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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shadowing 기법을 통해 프로

그램을 수행한다. 그러나 shadowing 기법은 시스템의 부팅 시간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DRAM 영역을 

차지한다는 단점 때문에 자원 제약이 심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demand paging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단, demand paging 환경에서는 page fault에 의한 

시간 지연 때문에 태스크의 최악 실행 성능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AND 플래시 메

모리 기반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demand paging 비용을 고려한 태스크 최악 성능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각 태스크에 대해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전통적인 WCRT 

분석 기법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demand paging 비용과 WCET 분석을 독립적으로 고려함

으로써, 최악의 경우에도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방법에 비해 분석 복잡도를 줄였다. 

 

1. 서  론 

최근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임의 접근이 가능한 

NOR 플래시 메모리와는 달리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순차 접근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주로 

shadowing 기법 1 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shadowing 

기법은 실행하지 않는 페이지 영역도 DRAM에 적재하기 

때문에, DRAM 영역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부팅 시간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hadowing 기법은 자원 제약이 심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최근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demand paging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demand paging 시스템은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보다는 서버나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되었으나,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다기능을 요구함에 

따라,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demand paging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 기존의 요구 페이징 기법을 

                                            
1 프로그램 실행 이전에 전체 프로그램 이미지를 RAM에 복사하는 방

식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존의 demand paging 기법은 대부분 디스크 

기반의 저장장치를 가정하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한 demand paging 기법이 필요하다. 둘째, 

demand paging 시스템에서는 page fault에 의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시간 제약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page fault의 발생 빈도 및 발생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demand paging 환경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최악 수행 성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demand paging 

기법은 따라서 demand paging 기법을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demand paging 환경에서의 

태스크 최악 실행 성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임베디드 

실시간 시스템에서 demand paging 비용을 고려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2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각 태스크에 대한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전통적인 WCRT 분석 기법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Y. Lee[8] 등은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실시간 

                                            
2 Worst Case Response Time : W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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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demand paging 비용을 고려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을 제안하였다. [8]에서는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한 최악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태스크의 각 실행 경로에 대한 최악 실행 시간과 

demand paging 비용을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에서 제안한 기법은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해 

최적의 demand paging 비용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각 

실행 경로에 대한 WCET 값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 WCET 분석 관련 

연구[9][10][11]에서는 분석의 효율을 위해 모든 실행 

경로에 대한 WCET을 예측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태스크 내의 페이지 

정보만을 사용하여 demand paging 비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WCET 분석과 demand paging 

비용 분석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석 

기법을 단순화하고 분석의 복잡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 기법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페이지 적재 양상을 고려하지 

않는 naïve 분석 기법에 비해 더 정확한 최악 응답 

시간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CRT 분석 

기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demand paging 환경에서의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가상의 태스크 

집합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실시간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스케줄링 가능성 분석 

(schedulability analysis)을 통해 시스템 내의 태스크 

집합이 데드라인(deadline)과 같은 실시간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최악 응답 시간 (WCRT) 

분석 기법[1][2][3][4][5][6]을 바탕으로 한다. 

최악 응답 시간 분석 기법에서는 각 태스크에 대해 

최악 응답 시간을 계산하고, 각 태스크의 최악 응답 

시간이 해당 태스크의 데드라인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해당 시스템은 스케줄 가능하다고 한다. 태스크 의 

최악 응답 시간 는 의 최악 실행 시간(WCET)과 

상위 우선순위 태스크에 의한 시간 지연의 합으로 

나타낸다(식 1). 

 (1) 

식 1 에서 는 보다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태스크 집합을 의미한다. 이후 최악 응답 시간 분석 

기법은 다양한 추가 비용을 고려하도록 확장되었다. 

C. Lee[6] 등은 태스크가 선점될 때 캐시에 의해 

발생하는 선점 비용(preemption cost)를 고려한 최악 

응답 시간을 제시하였다. 식 2 는 [10]에서 제안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을 나타내며, 이때 은 에 

의해 발생한 총 선점 비용을 나타낸다.  

 (2) 

본 논문에서는 WCRT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demand 

paging 환경에서의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을 제안한다. 

demand paging 환경에서는 각 태스크가 page fault 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이 결정된다. 따라서 각 태스크에 대한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WCRT 분석 이론과 

결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3. demand paging 환경에서의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분석  

본 논문에서는 demand paging 환경에서의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을 얻기 위해 각 태스크 별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전통적인 WCRT 분석 

기법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demand 

paging 비용 분석의 정확도에 따라 분석 기법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8]에서는 demand paging 비용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 태스크의 실행 경로에 포함된 페이지 

집합과 WCET 정보를 바탕으로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한 최대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각 태스크의 실행 경로에 포함된 페이지 

집합 정보만을 사용하여 최대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한다. 이는 WCET 분석과 demand paging 비용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석 시 계산 

복잡도를 줄이면서도 demand paging 비용이 최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각 태스크의 demand paging 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서 적재 

가능한 최대 페이지 개수와 최악 demand paging 

비용을 서로 곱하는 것이다. 이 경우, demand paging 

비용을 고려한 태스크 최악 실행 시간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 3에서 는 최악 page fault 처리 시간을, 

 는 의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서 적재 가능한 

최대 페이지 개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은 식 1에서 를 식 3에 정의된 로 

대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naïve 분석 기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naïve 

분석 기법은 demand paging 기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demand paging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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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demand paging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demand paging 비용은 태스크의 실행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의 각 실행 경로에 

대한 demand paging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demand paging 비용은 매 태스크 인스턴스마다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demand paging 환경에서는 이전 

태스크 인스턴스에서 적재한 페이지가 이후 태스크 

인스턴스 demand paging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demand paging 비용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한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2가지 분석 단계를 

도입한다. 1) demand paging 비용 분석 단계에서는 각 

태스크 실행 경로에 대한 demand paging 비용을 

계산한다. 2)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 단계에서는 이전 

태스크 인스턴스에 의한 페이지 재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3.1 가정 

demand paging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크기, page 

fault 처리 시간, 페이지 교체 정책 등 태스크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실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모두 고려한 분석 기법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page fault 발생 양상이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대상 demand paging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첫째, 모든 페이지에 

대해 최악 page fault 처리 시간은 항상 같다. 둘째, 

대상 시스템에는 충분한 양의 메모리가 존재하며, 

페이지 교체는 가정하지 않는다. 셋째, 서로 다른 

태스크 간에 중복해서 적재하는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3.2 demand paging 비용 분석 

 demand paging 비용 분석 단계의 목적은 태스크의 각 

실행 경로에 대해 demand paging 비용을 얻기 위한 

것이다. demand paging 비용은 태스크의 실행 

경로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어 흐름(control-flow) 기반 

방법을 사용한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태스크에 대해 제어 흐름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래프 

내의 기본 블록(basic block)과 해당 기본 블록을 

포함하는 메모리 페이지 간에 연관 관계를 생성한다. 

(그림 1)은 예제 제어 흐름 그래프를 사용한 각 기본 

블록과 메모리 페이지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예제 제어 

흐름 그래프는 4개의 실행 경로를 포함하며, 각 기본 

블록은 6개의 메모리 페이지에 사상되어 있다. 

 

 
그림 1. 제어 흐름 그래프 상에서 basic block과 페이지 대응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정의한다. , , , 는 각각 태스크 의 j번째 실행 

경로에 대한 최악 실행 시간(WCET)과 페이지 집합 

나타내며, , 는 , 에 속한 페이지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최악 page fault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 각 실행 경로에 대한 demand 

paging 비용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 

 

3.3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 

demand paging 환경에서는 특정 태스크 인스턴스의 

demand paging 비용이 이전에 수행된 태스크 

인스턴스가 적재한 페이지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의 목적은 태스크 

인스턴스간에 재사용되는 페이지를 고려하여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한 최악 실행 시간을 구하는 데 있다.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 기법은 그래프 이론(graph-

theoretical)을 바탕으로 하며,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mand paging 비용 분석 단계로부터 얻어진 

제어 흐름 그래프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생성한다. 

그래프에서 각 노드는 실행 경로에 대한 고유번호를 

의미하며, 각 열은 인스턴스의 순서를 뜻한다. 그리고 

첫 번째 노드 ‘S’는 그래프의 논리적인 시작을 의미하고, 

간선의 가중치는 특정 인스턴스에서 특정 실행 경로에 

대한 최악 demand paging 비용을 의미한다. 

둘째, 첫 번째 단계로부터 생성된 그래프를 사용하여 

페이지 재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DPC(Demand Paging 

Cost) 테이블을 생성한다. DPC 테이블 내의 원소 θ , 는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한 최악 demand paging 

비용을 나타낸다. DPC 테이블은 최종적으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2는 DPC 

테이블의 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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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PC 테이블 

 

예를 들어, 페이지 재사용 양상을 고려한 태스크 

인스턴스 , , , , , 의 최악 demand paging 비용은 

각각 , , , , , 이다. 그림 3은 , 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 과정 

 

그림 3에서 첫 번째 태스크 인스턴스는 1번 실행 

경로를 수행할 때 demand paging 비용이 최대가 되며, 

이때의 ,  값은 16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태스크 

인스턴스는 첫 번째 태스크 인스턴스의 실행 경로에 

해당하는 1번 실행경로로부터 최악 demand paging 

비용을 갖는 실행 경로를 취한다. 이 경우 두 번째 

태스크 인스턴스는 실행 경로 0일 때 최대 demand 

paging 비용을 가지며, 이때의 ,  값은 19이다. 

  

3.4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계산 

demand paging 비용 분석 단계 및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 단계를 통해 각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한 

최악 실행 시간을 얻을 수 있다. demand paging 

비용을 고려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은 식 5와 같이 

나타낸다.  

 (5) 

식 5에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은 를 

만족할 때까지 재귀적으로 계산된다. 는 τ 에 

대한 demand paging 비용을 나타내며, 각 태스크의 

요청 비율(request rate)에 따라 달라진다. 의 

정의는 식 6과 같이 나타낸다. 

θ ,  (6) 

식 6에서 , 는 demand paging 비용을 고려한 

태스크 인스턴스 , 의 최악 실행 시간을 나타내며,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 단계로부터 얻어진다. 는 

단계로부터 얻어진 의 최대 요청 비율을 나타내며, 

식 7을 만족한다. 

 (7) 

 , 에 해당하는 실행 경로의 WCET를 , 라고 하자. 

즉, , 는 , 에 해당하는 demand paging 비용이다. 이 

경우 , 는 항상 보다 작거나 같다. 또한 , 는 매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한 최악 demand paging 비용에 

해당하므로,  또한 최악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식 5로부터 얻어진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은 

최악의 경우에도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다. 

 

4.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분석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태스크 집합에 

대해 태스크 수행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 1은 실험에 

사용된 가상의 태스크 집합과 매개변수 정보를 

나타낸다. 

 

표 1. 태스크 집합 및 매개변수 

태스크 

집합 
 

실행 경로 

수 
,  ,  

1 

5 1 1 {45} 

15 1 2 {46} 

60 5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0 1 60 {47} 

2 

5 1 1 {45} 

15 1 2 {46} 

60 5 5 

{1, 2, 3} 

{3, 4, 5} 

{1, 7, 8} 

{4, 5, 7, 13, 14} 

{14, 15, 16, 17} 

180 1 60 {47} 

3 

5 1 1 {45} 

15 1 2 {46} 

60 5 5 
{1, 2, 3}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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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7, 8} 

{7, 8, 13, 14} 

{1, 2, 15, 16, 17} 

180 1 60 {47} 

 

실험에 사용한 태스크 집합은 3개이며, 각 태스크 

집합은 각각 4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에서 

및 , 의 단위는 모두 ms(millisecond)이고, 는 

2이며, 각 태스크의 데드라인은 주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 기법은 페이지 적재 양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페이지 적재 양상에 따른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태스크 3의 매개변수 중 페이지 적재 

양상만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태스크 3의 경우, 

태스크 집합 1에서는 각 실행경로마다 중복해서 

적재하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페이지 

적재 양상을 가지며, 태스크 집합 3에서는 여러 실행 

경로에 공통으로 포함된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페이지 적재 양상을 가진다. 

페이지 적재 양상에 따른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naïve 분석 기법과 제안한 기법에 따른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을 비교하였다. 표 2는 표 1에서 

정의한 가상 태스크 집합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분석 결과 

태스크 집합 
  

(naïve 분석 기법)

  

(제안한 기법) 

1 180 초과 159 

2 180 초과 157 

3 180 초과 157 

 

먼저 naïve 분석 기법은 모든 태스크 집합에 대해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이 데드라인인 180ms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안한 기법에서는 모두 

데드라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이지 적재 

양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높은 태스크 응답 

시간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 

우선순위를 갖는 태스크에 의한 응답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태스크 집합 1에서 태스크 3의 각 

실행 경로는 모두 다른 페이지 집합을 적재함에도 

불구하고 naïve 분석 기법과 제안한 기법간에 최악 

응답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태스크일수록 요청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페이지 

적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상위 우선순위 태스크에 

의한 demand paging 비용이 최악 응답 시간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스크 1의 요청 

비율은 최대 36(180/5 )이므로, naïve 분석 기법에서는 

태스크 1의 demand paging 비용을 2 36 72인 반면, 

제안한 기법에서는 2가 된다. 

또한 태스크 집합 1보다 태스크 집합 3에서 최악 

응답 시간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스크 

집합 3의 페이지 적재 양상이 태스크 집합 1에 비해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는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 

기법이 페이지 적재 양상을 고려하지 않는 naïve 분석 

기법에 비해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demand 

paging 환경에서의 태스크 최악 응답 시간 분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각 태스크의 실행 경로와 

이전 태스크 인스턴스에 의한 페이지 적재 양상에 따라 

demand paging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한다. 

분석 단계는 크게 demand paging 비용 분석 단계와 

페이지 재사용 양상 분석 단계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있다. 첫째, 반복문과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 구조, 

페이지 교체 정책(page replacement policy)이나 공유 

코드(shared code)등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분석 기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demand paging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스크 수행 이전에 일련의 페이지를 적재하는 pre-

paging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태스크 수행 중에 

page fault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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