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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환경에서의 위성용 XtratuM 오버헤드 분석

(Overhead Analysis of XtratuM for Space in SMP Envrionment)

김 선 욱, 유 범 수*, 정 재 엽, 최 종 욱
(Sun-Wook Kim, Bum-Soo Yoo, Jong-Wook Choi, Jae-Yeop Jeong)

Abstract: Virtualization with hypervisors is one of emerging topics in multicore processors for 

space. Hypervisors are software layers to make several independent virtualized environments on 

one processor. Since all hardware resources are virtualized and distributed only by hypervisors, 

overall performance of processors can be improved by fully utilizing the resource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re are overheads for virtualizing and distributing hardware resources. Satellites 

are one of hard real time systems, and performance degradation with overheads should be 

analyzed thoroughly. Previous research on the overheads focused on single core systems. Even 

the overheads were analyzed in multicore systems, SMP environment was not fully included. This 

paper builds SMP environment with XtratuM, one of hypervisors for space missions, and analyzes 

performance degradation with overheads. Two boards of GR712RC with 2 LEON3FT CPUs and 

GR740 with 4 LEON4 CPUs are used in experiments. On each board, SMP benchmark functions 

are executed on SMP environment with XtratuM and on that without XtratuM respectively. 

Results are analyzed to find timing characteristics including overheads. Finally, applicability of the 

XtratuM to flight software in SMP is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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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성용 프로세서에도 멀티코어 (Multicore)가 

도입되고 있다 [1]. 이에 멀티코어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 또한 연구가 진행 중이

다. 가상화 기술 중 하나인 하이퍼바이져 

(Hypervisor)는 하드웨어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하이퍼

바이져를 통한 하드웨어 자원 관리는 자원의 효율

적인 배치 및 활용으로 이어져 멀티코어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다.

하이퍼바이져 중 하나인 XtratuM (XM)은 위성

용 프로세서를 목표로 개발된 하이퍼바이져이다. 상

용 하이퍼바이져와 다르게 ARINC-653 기준에 따

라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합하다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은 

XM을 위성비행소프트웨어에 적용 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XM 또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써, 적용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XM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다각도에서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3, 4]. 그 중에서 오버헤드 

(Overhead) 측면에서 살펴보면, XM은 최대한 가벼

워서 하드웨어 자원 관리에 많은 자원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버헤드가 발생

하게 되며, 실시간 경성 시스템 (Hard real time 

system)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오버헤드를 정확히 분

석하여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XM의 오버헤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XM을 차세대 위성용 보드인 LEON4에 포팅하면서 

Dhrystone과 Coremark를 이용하여 XM의 오버헤

드와 문맥 교환 (Context switch)에 걸리는 시간을 

분석했다 [5]. 하지만 단순히 싱글코어 

(Singlecore)일 뿐만 아니라 멀티코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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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 multi processing (AMP)환경에서만 

측정했다. 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 사

용하는 2개의 하이퍼바이져인 pikeOS와 XM을 오

버헤드를 포함하여 구조적으로 비교하였다 [6]. 2

개의 하이퍼바이져에서 파티션 (Partition) 간의 여

러 통신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하며 하이퍼바이져들

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단위 

연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2개의 하이퍼바이져인 

pikeOS와 XM을 오버헤드, 공유 메모리 접근 

(Shared memory access), 소프트웨어 메모리 공

간 (Memory foot print) 3개의 측면에서 비교하였

다 [7]. 다양한 캐시 (Cache) 형상 및 빌드 형상 

(Build configuration)에서 성능을 측정하여 각각의 

하이퍼바이져가 어떠한 특징을 지녔는지 분석을 하

고 있지만 이 또한 싱글코어일 뿐만 아니라 멀티코

어에서도 AMP 환경에서만 측정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연구들이 XM의 오버헤드를 검증하기 위해 진

행되었지만, symmetric multi processing (SMP) 

환경에서 XM의 오버헤드를 고려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저자들의 기존 연구에서 XM이 SMP 환경을 지

원할 수 있도록 XM-SMP를 개발하였다 [8]. 본 논

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SMP 환경에서 XM이 보여

주는 성능을 오버헤드와 함께 측정 및 분석한다. 사

용한 위성용 보드는 GR712RC와 GR740으로 각각 

2개의 LEON3FT CPU와 4개의 LEON4 CPU를 탑

재하고 있다. 성능 측정을 위해 사용한 벤치마크

(Benchmark) 함수는 ParMiBench로 SMP 환경에

서의 성능 측정에 적합하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각 보드에서 2가지 환경을 구성하고 각각의 환경에

서 ParMiBench를 수행한다. 첫번째는 보드에 

XM-SMP를 이용하여 자원 관리를 하는 SMP 환경

을 구축하고, RTEMS-SMP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함수를 수행한다. 두번째는 XM을 사용하지 않고 자

원관리 없이 프로세서 위에 바로 RTEMS-SMP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함수를 수행한다. RTEMS는 실

시간 경성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운영체제로 위성

용 프로세서인 LEON를 지원한다. 그 후 2개의 결

과를 비교하여 오버헤드를 포함한 XM-SMP의 성능

을 확인한다. 나아가 기존의 AMP 또는 싱글코어에

서의 오버헤드 결과와 비교하여 XM-SMP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위성비행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위성용 프로세서를 

목표로 개발된 하이퍼바이져인 XM에 대해 설명한

다. 3장은 벤치마크 함수를 포함한 실험 환경 및 방

법에 대한 설명이다. 4장은 실험 결과 및 분석이며, 

5장은 결론이다.

Ⅱ. XtratuM

XM은 반가상화 방식의 하이퍼바이져로 하나의 

프로세서 위에 가상화 환경인 파티션을 다수 구성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계층 (Software layer)이다. 

XM은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하여 파티션에 할당

하고, 각각의 파티션은 할당받은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XM에 의해 가상화

된 하드웨어 자원은 시공간 분할 (Time and space 

partitioning)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각각의 파티

션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XM은 

ARINC 653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어 ARGOS, ANGEL, EYESAT, JUICE, 

PLATINO를 포함한 여러 ESA 프로젝트의 탑재 컴

퓨터에 적용되고 있다 [9]. 

XM으로 생성한 파티션은 동작을 하면서 끊임없

이 하드웨어 접근을 요구한다. 프로세서 측면에서 

보면 동시에 여러 파티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접근

을 요구하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XM에서는 

자원 충돌을 막고자 XM이 모든 하드웨어 자원을 

그림 1. XM 하이퍼콜 처리 과정

Fig. 1 XM hypercall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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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다. 따라서 파티션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자

원에 접근 못하고 XM에게 하이퍼콜 (Hypercall)을 

통해 하드웨어 접근을 요청할 수만 있다. 

이러한 동작 구조는 하드웨어 자원의 충돌은 막

아 주지만 하이퍼바이져에 의한 자원 접근이라는 

하나의 연산 과정이 추가된다. 그림 1는 파티션에서 

하이퍼콜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파티션에서 

하이퍼콜을 발생시키면 트랩 (Trap)으로 연결이 된

다. XM에서는 0xF0, 0xF1을 미리 하이퍼콜을 위

한 트랩 번호로 할당해놓았다. 해당 트랩에서는 

0xF0, 0xF1을 보고 하이퍼콜임을 판단하고 하이퍼

콜 핸들러 (Hypercall handler) 로 이동한다. 하이

퍼콜 핸들러에서는 핸들러 표 (Handler table)를 통

해 필요한 핸들러를 찾아서 수행한다. 해당 핸들러

에서는 하드웨어 접근을 포함한 여러 연산을 수행

한다. 이러한 절차는 하드웨어 자원 충돌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파티션이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에 접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산량의 증가는 오버헤드로,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할 수 없다. 이는 시스템의 성능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XM은 최대한 작고 가벼

워야 본래의 목적인 효율을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을 이용하여 구성한 

SMP 환경에서 이런 오버헤드가 시스템의 전체성능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Ⅲ. 실험 설정

1. 하드웨어 설정

XM에 의한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GR712RC와 GR740 보드를 이용하였다. 

GR712RC는 현재 KARI에서 사용 중인 AT697F의 

차기 프로세서로 2개의 LEON3FT CPU를 탑재하

고 있다. GR740은 ESA에서 Next Generation 

Multi Processor (NGMP)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프로세서로 4개의 LEON4 CPU를 비롯하여 

L2 캐시, MMU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를 탑재

하고 있다 [1]. KARI에서는 GR712RC 및 GR740

를 차세대 위성 프로세서의 후보군에 올려놓고 다

양한 관점에서 해당 프로세서를 검증하고 있다 

[10]. XM 또한 GR712RC 및 GR740 보드를 지원

한다 [5]. 위성용 프로세서에 대한 특징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한다 [11].

2개 보드의 설정 값은 보드의 성능에 크게 영향

Environment Version

XtratuM Version 4.6.1a

SMP porting

RTEMS 4.11.1

표 1. 소프트웨어 형상

Table 1. Software configuration

그림 2. XM의 스케줄러 설정

Fig. 2 XM scheduling plan

을 준다. 예를 들어 캐시에 대한 설정만 바꿔도 오

버헤드에 대한 시간적 특성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본 논문에서는 오버헤드에 집중하기 

위해 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값으로 하드웨어를 

설정하고 수행했다. 이 설정은 보드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값이다. 그에 따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Page replacement algorithm)은 

least recent used (LRU)이고 L2 캐시가 있는 

GR740은 L2 캐시를 사용했다.

2. 소프트웨어 설정

소프트웨어의 빌드 옵션 또한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optimization level 2, 하드웨

어 floating point unit (FPU) 연산으로 설정하였다. 

사용한 XM 및 RTEMS의 버전은 표 1과 같다. XM

은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한 XM-SMP를 사용했다 

[8]. RTEMS의 경우 XM이 반가상화 버전의 하이

퍼바이져이기 때문에 XM과 호환되는 버전을 선택

했다.

마지막으로 XM에서 어떻게 하드웨어 자원을 할

당할지 정해야 한다. 파티션에서 하이퍼콜을 통해 

자원을 요청하여 할당받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CPU 할당은 스케줄러 (Scheduler)를 통해 미리 수

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1개의 

파티션을 생성하고 CPU의 갯수만큼 virtual CPU 

(vCPU)를 생성하여 전부 하나의 파티션에 할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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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lgorithm and data set

BitCount

- bitCnts: 92,000 iterations

- Bitcnt_1: 112500 iterations

- Bitstring: 500 iterations

                  18,000 length

Susan

- Smooding: 2000 x 1490

- Edge: 2000 x 1490

- Corner: 2000 x 1490

BasicMath

- Solve Cubic equations

- Integer square root

- Long square root

- Degree Radian conversion

- Radian Degree conversion

Small Data Set

(500 Mega Number)

Dijkstra

- Single queue: 2000 x 2000

- Multi queue: 2000 x 2000

- All path: 160 x 160

Patricia - Patricia trie: 5000 nodes

String 

Search

- Pratt-Boyer-Moore

- Case-sensitive Boyer- 

Moore-Horspool

- Case-Insensitive Boyer- 

Moore-Horspool

- Boyer-Moore-Horspool 

with accented character 

translation

3MiB, 40 patterns

SHA - SHA-1: 13 set x 300KiB

표 2. ParMiBench를 위한 데이터 셋의 크기

Table 2. Size of data set for ParMiBench

다. 각각의 CPU가 1개의 vCPU로 가상화되며, XM

의 최상위 스케줄링 주기인 major time frame 

(MAF)를 1000ms로 설정했다 [5]. 이 값은 위성에

서 사용하는 최상위 주기보다는 짧은 값으로, 위성

에서 사용하는 최상위 주기 값을 사용할 경우 스케

줄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알고리즘의 수가 늘어

난다. 실제 위성은 125ms의 sub minor cycle을 가

지며 최상위 스케줄링 주기는 1000ms 보다 길다 

[12].

3. 벤치마크 함수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다양성에 초

점을 맞춰서 ParMiBench를 벤치마크 함수로 사용

했다 [13]. ParMiBench 벤치마크 함수는 

MiBench 벤치마크 함수 중 일부를 SMP 성능 측정

을 위해 병렬화시킨 것으로, 반복 동작을 통해 과부

하를 주어서 프로세서의 성능을 측정하기 보다는 

저장장치, 통신장치, I/O등을 고려한 시스템의 종합 

성능을 측정한다 [14]. 병렬화시킨 알고리즘은 7개

로 bitcount, smallest univalue segment 

assimilating nucleus (SUSAN), basicmath, 

Dijkstra, patricia, string search, Secure hash 

algorithm (SHA) 이다. 표 2는 ParMiBench를 2개

의 보드에서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데이터 셋 

(Data set)이다. 최대한 원래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

였으며, 몇몇 데이터 셋은 위성용 탑재컴퓨터의 하

드웨어 한계 때문에 크기를 일부 줄였다.

Bitcount는 입력받은 data에서 1의 개수를 계산

하는 벤치마크 함수로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입출력 

및 bit 연산 성능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다. 

Bitcount는 input data를 나누는 방식으로 병렬화하

였다. Bitcnts, bitcnt_1, bitstring은 1의 개수를 계

산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SUSAN은 사진에서 edge, corner와 같은 특징

점을 찾거나, 사진 내의 노이즈를 줄이는 벤치마크 

함수로 프로세서의 영상처리 성능을 확인하는 알고

리즘이다. SUSAN은 사진 영역 내에서 작은 사각형

을 움직이면서 영상처리를 영역별로 수행하기 때문

에 사진의 영역을 여러 개로 나눠서 병렬화하였다.

Basicmath는 3차 방정식, 행렬 연산, 삼각 함수, 

실수 연산과 같은 수식을 계산하는 함수로, 프로세

서의 수학적 연산 성능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다. 

Basicmath는 입력 데이터를 나누는 방식으로 병렬

화하였다.

Dijkstra는 네트워크상에서 노드들 간의 가장 짧

은 길을 찾는 함수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송수신 

성능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다. Dijkstra의 노드를 

나누는 방식으로 병렬화를 하였다. Single queue는 

모든 프로세서가 1개의 queue를 공유하는 것이며, 

Multi queue는 각각의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queue를 사용하는 것이다. Multi queue의 경우 데

이터를 합치는 과정에서 각각의 queue에 접근할 때 

락킹이 매우 많이 발생하여 성능을 떨어뜨리는 경

우가 생긴다.

Patricia trie는 연관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한 자료 구조이다. 나아가 단일 자손 노드를 

제거하고 높이를 최적화 시켜서 자료를 빠르게 검

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자료구조를 이용하

여 데이터 저장 및 불러오는 성능을 확인하는 벤치

마크이다. Patricia trie는 데이터를 추가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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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알고리즘에서의 벤치마크 수행 결과

Fig. 3 Benchmark result of the algorithm

할 때마다 다시 자료를 재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병

렬화가 불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며,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만 병렬화가 가능하다. 이때만 입력 데이터

를 나누는 방식으로 병렬화하였다.

StringSearch는 문자열을 찾는 함수로, 문자열 

처리 성능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다. StringSearch

는 찾아야할 영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병렬화를 하

였다. 내부에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들은 문자

열을 찾는 방식의 차이이다.

SHA는 해시 함수 (Hash function)를 이용하여 

암호화 성능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다. 입력받은 데

이터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미리 정해진 길이의 

출력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한다. 입력 데이

터를 나누는 방식으로 병렬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자세제

어 알고리즘 (Attitude and Orbit Control 

Subsystem, AOCS)에도 병렬화를 적용하여 벤치마

크를 수행하였다. 자세제어 알고리즘은 위성이 센서

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성의 자세를 제어

하는 알고리즘이다. 내부를 살펴보면 각종 수학연산

의 조합으로, 비선형방정식, 실수연산, 다항식, 미적

분, 행렬 연산, 삼각함수 연산 등을 포함하여 수학

적인 연산이다.

4. 고려 사항

XM은 2가지의 성능 저하 요인이 가지고 있다. 

먼저 스케줄링에 의한 성능 저하이다. XM에서는 

CPU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MAF가 끝날 때마다 인

터럽트 (Interrupt)를 발생시킨다. 이런 인터럽트는 

하이퍼콜로 이어져 그림 1의 과정을 거쳐서 스케줄

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싱

글코어 기준으로 MAF가 1000ms 일 때 약 

0.0146%정도 발생하였다 [5]. 멀티코어에서는 스

케줄링에 있어서 문맥교환을 해야 할 프로세서가 

더 많아서 싱글코어일 때보다 많은 연산이 필요하

다. 뿐만 아니라 SMP로 갈 경우 프로세서에 사이

에 테스크 (task)를 할당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따

라서 싱글코어의 결과 값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한

다.

다른 원인으로는 다수의 코어가 동시에 시스템 

버스 (System bus)를 사용하면서 버스상의 통신 

한계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2개 코어를 

기준으로 GR740에서 0.0195%, 3개 코어 기준 

0.0335%정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것 이상

의 성능 저하를 예상한다 [5]. GR740 보드에서는 

128bit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여 버스 상에서의 충

돌을 많이 줄여주지만 GR712RC는 32bit 버스이기 

때문에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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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MP 환경에서의 각 알고리즘 성능 변화

Fig. 4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in SMP environment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1. 측정 결과

그림 3은 GR712RC와 GR740 보드에서 벤치마

크 함수를 수행한 결과이다. X축은 ParMiBench에

서의 알고리즘 이름을, Y축은 수행시간을 나타낸다.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은 각각 1, 2, 3, 4 코어를 

나타내며 실선은 보드 위에 XM을 이용한 자원관리 

없이 바로 RTEMS-SMP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함수

를 수행한 Native RTEMS (N-RTEMS)를 나타내

며, 점선은 XM-SMP를 이용하여 구축한 파티션에

서 벤치마크 함수를 수행한 Partitioned RTEMS 

(P-RTEMS)이다. 수행시간은 비교를 위해 

N-RTEMS 1 코어의 수행시간으로 표준화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어의 갯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져서 수행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실선이 대부분 점선 밑에 위치하는 것을 

보아 N-RTEMS가 P-RTEMS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는 XM 오버헤드에 

의한 것으로 예상한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2개의 

보드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2. 성능 분석

SMP로 인한 성능 증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코

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하

지만 코어의 개수와 성능이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코어에 테스크를 할당하고 각 코어의 결

과를 취합하는 과정과 같이 알고리즘 자체의 병렬

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클 

경우 오히려 SMP로 인해 성능이 감소하는 일이 발

생할 수도 있다. 그림 4는 코어 개수에 따른 성능향

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ParMiBench에서의 

알고리즘 이름을, Y축은 1 코어 대비 성능 향상 비

율을 나타내며 실선과 점선, 색의 의미는 그림 3과 

동일하다.

그림 4의 결과를 보면 코어의 개수가 늘어남아 

따라 성능이 크게 증가한 알고리즘도 있지만 코어

의 개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크게 좋아

지지는 않은 알고리즘들도 있다. 이는 알고리즘의 

병렬화 효율과 관계가 있다. 병렬화가 잘 되어서 보

드의 성능이 코어에 정비례하게 나온 cubic 

equation, square root, degree radian conversion

와 같은 알고리즘을 보면 단순히 코어 내에서의 연

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테스크 간의 의존성 

(dependency)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경

쟁 상태 (race condition)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서 병렬화가 이상적으로 되었다.

SMP가 오히려 성능을 크게 떨어뜨린 벤치마크 

함수도 있다. 예를 들어 bitstring나 Dijkstra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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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알고리즘에서의 XM에 의한 오버헤드 측정

Fig. 5 Overhead analysis of the algorithm in XM

queue와 같이 병렬화로 인한 오버헤드가 더 큰 알

고리즘이었다. Dijkstra single queue의 경우 입력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의 코어를 위해 따

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부분이 연산의 더 많은 시간

을 차지하였다. 해당 부분은 병렬화하기 어렵기 때

문에 병렬화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렸고 오히려 1 

코어가 성능이 더 좋은 경우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

게 코어의 개수가 늘어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XM에 의한 오버헤드와는 관계없이, 병렬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N-RTEMS, P-RTEMS 양

쪽에서 다 관찰할 수 있었다.

병렬화로 인해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감소하면서 

성능이 좋아진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GR712RC에

서 2 코어의 Dijkstra multi queue를 보면 queue의 

길이가 2개로 나눠지면서 Dijkstra의 구성 요소 개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복잡도가 log

인 Dijkstra에서 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오버

헤드로 인한 성능감소에도 불구하고 병렬화로 인한 

성능 향상이 더 커서 2배 이상 나왔다.

3. 오버헤드 분석

XM에 의한 오버헤드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어가 

많아질수록 점점 오버헤드가 커졌다. 그림 5는 

N-RTEMS 대비 P-RTEMS로 바뀌면서 발생한 오

버헤드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X축은 ParMiBench의 

알고리즘 이름이며 Y축은 오버헤드로 인한 성능 감

소율을 나타낸다. 실선과 점선, 색의 의미는 그림 3

과 동일하다. 대체적으로 작은 값을 보여주지만 

bitstring, Dijkstra single queue, patricia trie에서

는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 3개의 함수를 제외하

고 살펴보면 GR712RC의 경우 1 코어에서 2 코어

로 증가할 때, 오버헤드가 7.11%에서 9.47%로 증

가하였다. GR740에서도 코어 갯수가 늘어날수록 

2.99%, 4.05%, 8.09%, 14.06%으로 오버헤드가 점

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드별로 살펴보면 

GR712RC보다 GR740에서 오버헤드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시스템 버

스를 포함한 하드웨어의 성능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다만 기존의 AMP에서 측정한 오버헤드 값

보다는 2개 보드 모두 컸다 [5]. 그 이유는 SMP로 

바뀌면서 문맥교환 및 동기화 측면에서 작업이 늘

어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세서에 테스크를 

할당하는 과정 또한 추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4. 하이퍼콜

Bitstring과 patricia trie는 다른 함수에 비해 매

우 큰 오버헤드를 보여주었다. XM에서 발생하는 오

버헤드는 주로 하이퍼콜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알고리즘이 수행될 때 하이퍼콜을 얼마나 호출하는

지 측정하였다. 그림 6은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른 



184 SMP 환경에서의 위성용 XtratuM 오버헤드 분석

그림 6. 각 알고리즘에서의 하이퍼콜 호출 빈도

Fig. 6 The number of Hypercalls in the algorithm

N-RTEMS R-RTEMS

Mutex lock 2.9 us 23.0 us

Memory 

allocation
7.8 us 41.0 us

표 3. N-RTEMS와 P-RTEMS의 연산 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between N-RTEMS and P-RTEMS

하이퍼콜의 호출 횟수이다. 보면 오버헤드의 크기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bitstring, single queue, patricia trie에서 하이퍼

콜의 호출 빈도가 증가한 것도 유사하다.

이렇게 하이퍼콜을 자주 호출한 것은 뮤텍스 잠

금 (mutex lock)과 이를 사용하는 메모리 할당 

(memory allocation) 때문이다. RTEMS 커널 

(kernel)은 뮤텍스 잠금을 수행할 때 CPU 인터럽트 

잠금, 해지 (unlock), 재시도 (retry)를 포함한 일련

의 과정을 수행하며, 이 모든 과정은 프로세서 내의 

레지스터 (Register)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N-RTEMS에서는 1 사이클 (Cycle)로 레지스터를 

바로 읽어올 수 있지만 P-RTEMS에서는 레지스터 

또한 하드웨어 자원으로 간주하여 하이퍼콜을 통해

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몇 사이클짜리 

N-RTEMS 연산이 P-RTEMS에서는 연속적인 하이

퍼콜 호출로 바뀌면서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커졌

다. 표 3은 N-RTEMS와 P-RTEMS에서의 메모리 

할당 및 뮤텍스 잠금 수행시간을 비교한 것으로, 

P-RTEMS가 N-RTEMS에 비해 5배에서 8배 가까

이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메

모리 할당 또는 뮤텍스 잠금을 자주 수행하는 알고

리즘에서는 오버헤드가 매우 크게 나왔다. 한 예로 

patricia trie의 경우, 1 코어일 때 동작시간 중 

59.2%는 메모리 할당에서 소비하고 있다.

다른 오버헤드로는 프로세서간의 인터럽트 

(Inter processor interrupt)를 들 수 있다. 프로세

서 간의 인터럽트는 테스크를 어떠한 프로세서로 

할당할지 프로세서간 통신할 때 사용하는 하이퍼콜

이다. 따라서 해당 하이퍼콜이 자주 호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CPU 할당 전에 쉬었다는 것을 나타낸

다. Bitstring을 보면 3 코어일 때보다 4 코어일 때 

프로세서간의 인터럽트를 사용한 횟수가 30배 가까

이 증가했다. 이는 테스크를 특정 프로세서에 할당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였고 그 때 

마다 CPU가 쉬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Single queue의 경우에도 파티션간의 인터럽트 횟

수가 2 코어 대비 3 코어, 4 코어일 때 각각 3배, 

5배 증가하였다.

이런 오버헤드들은 XM-SMP을 이용한 성능향상

을 저해하는 요소로 하이퍼콜의 구조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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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2 캐시 사용안 할 때의 성능 및 오버헤드

Fig. 7 Performance and overhead without L2 

cache

5. L2 캐시

GR740의 L2 캐시는 4개의 프로세서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멀티코어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L2 캐시와 오버헤드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L2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벤치마크 함

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함수에서 성능이 크

게 악화되었다. 특히 하이퍼콜을 많이 호출하는 

bitstring, single queue, patricia trie에서 더 많이 

성능이 떨어졌다. 위 3개 함수를 제외하고 오버헤드

를 측정하면 1, 2, 3, 4코어일 때 각각 5.95%, 

7.18%, 10.94%, 16.32%로 L2 캐시를 사용했을 때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L2 캐시가 없어

서 각각의 프로세서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이 

길어져 버스를 오래 점유했기 때문이다.

그림 7 (a)는 하이퍼콜 호출이 많았던 bitstring, 

single queue, patricia trie 함수의 성능을 보여준

다. X축은 코어의 개수, 캐시, XM 설정을, Y축은 1

코어 N-RTEMS를 기준으로 표준화된 성능을 보여

준다. 보면 L2 캐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떨어졌고, 특히 코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은 

떨어졌다.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림 7

(b)와 같이 상대적으로 오버헤드는 오히려 감소한 

것처럼 나왔다. 3개 함수 평균 N-RTEMS일 때에는 

6.57배 성능이 떨어졌지만 P-RTEMS일 때에는 

5.95배 떨어졌다.

6. 위성비행소프트웨어

위성비행소프트웨어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수행 결과를 살펴보면 2, 3, 4 코

어일 때, 79.33%, 203.97%, 213.34%로 성능이 증

가하여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

는 입출력 연산을 비롯하여 수학연산 도중에 취합 

및 재분배가 이루어지다보니 완벽하게 병렬화가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버헤드를 살펴보면 2, 

3, 4 코어일 때 13.46%, 40.01%, 37.49%, 

26.26%로 다른 ParMiBench 함수들과 유사한 경향

성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XM-SMP를 이용하여 구축한 

SMP 환경에서 XM이 보여주는 성능을 오버헤드와 

함께 살펴보았다. GR712RC와 GR740 2개의 보드

에서 ParMiBench 함수를 이용하여 N-RTEMS와 

P-RTEMS의 성능을 측정하였고 나아가 위성비행소

프트웨어의 자세제어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검증했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위성비행소프트웨어에 대

한 XM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림 8은 

KARI에서 XM을 이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위성비행

소프트웨어 구조이다. 총 5개 위성비행소프트웨어, 

자세제어, 통신, 탑재체, 장애 관리 파티션으로 구성

이 되며, 각각의 파티션의 요구 연산량에 따라 

CPU를 다양하게 할당한다. 위성비행소프트웨어 파

티션은 위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

는 곳으로 타 파티션을 제어하고 인터페이스 

(Interface) 및 telemetry & telecommand 를 제어

한다. 나아가 온도 제어와 같은 부가적인 업무도 담

당한다. 자세제어 파티션은 가장 많은 연산량이 필

요한 곳으로 본 논문에서 예시로 사용한 파티션이

다. 통신 파티션은 프로세서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파티션으로 모든 인터페이스가 이 파티션에 할당된

다. 통신 파티션은 인터페이스들의 접근 통로를 단

일화 하고, 다른 파티션으로부터 전달된 통신 요청

들을 내부 스케쥴링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하드웨어 

자원 간의 경쟁 상태를 막아준다. 이러한 특징은 정

확한 통신 타이밍을 필요로 하는 추진계 및 제어계 

주변장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탑재체 파티션

으로 위성의 임무에 따라 바뀌는 탑재체를 담당하

는 파티션이다. 탑재체 파티션을 분리시킬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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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위성비행소프트웨어 예상 구조

Fig. 8 FSW target architecture

성의 임무가 바뀌었어도 탑재체 파티션만 재설계하

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

다. 마지막은 장애 관리 파티션으로 위성에서 오류

가 발생하였을 때 쓰는 파티션이다. XM에서는 위성

에 오류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초기 대응을 하고 

스케줄링 계획 (Scheduling plan)을 바꾸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위성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장애 

관리 파티션을 동작시켜서 위성 스스로 상태를 복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오버헤드와 성능은 위의 시

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시스

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8을 보면 4개

의 CPU로 부터 총 11개의 vCPU가 생긴다. 따라서 

하이퍼바이져는 스케줄링 계획을 통해 1개의 CPU

를 타이밍에 따라 다른 vCPU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당해야 한다. 이런 스케줄링 계획을 만드는데 있

어서 SMP 파티션의 성능 분석은 실시간 경성 시스

템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스케줄링 계획을 만들 때에는 연산량 뿐만 아니

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 지상국을 포함한 주

변과의 통신 및 이들 통신을 위해 미리 인식해야 

하는 센서, 그리고 파티션 간의 통신도 고려해야한

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사항들도 최대한 고려하

여 XM을 이용한 위성비행소프트웨어의 구조를 구

체화하여 위성비행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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