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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ARM 로세서의 가상화 확장 기술을 이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다종의 OS 작동을 지원하

는 하이퍼바이 가 많이 개발되었다. 가상화 기술은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 으로 사용한다는 이 이 

있지만, RTOS를 작동시킬 경우 하이퍼바이 의 오버헤드에 의해 RTOS의 성능이 하될 수 있는 문제

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기술을 지원하는 ARMv7 Cortex-A15 로세서를 탑재한 NVidia 
Jetson TK-1 임베디드 보드에서 RTOS가 단독으로 작동했을 때의 성능과 QPlus Hypervisor를 통해 

Linux OS와 함께 RTOS가 작동했을 때의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 하 다. 

1. 서론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과 하이퍼바이 가 발 함

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에

서 다종의 OS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고신뢰 OS로 손꼽히는 RTOS와 고성능 

OS인 Linux 등을 하이퍼바이 를 통해서 동시에 작동시

킬 수 있다. 실시간성이 필요한 통신 제어 작업은 RTOS, 

다양한 유  어 리 이션은 Linux가 수행함으로써 고신

뢰와 고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는 다른 운

체제를 사용하는 장비 간의 통신 비용 등을 감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 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할 이 있다. 

RTOS의 특성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여러 

Guest OS가 동작 일 때, 특정 시 에서 하나의 OS가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므로 하이퍼바이 가 OS간의 문

맥 환을 발생시킨다. 이때,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않는 하

이퍼바이 는 문맥 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에 의

해 RTOS는 OS상의 시간이 아닌 실제 시간에 해 지연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는 RTOS의 성능 하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기술을 지원하는 ARMv7 

Cortex-A15 로세서가 탑재된 임베디드 보드에서 

FreeRTOS가 단독으로 동작할 때와 하이퍼바이  통해서 

Linux OS와 함께 동작할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본다.

2. 배경지식

   하이퍼바이 란 하나의 물리  하드웨어 계층과 여러 

Guest OS 계층 사이에서 존재하는 미들웨어이며, Guest 

OS들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리하고 모니터링한다. 이

를 통해 다수의 OS를 동작시키는 것을 도와주며. 각 OS

는 혼자 동작하는 것과 같이 고립화를 보장한다.

   ARMv7 Cortex-A15 로세서는 가상화 기술을 지원

하기 해서 하드웨어 지원 가상화 기술인 Virtualization 

Extensions(VE)가 사용되었고, 인터럽트 가상화 기술

(GICv2)을 지원한다. 이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하이

퍼바이 의 개입 없이 Guest OS가 인터럽트를 처리하여 

오버헤드를 이는 기술이다. 

   RTOS(Real-Time) OS는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에 해 

엄격하거나 일정한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분야에 사용되는 

실시간 운 체제이다. RTOS를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

양한 특징을 가진 RTOS들이 존재한다. 표 으로 

uC/OS-II와 본 논문의 실험 상인 FreeRTOS 등이 있다.

3. 실험 설계

   실험을 해 사용된 환경은 ARMv7 Cortex-A15 로

세서를 탑재한 NVidia 社의 Jetson TK-1 개발 보드를 사

용하 다(그림 1). 하이퍼바이 로는 한국 자통신연구원

에서 개발한 QPlus Hypervisor를 사용하 고. Guest OS

로는 Jetson TK1에 포 된 Linux(Ubuntu 14.04)와 포

된 FreeRTOS를 사용 하 다.

   실험 설계는 FreeRTOS가 단독으로 동작할 때, QPlus 

Hypervisor에서 Linux와 함께 동작할 때의 두 가지 상황

에 하여 FreeRTOS의 Task 환 지연시간과 인터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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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Vidia Jetson TK-1 개발 보드

지연시간을 각각 측정하 다. QPlus Hypervisor를 통해 

실험할 경우, Linux는 부 이 완료된 후 백그라운드 로

세스를 제외하고 추가 인 부하를 만들지 않았다.

   성능 비교를 한 실험 방법은 Rhealstone benchmark

를 참고하여 진행하 다[8]. Jetson TK-1 개발 보드의 

GPIO 포트들을 활용하여 Tektronix 오실로스코 로 실험 

결과를 측정하 다. 

   Task 환 지연시간 측정은 2개의 Task(T1, T2)를 

상으로 하 다. T1이 자신의 GPIO 포트에 HIGH를 출력

하고 Task 환을 한 뒤 T2가 자신의 GPIO 포트에 

HIGH를 출력하면 이때의 시간차를 Task 환 지연시간

으로 볼 수 있다.

   인터럽트 지연시간 측정은 두 개의 Task(T1, T2)와 

인터럽트 핸들러를 상으로 하 다. 하나의 GPIO 포트에 

해 T1과 T2가 각각 HIGH와 LOW를 출력하면서 Task

를 환한다. Task를 환하는 시 부터 인터럽트 핸들러

가 제어하는 GPIO 포트에 HIGH가 출력될 때까지의 시간

을 인터럽트 지연시간으로 볼 수 있다.

4. 실험 결과  분석

   실험 결과는 앞서 설계한 것과 같이 아래의 4가지 결

과를 도출하 는데 QPlus Hypervisor를 통해 Linux와 함

께 동작하는 FreeRTOS는 단독으로 수행될 때보다 Task 

환 지연시간이 약 1100배 이상, 인터럽트 지연시간은 약 

50배 이상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 결과를 토 로 유추할 수 있는 은 다음과 같다. 

단독으로 FreeRTOS가 동작할 때 Task 환 지연시간과 

인터럽트 지연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QPlus 

Hypervisor를 통해 동작하는 FreeRTOS는 Task 환 지

연시간이 많은 차이를 보이며 인터럽트 지연시간보다 느

려졌다는 이다.

  여기서 주목할 은 ARMv7 Cortex-A15 로세서는 인

터럽트 가상화(GICv2)를 지원하는 이다. 이것은 인터럽

트가 발생했을 때, Guest OS로 직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으로써 하이퍼바이 의 인터럽트 처리 오버헤

드를 감소시켜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이 으로 인해 앞서 

보인 하이퍼바이 를 통한 Linux  FreeRTOS 동작 시 

인터럽트 지연시간이 더 빠르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ARMv7 Cortex-A15를 탑재한 Jetson 

TK-1 개발 보드에서 FreeRTOS를 단독으로 작동시킬 때

와 하이퍼바이 를 통해 작동시킬 때의 성능을 비교 분석

하 다.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않는 하이퍼바이 는 실제 

동작되는 시간과 시스템 상에서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지게 되고, RTOS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래하

게 된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이러한 하이퍼바이 에서도 RTOS

가 실시간성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 방안의 문제를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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