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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ARM Cortex-M3 는 기존의 것들과는 달리 짧은 문맥교환을 제공

하기 위해 Trap 을 이용하여 문맥교환 과정을 일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

적으로 Trap (혹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은 그 자신만의 오버헤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문맥교환을 하던 방식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
을지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 평가를 수행하여 Cortex-M3 를 기반으로 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1. 서론 

많은 임베디드 시스템은 시간제약성을 요구하는 실
시간 시스템이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에 연
결된 Sensor 및 Actuator 을 담당하는 여러 Task 가 모
두 시간제약성을 만족하도록 스케줄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스케줄링 오버헤

드인 문맥교환 시간이 짧을수록 사용되는 실시간 운
영체제의 효용성이 높다 [1].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ARM Cortex-M3 는 

짧은 문맥교환을 제공하기 위해 문맥교환 과정을 일
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 Cortex-M3 는 이러한 기능을 구동하기 위해 Trap 
혹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이용하도록 한다. 일반

적으로 인터럽트를 사용함으로써 빠른 응답시간을 제
공하지만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따라서, Trap 기반의 문맥교환 방식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함으

로써 짧아지는 지연시간과 Trap 의 오버헤드로 인해 
길어지는 지연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Trap 기반의 
문맥교환 방식 (본 논문에서는 HW 기반 문맥교환 방
식으로 부른다.)과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문맥교

환 방식 (본 논문에서는 SW 기반 문맥교환 방식으로 
부른다.)을 비교함으로써 효용성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Cortex-M3
의 레지스터 구조를 알아보고, HW 와  SW 기반 문맥

교환방식을 비교하여 문맥교환방식을 어떻게 구현하

였는지 기술한다. 3 장에서는 문맥교환 시간을 측정하

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 4 장에서는 본 논문

의 결론을 내린다. 
 

2. HW/SW 기반 문맥교환 방식의 비교 

2.1 소프트웨어 기반의 문맥교환 방식 
일반적인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의 문맥교

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먼저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모든 레지스터를 스택에 저장한 후 다음

에 수행 될 Task 를 선택하고, 스택을 포함한 문맥자

료구조를 해당 Task 의 것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 다
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스택에서 해당 Task 의 모
든 레지스터를 불러오는 것을 통해 해당 Task 가 수행

하게 된다.  
 

2.2 Cortex-M3 의 문맥교환 방식 
CortexM3 의 레지스터는 두 개의 스택으로 이루어

져 있다. 하나는 Task 에서 사용하는 Process 스택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Main 스택이다.  
스택에 저장해야 할 레지스터의 집합은 R0-R12, LR 
(Link Register), PC (Program Counter), xPSR (Status 
Regist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6 개이다. 

Coretex-M3 에서 문맥교환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
반의 문맥교환 방식과 유사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짧은 문맥교환을 제공하기 위해 문맥교환 
과정을 일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

된다. 먼저 PendSV Trap 을 발생시킨다. 이때 하드웨어

에 의해 R4-R11 을 제외한 나머지 레지스터는 자동으

로 스택에 저장되게 되며, R4-R11 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스택에 추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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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 저장이 완료된 후 다음에 수행될 Task 를 선
택하고 스택을 포함한 문맥자료구조를 해당 Task 의 
것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 다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의해 스택에서 해당 Task 의 R4-R11 을 불러 온 후 
PendSV Trap 에서 복귀한다. 마지막 작업으로 하드웨

어에 의해 자동으로 스택에서 R4-R11 을 제외한 나머

지 레지스터를 불러오는 것을 통해 해당 Task 가 수행

하게 된다. 
Cortex-M3 의 문맥교환방식은 하드웨어에 의해 전

체 레지스터 중에서 절반의 레지스터가 자동으로 저
장되고, 불러와지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소프

트웨어 인터럽트인 PendSV 를 이용해야만 한다.  
 
2.3. 문맥교환 방식의 구현 
본 논문에서는 두 문맥교환 방식의 실험을 위해 

Cortex-M3 의 PendSV 를 이용하는 방식은 실시간 운
영체제 제작사에서 배포한 기본 BSP (Board Support 
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Cortex-M3 에서 기존의 소프

트웨어 기반의 문맥교환 방식은 구현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ARM 사의 White Paper [4] 및 기본 BSP
의 것을 기반으로 직접 구현하였다. 
 
3. 문맥교환 시간의 측정 

3.1.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KEIL 사의 

MCBSTM32EXL 평가보드에 uC/OS-II 2.92 실시간 운
영체제를 Micrium 사에서 제공하는 STM32 BSP (Board 
Support Package)를 이용하여 이식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실험을 위한 개발 환경 

3.2. 수행시간 측정 방법 
사이클 단위로 수행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STM32

의 DWT (Data Watchpoint and Trace Unit)를 사용하였다 
[5].  

Micrium 의 STM32 BSP 에 DWP 를 사용할 수 있는 
API 를 제공하고 있다. 이의 사용을 위해서 프로젝트 
설정 파일인 cpu_cfg.h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define CPU_CFG_TS_32_EN  DEF_ENABLED 
 

DWT API 의 초기화를 위해 CPU_TS_TmrInit()를 사
용하고 측정을 위한 타임스탬프는 CPU_TS_TmrRd()를 
사용하며, 임의의 두 타임스탬프 간의 t1, t2 시간을 측
정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사이클 동
작 클럭인 BSP_CPU_ClkFreq()를 사용한다.  

DWT API 를 이용하여 수행시간 t 다음의 공식 (1)으
로 구할 수 있다. 
 

t = (t2 - t2) / cpu_clk_freq_hz          (1) 
3.3. 문맥교환 시간 측정 방법 
문맥교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2 개의 

Task 간에 강제로 스케줄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uC/OS-II 운영체제는 각 Task 별로 유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우선순위 기반 실시간 운영체제로 Linux 와 같은 
시분할 (time-sharing) 기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스
케줄링 양보 (yield) 기능이 없다. 즉, 높은 우선 순위

를 갖는 Task 1 과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Task 2 가 있
다고 할 때, Task 1 이 Task 2 로 스케줄링을 양보하더

라도 Task 1 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스케줄

러는 항상 가장 높은 태스크를 수행하므로 스케줄러

에 의해서 즉시 Task  1 로 다시 복귀 수행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러에서 

두 Task 간 스케줄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
법을 고안하였다.  

uC/OS-II 는 수행시간 중에 임의의 태스크의 우선순

위를 변경할 수 있는 API 인 OSTaskChangePrio()를 제
공하고 있다 [6].  

 
(그림 2) 우선순위 기간 스케줄러에서  

두 Task 간 스케줄링 기법 
 

이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초기 우선 순위가 
높은 Task 1 (우선순위 10,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짐)에서 우선 순위가 낮은 Task 2 (우선순위 
20)로 스케줄링하기 위해 (1) Task 2 의 우선 순위를 30
으로 설정하고 (2) Task 1 의 우선순위를 40 으로 설정

한다. Task 우선순위의 설정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2)
→(1)의 순으로 수행하면 (2)를 수행하자마자 Task 1
의 우선순위는 40 이 되고 Task 2 의 우선순위는 그대

로 20 으로 남기 때문에 항상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수행시키는 스케줄러에 의해 (2)를 수행하는 즉시 
Task 1 에서 Task 2 로 스케줄링이 되게 되어 (1)은 수
행될 기회가 없게 된다.  

반면, (1)→(2)의 순으로 수행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Task 2 의 우선순위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므로 Task 1
이 우선순위가 높은 상태는 변화지 않는다. 그러므로 
(2)가 수행된 이후에나 Task 1 에서 Task 2 로 스케줄링 
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위와 같이 고안된 기법을 (그림 3)와 
같이 구현하여 문맥교환 시간을 측정하였다. 
void Task1(void *pdata) 
{ 

while (1) { 
… 
// switch to Task 2 
OSTaskChangePrio(20, 30); // A: 10, B: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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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askChangePrio(10, 40); // B: 30, A: 10->40 
} 

} 
 
void Task2(void *pdata) 
{ 

while (1) { 
… 
// switch to Task 1 
OSTaskChangePrio(30, 20); // A: 40, B:30->20 
OSTaskChangePrio(40, 10); // B:20, A: 40->10} 

} 
} 

(그림 3) 두 Task 간 스케줄링 기법의 구현 코드 
 
3.4. 실험 결과 
문맥교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3)의 Task 1

과 Task 2 간 반복적인 문맥교환을 N 번 수행하였다. 
OSTaskChangePrio() API 의 수행시간을 C, 측정된 총 
시간을 T, 문맥교환시간을 t 라고 정의하면, T = (2 * C 
+ t ) * 2N 이 된다. 즉, t = T/2N + 2C 이므로 같은 N 에 
대해 총 수행시간을 2N 으로 나눈 값으로 각 문맥교

환 방식의 성능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림 4)는 컴파일러 옵션으로 –g –O0 일 때 각 N

의 크기에 대해서 문맥교환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PendSV 는 Trap 을 사용한 경우를 
Legacy 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방식을 의미한

다. 

(그림 4)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하드웨어의 지

원을 받는 Trap 기반의 문맥교환 시간이 기존의 소프

트웨어 기반의 방식에 비해서 오히려 지연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적화

를 수행하기 위해 컴파일러 옵션을 –O3 로 변경했을 
때 두 방식 사이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4. 결론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ARM Cortex-M3 는 
Trap 으로 구동되어 문맥교환 과정을 일부 하드웨어적

으로 처리하여 문맥교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Trap (혹은 인터럽트)은 
그 자신만의 오버헤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짧아지

는 지연시간과 Trap 의 오버헤드로 인해 길어지는 지
연시간의 측정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는 오히려 Trap 을 이용함으로 인해 문
맥교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

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의 분석 및 다른 실험 환경

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지는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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