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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의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 상에서 논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처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실시간 운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시간 운영체제의 인터럽트 처리는 더 높은 우

선순위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수행에 의해 현재 발생한 인터럽트가 마스킹 되어 인터럽트 지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시간결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시간성이 저해 된다. 범용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경우 DPC(Deferred Procesure Call)

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인터럽트 지연시간을 줄이는데, DPC란 인터럽트에서 보다 덜 중요한 부분을 지연처리호출로 처리하도록 

하여 인터럽트의 지연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러한 DPC 메커니즘을 국산 실시간 운영체제인 CNU_RTOS상에서 HISR(High 

Level Interrupt Service Routine)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NU_RTOS상에서 HISR을 이용하여 구현된 DPC기법을 

이용한 인터럽트의 처리 시간과 일반 인터럽트의 처리시간을 비교하여 측정하고 분석한다.

I. 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임베디

드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처리 대상이 

되는 명령어와 이벤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동

기 이벤트의 한 종류인 인터럽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기존에 수행 중이

던 태스크의 CPU점유권은 빼앗기게 되고, CPU는 인터럽

트별로 맵핑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Interrupt Service 

Routine : ISR)을 이용하여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동안 더 낮은 우선순위를 가

지는 인터럽트는 마스킹 되기 때문에, 시간결정성을 보장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DPC (Defferred Procedure Call : DPC)를 

이용하여 보다 짧은 시간동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CPU를 점유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CNU_RTOS상에

서 HISR을 이용하여 구현된 DPC방식의 인터럽트 처리 시

간과 일반 인터럽트의 처리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연구로 실시간 운영체제인 

CNU_RTOS와 HISR, DPC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전반적인 테스트의 개요와 ARM9기반의 MBA2440 보드에 

HISR을 이용한 DPC의 성능 분석과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1. CNU_RTOS

  연성 실시간 운영체제인 CNU_RTOS는 멀티 태스킹 환

경을 지원하고 256단계 우선순위 기반의 선점형 스케줄러

를 제공하며, 동일한 우선순위에 대해 First In-First 

Out(FIFO)와 Round Robin(RR) 스케줄링을 제공한다. 또

한 태스크 관리 기능과 메모리를 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태스크간 동기화를 위해 세마

포어와 이벤트 플래그를 제공하며, 태스크간 통신을 위해

서 메시지 큐, 메시지 포트, 메시지 메일박스, 태스크 포트

를 가지고 있다[1]. 

2. HISR

  HISR이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기능을 인터럽트 레벨

이 아닌 일반적인 태스크보다 높은 우선순위 레벨에서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HISR은 동적으로 생성되고 삭제될 

수 있고, 이를 위해 HISR마다 자신의 스택을 가지며 쓰레

드와 비슷한 제어 블록을 가지고 있다. HISR은 0~2의 우

선순위를 부여해서 활성화된 HISR이 있으면 항상 태스크

보다 먼저 CPU를 점유한다[2].

3. DPC

  DPC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럽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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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횟수 HISR 미사용 HISR 사용

100 회 0.1ms 0.001ms 이하

10000 회 7.5ms 0.001ms 이하

100000 회 17ms 0.001ms 이하

스 루틴 중 덜 중요하거나 우선 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 부

분을 DPC에서 처리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처리해야

할 인터럽트들의 서비스 루틴이 모두 종료되면 DPC상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DPC큐의 모

든 오브젝트를 완료하면 원래 쓰레드로 복귀한다[3].

Ⅲ. 실험환경 및 결과

1. 성능측정 개요

  본 논문은 일반적인 인터럽트의 처리 시간과 HISR를 이

용한 인터럽트의 처리 시간을 측정 및 분석한다. 인터럽트

의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인터럽

트 또는 더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est대상 ISR은 주기

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인 Timer Interrupt의 ISR인 

MK_TimeTick()함수를 사용하였다. 실험 방식으로는 기존

의 MK_TimeTick() 함수 내부에 while문을 100, 10000, 

100000번 반복하는 코드를 삽입한다. 여기서 while문의 

의미는 ISR에서 나중에 처리되어도 되는 코드를 의미하

고, 이 코드의 size에 비례하여 어떤 성능의 차이를 보이

는지 증명한다. Test는 동일한 환경에서 while문의 삽입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한 가지 방식으로는 ISR내부에 

직접적으로 while문 코드를 삽입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

식으로는 while문 처리 부분을 HISR에서 처리하도록 하

고, 실제적인 ISR은 먼저 종료 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HISR로 구현한 DPC를 생성 및 제어하는 함수를 설

명한다.

표 1. 지연처리호출 생성 및 제어 함수

API 함수 설명

CreateDpcRequest()
지연처리호출을 생성하는

함수

ActiveDpcRequest()
지연처리호출을 큐에 

삽입하는 함수

  각각의 경우에서 Interrupt Service Routine의 수행 시

간을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HISR로 구현된 DPC를 사용

하였을 때의 향상된 처리시간을 증명한다.

2. 실험 환경

  구현된 결과물은 ARM-920T 기반의 MBA2440보드에 

CNU_RTOS를 포팅하였고, 디버거는 OpenICE와 AIJI시

스템의 A1000 디버거를 사용하였다. 컴파일러는 ARM 

ADS 1.2를 사용하였다. 성능측정 도구로는 Tektronix 

TDS2002를 이용하여 테스트 하였다.

3. 실험결과

  아래의 [표 2]은 HISR의 사용여부에 따른 ISR내부 

While 반복 횟수별 수행 시간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표 2. HISR 사용 여부에 따른 ISR 수행 시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인터럽트 처리의 경우 

ISR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더 낮은 새로운 인터럽트

의 발생에 대해 마스킹 되는 시간이 증가 하지만, HISR를 

이용하는 경우 ISR 내부에서는 DPC생성 및 활성화 API 

호출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CNU_RTOS 상에서 DPC 사용 유무에 따

른 인터럽트 처리 시간을 측정 및 비교 하였다. 결과적으

로 DPC를 사용하는 경우, 많은 연산을 수행하는 ISR일수

록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정적

인 처리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실시간성 지원하는데 있어

서 용이함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DPC를 통하여 생성된 

HISR은 추후, 운영체제의 태스크들과 함께 스케줄링 되어 

태스크들의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데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이러한 DPC가 태스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적절한 DPC 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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