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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임베디드 시스템

은 기능의 수행이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실시간 제약을 갖는다. 오늘날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유연하게 설계되어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쓰이는 기기들을 제어하는데 사

용된다[1-3]. 크기가 작은 임베디드 시스템은 스마트 

안경,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로 대표되는 사

물 인터넷(IoT)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4,5]. 이러한 응용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시

스템은 크기가 작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등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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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기능의 수행, 즉 높은 가동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우

며, 소프트웨어 코드의 크기와 성능에 민감하다는 특

징을 갖고 있다.

일시적인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의 정상적

인 수행이 지속되거나 주어진 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되는 시스템을 결함 감내 

시스템(Fault-tolerant system)이라 한다. 이러한 결

함 감내 시스템에서 결함을 복구 방법으로는 이중화 

시스템(Fault-tolerance by replication), 동작 지속

(No Single Point of Repair), 고장 분리(Fault Isol-

ation to the Failing Component), 고장 전파 억제

(Fault Containment) 기법 등이 있다[6,7]. 이러한 방

법들은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

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갖는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

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상용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높은 가동시

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와치독 타이머(WDG: Wa-

tchdog Timer)가 내장되어 있다[8,9]. STM32F4[10]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ARM사의 Cortex-M4[11] 코

어 기반의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임베디드 

프로세서로서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의 핵심요소

로 적용되고 있다. STM32F4는 시간 정밀도와 결함 

복원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두 개의 WDG인 

IWDG(Independent WDG)와 WWDG(Window WDG)

를 내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WDG는 주기적인 타이머로 동작되며 

완료되기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리셋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시스템이 일시적인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을 경우 WDG를 갱신하

는 루틴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이머의 주기에 도달하

게 되면 시스템을 리셋하여 시스템 초기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한다. 그러나 WDG 소프

트웨어를 적절히 구현하지 않으면 결함이 발생하였

을 때 복구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WDG를 갱신

하는 코드가 무한히 반복되고 소프트웨어 코드는 실

행되지 못하는 경우 WDG는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

에 결함을 감지하고 복구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STM32F4의 WDG를 사용했

을 때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

해서 특성이 다른 두 개의 WDG를 결합하여 사용하

도록 하여 빠르게 결함을 복구하면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복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동시

간 향상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소형 임베

디드 시스템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가동시간을 높이

는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WDG를 활용한 기존 연구

와 비교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브

리드 방식의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에 대해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

해 복구가 가능한지 실험을 통해 보이고 시스템의 

복구 성능에 영향을 주는 WDG 파라미터 값에 따른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

의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연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가동시간

을 높이는 관련 연구에서 [12]의 연구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 기반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응용을 수

행하기 위한 태스크 외에 대기 중인 있는 태스크를 

추가하여 수행 중인 태스크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대체하여 복구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시간 

시스템에서 한 태스크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태스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른 

태스크의 시간 제약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에 유휴시간을 

제공하여 오류가 발생한 태스크 대신 대기 중인 태스

크를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확장한 RM(Rate-

Monotonic)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하였다.이와 같이 

대기 중인 태스크를 추가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대

체하여 스케줄링하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CPU, 메모리 

등의 자원 면에서 오버헤드가 높은 단점이 존재한다.

[13]에서는 기존의 WDG의 하드웨어에서 너무 빨

리 시스템을 리셋 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준 WDG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리셋이 가능한 윈도우 기반 

WDG에서의 단점을 개선하여 하드웨어적으로 구현

한 순서화된 WDG (Sequenced WDG)를 제안하였

다. [14]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단일 WDG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태스크가 수행되는 실시간 운

영체제 기반의 시스템에서 다중의 WDG를 사용하여 

결함이 발생한 태스크를 추적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일 WDG를 사용하는 시

스템에서 해당 타이머가 오동작하는 경우에 이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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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WDG 자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WDG의 

WDG를 구현하는 기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5].

이와 같이 스케줄링 기법으로 가동시간을 향상 시

키는 연구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코

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이 제한된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14]는 표준과 윈도우 기반

의 WDG의 단점을 개선하는 점은 본 논문의 접근 

방법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단일 WDG를 제

안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상용 임베디드 프로세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3.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 기법
STM32F4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서로 다른 특성

을 갖는 IWDG(Independent Watchdog)와 WWDG

(Window Watchdog)을 탑재하고 있다[10].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두 WDG의 하이브리드 방식인 긴 꼬

리 와치독 타이머 기법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두 

WDG의 작동 원리와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짧은 

시간과 높은 복원력을 모두 만족하기 위한 결합 방법

을 제시한다.

3.1 IWDG(Independent Watchdog)
IWDG는 최대 180Mhz로 동작하는 프로세서의 코

어 클럭과 독립적인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32kHz 클

럭을 사용한다. IWDG는 프로세서 코어와 독립적으

로 동작하므로 코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16]. 일반적인 WDG과 같이 지정

된 주기에 대해 시스템 리셋을 수행되며 응용 프로그

램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만, 클럭의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에 결함을 감지하고 시스템을 리셋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Fig. 1의 IWDG 초기화 코드에서 IWDG_RLR로 

설정된 다운 카운터 값이 0으로 떨어지기 전에 카운

터가 재설정되지 않으면 IWDG는 프로세서 코어를 

리셋하게 된다. 예를 들어 IWDG_RLR이 10000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코드가 매 10000/(32kHz)

≒ 312ms 마다 IWDG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

이 리셋 되게 된다.

3.2 WWDG(Window Watchdog)
WWDG는 카운터 값이 0이 되면 프로세서 코어를 

리셋하는 기능은 IWDG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카

운터 값이 재설정될 수 있는 시점이 Fig. 2에서 설정

된 윈도우 값인 WWDG->CFR의 값 보다 작고 0x3f

보다 클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10,16]. 이러한 윈

도우 기반의 WWDG는 시스템 외부의 간섭이나 예

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의 결함을 감지하고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지정한 윈

도우의 값에 따라 카운터가 재설정 되어야 하는 시간

이 정해지므로 높은 시간 정밀도가 요구된다.

특히 WWDG는 소프트웨어가 카운터의 초기화가 

가능한 구간을 지난 이후인 0～0x3f 사이에 2단계의 

결함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Fig 3과 같이 WWDG

는 카운터 값이 0×40이 되는 순간 EWI(Early wake-

up interrupt)를 발생시켜 수행되던 응용 프로그램을 

정지하고 인터럽트에 호출된 WWDG_Interrupt 인

터럽트 핸들러에서 해당 카운터 구간에서 결함을 복

구하고 카운터 초기화하여 시스템이 리셋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3 IWDG와 WWDG이 결합된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
일반적인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은 Fig. 4(a)와 같

이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무한루프 내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단일 WDG가 최악의 경우 프로그

램의 수행 시간으로 주기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

void IWDG_Init(void) {

  IWDG->KR = 0x5555; // Enable write to PR, RLR

  IWDG->PR = IWDG_PR; // Init prescalar

  IWDG->RLR = IWDG_RLR; // Init RLR 

  IWDG->KR = 0xAAAA; // Reload the Watchdog

  IWDG->KR = 0xCCCC; // Start the Watchdog

}

Fig. 1. Initialization Process of Independent Watchdog 
(IWDG).

void WWDG_Init(void) {

  RCC->APB1ENR |= (1<<11); // Enable WWDG clock

  WWDG->CFR |= (3<<7); // Configure the WWDG prescalar

  WWDG->CFR |= 127; // Configure the WWDG refresh window

  WWDG->CR |= (1<<7); // Set the WWDG counter value and start 

  WWDG->CFR |= (1<<9); // Enable the Early wakeup interrupt

  WWDG->CR |= 126; // Refresh the WWDG counter

}

Fig. 2. Initialization Process of Window Watchdog 
(WW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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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는 최대 주기가 끝

나면 WDG은 이를 결함으로 감지하여 시스템 초기

화되어 복구된다.

IWDG를 사용하는 경우 Fig. 4(b)에서 볼 수 있듯

이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중에 발생한 결함으로 최악

의 경우에 허용되는 수행 시간 c를 지나고 한 클럭 

이후 IWDG가 결함을 감지하고 시스템을 리셋한다.

이때 32kHz의 클럭을 갖는 STM32F4의 경우 1/

(32kHz)≒32μs의 지연시간을 갖는다. 반면 WWDG

의 경우 80Mhz～180Mhz로 동작하는 클럭을 사용하

기 때문에 IWDG에 비해 최소 약 20000배의 시간 정

밀도를 갖는 결함 감지와 복구가 가능하다.

WWDG의 입력 클럭은 프로세서 코어와 공유된

다. 특히 입력 클럭은 주파수와 동작 여부를 소프트

웨어로 초기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화가 잘

못되면, 클럭의 작동이 중단되거나 엉뚱한 주기로 동

작할 수 있다. 즉, Fig. 5(a)의 응용 프로그램이 정상

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WWDG_Inter-

rupt 인터럽트 핸들러에 의해 결함을 감지하지 못하

기 때문에, Fig. 5(b)와 같이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실

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은 단일 WDG

를 사용하게 되는데, STM32F4 기반의 임베디드 시

스템을 개발할 때 IWDG 만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세

서 코어의 일시적인 결함에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이

에 따른 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된다. 반면 

WWDG 만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

리되지만 응용 프로그램이 무한루프에 빠져있는 경

우 결함을 감지하지 못해 복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Fig. 3. Window Watchdog timing diagram.

int main(void) {

   IWDG_Init();

   while (1) {

      // IWDG Reload counter

      IWDG_Reload();

      // Execute application cod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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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seudo code (b) Changes of counter values over time and event

Fig. 4. Typical IWDG operations in small-scale embedd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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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WDG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WWDG를 사용하여 결함의 감지와 복구

가 빠르게 가능하게 하고, WWDG가 실패하는 경우

에는 IWDG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한 주기가 

내에 결함을 감지하고 복구하는 방식인 긴 꼬리 와치

독 타이머(Long-tail Watchdog Timer)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된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 기법은 먼저 Fig.

6(a)과 같이 시스템이 초기화 될 때 서로 다른 주기를 

갖도록 초기화 된다. WWDG가 IWDG에 비해 훨씬 

빠른 클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WDG의 주기는 

응용 프로그램의 최악의 경우 수행시간인 c로 설정

되고, 응용 프로그램의 한 주기 내에서 프로그램 수

행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WWDG의 주기로 설정한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IWDG와 WWDG가 위와 같이 

정해진 주기를 갖도록 초기화되고 카운트다운을 시

작한다.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의 루프로 수행되고 루

프의 주기 내에 수시로 프로그램 수행 상태를 업데이

트한다. 올바른 수행 상태인지 검사하기 위한 룰 기

반의 assert() 기법 등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결함을 발견하면 상태를 갱신한다. WWDG의 카운

터 값이 0×40에 도달하게 되면 WWDG_Interrupt 인

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고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이 

중단된다. 만약 인터럽트 핸들러가 응용 프로그램이 

결함 상태일 경우에는 카운터 값을 초기화하지 않아 

WWDG에 의해 시스템이 리셋되도록 한다. 반대로 

응용 프로그램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카운

void WWDG_Interrupt(void) {

   // Refresh counter

}

int main(void) {

   WWDG_Init();

   while (1) {

      // Refresh counter

      // Execute application code

      ..

   }

}

(a) Pseudo code (b) Changes of counter values over time and event

Fig. 5. WWDG fails to reset the hardware upon an application failure.

void WWDG_Interrupt(void) {
   // Evaluate the condition of application 
   // If OK, then refresh WWDG counter
}
int main(void) {
   IWDG_Init();
   WWDG_Init();
   while (1) {
      // Reload IWDG counter
      // Refresh WWDG counter
      // Execute application code
      ..
      // Update condition of application & 
         reload IWDG count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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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seudo code (b) Changes of counter values over time and event

Fig. 6. Proposed Long-tail Watchdog Timer with an example to handle WWDG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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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값을 초기화하고 인터럽트 핸들러의 수행을 끝내

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WWDG는 응용 프로그램이 스스로 갱신하는 상

태 정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이 상태 

정보가 정상적인 수행 상태로 갱신된 상태에서 프로

그램의 결함으로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면 프로그램

은 더 이상 수행되지 못하지만 향후 호출되는 WWDG_

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는 마지막으로 보고된 수

행 상태만을 검사하고 결함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즉, 응용 프로그램은 계속 무한루프를 수행하고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는 결함을 감지

하지 못하고 계속 카운터를 초기화를 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 기법에서는 무한루프에 빠진 시스템

을 복구하도록 IWDG를 사용한다. Fig. 6(b)에서 응

용 프로그램이 (i+1)번째 주기를 수행하는 중에 무한

루프에 빠진 경우에도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설정

된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인 c 이후IWDG가 동작하

여 응용 프로그램의 한 주기가 완료되어야하는 시간

이 지났음에도 수행이 완료되지 못한 결함을 감지하

고 시스템을 리셋하여 복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안된 기법은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일시적인 계산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은 WWDG

에 의해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오류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함은 

IWDG에 의해 응용 프로그램의 다음 주기에는 복구

되도록 하여 향상된 가동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4.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가 다

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서 결함의 

감지와 복구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가상의 결함

을 주입하여 시스템의 복구 여부를 실험하였다. 또

한, 복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WDG의 설정 값인 

윈도우 크기와 카운터 크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

여 성능을 평가 하였다. 실험에는 Keil사의 MCBSTM

32F400 평가보드[17]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 

Fig. 7과 같이 WDG에 의한 리셋 발생, 응용프로그램

의 수행 여부,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 보드의 LED를 이용하여 표시하

도록 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제안된 기법 동작 여부를 

판별하였다.

4.1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 단계의 실험
제안된 기법에서 가장 첫 단계로 결함이 감지되는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동작 여부

를 실험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IWDG가 2초에 한 번씩 재설정이 되도록 설정하

고 WWDG의 윈도우 값과 다운 카운터를 일반적인 

경우인 127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응용 프

PH3 WWDG reset

PG6 WWDG_Interrupt

PG7 main() 

PG8 IWDG reset

PH2 while ()

  Fig. 7. Role of LEDs in the test scenarios.

1. Initialize IWDG per 2s
2. Initialize WWDG with 

window size 127 and
counter 127

<A finite loop>
3. Reload IWDG
4. Refresh WWDG

<An infinite loop>
5. Reload IWDG only

6. WWDG counter reaches to 0x40
7. WWDG_Interrupt called
8. Virtual fault is handled
9. Reset counter

Fig. 8. Recovery process in the WWDG_Interrupt interrupt 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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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수행 전반부에는 일정 시간 동안 IWDG와 

WWDG 모두 제 시간에 재설정하도록 하여 두 WDG

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후반부

에는 가상의 결함을 주입하기 위해서 무한루프를 통

해 IWDG의 카운터만 재설정하고 WWDG는 재설정

하지 않아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에 의

해 카운터를 재설정하여 WWDG의 작동 여부를 판

별하였다.

실험 결과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가 

작동하여 WWDG에 의한 리셋은 발생하지 않고 인

터럽트 핸들러 안에서 가상의 결함이 감지되어 복구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WWDG 타임아웃 단계의 실험
WWDG의 카운터 값이 0으로 수렴하여 WWDG

타임아웃 단계에서 결함의 복구 여부를 위한 실험은 

Fig. 9와 같다. 응용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WWDG의 

카운터가 0 × 40에 도달하여 WWDG_Interrupt 인터

럽트 핸들러가 호출되지만 인터럽트 핸들러 자체가 

문제가 있어 결함이 처리되지 않고 카운터가 초기화

되지 못하는 경우에 제안된 기법은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 설정하였던 WWDG 타이머에 의해 시스템 

리셋이 수행되어 시스템 초기화 상태로 복구되는 것

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4.3 IWDG 단계의 실험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루프가 결함으로 더 이

상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일 때 WWDG_Interrupt 인

터럽트 핸들러가 이 결함을 감지하지 못하면 WWDG

카운터가 0 × 40에 도달할 때마다 핸들러에 의해 카

운터가 초기화되어 WWDG에 의한 시스템 리셋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안된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가 

이러한 경우에도 결함의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Fig. 10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응용 프로그램이 

무한루프에 빠지고 동시에 WWDG_Interrupt 인터

럽트 핸들러가 결함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WWDG를 초기화하는 상황에도 긴 꼬리 와치독 타

이머는 프로그램 초기에 설정하였던 IWDG에 의해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루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감지하고 IWDG 카운터가 0에 도달하게 

1. Initialize IWDG per 2s
2. Initialize WWDG with 

window size 127 and
counter 127

<A finite loop>
3. Reload IWDG
4. Refresh WWDG

<An infinite loop>
5. Reload IWDG only

6. WWDG counter reaches to 0x40
7. WWDG_Interrupt called
8. Virtual fault is NOT handled

9. WWDG counter reaches to 040
10. WWDG enforces a hard reset

Fig. 9. Recovery process in the WWDG timeout.

1. Initialize IWDG per 2s
2. Initialize WWDG with 

window size 127 and
counter 127

<A finite loop>
3. Reload IWDG
4. Refresh WWDG

<An infinite loop>
5. Reload IWDG only
10. Program stops due to a failure

6. WWDG counter reaches to 0x40
7. WWDG_Interrupt called
8. Virtual fault is NOT detected
9. Refresh WWDG

11. IWDG counter reaches to 0
12. IWDG enforces a hard reset

Fig 10. Test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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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IWDG에 의해 시스템 리셋이 발생하고 결함을 

복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함 발생으로 인해 응용 프로그램이 무한루프에 

빠져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WWDG_

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는 응용 프로그램이 여전

히 수행 중이기 때문에 결함이라고 감지하기 못하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 시작 시에 초기화된 IWDG는 

응용 프로그램 및 WWDG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WWDG가 감지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결함을 

감지하고 시스템 리셋을 수행한다.

4.4 단일 WDG와 제안된 기법의 성능 비교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단일 WDG를 사용하는 경

우와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 주기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수행 상태를 매 33ms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1～100ms 사이의 임의의 시간에 가상의 결함을 주입

하여 (1) 33ms로 주기가 설정된 단일 WWDG를 사

용하는 경우 (2) 100ms로 주기가 설정된 단일 IWDG

를 사용하는 경우 (3) 본 논문의 긴 꼬리 와치독 타이

머를 (1),(2)의 설정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결

함의 주입 시점부터 복구가 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1의 실험 결과를 보면 (1)의 단일 WWDG를 

사용하는 경우 약 60%의 결함이 10ms 이내에 복구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30ms 이내에 91%의 결함이 

복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 WWDG를 사용하는 

경우 3.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지만 WWDG가 이를 감지하지 못해 결

함을 복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실험

에 약 9%의 결함이 감지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2)의 단일 IWDG를 사용하는 경우 (1)과는 달리 

모든 결함이 복구가 되지만, 50%의 결함이 90ms 이

후에 복구되어 WWDG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결

함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의 경우 WWDG가 결함 

감지에 실패한 경우 IWDG가 결함을 복구하기 때문

에 단일 IWDG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결함을 

복구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91%의 결함이 WWDG

에 의해 빠르게 복구되고 나머지 9%의 결함만이 

IWDG에 의해 70ms 이후에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빠르게 

결함을 복구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복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5 WWDG 파라미터 설정에 따른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긴 꼬리 와치독 타이머는 대

부분의 경우에 WWDG에 기반 하여 동작을 하게 되

고 WWDG가 정상적으로 결함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IWDG에 기반 하여 동작하게 된다. IWDG

의 경우 단순히 지정된 주기가 지나면 시스템을 리셋 

하는 방식이어서 결함의 검출 성능이 큰 의미가 없

다. 반면 WWDG는 IWDG와 다르게 카운터를 재설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고 인터럽트 핸들러에 

의해서 2단계에 걸쳐서 결함의 감지와 복구가 일어

나기 때문에 설정 파라미터인 윈도우 크기와 카운터 

값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이 얼마나 효과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 uC/OS-II 실시간 운영체제

[18,19] 환경에서 임의의 시간 제약을 갖는 태스크에 

대해서 가상의 결함을 갖도록 하고 UART를 통한 

통신 활동이 발생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소형 임베디

드 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을 수립하였다. 실험에서는 

WWDG에 의해 시스템 리셋이 발생할 때마다 UART

를 이용해 전달된 문자를 PC의 터미널에 출력하도록 

하고 1분 동안 WWDG가 수행된 횟수를 출력하게 

하였다.

4.5.1 카운터 값에 대한 실험

WWDG 카운터 값에 대한 실험에서는 윈도우 범

위 이외에서 리셋이 발생하지 않도록 윈도우 값을 

127로 고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카운터 값은 127
Fig. 11. Performance comparisons of WWDG, IWDG, and 

the propo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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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항상 작아야 하고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64(0 × 3f) 보다는 크다.

WWDG 카운터 값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12와 같

다.

Fig 11의 실험 결과에서 WWDG의 카운터 값이 

증가함에 따라 WWDG_Interrupt 인터럽트 핸들러

가 수행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좀 더 명확

히 표현하기 위해 WWDG 실행 횟수를 카운터 값에 

대한 환산 값(Normalized value)으로 변환한 결과 그 

비율이 더 급격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5.2 윈도우 값에 대한 실험

WWDG의 카운터가 재설정 될 수 있는 범위를 결

정하는 윈도우 값에 대한 실험에서는 마찬가지로 윈

도우 범위 이외의 값에서 카운터가 재설정되는 경우

를 배제하기 위해 카운터 값을 127로 고정하고 실험

하였다. 실험에서는 윈도우 값을 65에서 125까지 변

화시키면서 4.1절과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

험 결과는 Fig. 13과 같다. 실험 결과 윈도우의 범위

를 결정하는 윈도우 값의 변화에 대해 WWDG의 실

행 횟수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

다. 즉, 윈도우 값보다 카운터 값이 WWDG의 실행 

횟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이 일시적인 결함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한 경우에 시스템 리셋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 시킬 수 있는 와치독 타

이머에 대해서 와치독 타이머 자체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STM32F4 임베디드 프

로세서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서로 특성이 다른 

IWDG와 WWDG를 결함하여 사용하는 긴 꼬리 와

치독 타이머를 제안하였으며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 제안된 기법이 향상된 

가동시간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기법이 일반적인 경우에 주로 사용

하는 WWDG가 시간 제약성을 만족해야하는 실시간 

태스크에 대해 WWDG의 설정 파라미터인 카운터 

값과 카운터가 재설정 될 수 있는 윈도우 범위를 결

정하는 윈도우 값에 대한 WWDG 실행 횟수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시간적 결함이 있는 

태스크에서 카운터 값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가동시

간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검증과 성능 실험을 

위해 가상의 결함을 주입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에 탑재

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경우의 결함 상태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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