리눅스로 인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BSP(Board Support Package)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 메모리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자원이 

built-in 형태로 제공되어 하드웨어 자원의 사용과 확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운용할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하지

만 시스템 운용환경이 달라질 경우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 환경에 필요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메모리를 바꾸어 장착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Advanced RISC 

Machine(ARM) Cortex-A9 시리즈의 한 종류인 NXP i.MX6Q 

SABRE Board for Smart Devices를 참조하여 기존의 메모리를 

SO-DIMM으로 변경한 개발보드를 제작하고, 여기에 새로운 임베디

드 시스템을 이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Bootloader

부트로더란 프로세서에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운영체제가 구동하

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고 커널을 정상적으로 메모리에 적재하는 

프로그램이다. 부트로더는 크게 BL0, BL1, BL2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BL0에서는 프로세서 내부 내장 ROM(iROM) 영역에 저장된 

부트 코드를 읽고 내장 RAM(iRAM)에 적재한다. BL0에서 Internal 

Cache, System Clock, Memory Controller, PLL(Phase-Locked 

Loop) 등이 초기화 되며 초기화 과정 중 동작모드(Operation Mode)

를 검사하여 부팅할 장치를 선택한다.

BL1은 부트로더의 앞부분으로 주로 4KB ~ 16KB 사이즈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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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L1은 DRAM Controller를 초기화하고 부트로더를 구동하기 

위한 기초적인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의존성 검사를 한다. 그리고 

부트로더에서 BL1을 제외한 BL2를 DRAM에 적재한다.

BL2는 부트로더에서 BL1을 제외한 부분으로 프로세서 동작속도, 

메모리 접근 타이밍 등의 실질적 하드웨어를 초기화 하며, 커널을 

DRAM에 적재한다.

Fig. 1. Total Booting Code Sequence Flow Chart

1.2 RAM Timing

메모리는 프로세서의 명령을 받아 프로세서가 필요한 명령어 스트

림이나 데이터 스트림을 인출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제 

메모리는 축전기(Capacitor)에 전하를 저장하고 방전하여 2진수 데이

터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해당 메모리에 데이터를 인출하거나 기록하

기 위해서는 작동에 필요한 정확한 시간과 상태가 준수되어야 한다.

Fig. 2. Memory Cell Status Diagram

프로세서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메모리를 읽기/쓰기 등의 

제어를 수행한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메모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셀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메모리 타이밍

(RAM Timing)이라 한다.

메모리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메모리 셀의 행렬이다. 각 행과 

열의 교차점에는 2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기가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해당 메모리 셀에 접근하기 위해 셀을 활성화하는 명령인 

Precharge Command가 발행되어야 한다. 이 명령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동안 다른 Precharge Command가 발행되지 않는다.

DRAM의 메모리 셀에 접근 시에 주소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는 대개 행 주소와 열 주소를 따로 받아들이며, 행을 활성화할 

때 사용되는 스트로브 신호를 행 주소 스트로브(Row Address Strobe)

라고 한다. 그리고 열 주소가 활성화 할 때 사용되는 스트로브 신호를 

열 주소 스트로브(Column Address Strobe)라 한다.

메모리 셀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지정 시 행 주소 스트로브가 

Precharge가 발행되어 행이 활성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tRP(RAS 

Precharge Time)이라 하며, 이 후 활성화 된 행에서 열 주소 스트로브 

신호가 활성화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tRCD(RAS to CAS Delay 

Time)이라 한다.

Fig. 3. CAS Latency

tRP와 tRCD, CL의 합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실제 메모리 셀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컨트롤러

는 메모리 셀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인출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1.3 Serial Presence Detect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용량, 메모리 속도, 

타이밍 등을 설정해주어야 하지만 메모리마다 용량, 속도 그리고 

타이밍 등이 모두 다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모리의 정보를 

EEPROM에 기록하여 컴퓨터나 임베디드 기기가 시동 자체 시험

(Power-On Self-Test)시 자동으로 메모리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Serial Presence Detec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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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mory Module Serial Presence-Detect

SPD 데이터로 메모리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나 임베디드 기기가 시동 자체 시험(Power-On Self-Test)시에 

자동으로 메모리를 초기화 할 수 있다.

Ⅲ. The Proposed Scheme

1. Bootloader Compile

1.1 소스 구하기

본 논문은 여러 가지 부트로더 중 U-Boot를 사용한다. 해당 소스는 

다음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v2017.05 버전을 사용하였다.

https://github.com/u-boot/u-boot 

1.2 소스 수정

메모리를 부트로더에서 자동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SPD 데이

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기존의 i.MX6Q에서는 SPD 데이터를 사용하

지 않으므로 SPD 데이터를 이용한 메모리 초기화 절차를 넣어주어야 

한다. 다음은 기존 U-Boot에서 SPD 데이터를 이용하여 메모리 용량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drivers/ddr/fsl/ddr3_dimm_params.c

unsigned long long compute_ranksize(ddr3_spd_eeprom_t* spd)

{

   unsigned long long bsize;

   int nbit_sdram_cap_bsize = 0;

   int nbit_primary_bus_width = 0;

   int nbit_sdram_width = 0;

   if ((spd->density_banks & 0xf) < 7)

     nbit_sdram_cap_bsize = (spd->density_banks & 0xf) + 28;

   if ((spd->bus_width & 0x7) < 4)

       nbit_primary_bus_width = (spd->bus_width & 0x7) + 3;

   if ((spd->organization & 0x7) < 4)

       nbit_sdram_width = (spd->organization & 0x7) + 2;

   bsize = 1ULL << (nbit_sdram_cap_bsize - 3

           + nbit_primary_bus_width - nbit_sdram_width);

   debug("DDR: DDR III rank density = 0x%16llx\n", bsize);

   return bsize;

}

Table 1. Compute Memory Rank Size

메모리 랭크는 메모리의 입출력 대역폭을 맞추기 위해 여러 개의 

메모리칩을 하나로 묶어 구성한 블록으로 현재는 64 bit wide를 

사용한다. Table 1에서 organization이 bit wide를 나타낸 값이며, 

이 값을 bus_width 값으로 나누면 메모리 랭크를 알 수 있고, 이 

값과 density_banks의 값을 곱하면 메모리의 총 용량이 비트로 표현된

다. 그리고 이 값은 log2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시프트 연산을 하여 

계산하면 된다.

Ⅳ. Performance Experiments

본 논문에서 구현한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과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비교분석 하였다. 다음이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부팅

하였을 때 U-Boot에서 출력되는 메시지이다.

Fig. 5. BSP(Board Support Package) 메모리 인식결과

그리고 다음은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U-Boot 출력 메시지이

며, 사용한 모듈은 삼성의 M471B567QHO-YKO와 

M471B5173EB0-YK0이다.

Fig. 6.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의 메모리 인식결과

실험 결과,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인식이 1GB로 

고정되어 있지만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모듈에 따라 

자동으로 메모리를 인식하고 초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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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Conclusions

기존의 임베디드 기기의 하드웨어는 리눅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베디드 기기들의 프로세서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이 Built-in 

형태로 제공되어 시스템 운용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MX6Q SABRE Board for 

Smart Devices를 참조하여 메모리를 SO-DIMM으로 변경한 개발보

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개발보드에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식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새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운용자는 

시스템 운용 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메모리를 바꾸어 장착할 수 

있고,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자원의 확장성 및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SPD 데이터를 일부분만 사용하였고, 특정 

메모리 모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해당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부팅이 디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SPD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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