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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달로 일상의 모든 기기와 시설에 컴퓨팅 장치가 내장되면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전용 컴퓨팅 시스템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크기가 작은 커널이 필요하

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 임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한 실시간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

선 순위 기반의 실시간 운영체제는 범용 운영체제 보다 커널의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

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인 uC/OSⅡ에 보다 정확한 실시간성 제공을 위해 델타 프로세싱 기법

을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uC/OSⅡ의 시간 결정성을 보완하였다.

I. 서론

  임베디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MP3플레이어, 휴대

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휴대용 기기들에 실시간 운영체

제 탑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많

이 사용되는 실시간 운영체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하고, 메모리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각 기능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수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실시간 운영

체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

한 수행을 보장하는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위해 델타 프로

세싱 기법을 적용한 uC/OSⅡ에 대해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관련 연구에서 실시간 운영체제와 

uC/OSⅡ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uC/OSⅡ를 위한 델타 프로세싱 설계 및 구현 내용에 대해 

논하며, 4장에서는 실험 환경 및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한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1. 실시간 운영체제

  실시간 시스템이란 시스템의 수행 결과가 기능적으로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간 역시 주

어진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시스템으로써, 실시간 

시스템의 운영체제로는 CPU 효율성과 각 프로세스의 공

평성에 중점을 둔 범용 운영체제보다, 시간적 제약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스케줄링을 하는 실시간 운영체제를 사

용한다.

2. uC/OSⅡ

  uC/OSⅡ 실시간 운영체제는 Jean J. Labrosse가 개발

한 내장형 시스템용 선점형(Preemptive) 실시간 커널로서 

태스크 관리, 시간 관리, 이벤트 관리(세마포어, 뮤텍스, 

이벤트 플래그, 메일 박스, 메시지 큐 등) 및 메모리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uC/OSⅡ의 소스 코드는 약 8천 라

인의 C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주어진 마이크로 프로세서

에 포팅하기 위하여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래밍이 필요하

다. uC/OSⅡ 실시간 커널은 자동차, 전화기, 휴대용 단말

기,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다양한 내장형 시스템에서 

사용 되고 있다. 

Ⅲ. 본론

  uC/OSⅡ는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Delay 상

태인 태스크들의 Delay 값을 각각 하나씩 감소시키고 있

다. 이는 Delay 상태인 태스크가 적을 경우 문제가 없지

만, 태스크의 수가 많아질수록 태스크의 Delay 값을 감소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됨으로, 인터럽트 

응답 시간이 길어져 시간 결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델타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Delay 상태인 

태스크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태스크의 Delay 값을 감소

시킴으로써 전체 태스크의 Delay 값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어 인터럽트 응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향상된 실시간성을 제공 하고자 한

다. [그림 1]은 델타 프로세싱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델타 프로세싱 시간은 각각의 태스크 앞에 존재하는 태스

크가 가진 Delay 값과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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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델타 프로세싱

1. 델타 프로세싱 구현

표 1. DelayList 관련 API

함수 설명

OSTimeDly()
태스크의 상태를 Delay로 변경시키

고 DelayList에서 제거하는 함수

OSTimeTick()

DelayList에 연결된 태스크의 

Delay값을 감소시키고 Dealy값이 

0인 태스크의 상태 변경을 하는 함수

  [표 1]은 uC/OSⅡ에서 DelayList들을 관리하기 위해 제

공되는 API이다. uC/OSⅡ에 델타 프로세싱을 적용하기 

위해 OSTimeDly()에서 태스크의 Delay 값을 계산하여 

DelayList로 연결시키는 것을 구현하였다. 또한 

OSTimeTick()에서는 DelayList에 연결된 첫 번째 태스크

의 Delay 값을 감소시켜 0이 될 경우 레디 리스트에 삽입

하고 DelayList는 다음 Delay 상태의 태스크를 가리킴으

로써 델타 프로세싱 기법을 구현하였다. 

Ⅳ. 실험 환경 및 결과

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ARM920T 기반의 MBA2440 보드에 

uC/OSⅡ를 포팅하였고, 디버거는 OpenICE와 AIJI 시스

템의 A1000 디버거를 사용하였다. 컴파일러는 ARM 

ADS1.2를 사용하여 실험 환경을 제공하였다.

2. 결과

  실험은 각각의 Delay 값을 가지는 5개의 태스크를 생성

하였고, 각 태스크들은 Delay 값을 인자로 하여 

OSTimeDly() API를 호출하였다. [표 2]는 각 태스크들이 

수행하는 Delay 값을 나타냈다. [그림 2]은 5개의 태스크

를 가진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2. 각 태스크들의 딜레이 값

태스크 이름 Delay 값

태스크 1 11

태스크 2 3

태스크 3 6

태스크 6 5

태스크 5 9

▶▶ 그림 2. 결과 화면

  [그림 3]에서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한번 발생한 후 델타 

프로세싱이 적용된 DelayList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3. 델타 프로세싱이 적용된 DelayList

Ⅴ. 결론

  임베디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 시간 내에 인터

럽트를 처리하기 위해 실시간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운영체제인 uC/OSⅡ의 

경우 Delay 상태의 태스크들을 단순 리스트로 관리하고,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DelayList를 순회하여 

각 태스크의 Delay 값을 감소시킨다. 이는 태스크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많은 수의 태스크가 Delay 

상태로 존재할 경우 인터럽트 응답시간이 길어져 실시간 

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델타 프로세싱을 사용해 uC/OSⅡ의 실

시간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계 및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델타 프로세싱을 사용한 커널과 사

용하지 않은 커널의 실시간성을 비교 시험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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