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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군용장비의 첨단화가 가속됨에 따라 장비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검장비 역할이 요해

지고 있다. 부분 검장비가 개발 편의성,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서 도우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도우 기반 검장비가 실시간성을 제공하지 않아 이기종간의 데이터 통신에 한 주기를 만족해주지 못

하는 단 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가의 상용 솔루션을 이용하여 도우 기반의 검장

비에 실시간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가의 상용 솔루션을 체하는 실시간 이식 커 인 

RTiK-MP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검장비 소 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성능을 검증하기 

해 고속으로 통신하는 유도탄과 연동시험을 통해서 실시간성과 데이터 정확성을 측정하고 이를 검증하

다.

 
■ 중심어 :∣실시간 운영체제∣점검장비∣실시간 통신∣
Abstract

As the recent advancement of military equipment has been accelerated,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act as an inspection device that verifies the performance of equipment in real time. 

Most of the inspection equipments were developed on the Windows OS based system. 

considering development convenience and development period. However, sice the data 

communication between these models occurs asynchronously,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real-time performance of the window-based inspection equiment. To solve 

these problems, we use real-time commercial solutions to guarantee the real-time performance 

of Windows-based inspection equip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inspection equipment software based on Real-Time implanted Kernel-Multi 

Processor (RTiK-MP) operating in Windows environment. In addition, real-time performance 

data accuracy was measured through a high-speed communication tool and interlocking test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inspection device based on the real-time porting kernel.

■ keyword :∣Real-Time Operating System∣Device Driver∣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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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군용장비의 첨단화가 가속됨에 따라 장비의 성

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검장비의 역할이 요해지

고 있다. 즉,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첨단 군용장비

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검장비의 실

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시간성(Real-Time)이란 

정확한 주기에 정해진 일을 수행해야 하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러한 실

시간성의 지원여부는 운 체제에 종속 으로 결정된

다. 재 운용되고 있는 검장비의 부분이 개발자의 

편의성과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확장성때문에 

범용 운 체제인 리 스나 도우 기반으로 개발되었

다[2][3]. 하지만 최근에는 리 스 기반의 검장비보다 

개발 기간과 편의성 그리고 개발 환경 등에서 사용자에

게 우수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우 기반의 검장비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2][4]. 도우는 편리한 개발환

경  GUI 지원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지만 라운드로

빈 스 링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는 이 기종 컴퓨터 간의 데

이터 통신을 수행할 때, 세 한 주기를 지원하지 않아 

주기 오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 손실이 발생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도우에서는 

RTX나 INtime과 같은 고가의 서드 티 상용 솔루션을 

구입한 후 구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복잡도  비용

이 상승하게 된다[5][6].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 x86 기반의 

도우에 실시간성을 제공하는 RTiK-MP(Real-Time 

implanted Kernel for Windows Multi-Processor)가 연

구되었다. RTiK-MP는 도우와 독립 이며 주기

인 타이머를 갖는 인터럽트를 통해 실시간성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한 태스크  이벤트 리를 통해 실

시간성을 제공할 수 있다[7]. 하지만 실시간 이식 커

인 RTiK-MP의 기본 인 태스크 수행 성능은 연구실 

환경에서 검증되었으나 실제 산업환경에서 RTiK-MP

의 태스크 수행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연구로 

RTiK-MP와 RTX, INtime  검장비를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실시간 검장비 소 트웨어에 한 설계  

성능검증 방안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설계한 소 트웨

어에 한 성능 검증 실험을 한 방법을 설명하고 이

를 통한 실험 결과를 기술하며,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를 통해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1. RTiK-MP 

x86기반의 멀티코어 환경에서 도우에서 실시간성

을 제공하는 RTiK-MP는 [그림 1]과 같이 디바이스 드

라이버 형태로 이식되어 도우 커  자원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 RTiK-MP가 설치된 윈도우 운영체제 구성도

그림 2. RTiK-MP의 인터럽트 처리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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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K-MP Kernel Extension은 도우의 커 과 디

바이스 역에 드라이버 형태로 확장  이식된다. 확

장된 RTiK-MP Kernel Extension은 RTiK-MP 

Real-Time HAL(Hardware Abstraction Layer)를 통

해서 x86 멀티코어 로세서와 실시간 쓰 드

(RTiK-MP Process)를 근하고 리한다. 한 

RTiK-MP API를 통해서 실시간 쓰 드와 RTiK-MP

의 커 을 제어할 수 있다[6][7]. 

RTiK-MP는 도우에 실시간 처리 기능을 제공하기 

하여 로컬 APIC를 이용해 도우와는 독립 인 타이

머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RTiK-MP는 BSP(Boot Strap Processor)가 아닌 

AP(Application Processor)의 로컬 APIC를 이용하여 

도우와는 독립 인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실

시간 쓰 드의 주기 인 동작을 보장한다. 로컬 APIC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AP의 IDT(Interrupt 

Descriptor Table)에 인덱스 역할을 하는 백터(Vector)

를 통해 IDT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럽트 핸들러로 분기

하게 된다. 이때 수행되는 핸들러는 인터럽트의 지연시

간을 최소화시키기 해 지연처리함수(Deferred 

Procedure Call, DPC) Queue에 등록된다. 인터럽트 핸

들러가 완료되고, IRQL(Interrupt Request Level)값이 

Dispatch 벨이 되면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등록된 핸

들러를 Dispatcher가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RTiK-MP는 도우에서 실시간 처리 기능을 제

공한다.

III. 실시간 점검장비 소프트웨어 설계 및 성능 

   검증 방안

1. 실시간 점검장비 설계 및 검증방안

새롭게 개발되는 유도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서는 검장비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우 기반의 검장비는 별도의 솔루션 없이 실시간

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해 RTiK-MP

를 이용해서 검장비에 실시간성을 부여했다. 본 장에

서는 TCP/IP 데이터 통신 기반의 검장비 소 트웨어 

설계  구 방법에 해서 기술하겠다. 

우선 TCP/IP란 네트워크 송 로토콜로 서로 다른 

운 체제를 쓰는 이 기종 컴퓨터 간에도 데이터를 송

할 수 있어서 데이터 송을 한 표  로토콜로 쓰

이고 있다. 이런 TCP/IP 통신 방법에는 TCP[8]와 

UDP[9]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연결성 로토콜과 비

연결성 로토콜로 구분할 수 있다. UDP는 비연결성 

로토콜로써 별도의 통신 세션에 한 속을 설정하

지 않고,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최근 유도무기와 검장비 간의 데이터 통신

에 많이 이용되는 추세이다[10-12].

 

그림 3. 점검장비의 통신 구조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구 한 검장비와 시뮬 이

터간의 소 트웨어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검장비

는 도우 기반에 RTiK-MP를 용해서 구 하 다. 

검장비는 최종 으로 유도무기와 실시간 데이터 통

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해 우선 으로 시뮬 이

터와 검장비를 연결한 후 검장비의 성능을 1차

으로 검증하 다. 시뮬 이터를 통해서 1차 으로 성능

을 검증한 이유는 잘못된 통신 로토콜로 인해 유도무

기에 향을 주지 않고, 검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해서다. 

본 장의 2 에서 검장비를 한 기능 요구사항을 

밝히고, 3 에서는 검장비에 한 설계  구  사항

을 설명한다.  

 

2. 실시간 점검장비의 기능 요구사항 분석

2.1 태스크 지원 요구사항

검장비는 여러개의 송/수신 채 을 이용하여 데이

터를 유도무기와 주고 받는다. 검장비는 다  통신 

데이터  내부 명령 처리를 해 다수의 태스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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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각 태스크는 정해진 주기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검장비는 총 10개의 

요 통신 태스크가 동작하게 된다. 

[표 1]은 검장비에서 사용하는 주요 태스크를 나타

낸 것이다. 5개의 송/수신 채 을 이용하기 한 태스크

를 나열하고 있으며, 5ms의 주기마다 송신 태스크가 

상 기기에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1ms의 주기마

다 상 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태스크의 정확한 주기를 지

키기 해 실시간성이 요구된다. 

2.2 통신 요구사항 

기존 개발된 RTiK-MP는 RS-232 통신  LAN 통

신을 이용하여 도우에 실시간성을 제공하 다. 하지

만 LAN 통신에서 사용된 TCP 통신은 연결지향 방식

으로 통신을 한 “연결-송신-송신확인-재 송“ 단계

를 거치기 때문에 작은 단 의 주기를 가지는 반복되는 

통신에서는 태스크가 호출되어도 통신을 한 주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RTiK-MP의 LAN 통신에 UDP 통신 기능

을 추가 구 하 다. 이를 기반으로 검장비는 비연결

성 로토콜인 UDP를 통해서 통신 주기를 만족하는고

속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3. 실시간 점검장비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새롭게 개발되는 유도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검장비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검장비는 도우 운 체제에 RTiK-MP를 

이용하여 실시간성을 부여했다. 본 장에서는 TCP/IP 

데이터 통신 기반의 검장비 소 트웨어 설계  구

방법에 해서 기술한다. 검장비는 [그림 4]와 같은 

구조로 설계  구 되었다. 

검장비는 RTiK-MP를 사용하기 기화, 로세스 

생성, 로세스 제어함수를 순차 으로 호출한다. [그

림 5]는 RTiK–MP가 로세스를 다 으로 생성한 후 

각 로세스를 이벤트 핸들러에 등록시키는 과정을 확

인할 수 있다. 생성된 로세스는 유도무기와 다 채

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 점검장비 소프트웨어 구조

그림 5. 다중채널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쓰레드 생성 

그림 6. 데이터 처리 및 통신 계층 관련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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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기 개수 비고

송신 태스크 5ms 5개
5채널 통신

수신 태스크 1ms 5개

표 1. 점검장비에서 사용하는 주요 태스크

검장비는 [그림 6]의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

신, 처리, 출력 기능을 수행한다. 즉, 유도무기로부터 데

이터를 수신한 검장비의 RTiK-MP 로세스는 검

장비 데이터 통신함수에 달한다. 검장비 데이터 통

신함수는 수신한 데이터를 구조체에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를 구조체에 복사한 후 데이터 수신/

분석함수에 달한다. 데이터 수신/분석함수는 데이터

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데이터 헤더를 분석해서 검장

비와 유도무기 간의 통신 로토콜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  분류한 후 검데이터 출력함수를 통해서 사용

자에게 출력된다. 한 검장비는 유도무기를 제어  

모의하기 해서 유모무기 제어/모의함수를 통해서 송

신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는 데이터 송신/분

석함수를 통해서 무결성을 검증하고, 통신 로토콜 기

반으로 데이터 헤더를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데이터는 

검장비 데이터 통신함수를 통해서 구조체에 복사한

다. 복사된 데이터는 RTiK-MP 로세스를 통해서 유

도무기에 달된다. 

IV. 성능검증 실험

1. 성능검증 방법 및 성능검증 과정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RTiK-MP는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연구실 환경에서 통신의 주기를 CPU 

카운터 값을 측정해서 통신수행 시간을 측정하 다. 즉, 

VxWorks, RTX, INTime 이 용된 다른 실시간 장비

와 통신을 수행하면서 성능을 측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유도무기와 

RTiK-MP 가 용된 검장비를 연동해서 실시간 성

능을 측정하고 분석하 다. 

우선 으로 데이터 수신 성능을 확인하기 해 두 가

지 단계로 실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 단계는 유도무

기 시뮬 이터와 연동해서 검장비의 성능을 1차 으

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안정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

인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유도무기와의 연동을 통한 

성능 검증을 수행하 다. 

2. 시뮬레이터 기반 성능측정

본 장에서는 유도무기 시뮬 이터 소 트웨어와 연

동해서 성능을 검증했다. 실험환경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시뮬레이터 기반 성능측정 구성도

설정장비 설정항목 설정값

점검장비

데이터 송신주기 5ms

데이터 수신주기 1ms

송신 패킷 크기 1500 byte

쓰레드 갯수
Tx : 5 개
Rx : 5 개

실시간성 지원 지원

시뮬레이터

데이터 송신주기 5ms

송신 패킷 크기 1500 byte

실시간성 지원 지원 불가

표 2. 시뮬레이터 기반 성능측정 환경

[그림 7]과 같이 실험환경을 구성하 다. 검장비와 

시뮬 이터의 데이터 통신환경은 [표 2]와 같이 설정하

다. 검장비는 5ms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 5개의 

채 과 1ms마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5개의 채 을 동작

시킨 후 시뮬 이터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단, 시

뮬 이터는 일정한 주기마다 인덱스 값이 입력된 패킷 

5만개를 순차 으로 송신하게 된다. 이를 총 4차례 반

복한 후 검장비에 기록된 로그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는 [표 3]과 [표 4]와 같다. 

시뮬 이터 기반의 검장비에 한 실시간 성능을 

분석한 결과 최  송신 주기와 최소 송신주기의 오차가 

0.1ms 차이가 나며, 5만개의 패킷을 송신하는 동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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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장비 설정 수신률
1차 실험 데이터 저장 100 %

2차 실험 데이터 저장 100 %

3차 실험 데이터 저장/출력 100 %

4차 실험 데이터 저장/출력 100 %

표 4. 시뮬레이터 기반의 점검장비 수신 성능 검증

편차가 0.01ms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

주기에 향을 주지 않는 범 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고, 통신에 한 실시간 주기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 검장비는 총 4차례 실험을 반

복하면서 시뮬 이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장기

능과 출력기능을 선택 으로 수행한 결과 5만개의 패

킷을 100%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패킷 

송에 한 락이 없는 실시간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항목 측정값
데이터 송신 평균 주기 5.00 ms

데이터 송신 최대 주기 5.07 ms

데이터 송신 최소 주기 4.91 ms

데이터 송신 표준 편차 0.01 ms

표 3. 시뮬레이터 기반의 점검장비 송신 성능 검증

3. 실제 유도무기 기반 성능측정 

앞서 실험한 시뮬 이터 기반으로 검장비의 성능

을 검증하 으나 송수신 주기가 일반 인 도우 타이

머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주기라고 단되어 실

제 유도무기와 연동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한 성

능을 측정하 다. 

그림 8. 유도무기 기반 성능측정 구성도 

[그림 8]은 유도무기 기반 성능측정에 한 구성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실제 유도 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성

능 측정을 해서 시뮬 이터 장비와는 다르게 유도무

기와의 통신을 한 용선을 사용하 다. 이를 switch

를 통해서 검장비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표 5]는 유도무기 기반의 검장비 성능을 측

정하기 한 환경에 한 구성을 나타낸 표이다. 기존 

시뮬 이터와의 차이 은 시뮬 이터를 활용한 통신 

주기에서 5ms의 주기로 통신을 실시하 으나, 본 실험

에서는 1ms의 통신 주기를 사용하 다. 짧아진 송주

기로 인해 데이터량이 약 5배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검장비의 데이터 수신  처리 역의 부하가 증가하

게 된다. 이는 실제 유도무기 검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이며 검장비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해야한다. 한 RTiK-MP를 용한 검장비와 

도우 타이머를 용한 검장비 간의 실시간 성능을 

비교하 다.

설정장비 설정항목 설정값

점검장비

데이터 송신주기 비주기

데이터 수신주기 1ms

송신 패킷 크기 1500 byte

쓰레드 갯수
Tx : 5 개
Rx : 5 개

실시간성 지원 지원

유도무기

데이터 송신주기 1ms

송신 패킷 크기 1500 byte

실시간성 지원 지원

표 5. 유도무기 기반 성능측정 환경

구분 검장비 설정 수신률
1차 실험 데이터 저장 99.635 %

2차 실험 데이터 저장 98.892 %

3차 실험 데이터 저장 99.532 %

4차 실험 데이터 저장 99.357 %

5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1개 재생 89.885 %

6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1개 재생 92.988 %

7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1개 재생 92.953 %

표 6. 윈도우 타이머 기반의 점검장비 실시간 수신 성능

[표 6]는 도우 타이머 기반의 검장비에서 수신 

성능을 측정한 것이다. 실험은 총 7차 실험까지 진행하

으며 수신된 패킷을 장하는 기본 인 측정과 동

상 재생을 통해 시스템에 부하를 주면서 패킷을 장하

는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측정결과를 보면 

도우 타이머 기반의 검장비는 데이터 장만 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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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데이터 평균 장률이 99.353%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도무기를 검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

간이 약 30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유도무기에서 송신하

는 데이터의 갯수는 약 180만개이다. 이  0.647% 데

이터가 손실되었을 경우 락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약 

12000개정도이다. 부분의 유도무기의 요 신호들의 

동작시간이 짧게는 100ms, 길게는 500ms 동작하기 때

문에 12000개의 데이터가 락되었다는 것은 유도무기

의 성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

다.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RTiK-MP 기반의 검장비

의 수신 성능을 측정하 다. 실험은 총 15차까지 진행

하 다. [표 7]를 보면 데이터 장만 하는 환경에서는 

모든 패킷을 놓치지 않고 100% 수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수 있는 동 상 

재생을 진행할 때, 임의의 상황에서 0.01% 패킷이 손실

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실험을 통해서 도우 기반의 

검장비보다 RTiK-MP 기반의 검장비의 실시간 성

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신한 

데이터를 즉시 화면에 출력할 경우에는 평균 수신률이 

30%인 것으로 보아 RTiK-MP는 시스템 부하가 커질

수록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검장비 설정 수신률
1차 실험 데이터 저장 100 %

2차 실험 데이터 저장 100 %

3차 실험 데이터 저장 100 %

4차 실험 데이터 저장 100 %

5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1개 재생 100 %

6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1개 재생 99.994 %

7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1개 재생 100 %

8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2개 재생 99.994 %

9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2개 재생 100 %

10차 실험 데이터 저장/동영상 2개 재생 100 %

11차 실험 데이터 저장/출력 30.481 %

12차 실험 데이터 저장/출력 30.477 %

13차 실험 데이터 저장/출력 24.878 %

14차 실험 데이터 저장/출력 27.529 %

15차 실험 데이터 저장/출력 29.523 %

표 7. RTiK-MP 기반의 점검장비 실시간 수신 성능

 

V.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도우 운 체제 기반의 검장비에 

실시간성을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검

장비 소 트웨어에 한 설계  성능 검증에 한 연

구  실험을 진행하 다. 기존 도우 기반의 검장

비에서는 도우 운 체제의 특성상 빠른 주기의 태스

크 호출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해 도

우 운 체제에 실시간 확장 커 인 RTiK-MP를 이식

하여 실시간성을 제공하 다.  

구 된 실시간 검장비 소 트웨어의 실시간 성능

을 검증하기 해 5개의 통신채 에 데이터 송수신하

다. 유도무기에 직  실험하기에 앞서 성능 검증을 

해 시뮬 이터를 통한 실험을 진행하 다. 시뮬 이

터 환경에서는 5ms 주기의 통신을 설정하여 주기 로 

인덱스 값이 입력된 패킷 5만개를 검장비에 순서

로 송신한다. 검장비에서는 각 5개의 송수신 쓰 드

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송수신 오차가 0.1ms, 5만개

의 패킷을 송신하는 동안 표 편차가 0.01ms인 것으로 

주기성능이 보장되었으며 5만개의 패킷을 100% 수신

한 것으로 주기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뮬 이터 환경을 검증한 다음 실제 유도 무기를 통

해 검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 다. 실제 유도 무기 환

경에서는 1ms 주기의 통신 환경에서 성능을 측정 하

으며 데이터 장  동 상 재생을 통한 부하 환경에

서 실시간성이 보장되었으나 입출력 인터럽트  시스

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성이 어 나는 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RTiK-MP를 이용하여 유도무

기 검장비 분야에 용할 때, 시스템의 과부하에 

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 다양한 장

비에 실시간 처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

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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