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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mbedded systems have been a target of virtualization for recent years. In this paper
we analyze Xen virtualization technology in view of real-time guarantee. Firstly, we show

the

credit scheduler is not suitable to allocate CPU for real-time guest OS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timing constraints. SEDF scheduler with compositional framework would provide the
guaranteed service. Secondly, we argue the split device driver model makes the system
unpredictable. Asynchronous inter-domain communication and unexpected processing time of I/O
model do not give the determinism. Thus native driver of real-time guest OS should be allowed
to process I/O without virtualization. It is possibl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ertain devices
are dedicated to real-time VM.
Keywords : real-time, virtualization, embedded

I. 서론
서버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나이며, 이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가상화

있다.

(virtualization) 기술이 최근 들어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는 arm 프로세서

에도 적용되려 하고 있다. 한두 가지 특화된 기능만

를 가상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연구는 [2]과 [3]

을 하던 종래의 디지털 기기들은 이제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4]와

을 함께 탑재하려는 디지털 컨버전스 요구에 응하

[5]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가상 머신 모니터

고 있으며, 발전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 또한

(Virtual Machine Monitor, VMM)를 제시하였다.

이런 환경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6]에서는 서버 가상화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대부분의

있는 Xen을 arm 아키텍처에 적용하였다.

실시간

운영체제(real-time

operating

system)의 경우 특정 환경에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실시간 운영체제

있으므로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

가 자원을 관리한다. 따라서 기존의 가상화 연구에

하기에는 부족하다. 가상화 기술은 실시간 운영체제

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보장된 응답성이 새로운 문

와 더불어 범용 운영체제 등의 다른 운영체제를 하

제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의 VMM이 각 VM에 공평

나의 물리 머신 위에서 동작하도록 지원하여 이러

(fair)한 자원을 주는 것을 중요한 스케줄링 목표로

한 제약 사항을 뛰어넘게 한다.

삼는다면, 임베디드 시스템의 VMM은 게스트 운영

보안상의 목적 또한 가상화 기술을 임베디드 시

체제가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 제약을

스템에 도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이다.[1] 많은 디지

고려한 자원 분배를 해야 한다. 실시간 운영체제는

털 기기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용됨에 따라

각 태스크가 특정 시간 내에 수행을 마치도록 보장

이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

하는 시간 조건(timing constraints)을 중요한 요구

VM(Virtual Machine)에 고립성(isolation)을 제공하

사항으로 여기며 주어진 자원을 이에 맞게 예측하

는 것은 가상화 개념이 제시하는 기본 요건 중 하

고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VMM이 제공하는 가상 머신 위에서도 그대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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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가상화(para-virtualization)을
통해 성능 향상에 기여한 Xen[7]을 게스트 운영체
제의 실시간성 보장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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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시스

딧스케줄러(credit
(Simple

템에 대한 설명과 연구 범위에 대해 소개한다.

scheduler)와

SEDF

스케줄러

Earliest Deadline First scheduler)를 지

원하고 있다. 기본 스케줄러인 크레딧 스케줄러는

Ⅱ. 시스템 제약 사항과 연구 범위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두 개의 게스트 운영체제
를 가정하였다. 두 개의 VM에 각각 실시간 운영체

각 VM에 일종의 가중치인 크레딧을 주고 크레딧이
정의한 만큼 자원을 할당한다. 크레딧은 시간 제약
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CPU자원을 얼마나 나누
어 주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을 뿐,

제와 범용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언제 주어야 하는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모바일 기기에서 디지털 시그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VM을 스케줄링 할 경우에 각

처리하는 코어 부분을 위한 실시간 운영체제와 이

VM의 실시간 태스크들은 실시간성을 보장받기 어

에 더불어 추가되는 다양한 기능을 위한 범용 운영

렵다. 만약 실시간 운영체제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

체제를 함께 동작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는 모든 태스크의 실시간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

이 시스템에 올라가는 실시간 운영체제는 실시

도 다른 VM에 수행이 넘어가 자신이 CPU자원을

간 커널이 가지는 요건을 갖추어, 물리 머신에서 동

할당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작시켰을 때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

태스크는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간

다. 우리의 관심은 기존에 실시간성을 보장하며 동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시간 제약성은 지켜 지지 않

작하던 실시간 운영체제가 Xen 위에서 범용 운영체

는다.
[9]는

제와 함께 동작하면서도 실시간성이 보장될 수 있

VM을

각각

time-driven

real-time,

event-driven real-time, non real-time 작업만을

는가 하는 것이다.
[8]은 실시간 태스크를 t(p,e)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태스크를 주기성을 가지고 실행 요구되어 특
정 시간 내에 실행을 마치는 것으로 본다. 즉, 주기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 시켜 실시간 VM에 높은 우
선순위를 부여하여 스케줄링 하는 기법을 제시하였
다.

이 기법을 적용할 경우 위와 같은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실시간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선

p마다 릴리즈 되는 태스크 t가 있다면 릴리즈 될

순위를 실시간 VM에 높게 준다고만 밝혔으므로 실

때마다 상수 시간 e만큼 실행이 되어야 한다.

이때

시간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제공되지 않

다음 릴리즈 될 때까지 실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는다. 특히나 특정 VM에 무조건적으로 높은 우선

데드라인은 p가 된다.

순위를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태스크의 실시간

부여하는

것은

자칫

다른

VM의

기아

(starvation)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태스크에 적절한 우선

Xen은 또 하나의 다른 스케줄러인 SEDF 스케

순위를 주어 스케줄링 함으로써 데드라인을 놓치지

줄러를 제공한다. 이는 [8]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기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실시간 스케

당 실행 시간으로 정의된 태스크 중에서 데드라인

줄링 방식인 RM(Rate Monotonic)과 EDF(Earliest

에 가장 가까운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어 스케줄

Deadline First) 스케줄러는 실시간 태스크에 적절

링한다. 따라서 게스트 운영체제들이 필요로 하는

한 우선순위를 주어 데드라인을 놓치지 않도록 한

CPU자원을 주기성을 가진 자원 g(p,e)로 제시한다
면 VM 레벨의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다.
실시간 운영체제에서는 I/O 처리 모델 역시 고
려해야 한다. I/O 자체도 실시간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응답 시간을 짧게 함과 동시에, 처리 모델의

[10]이 보여준 복합적인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
른 실시간 스케줄링 방식을 쓰는 컴포넌트가 각각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델링한다. 이를 적용한 계층
적인 스케줄링 방식은 그림1과 같이 다양한 게스트

실행이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결정성을 제공해

운영체제의 CPU 자원을 모델링 할 수 있게 한다.

야 하기 때문이다.

게스트 운영체제 G1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다음에 나오는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Xen의 스

실시간 태스크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주기성을

케줄러와 I/O처리 구조에 대해 분석하여 Xen이 게

가진 자원 G1(g1_p, g1_e)으로 하이퍼바이저에게

스트 운영체제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요구한다. 하이퍼바이저는 이에 따라 VCPU를 할당

대해 논의한다.

해주고, 수행을 넘겨받은 게스트 운영체제는 자신의
실시간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다시 태스크를 스케줄

Ⅲ. XEN 스케줄러
Xen은 3.0버전 현재 대표적인 스케줄러로 크레

링 한다.
따라서 각 게스트 운영체제가 필요로 하는

CPU자원은 하이퍼바이저의 스케줄링에 의하여 제

하지만 특정 디바이스를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공되고 실시간 태스크의 실행은 해당 게스트 운영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는 I/O

체제가 실시간 스케줄링을 통하여 보장할 수 있다.

처리 모델을 수정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그림 1. 계층적 스케줄링

그림 2. Xen의 분리된 드라이버 도메인
구조([11] 인용)

Ⅳ. XEN I/O 처리 구조
실시간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실행이 결정적(deterministic)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실행이 실행 전에 미
리 예측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스케줄러가 데드
라인을 고려하여 태스크를 스케줄링 한다고 해도
커널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전체의 실행을 컨트롤하
지 못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다면 전체적인 실시간
보장은 어렵게 된다. 특히 인터럽트의 경우 대체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실행 중인
실시간 태스크를 선점하여 수행됨은 자칫 예상했던
태스크의 실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도 한다.
Xen은 그림2와 같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도메

그림 3. 가상화를 거치지 않는 I/O 처리가
추가된 모델

인으로 분리하는 분리 드라이버 모델(split driver
model)을 채택하고 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분

그림 3과 같이 특정 디바이스가 실시간 운영체

리하는 것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문제점을 고립화

제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된다면, 이 자원은 가상

(fault isolation)시킴과 동시에 관리 유지하기 쉽게

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12]에서 제시한 방식은 드라이버 도메인을 거치는

한다고 알려진 드라이버의 이슈를 전체 시스템의

기존의 I/O 처리 모델을 게스트 운영체제의 디바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

스 드라이버가 직접 처리하게 한다. 이와 같이 가상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I/O 처리에 대한 예측

화를 거치지 않는 I/O 처리 기법은 성능상의 이득

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을 얻게 한다. 또한 실시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성을 고려하지 않는 범용 운영체제는 I/O처리를 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기존의 예측성과 결정성을 그

는 것에 대한 예측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

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I/O처리와 실시간 운영체

라서 이런 범용 운영체제의 드라이버가 분리 드라

제 자체의 실행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버 도메인으로 사용 된다면 전체 시스템의 I/O
처리에 대한 결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이는 실시
간성을 지원해야 하는 I/O에 대한 컨트롤이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Ⅴ. 결론 및 향후 계획
Xen의 스케줄러와 I/O 처리 모델은 게스트 운영
체제의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

4
소이다. 스케줄러는 각 VM의 게스트 운영체제가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할당
해 주어야한다. 이때 시간 제약성을 고려한 실시간
스케줄러가 지원되어 실시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게스트 운영체제가 기아 상태에 빠지지 않도
록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I/O처리는 우선 I/O
처리 자체의 응답시간을 높임과 동시에 실행이 예
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비동기적인 통신 방식과 분리된 도메인 드라이버에
따르는 구조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시간
운영체제 자체에서 I/O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런 접근은 우리가 구상한 시스템에서 실시간 운영
체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가정
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게스트 운영체제의 실시간성 보
장을 위해 Xen 구조를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을 통해 실시간 운영
체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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