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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탑재컴퓨터를 위한 

리눅스 기반 ARINC 653 공간 분리

(Linux-based ARINC 653 Space Separation for Spacecraft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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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uropean Space Agency has recognized Integrated Modular Avionics and ARINC 

specification 653 as avionics computer system for space application. Integrated Modular Avionics 

specification reduces the space by integrating a system composed of many electronic devices 

into a computer. recent researches have been studying how to apply the ARINC 653 into an 

open source operating system, such as Linux. These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partition 

scheduling for time separation. However, requirements to guarantee spatial separation should be 

further analyzed to ensure deterministic execution time. Therefore, memory management is 

needed to verify spatial isolation on Linux systems.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method to 

accomplish spatial isolation for the ARINC 653 specification in Linux. We have added new data 

structures and system calls to handle functionalities for spatial separation. They are used during 

the partition startup process. The proposed method was evaluated on the LEON4 processor, 

which is the next generation microprocessor to be used in the future space missions. All 

implementations confirm that spatial isolation of the ARINC 653 specification was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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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합모듈항공전자 시스템(Integrated Modular 

Avionics)은 여러 전자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을 단

일 컴퓨터로 통합하여 모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

일 수 있다[1]. 우주용 전자 시스템에도 같은 이유

로 통합모듈항공전자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2-4]. 통합모듈항공전자 시스템은 독립된 인증 수

준을 가진 모듈들이 같은 컴퓨터 자원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검증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5, 6].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티셔닝 기술이 제안되었다. 파티션은 각 모듈의 

실행과 고장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하드웨

어 자원을 시간/공간적으로 분리해 할당한다[2, 3]. 

가장 잘 알려진 통합모듈항공전자 시스템의 구조로

는 ARINC 653표준이 있다[6].

현재 ARINC 653은 VxWorks 653[7], 

Xtratum[8], AIR[9]와 같은 운영체제에 적용되고 

있다. VxWorks 653과 같은 상용 운영체제는 높은 

사용료와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

며, Xtratum, AIR와 같은 운영체제 또한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오픈 소스 리눅스에 ARINC 653표준을 적용

하려는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10, 11]. Xtratum의 

경우 MMU(Memory Management Unit)를 이용한 

공간 분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AIR의 경우에는 공

간 분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리눅스에 ARINC 653

표준을 적용하는 연구들은 시간분리를 위한 파티션 

스케줄링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간분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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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미비하다. 때문에 리눅스의 메모리 관리 방

법이 ARINC 653표준의 공간분리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11].

ARINC 653표준은 공간분리를 보장을 위해서 

각 파티션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할당된 메모리 자원이 운영체제에 의

해 회수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12, 13]. 이러한 요구사항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각 모듈의 실행과 고장이 다른 모듈의 실행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14-16]. 리눅스는 가상 메모리 시

스템(Virtual Memory System)을 MMU를 통해 애

플리케이션에 제공하여 할당된 메모리 영역 이외의 

접근은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4GB의 가상 주소범

위 안에서 페이지 교체가 발생하여 메모리 할당량

이 동적으로 변한다. 또한, 메모리 자원이 고갈되면 

아웃오브메모리(OutOfMemory)예외가 발생하여 운

영체제는 실행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켜서 여

유 메모리를 확보한다. 따라서 리눅스의 메모리 관

리는 ARINC 653표준의 공간분리를 만족하지 않는

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에 ARINC 653표준의 공

간분리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 하

였으며, 동작여부에 대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

였다.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여 초기 파티션 생성 루

틴 startup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구현 결과를 검증

하기 위한 실험환경으로 차세대 우주 임무용 컴퓨

터 LEON 4 프로세서를 사용했다. 실험 결과 

ARINC 653 표준에서 요구하는 공간분리를 준수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최초로 차세대 우주

용 멀티코어 프로세서 LEON 4에서 통합모듈항공전

자 시스템을 리눅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는 본 논문과 관련된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본다. 3

장에서는 리눅스의 공간분리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리눅스의 공간분리를 적용방법과 구현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구현물의 실험결과를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 계획에 대

하여 기술한다.

Ⅱ. 배경 지식

1. 통합모듈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모듈 항공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 

그림 1. 파티션 개념

Fig. 1 partition concept

실행자(System executive)와 복수의 독립적인 애

플리케이션들로 구성되어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파티션개념을 통해 하드웨어자원을 시간/공간으로 

분리해 할당받는다. 프로세서의 관리자/사용자 모

드, MMU와 같은 하드웨어 전제 조건은 효율적으로 

통합 모듈 항공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도

록 돕는다. 프로세서의 관리자/사용자 모드를 통해 

시스템 실행자와 애플리케이션을 분리 할 수 있으

며, MMU를 사용한 가상 메모리 시스템으로 애플리

케이션간의 메모리 영역을 분리 할 수 있다. 통합모

듈항공전자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두 개의 계층

으로 구성된다[3].

1) 시스템 실행자 계층:

시스템 실행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파티션이 서로 영

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파티션의 스케줄

링과 통신 그리고 하드웨어 시그널을 처리할 책임

이 있다.

2) 파티션 계층:

공간 분리 (메모리)

공간 분리는 MMU 통한 가상 주소 시스템을 통해 

파티션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보호하며, 다른 

메모리 영역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보장한다. 

시간 분리 (CPU, I/O)

파티션은 시스템 통합자에 의해 설정된 시간에 따

라 고정된 사이클 스케줄링이 지원되어야 한다. 

2. LEON4 프로세서의 MMU

효율적인 공간 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은 가상 주소 시스템을 MMU통해 지원해야 

한다. 가상 주소 시스템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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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MU를 통한 메모리 분리[5]

Fig. 2 Memory isolation with MMU[5]

의 메모리영역 침범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MMU

지원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가상 주소 시스템을 

지원하게 된다면 페이징 과정의 처리시간이 길어지

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LOEN4 

프로세서에는 MMU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합모듈

전자 시스템의 공간 분리를 위한 하드웨어 요구사

항을 만족한다. LEON4 프로세서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머신 Sparc V8으로 구성

되어 있다. Sparc V8은 3단계 페이징 과정을 통해 

가상주소를 물리주소로 연결한다.

Ⅲ. 리눅스의 공간분리

ARINC 653표준의 공간분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티션은 자신에게 할당된 메모리 영역

만을 접근 할 수 있다. 둘째 파티션은 시스템 통합

자에 의하여 설정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는다. 

마지막으로 파티션에게 할당된 메모리는 시스템이 

종료될 때 까지 해당 파티션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러한 요구사항은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과 고

장이 다른 파티션의 실행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에 결정적 실행 시간

을 보장하기 위함이다[14-16]. LEON4 프로세서는 

MMU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티션 애플리케이

션에 가상 주소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요구사항인 다른 파티션의 메모리영역 접

근 제한을 만족한다. 하지만 설정된 크기의 메모리 

할당 요구사항과 할당된 메모리영역에 사용을 보장

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다.

1. 메모리 할당량 제한   

리눅스는 메모리 관리 정책은 애플리케이션에게 

4GB의 가상 주소 기본으로 제공하며, 해당 범위에

서 메모리 할당량이 동적으로 변한다. 동적 메모리 

관리를 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메모리가 충분히 

할당되면 스왑(Swap)이 적게 발생해 좋은 성능을 

보인다. 반면 메모리가 적게 할당되면 스왑이 빈번

하게 발생하여 낮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애플리

케이션의 실행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15]. 통합

모듈항공전자 시스템은 임무 특성상 실시간 애플리

케이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행 시간이 

필요하다[1]. 따라서 정적인 메모리 관리를 통해 결

정적인 실행시간을 보장해야한다. 

리눅스에서 일정 크기의 정적 메모리 할당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ARINC 653 표준의 파티션 

초기화 과정을 수행하는 startup 프로세스를 구현하

였다. 파티션 초기화 과정은 시스템 통합자에 의해

서 설정된 파티션 자원 할당정보를 읽고 그 내용에 

따라 파티션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파티션 애플

리케이션이 할당된 메모리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rlimit 구조체를 제어한다. rlimit 구

조체는 애플리케이션이 할당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제한 할 수 있는 구조체이다. 그 중 

RLIMIT_AS 값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 할 수 있는 

가상주소의 크기를 제한 할 수 있다. 가상주소의 크

기를 제한하게 되면 스레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 사용 물리메모리 량을 제한 할 수 있다.

2. 메모리 사용의 보장

리눅스는 시스템 전체 메모리 자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스왑과 아웃오브메모리 예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를 회수한다. 따라서 애

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메모리량이 동적으로 변한다.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실행시간을 예상하기 힘들어

지며, 때에 따라 실행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통

합모듈항공전자 시스템은 임무 특성상 실시간 애플

리케이션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결

정적인 실행 시간이 필요하며 실행 중에 중단되어

서는 안 된다. 

메모리 사용의 보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서 mlockall()와 task_struct의 oomkilladj를 이용 

한다. 리눅스가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 보장을 

위반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스왑 과 아웃오브메

모리 예외이다. 스왑은 보조기억 장치를 주 기억 장

치처럼 사용해 실제 주 기억 장치가 크기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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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기 위한 메모리 관리 기법

이다. 하지만 스왑 메모리 관리 기법을 적용하면 시

스템의 상황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은 비 결정적인 

실행시간을 가진다.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스왑 인 

되어 주 기억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면 빠른 실행 

시간을 보이지만, 메모리 자원 대부분이 스왑 아웃 

되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면 자료 접근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길어진다. 통합모듈항

공전자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주 기억 장치

에 연결되어 결정적인 실행 시간을 가져야한다. 파

티션 애플리케이션 생성과정에서 mlockall()를 사용

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주 기억 장치에서 스왑 아

웃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아웃오브메모리 예외는 시스템의 메모리 자원이 

고갈되면 발생한다. 메모리 사용량을 바탕으로 종료

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며, 운영체제는 선택된 애

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해 여유 메모리를 확보 

한다. 이 과정에서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이 

중단 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모듈항공전자 시스템

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중인 애플리케이션이 중단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웃오브메모리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파티

션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task_struct의 oomkilladj변수를 OOM_DISABLE 

로 설정해 아웃오브메모리 예외동작으로부터 파티

션 애플리케이션들을 보호한다. 

Ⅳ. 공간분리 구현

1. 메모리 할당량 제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RINC 653 표준의 파티

션 초기화 과정을 수행하는 startup 프로세스는 시

스템 통합자에 의해서 설정된 파티션 자원 할당정

보를 읽고 내용에 따라 파티션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startup 프로세스의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

다. 리눅스에서 파티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커널 영

역에 ARINC 653 모듈, ARINC 653 스케줄러를 추

가 했다. 그리고 사용자 영역에 ARINC 653 표준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만든 startup 프로세스와 

APEX(APplication/Executive) 라이브러리를 구성

했다. 커널 영역의 ARINC 653 모듈은 시스템에서 

수행될 파티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ARINC 653 

스케줄러는 ARINC 653 모듈에 저장된 파티션의 

주기와 실행시간을 바탕으로 실행한다.

그림 3. Startup 프로세스 구조

Fig. 3  Startup 프로세스 struct

사용자영역의 APEX 라이브러리는 ARINC 653 

표준 API와 파티션을 지원하기 위한 API로 구성되

어있다. 파티션들과 startup 프로세스는 APEX 라이

브러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ARINC 653 모듈

과 통신 할 수 있으며, 시스템 통합자에 의해 설정

된 파티션 생성, 메모리 할당량, 파티션 주기, 파티

션 실행시간, 파티션 이름 등 과 같은 환경설정 데

이터를 읽고 파티션의 생성, 환경설정 데이터를 커

널 영역의 ARINC 653 모듈로 로딩 하는 역할을 

한다. ARINC 653표준에 따르면 모든 파티션은 시

스템이 구동될 때 미리 생성된다. 다음과 같은 최소 

4가지 정보 메모리 자격요건, 스케줄링 주기 ,스케

줄링 기간  ,입출력포트 속성과 같은 환경 변수 들

을 시스템 통합자가 시스템이 구동되기 전에 미리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RINC 653의 

파티션은 시스템이 수행되고 있는 시간에 동적으로 

할당이 불가능하며 모든 파티션의 정보와 파티션들

의 요구사항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러한 ARINC 

653표준의 요구사항에 맞춰 파티션을 생성하는 

startup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통합자는 파티션의 환경설정 정보를 작성

한다. 

2) 시스템이 구동하면 startup 프로세스는 환경설정 

파일을 읽어 파티션정보를 수집한다.

3) 획득한 파티션정보를 정의한 APEX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여 커널 영역의 ARINC 653모듈로 전달

한다.

4) ARINC 653모듈은 파티션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

이 없으면 정보를 저장하고 startup 프로세스에게 

파티션을 생성해도 된다는 값을 전달한다.

5) 마지막으로 환경설정에 따라 RLIMIT_AS값을 변

경해서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할당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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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rtitionExecve() 순서도

Fig. 4 partitionExecve() Flow chart

2. 메모리 사용의 보장 구현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을 보장해주

는 생성과정 partitionExecve()는 시스템 콜로 구현

되었으며 매개변수로 실행파일의 경로, 매개변수, 

환경변수의 배열의 포인트를 받는다. 반환형은 int

이고 파티션 생성이 성공하면 0을 반환, 실패 할 경

우 -1을 반환한다. partitionExecve()의 실행 순서

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startup 프로세스에서 

partitionExecve()을 호출하면  Entry.S에 정의한 

sys_partitionExecve()이 호출이 된다. sys_ 

partitionExecve()에서는 실행파일의 경로가 정확한

지 확인한 후 정확하지 않다면 -1 를 반환하고 종

료 하며, 올바른 값이 라면 do_execve()를 호출한

다. do_execve()는 시스템 자원(메모리공간, 실행 

프로세스 숫자 제한 값 등)을 확인한 후 생성이 가

능하면 파티션에게 자원(CPU,메모리)을 할당한 후 

sys_mlockall()을 호출한다. sys_mlockall()은 

can_do_mlock()을 통해 현재 리눅스 환경설정이 잠

금이 허용이 되는지 CAP_IPC_LOCK를 확인한다. 

잠금이 허용이 된다면 do_mlockall()을 호출한다. 

do_mlockall()은 해당 파티션의 할당된 모든 

vm_area_struct의 vm_flags를 VM_LOCKED으로 

설정해 해당 가상 주소 메모리를 물리적 메모리에 

잠금 한다. 메모리 잠금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0을 

반환하고 partitionExecve()의 동작이 끝난다. 위와 

같은 partitionExecve()의 동작으로 생성된 파티션

은 애플리케이션은 할당된 메모리 영역이 시스템에 

의해서 회수되지 않는 것이 보장된다.

Ⅴ. 구현결과 및 성능평가

1. 검증 환경

구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환경으로 차세

대 우주 임무용 컴퓨터 LEON4 프로세서를 사용했

다. LEON4 프로세서는 Sparc v8를 따르며  

200Mhz Dual core CPU에 256 MB DDR2 메모리

를 지원한다. 리눅스 2.6.21.1버전을 ARINC 653 

표준의 공간분리를 지원하도록 수정했다. 해당 실험

환경에서 메모리 할당량 제한과 메모리 사용의 보

장 요구사항을 검증한다.

2. 설정된 크기의 메모리 할당량 제한 검증

애플리케이션에게 정적 크기의 메모리 할당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초기 파티션생성 과정인 startup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한다. 실험 

구조는 그림 5과 같다. ARINC 653표준 문서의 파

티션 생성예제를 참고했다. 총 4개의 파티션을 생성

하고 파티션 1은 2000KB 파티션 2는 4000KB 파

티션 3은 6000KB 파티션 4는 8000 KB의 만큼의 

메모리를 설정을 한다. 각 파티션은 test라는 동일

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다. test는 1byte씩 동적 

할당을 실행한다. 더 이상 동적 할당을 실행할 수 

없다면 할당을 멈추고 대기한다. 최대 할당량을 통

해 환경설정 내용과 같이 메모리가 할당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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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모리 할당량 제한 실험 구조

Fig. 5 Memory assignment limit experiment 

architecture

파티션 이름 물리 메모리 가상 메모리 

파티션 1 636KB 1972KB

파티션 2 2616KB 3952KB

파티션 3 4596KB 5932KB

파티션 4 6576KB 7912KB

표 1. 메모리 할당량 제한 결과

Table 1. Memory allocation limit result

검증한다. 실행 결과는 표 1과 같다.

물리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의 차이는 아직 물리

메모리로 연결 되지 않은 코드 영역이다. 환경설정내

용과 실제 할당된 가상 메모리간의 크기 차이는 애플

리케이션의 동작을 위한 스택영역을 확보하기 때문

이다. 스택영역 오차범위 안에서 메모리 환경설정 내

용과 같이 메모리 할당량이 제한됨이 검증되었다.

3. 메모리 사용의 보장 검증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에게 할당된 메모리 영역의 

사용을 보장하는 생성과정 partitionExecve()를 통

해 생성된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의 메모리

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아웃오브메모리 예외가 발

생해 메모리 회수가 실행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음

을 검증한다. 실현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greed 

프로세스는 기본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반복적

으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해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

족하게 만들어 아웃오브메모리 예외를 발생하는 역

할을 한다. 일반 리눅스의 방법으로 생성한 애플리

케이션과 공간 분리가 적용된 리눅스에 의해 생성

된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의 아웃오브메모리 예외동

작에서 종료되지 않고 실행이 보장되는 확률을 비

교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파티션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할당량을 달리 하여 20회씩 총 100회 반복 

실험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7와 같다.  25MB, 

50MB, 75MB, 100MB, 125MB로 나누어 메모리를 

그림 6. 메모리 사용 보장 실험 구조

Fig. 6 Memory usage protection experiment 

architecture  

그림 7. 메모리 사용 보장 실험 결과 

Fig. 7 Memory usage protection result

할당한 결과 partitionExecve()통해 생성된 파티션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든 메모리할당량에서 메모리 

사용을 보장함을 보인다. 일반 리눅스의 방법을 통

해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메모리 할당량

이 늘어날수록 아웃오브메모리 예외에서 애플리케

이션의 메모리 사용 보장률이 낮아짐을 보인다. 그 

이유는 메모리 할당량이 클수록 종료해야할 애플리

케이션을 선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125MB를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한 경우 LEON4의 전체 메모리 

250MB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제거 대상이 된

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하여 공간 분리가 적용된 리

눅스가 파티션의 메모리 사용을 보장함을 검증되었

다. 

Ⅵ.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우주용 멀티코어 프로세서 

LEON 4 에서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을 리눅스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 리눅스에 ARINC 653표준의 

공간분리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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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동작여부에 대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

하였다. 새로운 자료구조와 시스템 콜을 리눅스에 

추가했으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 파티션 애플리케

이션을 생성하는 초기화 과정을 수행하는 startup 

프로세서와 partitionExecve()를 구현 했다. 실험 

결과 ARINC 653 표준에서 요구하는 공간분리를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차세대 우주

용 멀티코어 프로세서 LEON 4에서 통합모듈항공전

자 시스템을 리눅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였다. 하지만 리눅스는 CPU와 I/O자원을 분리

하는 시간분리 또한 완전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통해 리눅스에 ARINC 

653표준의 시간분리를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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