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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및 통신 분야의 기술이 발전에 따라 정

보서비스, 자동차, 우주항공 및 군사무기 분야에서 

임베디드 시스템 사용되는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

해 나아가고 있다. 기존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시스템 

성능이 대한 제약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운

영체제가 사용되었으나 지속적인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범용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성

능을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주기에 정확한 결과 값을 

반환하거나, 일정한 주기마다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도 하다[1,2]. 이러한 실시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Real-

Time Operating System)을 사용한다[3]. 이러한 실

시간 운영체제는 안정적이 스케줄러가 태스크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서 개발자 및 사용자가 윈도우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실시간 운영체제를 포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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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5,6,7].

군사무기 분에서도 각 구성품(component)들의 동

작 상태를 실시간적으로 점검하거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저장하는 동

시에 평가하는 검사장비(inspection equipment)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검사장비에 실시간성을 부여

하기 위해 VxWorks와 같은 실시간 운영체제를 사

용하거나, 개발환경의 편의성과 호환성의 장점으로 

인해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에 실시간성을 지원하는 

RTX나 INtime과 같은 서드파티(third party) 운영체

제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8,9]. 하지만 이들 

제품은 구매가격이 고가이어서 사용자나 개발자에

게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윈도우 운

영체제 기반의 검사장비 개발 시, RTX나 INtime과 

같은 서드파티 운영체제를 대체할 수 있고 상대적으

로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실시간성이 보장되는 커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0,1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윈

도우 운영체제 기반으로 설계 및 제작되는 검사장비

에 커널 모드(ring 0)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device

driver) 형태로 윈도우 운영체제에 이식되어 동작하

고, MIL-STD-1553B 통신 시 지연처리호출(Deferred

Procedure Call, DPC)를 통해 실시간 성능 제공이 

가능하게 구현하였다[12]. 이를 위해 이미 개발된 실시

간 이식커널(RTiK)을 이용하여 검사장비에 탑재된 

MIL-STD-1553B 통신 보드를 통해 유도무기와 통신

이 수행될 때, 실시간 성능이 보장하도록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서드파티 운영체제 사용 환경

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실

시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DPC의 제어 방안과 MIL-

STD-1553B 통신에서의 실시간 성능 보장을 위한 

개발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RDTSC를 적용하여 실

시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 데

이터를 측정하여 실시간 성능이 입증됨은 보인다. 마

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서드파티

2.1.1 RTX

RTX는 IntervalZero사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이식되어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확장 소

프트웨어이다. RTX는 순수 실시간 운영체제가 아니

라 윈도우 운영체제의 대중성과 다양한 라이브러리

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범용 운영체제인 

윈도우 운영체제에 부가 시스템으로 추가되어 실시

간성 제공한다[5,8]. RTX는 산업전자, 계측기, 의료,

시뮬레이터, 로보틱스, 항공 및 군사무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다.

2.1.2 INtime

INtime은 TenAsys사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와 함

께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을 유저 모드(Ring 3)에서 

동작하여 응용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한다

[9]. 또한 탑재된 실시간 운영체제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비대칭 멀티프로

세싱 접근법을 사용한다.

2.2 Local APIC

APIC(Advanced Programmable Interrupt Con-

troller)는 x86 아키텍처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컨

트롤러이다. 즉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인터럽트 핸들

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IDT(Interrupt Descriptor

Table)로 전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APIC

는 Local APIC와 I/O IPIC로 구성되어 있는데 I/O

APIC는 외부장치로부터 IRQ 신호를 받아서 Local

APIC에 전달하고 이것을 Local APIC가 프로세서에 

전달하여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3,

14,15,16].

2.3 지연처리호출(DPC)

지연처리호출(DPC, Deferred Procedure Call)은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ISR(Interrupt Service Routine)

이 CPU를 사용할 때 중요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처리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수행하도록 IRQL(Interrupt

Request Level)를 별도로 제공하는 윈도우 운영체제

의 운영 메커니즘을 말한다[17,18].

Fig. 1과 같이 IRQL이 높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CPU는 현재 진행 중인 쓰레드(thread)를 저장하고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되고, 현재 발생한 다양한 

인터럽트 중에서 중요하거나 또는 우선 처리되지 않아

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연처리호출을 이용

하여 이러한 중요도에 따른 단계별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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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TiK

RTiK은 x86 기반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실시간 성

능을 제공하기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이식

된다. Fig. 2와 같이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여 하드웨

어 접근이나 윈도우 운영체제의 커널 영역에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5].

유저 모드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RTiK은 Fig. 2와 같이 사용자는 

RTiK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실시간 쓰레드

의 수행 코드를 작성하고, 생성된 실시간 쓰레드

(RTiK Thread)는 커널 영역으로부터 전달될 신호를 

기다린다. 그리고 Fig. 3과 같이 이벤트 기반 RTiK의 

타이머가 활성화되면,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타이

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며, 지연처리호출 과정에서 유

저 모드에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된다. 이때 유저 모드

의 실시간 쓰레드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프로세스와 쓰레드의 우선순위 중 가장 높은 우선순

위로 동작된다. 따라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동작하

는 다른 프로세스나 쓰레드의 영향을 완전히 받지 

않고 다만 설정된 주기를 지키며 동작함으로써 유저 

모드에 실시간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19].

2.5 MIL-STD-1553B

항공무기체계와 유도무기체계로 주로 사용되는 

MIL-STD-1553B통신은 1Mbps 통신 속도를 가진 

양방향 시리얼 통신방식이다. MIL-STD-1553B 버

스는 Fig. 4와 같이 항공기내의 서로 다른 종류의 전

자장비들간의 규약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

시지를 전송하는 통신이다[20]. 주로 군사용과 우주

용으로 사용되는 통신규격으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

되는 장비에 사용된다.

MIL-STD-1553B 버스는 BC(Bus Controller),

RT(Remote Terminal)와 MT(Monitoring)로 구성

되고 BC가 데이터 버스를 제어하고 RT는 BC에 의

해 제어되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한다. MT는 

버스상의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21].

3. MIL-STD-1553B 통신에서 실시간성 구현

3.1 RTiK의 지연처리호출을 통한 실시간성 설계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의 검사장비에 실시간성을 

Fig. 1. Change state of IRQL during Interrupt processing 

time.

Fig. 2. Architecture of RTiK implanted into the Windows 

Kernel.

Fig. 3. Architecture of a event-based RTiK.

Fig. 4. Block diagram of MIL-STD-1553B communi-

c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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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해 2장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커널 모드에

RTiK을 탑재하고, x86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Local

APIC의 제어를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와 독립적인 

HAL(Hardware Abstraction Layer)을 사용한다.

Fig. 5와 같이 윈도우 운영체제의 IDT에 인터럽트 

오브젝트를 등록하여 Local APIC 타이머 인터럽트

가 발생하면 윈도우 운영체제로부터 할당 받은 인터

럽트 오브젝트(Interrupt Object)로 분기하도록 설계

함으로써 MIL-STD-1553B 통신에 주기적인 동작

이 실행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RTiK의 ISR(Inter-

rupt Service Routine)내에서 지연처리호출(DPC)을 

요청하여 더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에 대한 인터

럽트 지연시간을 최소화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에 실

시간성을 지원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로부터 IDT의 벡터넘버

(vector number)를 할당받아서 인터럽트 오브젝트

를 등록하기전 지연처리호출(DCP) 사용을 위한 초

기화 작업을 수행한다. Fig. 6과 같이 RTiK의 ISR에 

해당하는 InterruptISR() 함수에서 지연처리호출을 

요청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의 I/O 매니저에게 제공하

는 IoRequestDPC() 함수를 이용해 지연처리호출을 

요청하도록 처리하였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IRQL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며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커널 모드 

Fig. 2에서와 같이 쓰레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며,

통신주기에 맞게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통신 

함수에 실시간 성능을 지킬 수 있게 설계 및 구현되

었다.

3.2 검사장비 통신 프로그램 설계

유도무기체계의 검사장비는 유도조종장치, 항법

장치, 구동장치와 같은 주요 전자 구성품들의 전기적 

기능과 알고리즘 성능을 점검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

한다. 검사장비로 점검 기능을 수행할 때 MIL-STD-

1553B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도무기의 각 구성

품들을 제어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수신하여 확인하

는데, 이 때 각 구성품과 동시 다발적으로 주기적인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간 성능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검사장비는 Fig. 7과 같이 산업용 컴퓨터(Industry

PC)가 장착된 윈도우 운영체제 플랫폼에 이산신호 

입출력 보드(Discrete Input/output board), 아날로그 

입출력 보드(Analog Input/output board) 및 MIL-

STD-1553B 통신 보드를 탑재하여 유도무기의 각 

구성품들과 케이블을 통해 연결 된다. 기존에는 윈도

Fig. 5.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DPC for Interrupt 

service based on the Windows using RTiK.

Fig. 6. The implemented function for InterruptISR and 

IoRequestDPC.
Fig. 7. The software architecture of Inspection Equip-

ment based on the Windows using R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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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운영체제 기반에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RTX와 INtime과 같은 서드파티를 주로 사용하였지

만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개발자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Fig. 7과 같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구현된 RTiK

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이식하고, MIL-STD-1553B

통신 시 데이터가 HAL(Hardware Abstraction Level)

을 통해 하드웨어의 자원을 접근이 가능 있도록 

Local APIC의 제어를 통해 실시간성을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MIL-STD-1553B 통신이 수행 될 때, RTiK

을 통해 검사장비와 유도무기의 구성품간 주기적으

로 데이터의 전송이 발생되는 주기를 Fig. 8과 같이 

RDTSC(Read Time-Stamp Counter) 명령어를 사

용하여 실시간 쓰레드를 통해 측정하도록 실험용 코

드를 구현하였다[22]. 2 ms 주기로 설정된 타이머 인

터럽트가 발생하면 유저 모드의 실시간 쓰레드가 수

행되고 이때 쓰레드가 수행될 때마다 클럭 틱(clock

tick)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 RTiK의 수행이 종료될 

때 파일에 저장된 클럭 틱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통

신 주기를 측정하였다.

3.3 MIL-STD-1553B 보드에 실시간성 설계 및 구현

2장 관련연구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MIL-STD-

Fig. 8. The test code for measuring the period during 

MIL-STD-1553B communication.

Fig. 9. The design code to transmit and receive data through MIL-STD-1553B communication between Inspection 

equipment an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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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B 통신은 BC가 통신 선로(bus line)을 통제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검사장비의 BC에 의해 호출된 유도무기의 구성품

(component)의 RT가 검사장비와 일대일 통신방식

으로 주기적인 통신을 수행한다. 이때 주기적인 통신

이 수행되도록 실시간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실

시간성 제공을 위해 Fig. 9와 같이 RTiK 쓰레드에 

송신 명령과 수신 명령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도록 구

현하였다.

2 ms의 통신 주기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실시간적으로 수행되도록 구현하였

고, BC와 RT에 이식된 RTiK이 활성화(activation)

되어 MIL-STD-1553B 통신 보드의 하드웨어에 실

시간적으로 데이터가 테스트 성능에 필요한 주기로 

전송되도록 실시간성을 제공되도록 처리하였다.

4. 실험환경 및 결과

4.1 실험환경 및 실험방법

실시간 성능 제공을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의 

검사장비에 DPC 제어를 통해 구현된 RTiK을 탑재

하고 RTiK을 통해 MIL-STD-1553B 통신의 실시간 

성능이 수행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Fig. 10과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검사장비는 Fig. 10과 같이 호스트 장비와 

타겟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Table 1과 같이 실험 환

경을 구성하였다.

RTiK의 실시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윈도우즈 

기반으로 동작하는 타겟 장비에 RTiK을 탑재하였고 

MIL-STD-1553B통신에서 BC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하였고, 호스트 장비를 RT로 설정하여 주기적

으로 MIL-STD-1553B 통신을 수행하도록 구현하

였다. 또한 실험 데이터 확보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

던 오실로스코프를 통한 주기성 측정하는 방법 대신

에 다른 RDTSC(Read Time-Stamp Counter) 명령

어를 사용하여 MIL-STD-1553B 통신의 시작과 동

시에 통신 주기를 저장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RTiK

은 Local APIC 타이머를 이용해 윈도우의 독립적인 

타이머 인터럽트를 주기적으로 발생시켜 MIL-STD-

1553B 보드가 장착된 윈도우즈에 실시간성을 제공

하게 하였다. 타겟 장비는 산업용 컴퓨터(Industry

PC) 플랫폼에 MIL-STD-1553B 보드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검사장비에 RTiK을 이식한 상태에

서 유저 모드에서 MILSTD-1553B 통신을 수행하는 

2 ms 주기의 실시간 쓰레드를 생성하여 태스크의 호

출 주기를 측정하였다. 생성된 실시간 쓰레드가 요청

한 주기에 맞게 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

기 위해서 요청된 주기와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서 태스크의 주기성이 만족되는지 확인하

였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인 RTX와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시험환경에서 동일한 주기 측정 방법

으로 RTX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비교하여 

RTiK의 실시간 성능이 제공됨을 확인하였다.

4.2 실험 결과 

4.2.1 워크로드가 없는 경우

RTiK은 윈도우의 IDT에 인터럽트 오브젝트와 지

연처리호출(DPC)을 등록함으로써 타이머 인터럽트

가 발생시 ISR에서 지연처리호출을 요청하여 정상

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장비에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Host system and Target system.

Classification Host system Target system

CPU Intel Pentium Dual-Core 2117U @1.86 Ghz Intel Pentium M 1.80Hz

OS Windows 8 Windows XP

DDK - WDK 6001.18002

Development tool MS Visual Studio 2005 MS Visual Studio 2005

Fig. 10. The configuration for experimental test between 

Target equipment and Ho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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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K을 이식한 후 윈도우즈에는 다른 워크로드

(workloads)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MIL-STD-1553B 통신 주기를 최소 주기인 2ms로 

설정하고, 이 때 윈도우즈에는 다른 워크로드(work-

loads)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RTiK을 이용한 측정 결과는 2ms 주기의 태스크

를 통해서 MIL-STD-1553B 통신을 수행할 때, 측정

된 태스크 중에서 가장 호출 주기가 큰 태스크는 

2.0282315 ms이며 측정된 태스크 중에서 가장 호출 

주기가 작은 태스크는 1.9897935 ms로 약 1.5% 의 

실행 주기 오차를 가지며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TiK과 비교를 위해 윈도우즈에 RTX를 탑

재하여 동일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MIL-STD-1553B 통신 주기를 측정하였다. RTX를 

이용한 측정 결과는 2 ms 주기의 태스크를 통해서 통

신을 수행할 때, 측정된 태스크 중에서 가장 호출 주

기가 큰 태스크는 2.0238722 ms이며 측정된 태스크 

중에서 가장 호출 주기가 작은 태스크는 1.9182845

ms로 약 1%의 오차를 가지며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TiK와 RTX의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정리

하여 비교하는 데이터는 Table 2로 정리하여 나타내

었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워크로드가 없는 상

황에서 RTiK과 RTX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

이 실험을 위해 Fig. 10과 같이 동일한 시험환경을 

구성하고 워크로드(workloads)를 While함수를 무한 

반복으로 동작하도록 하여 실험이 수행되는동안 윈

도우즈에 부하를 인위적으로 주기위해 워크로드를 

생성하였고, 워크로드가 없는 경우와 동일한 실험 방

법으로 MIL-STD-1553B 통신에 대한 주기성을 측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워크로드가 많아질수록 윈도

우의 인터럽트가 많아져서 인터럽트 처리시간으로 

인한 지연시간(delay time)이 길어지는데, 이 실험에

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워크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MIL-STD-1553B 통신을 처리하는 통신 쓰레드

에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ms 주기에서는 워크로드에 관계없이 실시간성 제

공으로 인해 거의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워크로드가 있는 운영 

환경에서도 RTiK는 RTX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

지고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성능 

제공을 위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이식된 RTiK 환

경에서 MIL-STD-1553B 통신에 실시간 성능을 제

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 워크로드(workloads)가 있

는 경우에도 RTiK을 이용하는 경우에 MIL-STD-

1553B 통신의 주기가 매우 적은 오차범위 이내로 동

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실시간 성능

을 제공하여 반드시 사용자가 기대하는 주기에 원하

는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The results for period of 2ms with workload us-

ing RTiK and RTX based on the Windows on the 

inspection equipment.

Classification
Period of 2ms with

workloads

RTiK
Maximum 2.0386335 ms

Minimum 1.9134855 ms

RTX
Maximum 2.0233537 ms

Minimum 1.9133478 ms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유도무기체계에서 구성품 또는 유도탄의 기능을 

점검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공하는 검사장비는 실시

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또한 동시에 데이터를 저

장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장비로써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간 성능

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이 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윈도우즈 환경하에서 운용되는 유도무기체계

의 검사장비에서는 RS-232, RS-422, CAN과 같은 

통신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MIL-

Table 2. The results for period of 2ms without workloads 

using RTiK and RTX based on the Windows on 

the inspection equipment.

Classification
Period of 2ms without

workloads

RTiK
Maximum 2.0282315 ms

Minumum 1.9197935 ms

RTX
Maximum 2.0238722 ms

Minumum 1.918284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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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1553B 통신에서 데이터 분실 없이 주기적으로 

송신 및 수신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성능이 중요시 

된다.

RTiK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구현되어 사

용자가 API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지연처리호출(DPC)를 통한 윈도우즈 

기반으로 검사장비에 탑재되어 실시간성을 제공하

도록 함으로써 MIL-STD-1553B 통신시 최대 2 ms

의 주기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MIL-STD-1553B 통신에서 유저 모드에서 

동작하는 실시간성을 지원하기 위해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는 RTiK을 윈도우 운영체제의 커널에 이식시

키고 유저 모드에서 지연처리호출(DPC)을 사용하여 

구성품간 장시간의 통신이 수행되는 동안 실시간성

이 제공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현된 

RTiK을 사용한 MIL-STD-1553B 통신에서 주기성

을 측정하기 위해 RDTSC를 사용하였고, 워크로드

(workloads)가 있는 경우와 워크로드가 없는 경우를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수행하여 생성된 실시간 쓰레

드의 2 ms 주기에 맞게 통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RTiK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실시간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Windows 10과 같은 상위 버전의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도 RTiK이 이식되고 실시

간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다양한 검사장비

에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RTiK을 사용하도록 

API 구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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