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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자동차, 항공, 조선,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빠른 응답성 및 시간 결정성을 위한 실시간성의 지원여부를 중요시 한다. 하지만 임베디드 시

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용 운영체제인 리눅스의 경우, 실시간성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제공을 

위해 RTAI, RT-Linux를 통해 실시간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RTAI는 Hard Real-Time을 제공하지 못하고, RT-Linux는 커널 

코드를 수정할 때 마다 커널 컴파일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잘못 구현한 Real-Time 태스크의 오류가 커널에 

영향을 미쳐 커널을 멈추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리눅스 상에서 실시간성을 제공하면서 개발의 편의성 및 커널의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상의 사용자영역에서의 실시간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I. 서론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은 소형가전에서부터 항공 제어, 

군 장비, 원자력발전소의 제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한 실시간

성의 지원 여부를 중요시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범용 운영체

제인 리눅스는 실시간성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기 때문에 RTAI, RT-Linux를 통하여 실시간성을 제공한

다. 하지만, RTAI는 Hard Real-Time을 제공하지 못하

고, RT-Linux는 커널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커널 컴파일

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잘못 구현한 

Real-Time 태스크의 오류가 커널에 영향을 미쳐 커널을 

멈추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의 편의성과 커널의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는 리눅스

상의 사용자영역에서의 실시간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RTiK-Linux의 타이머 핸들러 모듈

  RTiK-Linux는 리눅스 운영체제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이식되어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하드웨

어 접근이나 커널 자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커널 코

드와 동일하게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

자가 잘못된 연산을 수행하였을 경우 시스템에 문제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또한 RTiK-Linux는 타이머 핸들러 모듈

을 이용하여 실시간성을 지원하는데 이때 리눅스의 후킹 

기술인 Kprobe를 사용한다. 이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

했을 시 타이머 인터럽트 핸들러보다 사용자가 정의한 핸

들러를 먼저 수행시킴으로써 주기적인 동작을 보장한다. 

아래의 [그림 1]은 RTiK-Linux의 후킹기술인 Kprobe의 

동작과정을 나타낸 것이다[1].

   ▶▶ 그림 1. Kprobe의 동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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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 및 구현

3.1  사용자 영역에서의 실시간성 지원을 위
한설계 및 구현

  리눅스는 사용자 영역과 커널 간의 통신을 위하여 시그

널이라는 통신 기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시그널은 먼저 수신된 시그널이 아직 수행중일 

경우 그 이후에 수신되는 시그널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가 제공하는 RT-signal을 이용하여 

시그널의 손실 없이 커널과 사용자 영역간의 주기적 통신

을 보장하였다. 다음의 [그림 2]는 사용자영역에서의 실시

간성을 지원하기 위한 RT-signal을 이용한 RTiK-Linux

의 동작과정을 나타낸 구조도이다[2].

▶▶ 그림 2. RT-signal을 이용한 

RTiK-Linux의 동작과정

  [그림 2]에서와 같이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IDT(Interrupt Descriptor Table)에 등록되어 있는 타이

머 핸들러의 주소를 찾아 해당하는 타이머 핸들러를 호출

한다. 이때 Kprobe를 이용하여 해당 타이머 인터럽트 핸

들러에 breakpoint exception을 발생시키고, 사용자가 등

록한 Kprobe 핸들러를 먼저 수행하게 된다. Kprobe 핸들

러 내 RT-signal을 사용자 영역으로 전송하고, 사용자 영

역에서는 이를 수신하여 실행하는데 만약 이전에 수신된 

시그널이 아직 수행중일 경우 Kprobe 핸들러로부터 수신

한 RT-signal은 시그널 큐에 저장한다. 

Ⅳ. 실험환경 및 결과

  리눅스상의 사용자 영역에서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실험환경은 [표 1]과 같다. 

실험 환경

CPU Intel(R) Pentium(R) 4 CPU 3.00GHz

OS Ubuntu 8.04

Kernel Ver. Linux-2.6.24

GCC Ver. gcc-3.3

표 1. 실험 환경

  [그림 3] 은 Local APIC 타이머 인터럽트의 주기를 1ms

로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최소 

0.927887ms, 최대 1.07886ms의 값을 가지며 7%의 오차

범위 내에서 리눅스의 스케줄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설정

한 주기 1ms를 준수하며 동작함을 알 수 있다.

▶▶ 그림 3. 주기를 1ms로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

Ⅴ. 결론
  

  리눅스는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커널 영역에 타

이머 핸들러를 등록하여 사용하지만, 사용자가 타이머 핸

들러를 수정할 경우 커널 컴파일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

과 사용자가 잘못 구현한 Real-time 태스크의 오류가 커

널에 영향을 미쳐 커널을 멈추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의 편의성과 커널의 독립성을 제공

하는 동시에 범용 운영체제인 리눅스상의 사용자영역에서 

실시간성을 지원하기 위한 RTiK-Linux를 설계 및 구현하

였다. 이를 위해 리눅스의 후킹 기술인 Kprobe와 리눅스

가 제공하는 RT-signal을 이용하여 사용자 영역에서 실시

간성을 보장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사용자에게 편의

성을 제공하기 위한 RTiK-Linux의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제공 및 다양한 버전의 리눅스 상에

서의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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