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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의 실시간 메커니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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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performance evaluation of real-time mechanisms for real-time embedded linux. First, we presents 
process for implementing open-source real-time embedded linux namely RTAI and Xenomai. These are real-time extensions to 
linux kernel and we implemented real-time embedded linux over the latest linux kernel. Measurements of executions of real-time 
mechanisms for each distribution are performed to give a quantitative comparison. Performance evaluations are conducted in 
kernel space about repeatability of periodic task, response time of Semaphore, FIFO, Mailbox and Message queue in terms of 
inter-task communication for each distribution. These rules can be helpful for deciding which real-time linux extension should 
be used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 real-time applications.

Keywords: real-time embedded linux, RTAI, Xenomai, real-time mechanism, ITC

Copyright© ICROS 2012

I. 서론

컴퓨터와 하드웨어의 발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새로운 제어장치와 정보기기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

용자 요구가 증가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운영체제

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능형 서비스 로

봇도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지능적 판단을 하여 원하는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잡한 소프트웨어 계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화되고 있다[1].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인간과 환경의 유기적인 처리를

위하여 실시간 제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범용 운

영체제인 윈도우즈와 리눅스 보다는 실시간 운영체제인

RTOS (Real-time Operating System)가 많이 사용되어진다. 
상용 RTOS인 VxWorks, Nucleus PLUS, QNX 및 LynxOS 등
은 실시간성에는 유용하나 특정 운영체제로의 기술 종속, 
고가의 초기 개발 비용이라는 단점을 갖는다[2].

상용 RTO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용의 운영체제

를 이용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리눅스 진영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 구현

방법은 리눅스 커널의 스케쥴러를 수정하여 정밀한 타이머

와 추가적인 쓰레드 동기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방법과

다중 운영체제 지원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1,3-5]. 전자는 주로 상용화된 제품

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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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ource project)로 진행되고 있다[6].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RTLinux에서 시작되었으나 상용화가 이루어지

면서 오픈 소스 진영에서 탈퇴하였다. 현재는 RTAI (the 
Real-time Application Interface for Linux)와 Xenomai가 대표

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리눅스의 실시간 확장 커널

이다[7,8]. 
RTAI는 1996년 이탈리아의 DIAPM (Dipartimento di 

Ingegneria Aerospaziale Politecnico di Milano) 연구소의 Paolo 
Mantegazza에 의해서 RTLinux 개념과 유사하게 시작되었다. 
현재는 ADEOS (Adaptive Domain Environment for Operating 
System)를 이용하고 있다[9]. 지원 프로세서로는 ARM, 
m68k, i386계열, x86, PowerPC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로젝트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술 지원

이 부족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Xenomai 역시 RTAI와 같이 개발되었으나 2005년 분리되

어 ADEOS를 이용하여 진행되었고 RTAI와는 다르게 다양

한 RTOS 포팅과 유지관리 측면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오픈

소스의 장점과 성능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실시간 운영체제로도 많이 활용되어 왔다[10-12]. 지
원 프로세서로는 ARM, Blackfin, Nios II, i64, PowerPC, x86, 
i386 등이 있으며, RTAI에 비하여 지속적인 패치가 이뤄지

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공개된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인 RTAI

와 Xenomai의 특징을 커널의 아키텍처 입장에서 분석하고

실시간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시간 메커니

즘의 시간적인 성능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신의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여 RTAI와 Xenomai 커널 구

현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현된 RTAI
와 Xenomai 환경에서 커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시

스템 구현을 실시간 메커니즘인 API의 성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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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TAI. (b) Xenomai.

그림 1. 실시간임베디드리눅스아키텍처.
Fig. 1. Real-time Embedded Linux Architecture.

실시간 시스템 구현의 기본이 되는 실시간 타스크의 주기

성을 분석하고, 실시간 메커니즘으로 타스크간 동기화와 통

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마포어(semaphore), 실시간

FIFO (First-In First Out), 메일박스(mailbox) 및 메시지큐

(message queue)의 시간적 성능을 분석한다.
실시간 메커니즘의 시간적 성능 분석은 실시간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타스크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RTOS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3]. 그러나

RTAI나 Xenomai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진행되면서 체계

적인 성능 분석 보다는 시스템의 확장성과 범용성 측면에

서 진행되어왔다. 성능 분석에 대한 연구로 시스템의 제어

성능과 인터럽트 처리에 대한 지연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

구가 발표되었다[14-16]. 그러나 실시간 시스템은 다중 타스

크로 구현되며 실시간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타스크간 통신

과 동기화 그리고 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진다[1]. 따라서 실

시간 메커니즘의 시간적 성능에 대한 연구는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신 커널을 이용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RTAI와 Xenomai에 대한 실시간 메

커니즘의 시간적 성능 비교는 최신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

여 실시간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다중 타

스크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이용하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유용한 연구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II 장에서는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 커

널 아키텍처와 실시간 API를 비교한다. 그리고 III 장에서

최신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여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 구

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IV 장에서는 II장에서 비교된

실시간 메커니즘의 실시간성을 커널 공간에서 측정하고 비

교한 결과를 기술한다.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RTAI와 Xenomai 아키텍처 및 API 비교 분석

1. 아키텍처 비교

RTAI에서 실시간 타스크를 위한 운영체제로는 리눅스가

사용된다. RTAI 최신 버전은 3.8.1로서 리눅스 커널 2.6.32
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발 툴로서 gcc-4.4.3을 지원하고

있다. Xenomai는 여러 종류의 실시간 인터페이스(real-time 
interface)를 구축할 수 있는 추상적인 RTOS 코어를 기반으

로 하는 실시간 개발 프레임워크(real-time development 
framework)이다. 최신 버전은 2.5.3이며 리눅스 커널 2.6.32
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아키텍처이다. 그림과 같

이 일반적으로 RTAI와 Xenomai는 범용 리눅스 커널과 실

시간 API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공유된

내용을 이용하고 있으나 하드웨어로 부터 인터럽트를 처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양간의 차이가 있다. 두 커널 모두

ADEOS를 이용한다[9].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ADEOS에서

처리된 후 논리적으로는 파이프 구조에 의하여 다른 컴포

넌트 즉 Linux, RTAI 또는 Xenomai로 전달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RTAI와 Xenomai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림 1(a)
와 같은 RTAI 구조에서는 모든 인터럽트를 ADEOS에서 처

리하는 것이 아니라 RTAI가 가로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인터럽트가 실시간 타스크를 동작

시키는 경우 ADEOS에 의한 인터럽트 처리에 따른 오버헤

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림 1(b)와 같이

인터럽트 구조가 단순화된 Xenomai는 일관성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럽트 지연에

대한 시간적 성능의 경우 RTAI가 Xenomai에 비하여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5].
2. API 비교

RTAI는 API 인터페이스로 모듈이 존재한다. 각 모듈에

존재하는 IPC (Inter-Process Communication)를 이용하여 실

시간 타스크를 구현하여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다. 특히

LXRT 즉 사용자 레벨에서 실시간 프로그램이 가능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 RTAI services functions. 
∙ LXRT module. 
∙ RTAI FIFO module 
∙ Inter-process communications. 
∙ Semaphores. 
∙ Mailbox functions 
∙ Message handling functions 
∙ Remote procedure call functions 
∙ Semaphore functions 
∙ Unified RTAI real-time memory management. 
∙ mini RTAI LXRT tasklets module

반면에 Xenomai에 있어서 Native API는 다른 스킨용

RTOS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표준 Xenomai에 제공

되는 커널 모듈 xeno_native에서 지원되며 커널 공간이나

사용자 공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기능

이 제공되며 실시간 시스템 구현에 사용되어 진다[17].

∙ 타스크 관리: 타스크 스케쥴링 및 관리하며 가장 낮은

우선순위는 1이며 99가 가장 높다.
∙ 타이밍 서비스: 워치독 타이머나 알람에 사용된다.
∙ 동기화 서비스: 세마포어, 뮤텍스, 이벤트 플래그 그룹이

제공되어 타스크간 동기화에 사용된다.
∙ 메시지 및 통신 서비스: 메시지 큐, 메모리 힙, 메시지

파이프가 존재하며 실시간 타스크 간이나 실시간 타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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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TAI 및Xenomai 메커니즘비교표.
Table 1. Mechanisms of RTAI and Xenomai.

RTAI API package Xenomai native API package
Semaphores Semaphores

Condition variables Condition variables
Mutexes Mutexes

Bits Event flag groups
FIFOs Message pipes

Message queues(PIOSIX) Message queues
Messages Message passing support

Shared Memory (shared) Heaps
Extended Mailboxes Message queues

와 비 실시간 타스크 간의 정보 교환에 사용된다.
∙ 디바이스 I/O 처리: 실시간 I/O 처리를 위하여 RTDM 

(Real- Time Device Module)이 제공된다.
∙ 레지스트리 지원: 사용자 공간에서 실시간 메커니즘을

위한 객체 생성에 활용된다.

표 1은 RTAI와 Xenomai를 이용할 경우 프로그래밍 인터

페이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API를 비교하였다[17].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실시간 메커니즘을 모두 지원

함을 알 수 있다.

III.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 구현

RTAI와 Xenomai는 실시간 운영체제가 아닌 실시간 타스

크를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따라서 RTAI나 Xenomai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최신의 리눅스

를 이용하여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를 구현하는 것은 사

용되는 도구(tool chain)의 호환성 유지와 단계별 처리 과정

의 복잡함으로 일반 사용자가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호환성 검토와 실험을 통하여 아래와 같

은 개발 환경에서 최신 리눅스 커널을 활용하여 RTAI와
Xenomai를 구현하였다.

∙ Ubuntu 10.04 LTS
∙ Intel Core2 Duo CPU E8400 @ 3.00GHz
∙ kernel 2.6.32.11
∙ gcc-4.4.3

1. RTAI

RTAI를 패치하기 전에 커널 컴파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다.
∙ build-essential
∙ kernel-package
∙ libncurses5-dev
패키지 설치 후 RTAI에서 지원하는 커널 중 가장 최신

커널인 2.6.32.11과 RTAI-3.8.1을 다운 받아 설치하고 버전

에 독립적인 도구의 호환성을 위하여 소프트 링크를 지정

한다.
# cd /usr/src
# tar xvfj linux-2.6.32.11.tar.bz2
# ln -s linux-2.6.32.11 linux 
# tar xvfj rtai-3.8.1.tar.bz2

# ln -s rtai-3.8.1 rtai
RTAI는 표준 리눅스 커널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는 우분투(ubuntu)의 커

널 사용할 경우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Vanilla 커널을 사용한다.
# cd /usr/src/linux
# patch -p1 < /usr/src/rtai/base/arch/x86/patches/hal-linux-2.6. 

32.11-x86-2.6-03.patch
커널에 RTAI 패치를 적용 후 필요에 맞게 커널 설정을

한다. 일반적인 커널 설정이 매우 복잡함으로 아래와 같이

현재 개발 환경인 우분투의 설정을 가져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야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 cp /boot/config-2.6.32-28-generic /usr/src/linux
# make oldconfig
# make menuconfig
RT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설정이 필요한데

연구를 통하여 각 메뉴에서 필요한 설정을 나타내었다.
∙ General setup

- Prompt for development and/or incomplete code/ 
drivers ⇒ "y"

∙ Enable loadable module support
- Enable module support ⇒ "y"
- Module unloading ⇒ "y"
- Module versioning support ⇒ "n"

∙ Processor type and features
- Preemption Model ⇒ Voluntary Kernel Preemption 

(Desktop)
- Processor family

∙ Power Management options
- CPU Frequency scaling ⇒ "n"

그 외의 설정은 개발 환경에 따라 설정해 주면된다. 그
리고 다음과 같이 커널 컴파일과 모듈을 설치한다.

# make
# make modules_install
# make install
# update-grub
커널 컴파일이 끝나면 부트로더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후 부팅메뉴가 항상 보이도록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하여야

한다. 이후 부트로더를 업데이트 하고 리부팅하여 RTAI로
패치된 커널로 부팅하여야 한다.

# vi /etc/default/grub
GRUB_HIDDEN_TIMEOUT=0을 주석처리

# update-grub
# shutdown -r now
RTAI가 패치 된 커널로 부팅 후 그래픽 화면에서 실시

간 메커니즘 모듈을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 cd /usr/src/rtai
# make menuconfig
본 논문에서는 성능 분석에 이용할 FIFO, 세마포어, 메

일박스를 모듈 형태로 설정하였다. 다른 필요한 설정을 완

료 후 RTAI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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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기적타스크구조.
Fig. 2. Periodic task structure.

표 2. Periodic Task의실험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eriodic Task.

최상 [ns] 최악 [ns] 평균 [ns]
RTAI 64 38890 15878

Xenomai 21 42426 8269

∙ Supported services
- Fifo ⇒ "m"
- Semaphores ⇒ "m"
- Mailboxes ⇒ "m"

2. Xenomai

RTAI와 동일한 커널 사용을 위해 리눅스 커널 2.6.32를
지원하는 xenomai-2.5.3을 다운 받아 이용한다. 기본적인 구

현 과정은 RTAI와 동일하다.
# cd /usr/src
# tar xvfj linux-2.6.32.11.tar.bz2
# ln -s linux-2.6.32.11 linux
# tar xvfj xenomai-2.5.3.tar.bz2
# ln -s xenomai-2.5.3 xenomai
Xenomai도 RTAI와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분석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Vanilla 커널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패치 쉘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다.
# cd /usr/src/xenomai
# scripts/prepare-kernel.sh --arch=x86 --adeos=/usr/src/xenom

ai/ksrc/arch/x86/patches/adeos-ipipe-2.6.32.11-x86-2.6-03.patch --
linux=/usr/src/linux 

패치 후 RTAI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분투 리눅

스 설정을 이용하여 커널을 설정한다.
# cp /boot/config-2.6.32-28-generic /usr/src/linux
# make oldconfig
# make menuconfig
Xenomai는 x86에 패치 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

려진 다음과 같은 설정을 disable 시켜야 한다. 
∙ CONFIG_CPU_FREQ
∙ CONFIG_APM
∙ CONFIG_ACPI_PROCESSOR
∙ CONFIG_INTEL_IDLE
∙ CONFIG_INPUT_PCSPKR
∙ CONFIG_PCI_MSI
∙ CONFIG_CC_STACKPROTECTOR
위의 설정이 끝난 후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메커

니즘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한다.
∙ Real-time sub-system → interfaces → Native API

- Message pipes ⇒ "y"
- Counting semaphores ⇒ "y"
- Message queues ⇒ "y"

컴파일 완료 후 부트로더를 업데이트 한다. 그 뒤 부팅

메뉴에서 패치 된 Xenomai 커널로 리부팅을 하여 다음 경

로로 이동한 후 설치를 마무리 한다.
# cd /usr/src/xenomai
# ./configure
# make
# make install

IV. 성능 분석

실시간 시스템 구현은 표 1에 나타낸 실시간 메커니즘을

이용하며 실시간 타스크 간에 데이터 전달이나 동기화 등

을 구현한다. 따라서 실시간 메커니즘에 대한 응답시간은

실시간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평가 기

준이 된다. 이와 같은 실시간 메커니즘의 응답시간에 대한

연구는 상용 RTOS에서 많이 진행되었다[13]. 그러나 실시

간 임베디드 리눅스에서는 인터럽트 지연시간에 대한 연구

는 진행되었으나 실시간 메커니즘의 시간적 성능에 대하여

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15,16]. 실시간 타스크의 최악의 수

행 시간 분석과 시간의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 성능

을 보장하여야 하는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시간적 응답 특

성은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커널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

다. 또한 실험의 용이성을 위하여 모듈 구조를 이용하여 구

현하였다. 그리고 모든 성능 분석은 커널 메시지 함수를 이

용하여 수행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데이터 처

리에 따른 지연 시간을 배제하였다. 또한 스케쥴링에 의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의 모듈을 커널에 구동

하여 실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행하여도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능의

비교를 파악할 수 있도록 50번의 실험을 반복하였다. 이 이

상을 진행하는 것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실제 최악의

실행 시간 분석은 실시간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도 매우 어

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의 운영체제로서 두 개의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의 성능

분석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결과를 이용하여 실

시간 시스템에서 다중 타스크를 구현할 경우 가장 적절한

실시간 메커니즘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기적 타스크의 주기성

커널 공간에서 그림 2와 같은 50 ms 주기를 갖는 함수

의 주기성에 대한 성능분석을 위하여 총 50번 반복 수행하

여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RTOS의 경우 10 
ms를 기본으로 하여 이에 정수배의 주기로 실시간 타스크

를 구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타스크의 경우 50 ms가 많이

활용되기 떄문에 이를 중심으로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는 설정한 주기 50 ms에서 실제 타

스크의 주기성의 오차에 대한 결과로 RTAI의 경우 오차의

평균이 15878 ns 만큼 발생하였고, Xenomai의 경우에는

8269 ns 만큼의 평균 오차가 발생하였다. 위의 결과로 보면

Xenomai가 RTAI보다 약 2배 가까이 정확한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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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마포어분석을위한타스크구조.
Fig. 3. Task structure for Semaphore evaluation.

표 3. Semaphore의실험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emaphore.

최상 [ns] 최악 [ns] 평균 [ns]
RTAI 1300 2942 2034

Xenomai 1027 2244 1416

2. 세마포어(semaphore)

세마포어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실시간

타스크를 구현하였다. 커널 공간에서 Task1과 Task2가 동작

하며 Task1은 50 ms 주기적 타스크이며 세마포어를 양도한

다. Task2는 세마포어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Task1이 세마포어가 양도되면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즉

Task2는 세마포어를 통하여 Task1과 동일하게 50 ms로 동

기화 되고 있다. 성능 분석은 Task1이 세마포어를 양도한

시점부터 Task2가 세마포어를 획득한 시점까지 걸린 시간

을 체크하였다. 이번 연구 역시 총 50번 반복 수행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세마포어의 경우에도 Xenomai가 RTAI에 비하여 비교적

더 빠른 타스크 전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FIFO

그림 4는 커널 공간의 50 ms의 주기적인 RT_Task에서

FIFO를 통하여 사용자 공간의 타스크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다시 사용자 공간에서 커널 공간의 타스크로 데이터를 전

달하는 구조이다. 
FIFO는 읽기와 쓰기를 모두 지원하는 모드(O_RDWR)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양방향 자료 전송을 위해 두 개의 FIFO
를 사용하였다. 또한 성능 분석을 위해 RT_Task에서 데이

터를 전달하고 다시 받는데 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Xenomai의 경우 FIFO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시지

파이프(message pipe)로 정의 되어 있다.

그림 4. FIFO 분석을위한타스크구조.
Fig. 4. Task structure for FIFO evaluation.

표 4. FIFO의실험결과.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of the FIFO.

최상 [ns] 최악 [ns] 평균 [ns]
RTAI 798 1259 973

Xenomai 1079 1615 1289

그림 5. Mailbox & Message queue 분석을위한타스크구조.
Fig. 5. Task structure for Mailbox & Message queue evaluation.

표 5. 메일박스와메시지큐의실험결과.
Table 5. Experimental results of the Mailbox and Message queue.

최상 [ns] 최악 [ns] 평균 [ns]
RTAI Mailbox 5430 10747 7090

Xenomai
Message queue 3189 5707 3737

표 4의 실험 결과를 보면 50번의 실험에 대하여 RTAI에
서 제공하는 실시간 FIFO가 Xenomai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파이프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커널 공간

과 사용자 공간의 타스크 간의 데이터 전송에서는 RTAI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4. 메일박스와 메시지큐(mailbox & message queue)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메일박스와 메시지큐의 경우 표

1과 같이 RTAI에는 메일박스가 제공되나 Xenomai는 메시

지큐만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능 분석을 RTAI
에서는 메일박스로 그리고 Xenomai에서는 메시지큐를 이용

하여 그림 5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에 사용

되는 실시간 메커니즘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50 ms의 주기를 갖는 Task1이 메일박스나 메시

지큐에 메시지를 보내면 데이터를 기다리던 Task2가 메일

박스나 메시지큐에서 메시지를 읽어온다. 따라서 데이터 전

송에 의하여 Task2는 50 ms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며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Task2가 다시 메일박스나 메시

지큐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Task1이 데이터를 받아온다. 실
험은 Task1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부터 Task2가 받은 메시

지를 다시 Task1에 보내서 다시 받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일박스에 비하여 메시지큐가 데이터 전송에 우수한

시간적 반응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메일박스는

1:1의 타스크에 전역 변수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되

며 메시지큐는 N:1의 타스크 구조의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시간적 성능의 분

석은 실시간 시스템 구현에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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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의 성능은 많은 연구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상용의 RTOS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결과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실시간 메커니즘의 경우 실제적

인 API 수행 시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일
반적으로 상용 RTOS는 모든 API에 대하여 최악의 성능 시

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최악

조건에서 실시간 실행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한다. 그러나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의 경우 오픈 소스로

개발됨에 따라 계속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인 RTAI와

Xenomai의 활용을 위하여 최신 커널을 이용한 실시간 리눅

스 확장 과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RTAI와 Xenomai에 대하

여 타스크 관리의 기본적인 성능인 주기성에 대한 성능 분

석 그리고 타스크 동기화를 위한 세마포어의 실시간 성능

분석과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FIFO에 대한 성능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타스크

간의 정보 교환에 사용된 메일박스, 메시지큐의 실시간 성

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시간 메커니즘의 시간적 성능 분석은 실시간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타스크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

스를 이용하여 지능형 서비스 로봇 등의 실시간 시스템 설

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매우 유

용한 정보이며, 향후 사용자 공간에서의 실시간성 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능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실시간 메커니즘을 구현한다면 최적의 실시

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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