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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의 멀티코어 지원 필요성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멀티코어 사용 경향이 뚜렷해짐 

  고성능을 위해 CPU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발열문제로 한계에 도달 

  코어 수를 증가 시키는 것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 
 

국방 무기체계, 통신 장치, 지능형 로봇 등 고성능, 소형화, 저전력 소비, 실시간 

제어기능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멀티코어 사용 경향이 뚜렷함 

 SWaP-C : Size, Weight and Power - Cooling 

실시간 영상처리, 실시간 다중 표적 추적 등 고성능 임무수행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멀티코어 사용은 필수적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듀얼 코어(2x), 쿼드 코어(4x)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코어 수가 16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멀티코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멀티코어 지원 RTOS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임 

멀티코어는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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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RTOS 시장 규모 

< 전세계 멀티코어 RTOS 시장 규모 > 

전세계 멀티코어 지원 RTOS 시장은 2013년 5억불에서 2023년 34억불 규모로 
연평균 약 21% 성장 예상 

   - 2013년 전세계 멀티코어 RTOS 시장(5억불)은 싱글코어 RTOS 시장(15억불)의  

      33% 수준으로 예측 

   - 2022년에는 멀티코어 RTOS 시장이 싱글코어 RTOS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국내 멀티코어 RTOS 시장은 2013년  295억원에서 2023년 2,581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24% 성장 예상 

(출처 : VDC 2011,    산업기술로드맵보고서 2011를 근거로 예측] 

< 국내 멀티코어 RTOS 시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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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지원 SMP RTOS 기술동향 

해외 기술 동향 

Wind River사의 VxWorks SMP RTOS는 실시간성 수준은 매우 높으나, 태스크 이주 

  및 태스크 결함 발생 시 복구 가능한 커널의 응용 시스템 복구 기능 등은 없음  

  - Wind River사의 통합개발환경인 Workbench는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나, 

     병렬성 오류 발생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 등은 제공하지 못함 

QNX사의 Neutrino RTOS는 쓰레드를 특정 코어에 한정 할당하는 기능을 지원 

Linux SMP는 실시간성 수준이 낮고, 커널 소비전력이 크며, 안정성이 검증되지 못함 

무기체계를 비롯하여 지능형 로봇, 첨단 의료기기 등에서 고성능, 실시간, 저전력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멀티코어 지원 SMP RTOS 사용이 대폭 확대됨(COTS J, 2010) 

국내 기술 동향 

국내에서 멀티코어 지원 SMP RTOS를 개발한 적은 없으며,  

이동식 지상 레이더 시스템, 이지스함 무기제어 시스템, 지상 감시정찰차량 등에 외산 

멀티코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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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개발 범위 

SMP : Symmetric Multi-Processing,             HILS :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멀티코어 RTOS 패키지 개발 

국방 전문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SW 개발 프로세스 준수 
HILS 검증을 
통한 성능 입증 

멀티코어 지원  
SMP 실시간 운영체제 

멀티코어 미들웨어 

멀티코어 커널 

멀티코어 시스템 BSP 

멀티코어 프로그램  
통합 개발 환경 

응용 개발 도구 

런타임 분석 도구 

멀티코어 RTOS  
시뮬레이션 도구 

∙국방분야 요구사항 수렴  
(유도무기체계, 감시정찰시스템) 

∙국방 프로세스 정기 점검 

무기체계 HILS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및  
외산 RTOS와 성능 비교 

RTOS 성능 검증 기술개발 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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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지원 SMP RTOS 개발 개념 

멀티코어  지원 SMP RTOS 

 

 

 

 

 

멀티코어 커널 

멀티코어  미들웨어 

멀티코어 시스템 BSP 

Core 1 Core 2 Core 3 Core 4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 

태스크 
스케줄링 

기술의 개념 

응용 태스크들의 의존성과 실행시간을 고려하여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의           

실시간성과 고성능이 만족되도록 태스크 스케줄링, 멀티코어 IPC, 상호배제 및 동기화 등을 

최적화한 단일 구조의 멀티코어용 실시간 운영체제 개발 

실시간성 요구 

고성능 요구 

로드 밸런싱 

멀티코어  
IPC 

상호배제  
및 동기화 

멀티코어 지원 SMP RT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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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프로그램 통합개발환경 개발 개념 

명세 편집기 

시뮬레이션 기능 

태스크 병렬 동작 분석 기능 

병렬화 성능  
분석 기능 

멀티코어 프로그램 
통합개발환경 

통합 

컴파일러 
디버거 

멀티코어 프로그램 통합개발환경은 싱글코어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멀티코어용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로 쉽게 전환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 

소스 코드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등과 같이 멀티코어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및 런타임 분석과 같은 고급 기능을 제공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빠른 개발과 최적화를 지원 

기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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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RTOS 구조도 (상세) 

 

 

 

 

 

멀티코어 커널 

멀티코어  미들웨어 

 

 

 

 

 

멀티코어 시스템 BSP 

멀티코어 지원 SMP 실시간 운영체제 

멀티코어 환경  
저전력 관리기 

상호배제 및 동기화 
지원기 

고성능 실시간  
스케줄러 

응용 시스템 
고신뢰성 지원기 

멀티코어  
타겟 에이전트 

멀티코어  
실시간 IPC 

입출력 
서브시스템 

메모리 관리기 

부트로더 인터럽트 컨트롤러 

표준 C 라이브러리 타겟 쉘 TCP/IP 스택 TIPC 스택 

SMP 구동기 

Flash Memory 이더넷 CAN 

응용  
프로그램 로더 

전력 제어기 SPI PCI VME 

시리얼 MMU 제어기 타이머 

멀티코어 프로그램 통합개발환경 

시뮬레이션 도구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런타임 분석도구 응용 개발도구 

태스크 병렬 동작 분석 

성능 분석 

자원 모니터링 

멀티코어 프로그램 구현 

병렬화 설계 지원 

메모리(MMU) 이더넷 타이머 인터럽트 제어기 시리얼 

커널 이식  
계층 

통합개발환경 
연동 계층 

멀티코어 
시뮬레이션 엔진 

코어 별 자원 모니터 

태스크 수행시간 분석기 

메모리 동적 자원 분석기 

태스크 상호작용 프로파일러 

실시간 스케줄링 결과 분석기 

태스크 병렬 오류 검출기 원격 디버거 

소스 편집기 

병렬화 명세 편집기 

병렬화 성능 향상 예측기 

타겟 관리기 

통합개발환경 도움말 

  

성능 검증 및 품질관리 

 

 

 

무기체계 SW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품질관리 

무기체계 HILS 적용 RTOS 성능 검증 외산 대비 RTOS 성능 비교 

무기체계 HILS 적용을 통한 RTOS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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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지원 SMP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  

멀티코어 커널 기술 (1) 

고성능과 실시간성을 고려하는 멀티코어 스케줄러 

 15μs이하의 최악 스케줄링 응답시간 지원 

태스크와 인터럽트의 코어 affinity 지원 

최소 오버헤드 스케줄링을 위한 계층형 스케줄링  

 

배터리 절감 및 발열 최소화를 위한 멀티코어 환경  저전력 관리기 

코어의 전력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 

태스크를 다른 코어로 이주(migration)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기능 

 

메모리 파티셔닝과 복구기능을 이용한 커널의 응용 시스템 고신뢰성 지원기 

태스크 실행 중 오류를 탐지하고 오류 상황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기능 

메모리 파티셔닝으로 태스크 결함이 전파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능 

 

멀티코어 지원을 위한 실시간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 

공유메모리 기반 멀티코어 IPC 

메시지 큐 및 시그널 기반 멀티코어 IPC 

 

 

 

 

 

멀티코어 커널 

멀티코어 환경  
저전력 관리기 

상호배제 및 동기화 
지원기 

고성능 실시간  
스케줄러 

응용 시스템 
고신뢰성 지원기 

멀티코어  
타겟 에이전트 

멀티코어  
실시간 IPC 

입출력 
서브시스템 

메모리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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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스케줄러 구현 (1/2) 

코어 Affinity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케줄러 구현 완료 

쓰레드를 자동으로 최적의 코어에 분산하는 스케줄링 방식 적용 

 스케줄링 응답시간 : 26~50s (1GHz 기준) – 평균값 : 26.6s 

 쓰레드 수 : 255개 이상 지원 

 코어 수 : 최대 8개 지원 

Core Core Core Core 

OS 

 
 

<글로벌 멀티코어 스케줄러 구조> 

Priority = 250 

쓰레드 선점 

고성능을 위한 병렬 처리 

멀티코어 스케줄러에 존재하는 
동기화가 필요한 Critical Section들에  
의해 스케줄링 응답시간 편차가 발생 

<스케줄링 응답시간 측정 결과> 



근거리 이동 환경 AV 그룹통신 단말 플랫폼 개발        13 13 

멀티코어 스케줄러 구현 (2/2) 

주기적으로 호출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할 때만 수행하는 On-Demand 방식의 
멀티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 구현 

코어 Affinity, 쓰레드 우선순위, 라운드로빈 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화 수행 

쓰레드 우선순위 기반으로 실행하는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알고리즘 구현 

같은 쓰레드 우선순위의 경우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실행하는 라운드로빈 스케줄링 알고리즘 구현 

스케줄링 시 지정한 코어에 쓰레드를 할당하는 코어 Affinity 알고리즘 구현 

스케줄링 시 지정한 코어를 예약하는 코어 Reservation 기능 구현 

멀티코어 스케줄링 

코어 Affinity & Reservation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RR  
스케줄링 

FIFO  
스케줄링 

<코어 Reservation : 특정 쓰레드가 예약한 코어에는 다른 쓰레드가 실행될 수 없음> 

시간 
주기적 방식 

On-Demand 방식 
시간 

커널 
API 
호출 

스케줄링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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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Works와의 병렬처리 성능 비교 (행렬 곱셈 연산) 

병렬화된 매트릭스 곱셈 연산 응용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 비교 수행 

 응용은 코어 개수, 매트릭스 크기, 쓰레드 개수등을 변경하면서 수행 

  타겟은 P4080 보드, Core는 7개만 사용, L2 cache disable (VxWorks와 동일 환경) 

성능 시험 결과 쓰레드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VxWorks 성능이 우수하였고, 
쓰레드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제안된 RTOS 성능이 우수하였음. 전체적으로 
평균 96%의 병렬화 성능을 보였음 

코어 개수 쓰레드개수 매트릭스 크기 VxWorks 
MRTOS 

(ETRI RTOS) 
성능비 

7 8 256 x 256 66 98 67% 

7 16 256 x 256 66 73 90% 

7 32 256 x 256 66 61 108% 

7 8 512 x 512 616 777 79% 

7 16 512 x 512 616 584 105% 

7 32 512 x 512 616 487 126% 

평균 96% 

단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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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Works와의 병렬처리 성능 비교 (리스트 연산) 

 

 

병렬화된 Linked List 연산 응용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 비교 수행 

 응용은 동기화 방법에 따라 Coarse-grained, Fine-grained, Optimistic 3가지 
응용에 대하여 수행 

  타겟은 P4080 보드, Core는 7개만 사용, L2 cache disable (VxWorks와 동일 환경) 

성능 시험 결과 Coarse-grained 응용의 경우 VxWorks 대비 평균 94%, Fine-
graiend의 경우 86%, Optimistic의 경우 96% 성능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평균 
94%의 병렬화 성능을 보였음 

< Coarse-grained 응용 성능 비교 > < Fine-grained 응용 성능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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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Works 멀티코어 SMP 커널 API 대부분을 지원 

VxWorks와의 커널 API 비교 (1/2) 

분류 VxWorks MRTOS 

태스크 

affinity지원 

taskCpuAffinitySet( ) threadSetCoreAffinity( ) 

taskCpuAffinityGet( ) threadGetCoreAffinity( ) 

멀티코어 

lock/unlock지원 

taskCpuLock( ) threadCoreLock( ) 

taskCpuUnlock( ) threadCoreUnlock( ) 

태스크  

생성/실행 

taskSpawn( ) threadSpawn( ) 

- threadSpawnSmp( ) 

코어 환경 설정 

vxCpuConfiguredGet( ) smpGetCoreNumber( ) 

vxCpuEnabledGet( ) coreGetEnabled( ) 

vxCpuIndexGet( ) coreGetId( ) 

인터럽트 

affinity 지원 

intCpuLock( ) intCoreLock( ) 

intCpuUnlock( ) intCoreUnlock( ) 

atomic 기능  

지원 

vxAtomicAdd( ) atomicAdd( ) 

vxAtomicAnd( )  atomic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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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Works와의 커널 API 비교 (2/2) 

분류 VxWorks MRTOS 

멀티코어 

affinity 변수  

제어 매크로  

지원 

CPUSET_CLR( ) CORESET_CLR( ) 

CPUSET_ISSET( ) CORESET_ISSET( ) 

CPUSET_ISZERO( )  CORESET_ISZERO( )  

CPUSET_SET( ) CORESET_SET( ) 

CPUSET_SETALL( ) CORESET_SETALL( ) 

CPUSET_SETALL_BUT_SELF( )  CORESET_SETALL_BUT_SELF( )  

CPUSET_ZERO( )  CORESET_ZERO( )  

CPUSET_ATOMICCLR( ) CORESET_ATOMICCLR( ) 

CPUSET_ATOMICCOPY( ) CORESET_ATOMICCOPY( ) 

CPUSET_ATOMICSET( ) CORESET_ATOMICSET( ) 

메모리  

배리어 지원 

VX_MEM_BARRIER_R() MEM_BARRIER_R() 

VX_MEM_BARRIER_w() MEM_BARRIER_w() 

VX_MEM_BARRIER_RW() MEM_BARRIER_RW() 

코어/쓰레드  

배리어 지원 

- barrierCore( ) 

- barrierThread( ) 

- barrierLockInit() 

- barrierLock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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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스케줄링 : 멀티 쓰레드를 여러 코어에 차례대로 할당하는 것 

 쓰레드들의 실행 순서와 실행될 코어를 지정  

이슈 : 싱글코어에서는 결과가 즉시 반영되나 멀티코어에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같은 
쓰레드가 여러 코어에서 실행되는 가능성이 존재  

 해결 : TS_TRANSIT 쓰레드 상태를 추가하여 쓰레드 문맥전환시 일관성 유지 

             코어#3에서 T5T0로 문맥전환 시  TS_TRANSIT 상태를 고려 

멀티코어 스케줄링 이슈 및 해결(1)- 실행 불일치 

New 
스케줄 

멀티코어 

스케줄러 

현재 상황 

실제코어 
반영 

스케줄 

코어 
#0 

T2 

T1 T0 

T1 
T0 T3 

T5 

코어 
#1 

코어 
#2 

코어 
#3 

<멀티코어 스케줄러 동작 모습> 

(T1, T0, T3, T5) (T2, T1, T3, T0) 

T1 

T0 

코어 
#1 

T0 

T5 

코어 
#3 

TS_TRANSIT 

TS_READY 

문맥 
전환 

<T5T0 문맥전환시 T0가 
TS_TRANSIT 상태임을 고려

하여 일관성 유지> 

<스케줄링 결과가 반영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림> 
: 코어1에서 T0가 끝나지 않았는데  

코어3에서 T0가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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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SMP에서는 태스크가 코어간 이동 가능 (예: 코어 #0  코어 #1  코어 #2) 

이슈 : 쓰레드가 다른 코어로 이주할 때 코어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고 복원 

해결 : 쓰레드가 이주할 경우 바뀐 코어 정보를 자동 반영하도록 Hook 함수 지원 

멀티코어 스케줄링 이슈 및 해결(2)- 이주시 문맥정보 변경 

시간 

코어#0 코어#1 

T1 

T1 

코어#2 

core=0 

context 

context 

context 

문제 

이주 

이주 

int core __SHARED__; 

 

void parallel_task(void *args) 

{ 

       core = coreGetId(); 

       while  (1)   

              printf(“core = %d\n”, core); 

} 

int core __SHARED__; 

 

void contextSwitchHookFunction(void) 

{ 

        core = coreGetId(); /* update */ 

} 

이주시 core 값이 바뀌나 
반영되지 않음 

core=0  
(1이어야 함) 

core=0  
(2이어야 함) 

T1 
context 

문맥전환시 Hook 함수를  
제공하여 이주하더라도  

core값이 자동으로  
refresh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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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드의 Affinity와 우선순위를 항상 고려하여 스케줄링 

이슈: Affinity 때문에 선점 당한 쓰레드가 다른 코어의 우선순위가 더 낮은 쓰레드를 

즉시 선점할 필요가 있음 

해결: TS_EVICTED 쓰레드 상태를 추가하여 스케줄링에서 이를 고려 

멀티코어 스케줄링 이슈 및 해결(3)- 전파적 선점 문제 

C0 C1 C0 C1 

T2 

T3 
T3 

TS_TRANSIT 

TS_READY 

T2 

TS_READY 

T1 T1 

C0 C1 

T3 

TS_READY 

T1 

T2 

TS_EVICTED 

C0 C1 

T3 

TS_READY 

T2 

T1 

TS_EVICTED 

C2 

쓰레드 우선순위 Affinity 

T1 10 C1 | C2 

T2 20 C0 | C1 

T3 30 C0 

<쓰레드의 전파적 선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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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커널을 응용 검증으로 시험 평가하여 각 커널 요소 기능을 점검 

 

시험 환경 

 HW : Intel X86 icore-5 및 PowerPC P4080 

 SW : 멀티코어 커널 (ETRI 개발) 

 컴파일러 : i386-elf-gcc 및 powerpc-elf-gcc (gcc 버전 : 3.4.4) 

 

시험의 종류 

 N-우선순위 기능, 라운드로빈 기능, 코어 Affinity 기능, 코어 Reservation, 쓰레드 

이주 기능, 코어 Lock/Unlock 기능, 세마포어, 뮤텍스, 스핀락, 배리어, 메시지큐, 

공유메모리, 시그널 등 

 

시험 변경 파라미터 

 코어 수(1~8), 쓰레드 수(1~255), 쓰레드 우선순위(1~255), 쓰레드 코어 

Affinity, 쓰레드 코어 Reservation, 쓰레드 옵션(TF_FIFO, TF_RR) 

멀티코어 커널 기능 시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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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저전력 관리기 프로토타입 구현 (1/2) 

동적 전력 제어 (전력모드 및 주파수 설정) 모듈 구현 

 DPM 기술 : 각 코어의 전력 모드를 제어하는 기술 구현 

 DVFS 기술 : 각 코어의 주파수를 변동하며 제어하는 기술 구현 

 

실시간 부하 측정 기술 프로토타입 구현 

 각 코어의 부하를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실행시간에 측정하여 제공 

전력모드 상태 설명 

Normal  전력을 절감하지 않는 모드 

Wait 코어가 명령어 인출과 실행을 멈추지만 모든 코어 클록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  

Doze  
Wait과 비슷한 수준의 전력소모를 제공, 깨어나는 방식이 외부 통합 디바이스에 의해

서 제어 

Nap  코어 클록 공급이 끊기며 클록 게이트의 전력 공급 차단 상태 

Sleep Nap과 같은 수준의 전력소모를 제공하지만 추가로 timebase 기능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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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저전력 관리기 프로토타입 구현 (2/2) 

동적 모니터링 및 전력 최적화 기술 프로토타입 구현 

 코어 부하를 예측하고 동적으로 최적의 전력 모드를 조절(DPM 기술 활용)하여 
실시간 성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력을 절감  

<실행시간  코어 부하 측정> 

<전력 최적화 알고리즘> 

실시간성 유지를 
위해 비실시간  

태스크에 대해서만 
전력 최적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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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배제 및 동기화 지원기 구현 (1/3) 

티켓 스핀락 및 RW 스핀락 기능 추가하고 성능 최적화 

쓰레드 도착 순서대로 실행을 보장하여 실시간성이 강화된 티켓 스핀락 구현 

여러 Reader들이 동시에 lock 접근을 허용하는 RW 스핀락 구현 

티켓 스핀락과 RW 스핀락을 어셈블리어(기계어)로 작성하여 최적화 작업 수행 

다양한 스핀락을 커널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커널 최적화 

<티켓 스핀락의 개념도> <RW 스핀락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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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배제 및 동기화 지원기 구현 (2/3) 

자원 경쟁을 최소화 하는 대기큐 구조 기반의 멀티코어 세마포어 구현 

PCP(Priority Ceiling Protocol) 추가하여 우선순위 역전현상을 방지하는 
멀티코어 뮤텍스 구현 

모든 쓰레드가 동시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는 쓰레드 배리어 기능 구현 

<PCP 프로토콜의 이용으로 우선순위 역전현상 방지> 
T4가 자원을 획득할 때 상한 우선순위로 우선순위가 바뀜 

(T1은 이 때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자원 요청이 불가능함) 

<쓰레드 배리어 개념도> 

Barrier 

Barrier 

T1 T2 T3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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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배제 및 동기화 지원기 구현 (3/3) 

(Thread수) (Thread수) 

(ms) (ms) 

LIST에 반복적인 추가, 삭제, 조회 작업시 세마포어를 이용한 동기화 성능 테스트  

Coarse-grain: 추가, 삭제, 조회 작업 하나에 대해 Lock을 걸어 동기화 

Fine-grain: 추가, 삭제, 조회 작업 내부에서 데이터 각각에 대해 Lock을 걸어 
동기화. (Coarse-grain방식보다 Lock접근이 100배이상 많음) 

<Coarse-grained Test> <Fine-grain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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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순서에 따라 lock을 획득하는 동기화 메카니즘  

Atomic Operation과 최소한의 스핀락 사용으로 오버헤드 최적화 

멀티코어에서 대기큐 첫 스레드의 수행 보장을 위한 자원 획득시 스케줄링 정보 확인 

멀티코어 세마포어의 시간 보장을 통한 실시간 커널의 Deterministic 보장 

코어 Reservation, Affinity에 따라 Starvation(기근 현상) 방지 

멀티코어 세마포어 

P20 
C=0 

멀티코어 

P40 
C=0,1,2,3 

P60 
C=0 

P30 
C=3 

P=30 
실행 

P=50 P=70 P=60 

Core0 Core1 Core2 Core3 

대기 
순서 

P=Priority 
C=core affinity 

1 

2 3 

1. Core1 Thread가 자원을 반환 
2. 자원 대기큐 가장 앞 쓰레드가 자원 획득시 
    코어 상황에 따라 실행이 안될 수 있음 
3. 스케줄링 가능한 Best Fit 스레드가 자원 획득 

스레드가 자원 획득을 하고도 Core Affinity때문에  
실행이 안되고 자원 기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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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쓰레드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 모두 도착하면 동시에 실행하는 동기화 기법 

이슈 : 원자성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멀티코어 배리어(Barrier) 

Barrier 

int count __SHARED__ = 0; 

#define N_CORE    8 

void barrier(void) 

{ 

       fetch_and_inc(&count); 

       while (count != N_CORE); 

       fetch_and_store(&count, 0); 

} 

int count __SHARED__ = 0; 

#define N_CORE    8 

 

void barrier(void) 

{ 

       count++;   /* 쓰레드가  도착할 때 마다 증가 */ 

       while (count != N_CORE); 

       count = 0;  /* 다음 호출을 위해 초기화 */ 

} 

Barrier 
Atomic operation 대체 

모든 코어에서 count=N_CORE 

특정 코어가 count=0으로 초기화 

이슈: 특정 코어에서 먼저 count = 0으로 하면, 
        다른 코어에서는 while loop를 탈출 못함 
해결책 : 모든 쓰레드가 loop 탈출한 것을 보장 후 초기화 

<Barrier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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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지원 IPC 프로토타입 구현 

 스레드에서 다른 스레드에게 큐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메시지큐  

 여러 스레드들이 접근 권한을 갖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유메모리 

 스레드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해당 핸들러를 수행하는 시그널 

코어간 IPC 처리시간 측정 : 90~120s (평균 : 95.65 s) 

 메시지 큐의 송수신 시간 : 메시지 송신 시간 + 코어간 IPI 시간 + 스레드 

문맥전환 시간 + 메시지 수신시간 

멀티코어 실시간 IPC 프로토타입 구현 

코어0 코어1 

T1 

IPI 시간 
(인터럽트 처리) 송신시간 문맥전환시간 

+메시지 수신시간 

< 실시간 IPC 처리 시간 측정 결과 >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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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구동기 및 MMU 제어기 구현 

멀티캐스트 IPI를 이용 Secondary 코어를 동시 구동시키는 x86 SMP 구동기 구현 

코어별 독립 메모리를 할당하여 다수 코어 동시 구동을 통한 PPC SMP 구동기 최적화 

전역변수를 각 코어마다 유지하는 방식(NON-SHARED), 코어들이 공유하는 방식 
(SHARED)으로 구분하여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편의성을 높여주는 MMU 제어기 구현  

Intel 기반 MMU 제어기 기능 구현 및 공유,비공유 메모리 레이아웃 최적화 

< SMP 구동기의 실행 절차> 

int my_id __NON_SHARED__; 

 

void shared_code(void) 

{ 

     my_id = get_core_id(); 

} 

int my_id[N_CORE]; 

 

void shared_code(void) 

{ 

     int core = get_core_id(); 

     my_id[core] = get_core_id(); 

} 

NON-SHARED지원 
 my_id 메모리가  
각 코어마다 유지 

NON-SHARED지원 
하지 않는 방식 
 Array를 사용 

<NON-SHARED 지원 MMU 제어기 프로그래밍 방식> 

NON-SHARED 지원 MMU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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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요 I 

개발도구 및 시뮬레이터 개발현황 III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IV 

멀티코어 RTOS 커널 개발현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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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프로그램 통합개발환경 기술 

런타임 분석 도구 기술 

멀티코어 태스크들의 병렬 동작 분석기 

태스크들의 상호작용 프로파일링 및 시각화  

태스크들의 공유 자원 사용으로 발생하는 병렬 오류(예: 데드락) 검출  

 

멀티코어 프로그램의 성능 분석기 

코어 별 태스크 수행 시간 분석  

실시간 스케줄링 결과 시각화 및 실시간성 만족 여부 분석 

 

멀티코어 시스템 자원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자원 모니터링 

코어 별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사용량 모니터링  

태스크 별 메모리 동적 사용 분석 및 타임라인 시각화  

런타임 분석도구 

태스크 병렬 동작 분석 

성능 분석 

자원 모니터링 

코어 별 자원 모니터 

태스크 수행시간 분석기 

메모리 동적 자원 분석기 

태스크 상호작용 프로파일러 

실시간 스케줄링 결과 분석기 

태스크 병렬 오류 검출기 

멀티코어 지원 RTOS 시뮬레이션 도구 기술 

 멀티코어 시뮬레이션 엔진 

 PC 환경에서의 기계어 수준 에뮬레이션 및 디바이스들의 이벤트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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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나리오 

① 싱글 코어 형태의 태스크 단위 프로그램과 병렬화 명세 연동을 통한 손쉬운 멀티코어 응용 개발 

② CPU 명령어 수준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응용 프로그램 사전 검증  

③ 런타임 분석 도구의 병렬화 오류 자동 분석 기능을 통한 빠른 오류 검출 

       런타임 분석 도구에서 제시하는 성능 튜닝안을 이용한 효율적 성능 개선 

... 

멀티코어 응용 개발 런타임 분석 

응용 수행 
병렬화 명세 

1 

시뮬레이터 

멀티코어 타겟 HW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 

 
 
 
 

  런타임 분석 도구  

Core1 Core2 Core3 Core4 

멀티코어 RTOS 

성능 튜닝안 제시 

병렬화  오류 분석 

코어 별 성능 분석 

2 

3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 

탑재 

성능 및 기능 
개선 

연동 

CPU 명령어  
수준 정밀 
시뮬레이션 

OR 

동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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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지원 병렬화 명세 편집기 구현 (1/3) 

멀티코어용 병렬 프로그램 개발 지원 (쉬운 멀티코어 프로그램 개발) 

쓰레드 코어 분배 작업을 명세 편집기를 통해 손쉽게 수행 

소스코드로부터 쓰레드들의 병렬화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명세 생성 

• 쓰레드 목록 및 속성, 쓰레드 코어 할당 정보, 동일 코어 쓰레드 그룹 정보 

GUI 기반 병렬화 명세 편집기를 통한 손쉬운 쓰레드 코어 분배 

다양한 쓰레드 수준 병렬화 지원 관련 API 적용 
• 쓰레드 생성: threadCreate, threadSpawn, threadSpawnSmp 

• 쓰레드 코어 할당: threadAffinity, CPUreserve, CPUunreserve 

... 

병렬화 명세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 

동기화 … 

 쓰레드 리스트 및 속성 정보 

• 이름, 생성 방법, 생성 옵션, 소스 위치, 

        우선 순위, 스택 사이즈, 시작 함수명  

 쓰레드 코어 할당 설정 정보 

• 코어 친화도 (Core Affinity) 

• 코어 독점, 독점 해지 

 동일 코어 쓰레드 그룹 정보 

• 동일 코어에서 동작할 쓰레드 목록  

싱글코어 응용 프로그램 

… 

자동 
변환 



근거리 이동 환경 AV 그룹통신 단말 플랫폼 개발        35 35 

멀티코어 지원 병렬화 명세 편집기 구현 (2/3) 

멀티코어용 병렬 프로그램 개발 지원 (쉬운 멀티코어 프로그램 개발) 

쓰레드 목록 및 코어 분배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 소스 연동 및 분석을 통한 병렬화 명세 자동 추출 

    * 비고: 외산 프로그램은 소스를 뒤져가며 쓰레드 코어 분배 내역 을 파악해야 해서 불편함 

샘플 
소스 
코드 

소스 코드를 이용한 
코어 분배 내용 분석 

쓰레드들의 코어 분배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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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드 리스트 및 속성 정보 

쓰레드 코어 할당 설정 정보 

동일 코어 쓰레드 그룹 정보 

멀티코어 지원 병렬화 명세 편집기 구현 (3/3) 

 

 

<a.c> 
UINT32 reserve_mask2; 

reserve_mask1 = c0; 

 ... ... 
/* create binary semaphore */ 

result = semaBinCreate(&semIdA, 

"Sem1", SEM_Q_FIFO, 

SEM_LOCKED); 

result = semaBinCreate(&semIdB, 

"Sem2", SEM_Q_FIFO, 

SEM_LOCKED); 

150, TF_USER|TF_SUPV, Core 

Affinity Spec 

EditorCPUreserve(&tidTask1 

     ,); // Auto Generating       

         Cre Affinity Spec Editorr 

 

 

<b.c> 
srAppInit(void) 

UINT32 reserve_mask2; 

reserve_mask1 = c0; 

 ... ... 
/* create binary semaphore */ 

result = semaBinCreate(&semIdA, 

"Sem1", SEM_Q_FIFO, 

SEM_LOCKED); 

result = semaBinCreate(&semIdB, 

"Sem2", SEM_Q_FIFO, 

SEM_LOCKED); 

150, TF_USER|TeF_SUPV, Core 

Affinity Spec  derwww helpo 

,); // Auto Generating       

         Cre Affinitorr 

 

  

<z.c> 
usrAppInit(void)(“(“hellpo”_;)’hels 

UINT32 reserve_mask2; 

reserve_mask1 = c0;k oiurs 

 ... ... 
/* create binary semaphore */ 

result = semaBinCreate(&semIdA, 

"Sem1", SEM_Q_FIFO, 

SEM_LOCKED); 

result = semaBinCreate(&semIdB, 

"Sem2", SEM_Q_FIFO, 

SEM_LOCKED); 

150, TF_USER|TF_SUPV, Core 

Affinity Spec ,); // Auto Generating       

         Cre AffinityeEditorr 

 

…
 

소스 코드  

목록 

병렬화 명세 편집기 

: 스레드 생성 코드 : 코어 할당 설정 코드 : 동일 코어 수행 설정 코드 

병렬화 명세 편집기 이용한 
코어 분배 내용 분석 

쓰레드들의 코어 분배 내역이  
한 눈에 쉽게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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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별 자원 모니터링 기능 구현 

한 곳에서 관리 

세마포어 정보 출력 명령 수행 화면프트 

태스크 정보 출력 명령 수행 화면 

프로세스  정보 출력 명령 수행 

메모리  정보 출력 명령 수행 

타이머  정보 출력 명령 수행 

… …  

사용자는 명령쉘을 통해 
자원 별로 개별적으로  

정보 출력 명령을  
원하는 시점마다 수행해야함 

타겟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자원 정보를 통합된 화면에서 편리하게 파악 

 모니터링 대상: 쓰레드, 메모리, CPU, 세마포어, IPC, 메시지 큐, SW 타이머 

  * 비고: VxWorks는 명령쉘에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주기적 정보 갱신을 통한 자원의 정상/비정상적 사용 상태 신속 파악 

예) 사용률이 낮은 코어 신속 확인쓰레드 코어 분배를 조절하여 활용률 증대 

멀티코어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기능 (신속한 자원 상태 확인) 

[멀티코어 시스템 모니터링을 이용한 편리한 자원 모니터링] [VxWorks 예] 명령쉘을 이용한 개별적, 수동적 자원 모니터링] 

주기적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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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병렬 동작 분석 도구 구현 (1/2) 

타겟 시스템의 병렬 동작을 정밀한 시간 단위로 추출하고 코어 별로 구분하여 출력 

원격 프로파일링을 통한 타겟 시스템의 태스크 병렬 행위 정보 추출 

• 프로파일링 대상 : 쓰레드, 인터럽트, 쓰레드 간 공유자원 사용 정보 

• 실시간성 분석을 위해 나노초 단위 수준으로 이벤트를 정밀하게 프로파일링 

이벤트 발생 시간, 이벤트 이름, 이벤트 종류에 따른 병렬 행위 정렬 및 시각화 

프로그램 실제 수행결과를 이용한 병렬 동작 확인 (정확한 동작 확인) 

코어 0 

코어 1 

코어 2 

코어 3 

나노초 수준 정밀 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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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병렬 동작 분석 도구 구현(2/2) 

동적 분석을 통해  데드락과 같은 병렬 오류를 사용자에게 원인과 함께 알려주는 기술 

프로파일링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드락 자동 검출 기능 설계 

• 데드락 검출 조건: Mutual Exclusion, Hold and Wait, No Preemption, Circular wait 모두 만족 

프로그램 수행결과를 이용한 데드락 자동 검출 (신속한 오류 검출) 

< 데드락 검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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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성능 분석기 구현 (1/2) 

 태스크 별 스케줄링 결과 (CPU 획득, 사용, 해제)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코어 별 독립적인 태스크 스케줄링 결과 시각화 

• 각 코어 별로 수행된 태스크들의 동작을 독립적으로 파악 

태스크 별 스케줄링 결과 종합적 시각화 

• 태스크 이주를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 모습을 손쉽게 파악 

 

 

코어 별 태스크 스케줄링 결과 시각화 (쉬운 동작 확인) 

코어 별 독립적 시각화(코어별 독립적 위치 및 색 표현) 태스크 별 종합적 시각화 (코어는 색으로 구분) 

코어 0 

코어 1 

코어 2 

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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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성능 분석기 구현 (2/2) 

태스크 별 수행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수행시간 자동 계산 

태스크 병렬화로 인한 속도(수행 시간) 향상 확인 용이 

코어 별 CPU 사용량 정보 제공으로 코어 간 부하 불균형 신속 확인  

전체 구간 혹은 사용자 설정 구간에 대한 코어 별 CPU 사용량 자동 계산 

 

태스크 수행 시간 분석 기능 (편리한 성능 확인) 

< 태스크 수행 시간 분석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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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RTOS 시뮬레이션 도구 구현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을 타겟 보드 없이 수행 (편리한 기능 및 성능 검증) 

 

 

멀티코어 응용 프로그램을 CPU 명령어 수준으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VxWorks의 API 수준 시뮬레이션 보다 정확한 명령어 수준 시뮬레이션 결과 제공 

빠른 개발과 시뮬레이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소스(QEMU) 활용 

시뮬레이션 엔진 병렬화를 통한 시뮬레이션 성능 개선 

  Linked List 병렬 접근 응용 프로그램 실험 결과 평균 4배 개선 

시뮬레이터 UI 구현하여 통합개발환경과 통합 

  1~2회의 버튼 클릭으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및 디버깅 가능 

< 시뮬레이터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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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RTOS 시뮬레이션 엔진 성능 개선 

 

 

기존 각 코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되었던 시뮬레이션 엔진을, 각 코어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여 시뮬레이션 엔진 성능 개선 

  QEMU 2.3.0 버전 수정하여 가상 CPU들의 독립적인 쓰레드 수행 및 동기화 기능 
구현으로 시뮬레이션 엔진 병렬화  

Linked List 연산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성능 비교 수행 

  커널 : Intel 보드용 멀티코어 RTOS  

  응용 : List 연산 (Coarse-grained, Fined-grained, Optimistic 동기화 각각 수행) 

시험 결과 Coarse-grained의 경우 2배, Fine-Grained의 경우 6.8배, 
Optimistic의 경우 3배, 전체적으로 평균 4배 개선됨 

< 병렬화 개념 > 
< Fine-grained 응용 비교 > < Optimistic 응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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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도구의 통합개발환경과의 연동 

응용 프로그램 편집 및  
컴파일 

응용 프로그램 실행 

응용 프로그램 디버깅 

타겟 보드 없이 
수행 및 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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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년도 추진 일정 

~2014.8 ~2015.8 ~2016.8 ~2017.8 ~2018.8 항목 년도 

멀티코어 
지원 

RTOS 
개발 

응용 개발도구 

멀티코어 
프로그램 

통합개발환경 
개발 

커널 

성능 검증 

품질 관리 

무기체계 
HILS 검증 

BSP 

미들웨어 

런타임 
분석도구 

시뮬레이션 
도구 

요 

구 

사 

항

  

분 

석 

연구시제품 

연구시제품 

연구시제품 

연구시제품 

연구시제품 

연구시제품 

시험시제품 

시험시제품 

시험시제품 

시험시제품 

시험시제품 

시험시제품 

기본 

기능 

기본 

기능 통

합 

 

시

험 

제3자 

 

검증 

통

합 

 

시

험 

제3자 

 

검증 

HILS 

검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외산 

비교 

ADD와 HILS 

적용 MOU 

요구사항 

검토 

구조설계 

검토 

상세설계 

검토 
단위시험 검토 통합시험 검토 

제3자 검증 

검토 
HILS 시험 검토 

개발자 그룹 
확산 

실행버전 
보급 

동호회 

피드백 
경시대회 

적용 

대학 강의 및 

실습에 적용 

상세 

설계 

상세 

설계 

상세 

설계 

상세 

설계 

상세 

설계 

상세 

설계 

외산

비교 

성능 

개선 

외산

비교 

성능 

개선 

기본 

기능 

기본 

기능 

기본 

기능 

기본 

기능 

구

조

  

설

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MDS테크놀로지 

무기 

체계 

HILS 

 적용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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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적용 수준의 품질 검증 계획 

국방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ADD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유도무기개발팀과 협력하고 있음 

ADD, 방산업체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개발 단계별로 결과물의 검토를 통하여 국방 SW 개발 프로세스 준수 여부 확인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품질관리에 국방 관계자 참여 

국내 무기체계에 멀티코어 RTOS 적용  외산 비교 검증방안 다각도 추진 중  

본 과제 결과물 연계 가능한 국내 RTOS 적용현황 및 계획: 다음슬라이드 참조 

  실제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하여 HILS 등으로 성능 검증 추진 중  

  

성능 검증 및 품질관리 

 

 

 

무기체계 SW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품질관리 무기체계 HILS 적용 RTOS 성능 검증 외산 대비 RTOS 성능 비교 

무기체계 HILS 적용을 통한 RTOS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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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수요 연계 국내 RTOS 현황 및 계획 (1/2) 

유도무기 작전요구 증대(정밀타격, 실시간 탐색, 협동화력 등)로 멀티코어 기반 

통합항법 설계가 요구되고 있음 

싱글코어 RTOS (NEOS)로 15년 7월 OOO 유도무기 HILS 시험“적합”판정  

본 멀티코어 RTOS를 유도무기 통합항법 장치 또는 지상점검 장비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입증하는 방안 협의 중 

  유도 무기체계 멀티코어 RTOS 적용시험 추진 

2015년 5월 싱글코어 RTOS를 전투체계 연동장치에 평가 적용, 국내 기술의 외산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전투체계 플랫폼 사업에 본 멀티코어 RTOS 결과물을 시험 적용하여 외산 대비 

기능/성능 적합성 확인 추진 

  OOO 전투체계 플랫폼 고도화 프로젝트 적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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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수요 연계 국내 RTOS 현황 및 계획 (2/2) 

 K2 전차 자동장전/차량제어 컴퓨터 HILS 시험을 통한 동등성 확인 

 K2 전차 탑재품 중 2종에 대한 외산 RTOS 대체 평가 진행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이 규격화 문서에 따른 HILS 시험 및 운영체제 

기능/성능 비교 결과, 외산 대비 동등이상 확인 

 

 

 

 

 KT-1 기본훈련기 엔진데이터 연동장치에 NEOS 적용 ATE 시험 성공 

 기존 외산 장비 국산화 대체 적용 

 규격문서에 따른 단위시험 및 ATE 시험 진행 

 4사분기 비행시험 및 연내 전력화 예정 

  기타 국내 RTOS 기술 최근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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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분야 

국방 

 감시정찰 시스템(sonar(수중 음파탐지기), 레이더, 항공정찰시스템 등)  

 유도 무기체계(지상발사 유도무기, 해상발사 유도무기, 공중발사 유도무기)  

 유인/무인 지상무기체계(전차, 장갑차, 고속 경전차, 감시정찰차, 경전투 로봇, 

    자율제어 로봇, 무인지상차량 등)  

민수 

 지능형 로봇, 지능형 자동차 , 첨단 의료기기 등 지능화, 자동화 및 무인화 시스템 

활용 분야 및 기대효과 

(시장선점) 고성능, 저발열, 저중량을 요구하는 차세대 무기체계 임베디드 응용 분야의   
        멀티코어 지원 RTOS 국내시장 선점 

(외화절감) 외산 RTOS가 탑재되어 매년 높은 로열티가 지불되던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에 국산 RTOS를 탑재하여 외화 낭비를 절감 

(고용창출) 산학연에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개발환경의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멀티코어 기반의 새로운 시장에 대비한 임베디드 전문인력 양성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