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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하드웨어 성능의 속한 발 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던 시스템

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요도를 가지는 소 트웨어

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요도 혼재 시스템(MCS: Mixed-Criticality System)이라고 한다. 재 요도 혼

재 시스템 련 로젝트는 련 산업이 발달한 유럽  미국의 주도로 발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 인 

주도권을 잡기 한 노력을 가속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와 련된 

기술  시장 주도권 선 을 한 다양한 기반 기술의 연구  로젝트의 진행이 시 하다. 본 논문에서는 

요도 혼재 시스템 련 주요 로젝트의 연구  개발 동향을 분석한다. 먼 , 본 논문에서는 요도 혼재 

시스템의 정의  시스템 모델에 해서 정의한 후, 요도 혼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 기술을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도 혼재 시스템을 연구하는 각국의 로젝트 동향을 분석한 후, 향후 연구 분야를 

논의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요도 혼재 시스템 분야의 연구 방향성 설정을 한 세계 각국의 연구 동향 

악이 가능하며, 군사 시스템에의 목을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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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rapid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technology, embedded systems have been 

developed from single-functional system to the multi-functional system. The system composed 

of software that has different criticality level is called Mixed-Criticality System. Currently, the 

project related to the Mixed-Criticality System is accelerating the efforts to seek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take technical initiatives led by EU and USA where the related industry has 

developed, but the movement in Korea is yet insignificant. Therefore, it is urgent to perform the 

research and project of various basic technologies to occupy the initiative for the related 

technology and marke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rends of major project researches and 

developments related to the MCS. First, after defining the definition of the MCS and system 

model, we analyze the underlying technology constituting the MCS. In addition, we analyze the 

project trends of each country researching MCS and discuss the future research areas.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grasp the research trends of the world in order to establish the 

research direction of the MC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into the mili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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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반도체 기술의 속한 발 에 따라 하나의 칩으로 

시스템을 구 하는 시스템-온-칩(SoC: System on Chip) 

설계가 가능해졌고, 나아가 집 도는 더욱 증 되어 하

나의 칩 안에 멀티코어 로세서(멀티-코어(Multi-core) 

혹은 매니-코어(Many-core)) 시스템이 집 되는 멀티

로세서 시스템-온-칩(MPSoC: Multi-Processor System 

on Chip)[1] 설계로 발 하 다. 멀티 로세서 시스템-

온-칩 설계는 차 고성능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되

고 있다[2]. 이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

한 기능만을 수행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차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임

베디드 시스템은 다수의 응용 소 트웨어로 구성되며, 

각 소 트웨어는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요

도(Criticality)로 동작한다. 를 들어, 항공기의 경우, 

탑재 장비를 제어하여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 제어 

소 트웨어와 탑승객에게 비행 정보 등의 부가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비행 정보 소 트웨어 등과 같은 다

양한 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이 때, 비행 제어 소 트

웨어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항공기가 추락하기 때문

에 높은 요도를 가진다. 반면, 비행 정보 소 트웨어

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탑승객에게 약간의 불편

이 발생할 뿐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

로 비행 정보 소 트웨어가 비행 제어 소 트웨어보다 

낮은 요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요도를 가지는 소 트웨어의 

집합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요도 혼재 시스템(MCS: 

Mixed-criticality System)이라고 한다[3-5]. 의 항

공, 우주, 자동차, 국방 분야와 같은 첨단 산업에 탑재되

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요도 혼재 시스

템에 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요도 혼재 시스

템 기반의 시스템 설계를 통해 신뢰성 향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 친화 인 시스템의 도출이 가능함으로 

이에 한 심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도 혼재 시스템 련 연구는 첨단 산업이 발달한 

유럽  미국의 주도로 발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 인 

주도권을 잡기 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요도 혼재 시스템을 지원하기 한 기반 연구로써 소

트웨어의 요도 등  도출, 소 트웨어 인증, 소 트웨

어의 시간 분석, 실시간 동작 지원, 시공간 자원 분할  

할당, 보안, 스 링, 신뢰도 검증  분석과 같은 기반 

기술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7]. 이러한 

선진국의 움직임과 달리, 이에 한 국내의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련 기술  시장 주도권 선

을 한 다양한 기반 기술의 연구  로젝트의 수

행이 시 하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요도 혼재 시스템의 

개요와 주요 로젝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먼 , 

요도 혼재 시스템의 배경  정의와 기반 기술에 

해 분석한 후, 재 진행되고 있는 로젝트 동향 분석

을 통해 요도 혼재 시스템 련 연구의 방향성 설정 

 군사 시스템에의 도입을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최근 요

도 혼재 시스템의 주목 배경  활용에 해서 설명한 

후, 제3장에서는 요도 혼재 시스템 모델을 정의한다. 

제4장에서는 요도 혼재 시스템 련 핵심 기반 기술

을 분석한 후, 제5장에서는 주요 로젝트의 연구 내용 

분석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향후 연구 방향의 분석을 통해 요도 혼재 

시스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

서는 결론에 하여 기술한다.

Ⅱ. 중요도 혼재 시스템의 개요

1. 정의

최근 다수의 시스템에 한 통합이 빈번하게 요구되

고 있고, 동일 랫폼에서 기능 통합을 통한 요도 혼

재 시스템의 구축을 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독립 인 시스템의 응용 로그램을 하나의 

연산 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은 요도 혼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이다. 요도 혼재 시스템을 구성하

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종 목 은 비용을 감하

고, 내부 배선  커넥터와 같은 물리  기 장치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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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소화하여 체 인 신뢰성을 향상함에 있다

[10]. 한, 개별 인 시스템 구축할 때 필요로 하는 도

구, 비용, 시간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시장 

진입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요도 혼재가 발생하는 표 인 응용은 경성 실시

간 소 트웨어(Hard Realtime Software)/연성 실시간 

소 트웨어(Soft Realtime Software)가 하나의 시스템

에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간 요도 시스템은 

일반 으로 개별 소 트웨어마다 사 에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 결과를 도출하는 가능성에 을 맞춘다. 

이러한 응용에서 요도는 시간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

된다. 요도 혼재가 발생하는  다른 응용은 필수 안

/비 필수 안 (Safety-critical/Non-Safety-critical, e. 

g. IEC 61508[12], DO-178B[13], DO-254[13], ISO 

26262[15]) 혹은 안  무결성 등 (SIL: Safety 

Integrity Level)[16]이 서로 다른 소 트웨어가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안  요도 시스

템은 안  요도가 높은 소 트웨어에 한 처리 결과

의 우선 도출 가능성에 을 맞춘다. 이러한 응용에

서는 안  요구사항에 의해 요도가 결정된다. 

그림 1. 시간 중요도 시스템과 안전 중요도 시스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간 요구사항  안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요도를 가지는 소 트웨

어로 구성된 시스템을 요도 혼재 시스템[3-5]이라고 

한다. [그림 1]은 이러한 시간 요도 시스템과 안  

요도 시스템을 나타낸다. 요도 혼재 시스템에서는 소

트웨어의 요도에 따른 시간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의 항공, 우주, 자동차, 국방 등의 

첨단 산업에서 요도 혼재 시스템의 구축은 량, 부

피  에 지 소비를 최 화하기 한 필수 요소로 자

리잡아가고 있다.

2. 배경 및 활용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안  필수 시스템은 일상생

활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 우주, 자동차, 

철도 시스템  국방 분야에서 활용되는 제어 시스템이 

표 인 이다. 최근 산업계의 핵심 이슈는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신 인 부가가치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로벌 시장에서 주

도권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

티코어 로세서와 같은 컴퓨  기술과 네트워킹 기술

의 발 은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의 지각 변동을 고하

고 있다[2]. 시장의 높은 성능 요구를 맞추기 해, 임베

디드 시스템의 멀티코어 로세서의 도입이 가속화되

고 있고, 이러한 기술 발 으로 인해 기존 임베디드 시

스템에서 요도 벨이 다른 다수의 기능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탑재되는 요도 혼재 시스템으로의 발 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이 요도 혼재 

시스템으로 나아갈 때, 제품의 크기, 무게  에 지 소

모의 측면에서 큰 장 을 가지게 된다. 최근 요도 혼

재 시스템의 표 인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

최근의 형 고  세단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70～100개의 컴퓨터 시스템과 100여 개의 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 장비들은 필수 안  시스

템과 비 필수 안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시스템 간의 

상호 향을 차단하기 해 데이터 버스 표 ( 로토

콜)을 기반으로 연동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성능과 안

성은 물론 배출 가스의 감소를 한 움직임은 차량에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주행 편의 장치(DAF, Driver 

Assistance Features – )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과 자 제어 시스템(ESP: Electronic 

Stability Program)등을 탑재하게 하 다. 이러한 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9128

그림 3. 에어버스 A380의 통합 모듈형 모델 및 아키텍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은 기능 간의 서로 다른 

요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 게 서로 다른 요도를 가

지는 시스템을 제어하기 한 [그림 2]와 같은 개별

인 자제어 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를 필

요로 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스템들을 제어하기 한 

개별 인 자제어 장치의 도입으로 인해 자동차 자 

시스템의 복잡도와 비용 증가가 발생하 고, 이는 자동

차 업계로 하여  다수의 자제어 장치 신에 고속 

네트워크로 연동된 소수의 앙 집 처리 장치를 활용

하는 방안의 연구를 추진하게 하 다[8]. 

이러한 근은 내부의 배선을 한 비용  차량 

량 감소와 네트워크 구성을 한 복잡도 감소뿐만 아니

라, 안 도  가용성 향상의 장 이 있다. 한, 시스템 

간소화는 차량 량  연료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에

지 효율성 증가  배출 가스의 감소로 인해 환경 친화

인 근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

원하고 자사의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한 요도 혼재 

시스템에 한 인증  표 화에 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차량 기능 통합 및 전자제어 장치 구조도

2.2 항공/우주

항공/우주 시스템 소 트웨어는 표 인 요도 혼

재 시스템으로써, 기 독립형 시스템, 연합형 시스템을 

거쳐 재의 통합형 시스템으로 발 하 다. 과거의 항

공 자시스템 기술은 독립 인 장비들을 연결하여 기

능을 구 한 연합형 시스템이었다면, 통합형 시스템은 

독립 인 장비 신 장비의 기능들을 소 트웨어가 수

행하는 공통 로그램 모듈을 활용한다. 이러한 시스템

은 항공기 운용의 효율을 증 시킬 뿐만 아니라 설계 

 기능 향상에 융통성이 제공되는 특성을 갖는다. 즉,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의 응용  추가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재  미래를 한 항공 자시스템을 개

발하기 한 움직임은 에어버스(Airbus S.A.S.), 보잉

(The Boeing Company)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과 같은 항공기 업계의 주요 화두이다.

재는 독립 인 모듈을 통합하여 작은 부피로 구성

하는 통합 모듈형(IMA: Integrated Modular Architecture)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3]은 에어버스 A380의 통

합 모듈형 모델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통합 모듈형 

모델은 주요 로세서가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컴

퓨터로부터 정보를 받아 통합하는 구조로서 항공기 공

간 활용성 증가와 무게 감소  력 소비 감이 가능

하며, 소 트웨어를 다른 시스템에 용하여 사용하거

나 성능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9]. 한, 별도

의 분리 시스템을 단일 랫폼으로 통합하기 한 비용

을 감소시키고, 물리 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하는 구성 요소(내부 배선  커넥터 등)를 감소시킴으

로써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다. 더불어, 요도 혼재 시

스템에서 추가 모듈의 시스템 통합 시간  추가 모듈

의 개별 인증을 통한 인증 시간 단축으로 시장 진입을 

가속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해, 업계에서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설계 

방법론  타이  분석에 한 연구가 다양한 로그램 

 로젝트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업체가 

트 로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집 하고 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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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슈는 모듈 기반의 시스템, 시간 분석 도구  증

분 인증 등이 있다.

2.3 네트워크 기반 제어 시스템

최근 자  통신 업계의 주요 연구 화두는 인터넷

을 통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규모 네트워크로의 통합

을 추진하는 것이다[8]. 네트워크 기반 제어 시스템의 

표 인 응용으로써 [그림 4]와 같은 홈 네트워킹 시

스템, 빌딩 자동화, 스마트 측량, 의료 모니터링, 교통 

모니터링  통제, 규모 인 라 모니터링  제어 등

이 있다. 임베디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기반 제어 시

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로 볼 수 있다. 

임베디드 디바이스들은 가용성  새로운 기능 제공

을 해 기존  신규 인 라를 동시에 활용한다. 이 때, 

서비스 제공을 해 공유된 컴포 트나 모듈에 근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서 볼 때, 네

트워크 기반 제어 시스템에서 응용 간의 요도 리는 

핵심 기능이며, 이를 기반으로 유지 보수 기능과 같이 

요하지 않은 기능이나 네비게이션 는 날씨 정보와 

같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부가 가치 서비스들이 시스

템의 요도가 높은 부분의 구동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한, 정보 보안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림 4. 차세대 홈-네트워킹 시스템 

임베디드 디바이스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사용에 따

라 네트워크를 자가 구성하므로, 이를 통해 신뢰성 혹

은 보안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유출이 가

능하다. 그러므로 디바이스 간에 자유로운 연동이 가능

한 규모 네트워크상에서 보안성을 고려한 시공간 자

원 분할  할당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업계에서는 요도 혼재 시스템을 한 

응용 간의 요도 등  도출, 공간 자원 분할  할당, 

보안  인증 등에 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Ⅲ. 중요도 혼재 시스템 모델

요도 혼재 시스템의 특징  련 기술을 분석하기 

해서는 시스템 모델 설정이 필수 이다. 요도 혼재 

시스템에 한 모든 연구들이 동일한 시스템 모델을 사

용하지는 않지만,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모

델은 다음과 같다[3][4][9][10].

시스템은 구성 요소 개의 유한 집합으로 정의된다. 

각 구성요소는 요도 벨 을 가지며, 산발 인 작

업(Sporadic task)의 유한 집합이 포함한다. 처리해야할 

번째 작업   는 일반 으로 식 (1)과 같이 네 가지의 

요소로 된 집합으로 정의된다.

    (1)

여기서 각각의 요소 , , , ,는 다음과 같다.

  : 번째 작업의 주기(Period) 

  : 번째 작업의 마감기한(Deadline) 

  : 번째 작업의 실행 시간(Computation 

/Execution time) 

  : 번째 작업의 요도(Criticality) 

작업이 수행될 때, 일반 으로 주기  , 마감기한  , 

요도 벨 은 고정된 값을 가지는 반면, 실제 실행 

시간 는 미리 악하기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요도 벨 이 높을수록 보수 으로 검증하는 로

세스가 필요하므로, 실행 시간 가 더 오래 걸리게 된

다. 이와 같이 요도 벨 에 따라서 실행 시간 가 

향을 받는다. 따라서 작업의 실행 시간 는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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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에 따라 각기 다른 값을 가지며 (×)의 벡터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요도 혼재 시스템에서는 처리해야 할 번째 작업 

을 식 (2)와 같이 정의한다.

  
  (2)

요도 벨 에 따라서 실행 시간   가 향을 받

으므로, 각 요소들은 서로 독립 인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들을 갖는다. 작업

들은 요도 벨 이 높거나 낮은 다른 작업들에 

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요도 벨 이 높으면 식 (3)

와 식 (4)와 같이 더 많이, 더 자주 실행된다고 할 수 있

다. 는 요도 벨 를 가지는 작업의 실행 

시간을 의미하며 는 요도 벨 를 가지는 

작업의 주기를 뜻한다.

   ⇒  ≥ (3)

   ⇒  ≤ (4)

식 (5)와 같이 요도 벨 에 따라 마감기한 역

시 향을 받는다. 요도 벨 이 높을수록 마감기

한 가 충분히 커야한다. 는 요도 벨 

를 가지는 작업의 마감 기한을 뜻한다.

   ⇒  ≥ (5)

Ⅳ. 중요도 혼재 시스템을 위한 기반 기술

1. 리소스 관리 기법

시간 분할(Time partitioning)[12]은 각 스 드나 

로세스에 앙처리장치의 실행 시간을 보장하는 스

링 메커니즘을 의미하고, 공간 분할(Space partitioning)[13]

은 특정 로세스가 다른 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에 

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메모리 리 메커니즘을 의미

한다. 일반 으로 공간 분할은 앙처리장치의 메모리 

리 장치(MMU: Memory Management Unit)를 통해 

수행 가능하다. 

최근 업계 표 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멀티-코

어 로세서에서 다수의 코어는 캐시에서부터 외부 메

모리와 I/O 디바이스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 자원에 동

시에 근을 수행한다.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물리 으

로 분리되어 있고, 단  시간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

을 제외하면, 이러한 동작 구조는 일반 분산 컴퓨 과 

유사하다. 멀티-코어 로세서에서 코어에 할당된 스

드는 정해진 유 시간을 가질 때, 다른 코어에 할당된 

스 드  메모리 근을 해서 기 인 스 드가 

있을 경우, 불필요한 기 시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

재하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멀티-코어의 구조에서 

더욱 심화된다. 를 들어, 듀얼-코어 로세서에서 다

수의 소 트웨어가 탑재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특정 

소 트웨어를 구동하기 해 코어 체를 개별 으로 

할당하는 것이 가장 보편 인 근일 수는 있으나, 이

러한 기법은 큰 성능 하를 가져온다. 이를 고려하여, 

스 러를 활용한 새로운 아키텍처가 공개되고 있다. 

경량 실시간 스 러를 활용하여 정  시공간 분할을 

수행하는 신에 동  분할  할당을 수행함으로써 처

리 부하를 감소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멀티-코어 로세서에서의 시공간 분할  할당을 

지원하기 해, 운  체제는 로드 밸런싱과 처리량 최

화를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코어에 태스크를 할

당하는 칭형 멀티 로세싱(SMP: Symmetric 

Multi-Processing)을 지원한다. 한, [그림 6]과 같이 

다양한 소 트웨어를 탑재하기 한 비 칭형 멀티 

로세싱(AMP: Asymmetric Multi-Processing)을 지원

하는 실시간 운  체제도 개발되고 있다.

그림 5. 대칭형 멀티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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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대칭형 멀티 프로세싱

가 높은 작업이 실행될 수도 있다. 고정 우선순  

스 링의 가장 표 인 기법으로 응답 시간 분석

(Response-Time Analysis)이 있다[3][10][18]. 최단 마

감기한 우선 스 링[17][19][20]은 실행순서가 마감기

한에 의해서 결정되며, 다음 실행될 작업은 그 다음으

로 마감기한이 짧은 작업으로 선택하여 실행한다. 

자원 공유 기법[21][22]은 요도 벨에 따라서 자원

이 분배됨에 따라, 요도 벨이 낮은 작업은 자원부

족 상을 겪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 요도 벨

이 높은 작업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 작업 스 링 기법[5][23]은 기에 고려 던 방법

으로 용 가능한 분야가 어, 응용분야가 더 넓은 다

른 방법으로 부분 체 다.

3. 최대 수행 시간 분석

경성 실시간 시스템은 계산 정확성뿐만 아니라 시간 

제약이 엄격히 수되어야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수행 시간의 상한(Upper-bound)이 시간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일반 으로 

최  수행 시간(BCET: Best-case Execution Time)은 

가장 짧은 수행 시간을 의미하며, 수행 시간의 상한은 

최  수행 시간(WCET: Worst-case Execution Time)

으로 정의된다[3][24]. 최  수행 시간은 요도 벨 

에 향을 받으며, 신뢰성 있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소 트웨어의 타이  동작 분석에 사용된다. 최

 수행 시간은 많은 실시간 시스템에 용될 수 있지

만, 주로 높은 신뢰도나 안정성이 요구되는 실시간 시

스템에 사용된다. 를 들어 차량 엔진의 작동을 제어

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입력에 해 특정 시간 내에 응

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  수행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면 시스템 설계자는 이를 이용하여 시스

템 응답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7]는 시스템 타이  분석에 한 기본 인 개

념을 나타낸다. 하부 곡선은 측정된 수행 시간을 나타

내며,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상부곡선은 모든 수행 시

간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산업계에서는 종단(End-to-End)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최소/최  측정 실행 시간

(Minimal/Maximal Observed Execution Time)으로 실

행 시간 경계를 추정한다. 측정된 수행 시간으로는 실

질 인 모든 경우의 수행 시간을 악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으므로, 신뢰도  안 성이 보장되도록 정확하

게 최  수행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그림 7. 시스템 타이밍 분석에 관한 개념도

표 인 분석 방법으로는 측정 기반 타이  분석

(Measurement–based Timing Analysis) 방법과 정  

타이  분석(Static Timing Analysis) 방법이 있다[24]. 

측정 기반 분석방법[25-27]은 최  수행 시간을 실제 

시스템에서 고강도의 넓은 범 의 테스 을 진행하여 

가장 길게 측정된 실행 시간과 안  마진(Safety 

Margin)을 합산해서 구한다. 반면 정  타이  분석방

법[28][29]은 타이  분석 연구에 결정론 인 근 방법

을 용한 것으로, 선형 로그래  기법을 이용하여 

최  수행 시간의 상한(Upper-bound)을 결정한다. 

4. 안전과 보안

안  침해는 고의성이 없고 의도되지 않은 시스템 혹

은 데이터 변경을 시도하는 시스템 내부 컴포 트에 의

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요도 혼재 시

스템에서는 안  경계(Safety Boundaries)를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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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안  경계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의 침

해 행 에서 시스템의 일부를 보호하기 해 정의된다. 

안  경계의 목 은 일정한 시스템 자원을 보유하는 서

시스템이 자신이 필요에 의해 생성하고 추후 활용할 

데이터에 해 다른 시스템 컴포 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안  경계는 시간, 공간, 데이터 흐

름, 온도 조건과 같이 다각 인 시스템 자원에 의해 정

의된다. 시스템 안 은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을 맞추기 때문에 결과 으로 결함 허용과 

한 련이 있다. 시스템 어 리 이션 혹은 모듈 간

의 분리성 입증은 안 성을 증명하기 한 일부분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긴 하지만, 직 으로 요도 혼재 시

스템에서 모듈화나 조합성과 필수 으로 연 될 필요

는 없다.

다  보안 등 은 요도 혼재 시스템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이다. 요도 혼재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보안 

등 을 가진 데이터가 같은 시스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  등 을 구분하는 메커니즘과 같이 

시스템의 다른 메커니즘과 보안과의 상호 동작에 있어

서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

다. 일반 으로 보안 문제는 시스템 외부에서 이를 침

해하기 한 의도 인 행동에 기 원인이 있다면, 안

 문제는 시스템 내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보안과 안  메

커니즘에 한 서로 다른 과 근법뿐만 아니라 검

사와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지도록 많은 

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요도 혼재 시스템에서의 보안

은 데이터 흐름의 측면에, 안 은 소 트웨어나 시스템

의 의도치 않은 행동을 감지 측면에 을 둔다.

5. 가상화

가상화는 실제 존재하는 물리 인 자원을 추상화하

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의 물리 인 자원을 여러 개의 

논리  자원으로 나눠나 합쳐서 사용하는 것을 가상화

라고 한다[30]. 최근까지 가상화는 임베디드 디바이스

에서는 리 활용되지 못하고, 부분 데스크톱 시스템

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요도 혼재 시스템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차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도 가상화 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31][32]. 특히, 요도 혼재 시스템에서 요도가 다양

한 소 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구동하기 

해 물리 인 하드웨어를 가상화하여 티션을 수행

하기 한 가상화 기술은 필수 이다.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상화를 한 하이퍼바

이 (Hypervisor)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고려되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 인 분리

기본 자원의 가상화 - 시간, 인터럽트, 메모리, 

CPU, 시리얼 I/O

티션 스 링을 한 실시간 스 링 정책

하이퍼바이  시스템 콜 결정론(특정 시스템 콜

에 한 하이퍼바이  콜로의 변환 여부)

티션 간의 효율 인 통신

은 오버헤드

설치 시에 은 자원 활용

가상화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하이퍼바이 형(Native 

혹은 Bare-metal Hypervisor)과 호스트(Hosted)형으로 

나  수 있다. 하이퍼바이 형 가상화는 가상머신모니

터(VMM: Virtual Machine Monitor)를 하드웨어 상에 

직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호스트 운 체제가 필요 없

기에 호스트형 가상화에 비해 오버헤드가 고, 하드웨

어 리소스의 리가 유연한 것이 특징이지만, 자체 으

로 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별도의 리 콘솔

이 필요하다. 하이퍼바이 형 가상화는 가상화와 반

가상화로 나뉜다.

[그림 8]은 가상화 개념도를 나타내고, [그림 9]는 

반가상화 개념도를 나타낸다. 가상화는 컴퓨터 시스

템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완 하게 가상화하는 것으로 

게스트 운 체제가 하이퍼바이 의 존재를 모르고 하

드웨어에 요청을 할 경우, 하이퍼바이 가 해당 명령을 

트래핑(Trapping)하여 하드웨어 제어를 수행한다. 

가상화는 게스트 운 체제의 수정 없이 사용가능함으

로써 기존의 다양한 운 체제에 한 활용이 가능하다

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게스트 운 체제가 요청하는 

명령이 하이퍼바이 로 트래핑 할 수 있도록 앙처리

장치의 가상화 기술(물리 인 가상화 지원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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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VT-X, AMD-V) 용이 필요하고, 반가상화에 

비해 가상화에 한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 이 있다. 

그림 8. 전가상화 개념도

그림 9. 반가상화 개념도

[그림 10]은 호스트형 가상화 개념도를 나타낸다. 호

스트형 가상화는 하이퍼바이 가 호스트 운 체제 

에 설치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어 리 이션 도

우 내에서 다양한 게스트 운 체제를 실행하는 것이 가

능하다. 호스트형 가상화는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에뮬

이트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지만, 게스트 운 체

제의 종류에 한 제약이 없어서 거의 부분의 운 체

제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스트형 가상화의 장

으로는 호스트 운 체제를 수정하지 않고도 가상 머신 

아키텍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상화 소 트웨

어는 호스트 운 체제에 의존하여 장치 드라이버  기

타 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0. 호스트형 가상화 개념도

이로 인해, 가상 머신의 설계가 간소화되고 배포도 

쉽다. 그러나 하이퍼바이  가상화보다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응용 로그램에서 하드웨어 액세

스를 요청하면 다수의 매핑 계층을 통과해야 하므로 성

능이 크게 하된다는 단 이 있다.

Ⅴ. 중요도 혼재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동향

재 요도 혼재 시스템의 연구 개발  로젝트의 

수행은 주로 유럽 주도 으로 발 방향을 모색하고 기

술 인 주도권을 잡기 한 노력을 가속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미미한 실정이다. 요도 혼재 시

스템 연구를 체계 으로 수행하고 련 연구자간의 교

류를 진하기 한 요도 혼재 포럼[33]이 결성되었

으며, 이를 통해 응용 로그램  랫폼 모델링, 리소

스 리 등을 한 가상화 컴포 트, 툴 지원, 문서  

교육 자료 등을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요도 혼재 포럼

에는 CONCERTO, CONTREX, CRYSTAL, DreamCloud, 

DREAMS, EMC2, EURO-MILS, MultiPARTES, 

PROXIMA, RECOMP, SSRT, SAFURE 등과 다수의 

요도 혼재 시스템 련 로젝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에서 CONTEX, DREAMS, PROXIMA 로젝트

는 European Mixed-Criticality Cluster(MCC)[34]에 

력하여 요도 혼재 멀티 코어 시스템의 디자인과 개발

에 있어서 미래의 도 과제들을 정의하거나 기술 보  

활동 등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Framework 

Programme(FP) 7에서는 PROXIMA, MultiPARTES, 

DREAMS 로젝트를 포함한 멀티 코어 로세서에서

의 요도 혼재 시스템의 통합에 하여 다양한 연구들

을 주도 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일부 핵심 도 과

제들은 시간, 에 지, 안 성, 보안성, 신뢰성 등의 측면

에서 많은 추가 인 기능 요구사항들을 다루어야 하는 

소 트웨어 가상화와 하드웨어 분리, 분할 기법을 포함

하고 있다. 

1. DREAMS

DREAMS(Distributed Real-Time Architectu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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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Criticality Systems)[35] 로젝트는 네트워크 

멀티-코어 칩 기반으로 다양한 어 리 이션에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 인 

로젝트로서, 수행의 주체는 독일의 정보통신연구소

(OFFIS-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이며, 16

개의 기 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DREAMS 로

젝트는 [그림 11]과 같은 네트워크 멀티-코어 칩 기반

의 요도 혼재 구조를 설계하며, 이와 함께 로세싱 

코어, 네트워크-온-칩(NoC: Network-On-Chip), 메모

리 등과 같은 칩 내, 외부의 자원을 포함한 계층  랫

폼을 제공한다. 한, 각 로세서 코어 내에서 티션

을 나 고, 각 티션마다 서로 다른 요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세 한 요도 혼재 시스템의 구성을 가능하

게 한다. 본 로젝트를 통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여러 어 리 이션 역에 호환될 수 있는 랫

폼 서비스 구조

구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독

립 인 개발 환경

네트워크 멀티-코어 칩에서의 보안, 안 , 실시간 

성능, 무결성을 한 가상화 기술

그림 11. DREAMS 프로젝트의 시스템 구조

2. PROARTIS/PROXIMA

PROARTIS(Probabilistically Analyzable Real –

Time Systems)[36][37] 로젝트는 시간 임의성을 이

용하여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확률론  타이  분석연

구를 목표로 수행된 로젝트로서, 수행의 주체는 바르

셀로나 슈퍼컴퓨  센터이며, 기 4개의 기 이 참여

하 다. PROARTIS 로젝트는 요한 실시간 임베디

드 시스템(CRTES: Critical Real-time Embedded 

System) 하드웨어  소 트웨어 설계에 임의성을 도

입하여 아키텍처 설계 원칙을 정의하고 확률론  타이

 분석으로 새로운 분석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그림 

12]는 결정론  분석 방법과 확률론  분석 방법의 차

이를 나타낸다. 새로운 확률  근방법은 고성능 하드

웨어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소 트웨어의 타이  분석

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최  수행 시간 분석 방

법을 제공한다.

PROXIMA(Probabilistic Real-Time Control of 

Mixed-Criticality Multi-core and Many-core 

Systems)[38][39] 로젝트는 PROARTIS 로젝트 종

료 후 지속 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확률

론  타이  분석을 목표로 수행 인 로젝트로서, 

10여개의 기 이 참여하고 있다. PROXIMA 로젝트

는 [그림 13]과 같이 요도가 혼재된 멀티-코어 로

세서 기반의 요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최  

수행 시간을 포함한 확률 기반의 소 트웨어 타이  분

석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정  타이  분석방법에서 

탈피한 확률 기반의 소 트웨어 타이  분석은 최  수

행 시간을 감소시키고 고효율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게 

한다. 한, 소 트웨어 타이  분석  검증의 비용을 

효과 으로 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로젝트를 통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기 효

과를 가질 수 있다.

최  실행 시간 등의 타이  분석 비용 감소

요도 혼재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 향상

요한 실시간 시스템에서 고성능 멀티-코어/매

니-코어 로세서의 신뢰성 있는 사용을 보장

멀티 코어/매니-코어 랫폼에서 다수의 요도 

혼재 벨 사용 가능

소 트웨어 설계, 검증  인증 비용 감소

그림 12. 결정론적 분석 방법과 확률론적 분석 방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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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오픈 소스 하이퍼바이저(XtratuM)의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13. 결정론적 분석 방법과 확률론적 분석 방법에서 실행

시간 분포

3. MultiPARTES

MultiPARTES(Multi-cores Partitioning for Trusted 

Embedded Systems)[32][40] 로젝트는 멀티-코어 임

베디드 랫폼에서 다양한 요도를 가진 소 트웨어

의 실행 환경과 지원 도구의 개발을 목표로 수행 인 

로젝트로서, 수행의 주체는 스페인 Ikerlan 기술연구

소(Ikerlan-IK4)이며, 10개의 기 이 공동 참여하고 있

다. MultiPARTES 로젝트는 [그림 14]과 같은 오  

소스 하이퍼바이 를 기반으로 멀티-코어 시스템의 

티션을 수행하기 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티션 생성

을 한 자원 할당  스 링 정책과 같은 하이퍼바

이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도출하기 한 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리소스를 공유하는 요한 

혹은 요하지 않은 소 트웨어가 함께 탑재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요도 혼재 시스템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본 로젝트를 통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멀티-코어 시스템의 티션을 한 방법론 도출

오 소스 하이퍼바이  기반의 실행 랫폼

요도 혼재 시스템의 실행 환경 

4. CERTAINTY

CERTAINTY(Certification of Real Time 

Applications designed for mixed criticality)[41] 로젝

트는 재 소 트웨어 설계 시 고려해야할 신뢰성  

간섭성을 다룰 수 있는 요도 혼재 실시간 시스템의 

증명을 목표로 수행 인 로젝트로서, 수행의 주체는 

랑스의 탈 스사(Thales Research & Technology)이

며, 8개의 기 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CERTAINTY 

로젝트는 멀티-코어 기반의 요도 혼재 소 트웨어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최첨단의 검증 방법들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증명을 한 새로운 

근법들 발굴  연구 결과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

계자들이 멀티코어 기반에서 어 리 이션 설계 시 

요도 요구조건에 하여 다시 재 정의를 하고자 하 으

며, 기존의 모델링 언어들에 한 의미를 멀티-코어 기

반까지 확장하여 서로 다른 요도를 설계단계에서 다

룸으로써 시스템에 생길 수 있는 험성을 기단계에 

발견함으로써 안 성을 높이고자 하 다. 본 로젝트

를 통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설계, 로그래  원리, 시간분석 방법  도구로 

요도 혼재성 연구

최 화된 하드웨어 리소스 공유 략  멀티코

어에서의 최 화된 배치  스 링 알고리즘을 

통해 측 가능한 최  수행 시간 연구

이 화 기술과 신뢰도 분석 알고리즘 연구

5. CONTREX

CONTREX(Design of Embedded Mixed-criticality 

Control Systems under Consideration of 

Extra-functional Properties)[42] 로젝트는 실시간성, 

원, 기온, 신뢰성과 같은 추가  기능 특성들을 분석

하고 설계 단계에 명시함으로써 요도 혼재 시스템의 

정확성, 실시간 특성,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수행 인 

로젝트로서, 수행의 주체는 독일의 정보통신연구소

(OFFIS-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이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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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기 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CONTREX 로

젝트는 서로 다른 요도를 요구하는 응용 로그램을 

고려하여 실시간성, 원, 기온, 신뢰성 등과 같은 추가

 기능 특성의 분석  최 화를 통하여 에 지 효율

이 높고 체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가

능하게 한다. 본 로젝트를 통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에 지 효율 20% 상승

시스템 당 개발비용 30% 감소

실시간성, 원, 기온 등의 요소를 고려한 안 성 

 신뢰성 향상

Ⅵ. 중요도 혼재 시스템의 향후 연구 분야

요도 혼재 시스템에 한 기 연구 이 후 범

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멀티-코어 기반의 요도 혼

재 시스템에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

므로 멀티-코어 기반의 요도 혼재 시스템을 한 다

양한 기반 기술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한

다. 멀티-코어 기반의 요도 혼재 시스템의 실제 활용

을 한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다.

멀티-코어를 포함하는 요도 혼재 시스템을 

한 인증 략의 개발: 개별 티션 사이의 시공간

 분할을 통한 다  티션 설정 매커니즘 개발

요도 혼재 시스템 구 을 한 방법론  지원 

도구의 개발: 요도 혼재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

려하여 안 성이나 성능에 악 향을 주는 로세

스를 지양하는 설계 지원 도구 제공

시간 측 : 멀티-코어 네트워크에서 로세서나 

네트워크 시스템 벨에서 최악 실행 시간의 분

석이 가능할 경우, 태스크 간의 데이터 동기화  

상호 작용 시 에 한 결정 가능

검증  확인 도구 : 멀티-코어를 한 소 트웨

어의 갱신(타사 응용 소 트웨어의 통합을 포함

하는 소 트웨어의 수정  변경)  증분 인증 

지원

가상화 : 추상화를 통해 물리 으로 다른 이종의 

코어를 통합하고, 이를 논리  분할하여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며, 시스템 안에서 티셔닝을 

통해 소 트웨어 간의 간섭 없이 서로 다른 종류

의 업무에 한 동시 처리 지원

병렬 처리 도구, 컴 일러와 분석 도구 : 캐시 공

유를 고려한 소 트웨어의 병렬 처리 기능 지원

과 소 트웨어의 분석에 따른 티션을 할당하고 

 해당 티션에 한 자원(코어) 할당 수행

디버깅 도구 : 정확한 시뮬 이션 결과의 도출  

데드락(Deadlock)과 이스(Race)에 의한 일시

인 상호 의존성 감지

내고장성  보안 : 멀티-코어 네트워크에서 코

어 간의 기능의 복 탑재를 통해 결함으로 인해 

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원격 코어에서 해당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와 네트

워크의 무결성 보장

Ⅶ.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요도 혼재 시스템 련 연구의 방향

성 설정  군사시스템에의 목을 한 기틀을 마련하

고자 요도 혼재 시스템에 한 분석  이와 련된 

주요 로젝트의 연구  개발 동향을 분석하 다. 

요도 혼재 시스템에 한 연구는 유럽의 주도로 활발하

게 진행 이며,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활용 가능

성이 유의미한 기술들이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요도 혼재 시스템과 련된 국외의 연구

와 다르게 국내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요도 혼재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에서 공통되게 활용되는 기술

이므로 본 논문의 국외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분석된 

것과 같이 항공기, 자동차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는 복잡한 응용을 다루는 국내 연구에서 동일하게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요도 

혼재 시스템 련 기술  시장 주도권 선 을 해 산

학연 공동의 기반 기술 연구  로젝트의 수행이 시

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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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 요도 혼재 시스템에 한 분석  이와 련된 

주요 로젝트의 연구  개발 동향과 향후 연구 방향

의 제시를 통해 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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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 재 :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심분야> : 국방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실시

간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등

김 용 호(Yongho Kim)                  정회원

▪2011년 5월 : Auburn University, 

Wireless Software Engineering 

(공학사)

▪2013년 5월 : Auburn University, 

Software Engineering(공학석

사)

▪2013년 9월 ～ 재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 심분야> : 국방시스템, 소 트웨어 공학,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인공지능, 무선 센서 네트워크 등

이 정 훈(JeongHoon Yi)                   정회원

▪1999년 2월 : 인하 학교 자공

학과(공학사)

▪2002년 2월 : 인하 학교 멀티미

디어공학과(공학석사)

▪2002년 2월 ～ 재 : 국방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 심분야> : 국방시스템, 인공지능, 패턴인식, 상

인식, 생체정보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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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봉 주(BongJoo Koo)                  정회원

▪1990년 2월 : KAIST 자 산

학부(공학사)

▪2006년 8월 : 충남 학교 컴퓨터

공학과(공학석사)

▪1990년 3월 ～ 재 : 국방과학

연구소 책임연구원

 < 심분야> : 국방시스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소

트웨어 테스 , Fault Tolerant, Safety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