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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로세서별 서로 다른 버스에 서로 다른 운 체제를 갖는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공유 메모리 

기능을 구 하고,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을 통하여 두 로세서 사이에서 공유 메모리 기능을 실험하 다. 듀

얼 버스 구조에서 공유 메모리 구 을 해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용하 으며, 리스트 자료구조를 통하여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를 리한다. AMP 멀티 코어 실험을 하여 2개의 로세서 코어에 리 스 운 체제를 탑재

하도록 하 다. 그리고 공유 메모리 테스트를 하여 구 된 커  모듈을 이용하여 공유 메모리 생성  이용

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shared memory feature was developed in multi-core system with different OS for different processor-specific bus, 

while conducting an experiment on shared memory feature between the two processors based on embedded Linux system.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shared memory in dual bus structure, memory controller was used, while managing shared memory segment 

through list data structure. For AMP multi-core test, Linux OS was installed in 2 processor cores. In addition, it verified the 

creation and use of shared memory by using kernel module implemented to test share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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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 생활 속에서 임베디드 기기의 사용은 일

상화 되어가고 있다. IT 환경의 발달로 3D-TV, VOD

등과 같은 다양한 상정보매체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 발 을 거듭하고 있다[1-3]. TV 시청을 해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  VOD 서비스를 

이용하며, 재 스마트 폰은 임베디드 로세서  하

드웨어의 발 으로 화뿐만 아니라 의 PC에서 

가능했던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수

행하기 해서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은 고성능화로 

인해 단순한 주변기기를 벗어나 다양한 사용자가 원

하는 복잡한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뛰어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4].

듀얼 코어는 하나의 로세서 안에 여러 개의 독립

인 실행코어를 둠으로써 로그램을 병렬 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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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게 한 로세서이며, 병렬처리 방식으로는 

pipelining, multi-processor, multi-threading 등의 방

법이 있다[5]. 이러한 듀얼 코어 처리 방식은 단일 코

어만 사용하 을 경우 발생되었던 로세서 사용 병목 

상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6]. 복잡한 로그

래  환경에서 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증진하기 한 방법으로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하나

의 로세스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를 두 개의 코어

에서 처리하여 성능 향상을 증진 시킬 수 있다[7].

기존 논문의 경우는 AMP(Asymmetric 

Multiprocessing) 기반 환경에서 로세서 성능 개선

을 해서 두 코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메모리 방

식을 이용하 다[8-10]. 이 방식의 일반 인 경우는 

로세서 코어가 동일 버스를 사용하므로 로세서별 

코어가 바라보는 메모리 주소가 동일하게 되므로, 같

은 공유 메모리 주소를 이용하다. 의 경우 동일 버

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로세서의 성능 

개선을 해서 로세서 코어별 버스를 가지는 경우

라면 물리 메모리 주소가 다르게 되는 문제로 운 체

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유 메모리 방식을 이

용하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두 

로세서가 모두 근할 수 있는 메모리를 추가하여, 

이를 통하여 로세서 사이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는 메모리 역으로 이용하도록 하 다. 하드웨어에서 

설계된 공유 메모리 기능을 운 체제에서 사용하기 

해서 리 스 커  모듈을 이용하여 구  하 으며, 

리스트 자료구조를 통하여 세그먼트 생성, 삭제  

로세스 리를 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멀티 코어

를 한 공유 메모리를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 논

문에서 제안하는 듀얼 버스 시스템에서의 공유 메모

리 커  모듈을 구 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로세서별 버스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공유 메모리 

기능을 실험하며,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멀티 코어를 한 공유 메모리

공유 메모리의 기본 개념은 여러 로세스가 동시

에 근할 수 있는 메모리 역을 의미한다. 그림 1은 

일반 으로 이용되는 공유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다. 

로세스1이 새롭게 공유 메모리를 생성하게 되면, 운

체제로부터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아이디를 획득하

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공유 메모리 역에 데이터 

읽기  기록이 가능하다. 

그림 1. 공유 메모리 구조
Fig. 1 Shared memory structure

로세스2는 로세스1에서 생성한 공유 메모리 

역을 이용하는 로세스이며, 해당 메모리 역에 

근하기 해서 로세스1에서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

하여 해당 메모리 역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림 2. 단일 버스 구조의 멀티 코어
Fig. 2 Multi-core of single bus structure

그림 2는 단일 버스에서의 하나 이상의 로세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낸다. 로세서A와 B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 로세

서에서 바라보는 메모리는 동일한 주소를 갖게 된다. 

의 경우 로세서마다 운 체제가 탑재되는 AMP 

방식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공유 메모리 사용이 가능

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2는 몇 가지의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각 로세서 코어가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작

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복잡한 디바이스를 제어하

는 로세서인 경우는 문제 을 가지게 된다. 로세

서에 연결된 버스를 통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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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많은 양의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버스의 경우 시스

템 병목 상으로 성능에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3. 로세서별 별도의 버스 형태
Fig. 3 Processor-specific separate bus type

그림 3은 각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로세서는 자

신의 메모리 컨트롤러를 갖으며, 실제 물리 인 메모

리 디바이스를 갖는 형태를 나타낸다. 의 경우 특정 

로세서의 버스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로세서의 

성능 하 상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된다. 

하지만 로세서별로 이용되는 물리 메모리 주소가 

다르게 되므로, 두 로세서에 동시에 근할 수 있는 

공유 메모리 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림 4. 두 로세서에서 이용 가능한 메모리 역
Fig. 4 Memory area available between 

dual processors

그림 4는 로세서별로 버스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

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한 방법으로 새롭게 공유 

메모리 블록을 추가 하 다. 메모리 블록이 로세서 

A와 B 버스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로세서와 데

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Ⅲ 공유 메모리 커  모듈 구

그림 5는 로세서별 버스를 가지는 듀얼 버스 기

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하나의 버스 라인에 다

수의 로세서가 연결된 시스템의 경우, 특정 로세

서에 의해서 시스템 병목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AMP 

시스템에서 로세서별 버스를 이용하는 듀얼 버스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 다. 

로세서별 운 체제를 가지는 AMP의 특성 상, 롬

으로부터 기 부 에 필요한 코드를 로드하기 하

여 각 로세서마다 32 킬로바이트의 SRAM 메모리 

블록을 이용하 다.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 특성상 

하드웨어를 이기 하여 각 로세서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공용으로 구성하 으며, 

상 하드웨어는 DDR 메모리, 공유 메모리, 낸드 

래시 메모리 컨트롤러이다.

그림 5. 듀얼 버스 기반 시스템 구성도
Fig. 5 Dual bus-based system structure

공용 컨트롤러 에서 공유 메모리 컨트롤러 부분

이 논문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며, 내부 으로 32 킬

로바이트 SRAM 메모리를 이용하며, 8개의 논리  세

그먼트로 분할하여 로세서 사이의 공유 메모리를 

리한다. 

그림 6은 공유 메모리 컨트롤러 구조를 나타내며, 

임베디드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하여 실제 사용할 

SRAM 디바이스와 연결하 다. 그러므로 로세서A

에서 B로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할 경우, EMC에 연결

되어 있는 SRAM 메모리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하

다. 새로운 로세스에 의해서 공유 메모리 역의 세

그먼트를 할당 받을 경우 세그먼트 아이디를 할당받

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세그먼트 아이디 생성 시에 

4KByte 메모리 공간을 할당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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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유 메모리 컨트롤러
Fig. 6 Shared memory controller

표 1은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메모리 번지를 나타

낸다. Segment name은 공유 메모리에서 이용되는 세

그먼트명을 나타내며, SEG1부터 SEG8까지 이용이 가

능하다. 그리고 Physical memory address는 해당 세

그먼트에서 이용되는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를 나타

낸다.

Segment
name

Physical memory address

SEG1 0xA200_0000 - 0xA200_0FFF

SEG2 0xA200_1000 - 0xA200_1FFF

SEG3 0xA200_2000 - 0xA200_2FFF

SEG4 0xA200_3000 - 0xA200_3FFF

SEG5 0xA200_4000 - 0xA200_4FFF

SEG6 0xA200_5000 - 0xA200_5FFF

SEG7 0xA200_6000 - 0xA200_6FFF

SEG8 0xA200_7000 - 0xA200_7FFF

표 1.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메모리 번지
Table 1. Segment memory address of shared memory

를 들어 특정 로세스가 SEG4를 할당 받았다는 

것은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아이디 4를 할당 받았음

을 의미하며,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거나 쓸 경우 

물리 메모리 주소는 0xA200_3000에서부터 4킬로바이

트이다.

새로운 로세스에 의해서 로세서 사이의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인 경우,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공유 메모리 자원을 리하게 

된다. 하지만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로세서에서 

이용하는 버스가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으로 특정 로

세서에게 IRQ를 달하여 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확

인이 가능하기 해서 그림 7과 같이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를 추가하 다.

그림 7.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 블록 다이어그램
Fig. 7 Block diagram of memory control register

 

이 지스터를 통하여 공유 메모리 컨트롤러의 세

그먼트 정보뿐만 아니라, 세그먼트를 생성한 로세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Segment Direction Status

SEG1 reg[2] reg[1:0]

SEG2 reg[5] reg[3:4]

SEG3 reg[8] reg[6:7]

SEG4 reg[11] reg[9:10]

SEG5 reg[14] reg[12:13]

SEG6 reg[17] reg[15:16]

SEG7 reg[20] reg[18:19]

SEG8 reg[23] reg[21:22]

표 2.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
Table 2. Memory control register

표2는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 비트 값을 나타내

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공유 메모리 커  모듈은 

재 이용 가능한 세그먼트 정보를 얻는다. 각 세그먼트

는 direction과 status로 구성된다. direction은 세그먼

트 아이디를 생성한 로세서 정보를 나타낸다. 로

세서 A에 의해서 세그먼트를 생성했다면 해당 세그먼

트의 direction값은 0이 되며, 로세서 B인 경우에는 

이 값은 1이다. 그리고 status는 재 세그먼트 이용 

유무에 하여 설정하는 값이다. 이 값이 0이라면 

재 세그먼트 역을 이용하는 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새롭게 할당될 수 있는 메모리 

역이 된다. 그리고 status 값이 1이면 다른 로세스

에 의해서 세그먼트 아이디가 할당된 상태이지만, 

로세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기록된 상태가 아님을 나

타낸다. 따라서 이 세그먼트 역은 다른 로세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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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새롭게 생성할 수 없는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이 값이 2라면 로세스에 의해서 해당 

메모리 역에 데이터가 기록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를 통하여 이용 가

능한 세그먼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통한 IRQ 달
Fig. 8 IRQ assert through interrupt controller

그림 8은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로세서 사이에

서 IRQ를 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1)과 (2)는 

로세서 A에 의해서 메모리 컨트롤러에 새로운 세그먼

트를 할당하며, (3)은 해당 세그먼트 역의 물리 메

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데이터 기록을 완료

한 후,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의 해당 세그먼트의 

status 비트 값을 2로 변경하여 세그먼트 데이터 기록

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시 에서 로세서 내

부 으로 해당 세그먼트의 direction 비트를 읽어 들

여 IRQ를 assert할 로세서에게 알린다. 호출을 받은 

로세서는 내부 으로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해당 

IRQ에 인터럽트를 발생 시킨다. 의 방법을 이용하

여 운 체제와 메모리 버스가 다른 환경에서 인터럽

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공유 메모리에 변경된 데이

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리를 한 자료

구조를 나타낸다. 새롭게 세그먼트가 등록되면 자료구

조 커  모듈에 의해서 세그먼트 아이디를 할당받게 

되며, 아이디에 해당되는 메모리 주소를 장한다. 그

리고 Master processor는 세그먼트를 생성한 로세

서를 나타내는데, 만일 로세서 A인 경우 0, 로세

서 B인 경우는 1이 설정된다. time은 세그먼트가 생

성된 시간을 장하는 용도로 이용되며, PID는 세그

먼트를 사용하는 로세스 아이디를 의미한다. 마지막 

use 항목은 세그먼트의 이용 횟수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이용 가능한 세그먼트가 제한 이기 

때문에 이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논문에서

는 LFU(:Least Frequently Used) 알고리즘을 용하

여 자료구조에서 use 값이 가장 낮은 세그먼트를 반

환 하도록 구 하 다.

그림 9. 공유 메모리 장 자료구조
Fig. 9 Stored data structure of shared memory

그림 10은 두 로세서가 이용 가능한 공유 메모리 

커  모듈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open 시스템 콜을 이

용하여 사용 가능한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아이디를 

획득하게 된다. 이 경우, 로세서 내부의 메모리 컨

트롤 지스터 에서 이용 가능한 세그먼트를 찾게 

된다.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에서 찾은 세그먼트 정

보를 리스트 자료구조에 추가하게 된다. 자료구조에 

장되는 정보는 세그먼트 물리 메모리 역, 세그먼

트를 생성한 로세서 정보, 시각 정보 등을 장하게 

된다.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write 시스템 콜을 이용하며, 

fd를 이용하여 자료구조에서 해당 세그먼트 노드를 

검색하게 된다. 일치하는 노드가 검색 되었다면, 해당 

물리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장하게 된다. 데이터 

장 시, 자료구조의 알고리즘 처리를 해서 시각 정

보 등을 업데이트 한다. 데이터 읽기의 경우 데이터 

기록과 유사하게 open 시스템 콜에서 얻은 fd를 이용

하여 자료구조에서 fd에 해당되는 세그먼트 노드를 

찾은 후, 물리 메모리 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들

이게 된다. 읽어 들인 데이터를 사용자 메모리 역으

로 달하여 공유 메모리 읽기 동작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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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유 메모리 커  모듈 메커니즘
Fig. 10 Kernel module mechanism for shared memory

Ⅳ. 실 험

구 된 공유 메모리 커  모듈 실험을 해서 

로세서 코어마다 리 스 운 체제를 탑재 하 으며, 

컴 일러는 ARM gcc, 리 스 커  버 은 2.6.28을 

이용하 으며, 일 시스템은 ramfs를 이용하 다.

그림 11은 로세서 코어별 버스를 이용하는 시스

템에서 공유 메모리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각 

로세서마다 운 체제가 탑재되는 AMP 멀티 코어 

방식을 이용 하 으며, 리 스 운 체제를 포  하

다. 표 3은 로세서 코어별 수행되는 운 체제의 메

모리 역을 나타낸다. 로세서 A에 해당하는 부분

이 그림 11의 왼쪽 화면이며, 로세서 B가 그림 11

의 오른쪽 화면이다. 재 사용되는 메모리는 

256MByte를 이용하 으며, 하나의 메모리를 이용하

여 두 운 체제가 동시에 수행 되도록 하기 해서 

상 와 하  메모리를 구분하 다. 따라서 로세서 

A는 DDR의 0x0 – 0x7fffffff 메모리 번지를 사용하

며, 로세서B는 0x08000000 – 0x0fffffff를 이용 하

도록 하 다. 그리고 시스템이 부 될 때, 낸드 래

시 메모리에서 운 체제 련 이미지를 해당 DDR 

메모리 역에 로드한다. 그러므로 로세서 A에서 

사용되는 IRQ  FIQ Stack은 128MByte이며, 로

세서 B는 오 셋 128MByte 이상의 메모리 주소로부

터 128MByte 메모리 역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각 

로세서에서 사용되는 커  이미지가 낸드 메모리

에서 커  역으로 정상 으로 로드되면, 표 3의 

DDR load 치로 각 PC 값을 이동하여 로세서마

다 자신의 운 체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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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듀얼 버스에서의 공유 메모리 테스트
Fig. 11 Shared memory test of dual-bus

로세서 A 로세서 B

IRQ Stack : 006fff7c IRQ Stack : 086fff7c

FIQ Stack : 006f7f7c FIQ Stack : 086f7f7c

DDR load : 0x8000 DDR load : 0x8008000

표 3. 로세서별 메모리 치 확인
Table 3. Verification of processor-specific 

memory address 

그림 11의 왼쪽 화면은 로세스에서 공유 메모리 

커  모듈를 이용하여 새롭게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아이디를 할당 받은 후, 해당 데이터 역에 데이터 

기록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오른쪽은 다른 로세서

의 로세스에 의해서 할당 받은 공유 메모리 아이

디를 이용하여, 해당 메모리 값을 읽어 들이는 과정

을 나타낸다.

그림 12의 시뮬 이션 화면은 로세서 A에서 데

이터를 공유 메모리 컨트롤러에 기록 후, 로세서 

B의 공유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기록된 데이터가 정

상 으로 읽기가 가능한지에 한 형을 나타낸다. 

1)은 system clock을 나타내며, 재 FPGA의 AHB

는 50Mhz를 이용한다. 그리고 2)는 chip select를 나

타내는데, 이용 인 상태이면 이 값은 high로 설정

되며, 그 지 않는 경우는 low로 설정된다. 4)는 

address를 나타내며, 이는 SRAM의 메모리 크기에 

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5)는 입력 데이터 클럭을 나

타내며, 마지막 6) 항목은 데이터 출력 클럭을 나타

낸다. 그림 13은 공유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 기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JKIECS, vol. 10, no. 5, 539-548, 2015

546

그림 13. 공유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 기 시뮬 이션 화면 
Fig. 13 Screen capture of shared memory control register initial simulation

그림 12. 로세서 A에 한 공유 메모리 컨트롤러 시뮬 이션 
Fig. 12 Simulation of shared memory controller for processor A

1)은 address[15:0] 비트를 사용한다. address는 데

이터를 기록할 메모리의 주소를 얻기 해서 사용되

며, 2)는 메모리 컨트롤 지스터의 클럭을 나타낸다. 

3)은 address에서 지정한 메모리 셀 역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4) 항목은 데이터를 기록하기  

enable 신호를 나타낸다. 3) 항목에서 0->0->1->2 

데이터 값이 데이터 라인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

다. 실제 데이터가 메모리 셀에 장되는 시 은 4)

의 PWRITE 신호가 active high가 되는 지 을 그림

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의 방법으로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 클럭 동기화를 통하여 데이터

가 정상 으로 장됨을 알 수 있다. 

표 4는 그림 13의 시뮬 이션에 한 주요 신호 

값을 나타낸다. 표 4의 5, 6 항목은 인터럽트를 나타

낸다. 로세서별로 버스를 가지는 듀얼 버스 구조에

서 로세서 사이의 공유 메모리를 이용할 경우 새

로운 데이터가 생성되었음을 알리기 해서 IRQ 이

용하 다. 5) 항목은 로세서 A에 한 인터럽트 

발생 유무를 나타내며, 6) 항목은 로세서 B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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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하여 응용 로그램에서 공유 메모리 커

 모듈을 이용하여,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 생성  

해당 메모리 역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정상 으로 

장하 다. 구 된 SRAM 방식의 공유 메모리 역

에 세그먼트 아이디를 알고 있는 다른 로세서의 

로세스가 해당 메모리 역의 데이터를 읽기, 쓰기

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item description

1 PADDR[15:0]

2 PCLK

3 PWDATA[31:0]

4 PWRITE

5 int_a

6 int_b

표 4. 메모리 컨트롤러의 주요 신호
Table 4. Main signal of memory controller

 

Ⅴ. 결 론

로세서 코어별 버스를 가지는 듀얼 버스 환경에

서 시스템 성능 향상을 하여 공유 메모리를 이용

하는 경우, 두 로세서에서 사용되는 물리 메모리 

주소가 다르게 되는 문제로 인하여 기존 운 체제에

서 제공해주는 공유 메모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논문에서는 2개의 버

스와 연결이 가능한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각 

로세서에서 공유 메모리로 이용 가능한 메모리 블

록을 추가하 다. 추가된 메모리 블록을 이용하여 공

유 메모리 구 을 해서 커  모듈을 구 하 다. 

운 체제에서 제공해주는 형식이 아닌 특성으로, 이

용 가능한 공유 메모리를 리하기 해서 새롭게 

리스트 형식의 자료구조를 구  하 다. 로세서 코

어마다 버스가 다른 구조에서 로세서 내부에 추가

한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두 로세서 사이에

서 데이터가 정상 으로 공유되었음을 실험을 통하

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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