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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는 로봇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실용적이면서 유용한 소프
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축한 예를 설명하였다. 적절한 개발환경을 사용하여 소프트
웨어 개발자는 생산적이 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신뢰성을 갖출 수 있다. 과거에
내장형 제어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프로그래머가 운영체재 등의 도움 없이 저
수준의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모듈과

고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유는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의 성능이 떨어
져 적합한 운영체재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하드웨어
성능의 발전에 발맞추어 이와 같은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검증된 운영
체재를 제어기에 설치하였다. 운영체재는 소스가 공개된 리눅스를 채택하였는데, 채
택시 저비용, 신뢰성, 융통성 및 폭넓은 사용 예를 고려하였다.

구축 순서는 다음

과 같다. 먼저 호스트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하였다.
제어용 보드에도 리눅스를 설치하고 호스트 컴퓨터와 네트웍으로 연결하였다. 그리
고 NFS를 호스트 컴퓨터와 제어기에 설치하여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어
기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gdb 서버를 제어기에 설치하고 gdb 클라
이언트와 범용 그래픽 디버거인 DDD를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래픽환경에서
제어기의 실행 프로그램을 호스트에서 디버깅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어
기에 설치된 리눅스를 실시간 기능을 가지도록 패치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실시간 내장형 로봇 제어기를 위한 편리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모든 원시프로그램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편집되고 컴파일 되고 실행가능
코드는 NFS에 지정된 경로에 놓이게 되며 바로 제어기에서 실행 할 수 있다. 개발
자는 제어보드에 직렬라인이나 네트웍을 통하여 로그인 한 후 코드를 실행하면서
디버깅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가지의 다른 하드웨어에 이식한 예를 설명하
였는데, 그 중 하나는 인텔의 PXA-255 프로세서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모토
로라의 MPC-860을 사용한 제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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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explains a setup method of practical development tools for robot
control software programming. Well constituted development tools make a
programmer more productive and a program more reliable.

In the past days,

the programmer had to write all codes for low level hardware control and high
level user interface without any help of an operating system, because the
performance of the available hardware is too poor to porting an operating
system on it.
We ported a proven operating system to the target board (our robot's
controller) to avoid such convention. We selected open source Linux as
operating system, because it is free, reliable, flexible and widely used. The
setup process of our development tools is as follows. First, we setup the host
computer with Linux, and installed a cross compiler on it. And we ported
Linux to the target board and connected to the host computer with ethernet,
and setup NFS (network file system) to both the host and the target. So the
target board can

use

host computer's hard disk as it's own disk. Next, we

installed gdb server on the target board, and gdb client and DDD (Data
Display Debugger) to the host computer for debugging the target program in
the host computer with graphic environment. Finally, we patched the target
board's Linux kernel with another one which have realtime capability.
In this way, we can have a realtime embedded hardware controller for a
robot with convenient software developing tools.

All source programs are

edited and compiled on the host computer, and executable codes exist in the
NFS mounted directory that can be accessed from target board's directory.
We can execute and debugging the code by means of logging into the target
through the ethernet or the serial line.

We used two different types of

target boards. Each board has intel's pxa-255 processor and motorola's
MPC-860 processor as CP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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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보고서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중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검사용 로봇의 개발
에 관한 연구 중 로봇 개발의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이면서 융통성 있는
개발환경을 구축한 한 가지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과거 소형 로봇용 제어기의 개발
에서는, 하드웨어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는 윈도우나 유닉스 같은 안정
된 운영체재(Operating System) 없이 직접 하드웨어 운용 프로그램을 로봇 제어 프
로그램과 동시에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코드의 효율성은 다소 우수
하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고, 유지보수에는 수많은 경험에 의
지한 지루하고 고된 개발이 되어 쉽게 지치기 쉽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적절한 운

영체재를 이식할 수 있으면서도 이동로봇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하드웨어가 드물고,
있더라도 성능이 떨어져 운영체재를 이식하면 간신히 동작되는 정도의 성능으로,
개발자가 추가로 사용할 로봇제어용 소프트웨어는 제한적인 성능만을 기대 할 수밖
에 없었다. 또 한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하드웨어의 경우 장비자체가 매우 크고 고
가인 경우가 많아 소형의 이동 로봇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는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형 마이크로 콘트롤러(micro-controller: 일반적인
CPU 기능 외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직렬 송수신장치, 타이머 및 일반적인 입출력
포트 등의 주변장치들을 내장하는 칩)들의 성능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발전에 발맞추어 이들을 지원하는 운영체재들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
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형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로봇의 개
발이나 유지보수에 있어서 로봇 자체의 소프트웨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
성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 방법의 한 예
를 설명하였다. 사용한 운영체재는 최근 사용자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초기에
시간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하나 한두 번 정도 구축한 경험이 있는 경우 비용이 거
의 들지 않는 소스가 공개된 리눅스(Linux)를 사용하였다. 리눅스는 지원하는 하드
웨어의 종류도 매우 다양(intel 386구조,power PC, SUN, HP, Motorolla, Arm
processor 등) 하면서도 새로운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사용자
및 개발자도 많아서 기술적 교류도 활발하다.
먼저 로봇용 제어기에 리눅스를 이식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버전의 리눅스
커널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어기에 이식하는데 성공 할 수 있었다. 이과정
은 일반적인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윈도
우의 설치와 다른 점은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모듈을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로봇제어기에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하
드디스크 등의 편리한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크로스 컴파일 환경을 구축하여 PC환
경에서 개발한 후 로봇 제어기에서 실행되도록 하였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 9 -

NFS(Network File System)을 통하여 제어기에서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범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의 주제어 기판이 연결된 케이블 대신 넷트웍
을 이용하여 개발용 PC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자신의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다.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제어기에서 실행될 때 원시 프로그램(source
program) 수준에서 일반적인 디버거의 기능들인 싱글 스텝, 브레이크 포인트 및 데
이터 감시 및 변경이 넷트웍을 통한 원격지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리눅스에 기반한 GDB(Gnu Debugger) server를 제어기에 설치하고 개발용 PC에
DDD(Display Data Debugger)를 설치하였다. 이를 사용하면 그래픽 환경에서 넷트
웍을 통하여 제어기에서 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수정이 가
능하다. 또한 로봇 제어기에서는 정확한 샘플링 주기에 의한 제어 알고리즘의 수행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식한 리눅스에 실시간 기능을 부가하였다. 실시간 기
능이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정해진 시간 이내에 반드시 처리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이벤트에 대하여 중요한 이벤트가 덜 중요한 이

벤트보다 반드시 먼저 수행되어야하고 덜 중요한 이벤트에 대하여 프로세서가 선점
되어 중요한 이벤트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벤트 발생에서 이벤트 응답까지
의 시간을 latency라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짧고 이벤트를 결코 놓치지 않는

시스

템은 보다 엄격한 의미의 실시간 시스템(Hard Real-Time System)이다. 본 개발에
서는 수 마이크로초의 latency를 가지는 RTAI(Real-Time Application Interface)를
사용하여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였다. 실시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아니나 실시간이
아닌 리눅스 커널에 인터럽트 처리와 프로세서 스케쥴링 정책(scheduling policy)의
수정을 가하여 latency도 낮고 예측 가능한 실시간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식
한 리눅스에 웹서버 기능을 구현하여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에서도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하드웨어들 중에 본 보고서에서는 2가지 하드웨어
의

예를

보였다.

첫

번째로

Arm-Processor의

현시점에서의

최상위

기종인

PXA-255 XScale 400Mhz를 사용하여 로봇제어기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소형화
의 관점에서 이보다 다소 유리한 Motorola 사의 MPC860을 사용하였다.
제어기의 소형화는 방사선이 있는 지역에서 차폐에 의한 내방사화를 할 때에 매
우 유리하다. 그 이유는 차폐재로 널리 쓰이는 납의 비중이 매우 커서(>11) 차폐재
가 로봇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로봇의 차폐재의 무게가 늘어나
면 공급되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사용되는 모터의 크기도 커지게 되고, 로봇의
기계적 부품들도 따라서 크고 견고한 부품들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봇의
무게와 크기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로봇 자체의 무게가 크지 않더라도 로봇의
이동범위가 넓어지면 로봇에 부착된 전선이 길어지고 로봇에 상당한 부하로 작용하
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로봇의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로봇 제어기 소형화의 잇 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로봇의 전력을 밧데리로부터

공급

받으며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도록 제어기를 개선하였다. 로봇의 직렬 송수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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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비동기 무선 통신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트 동기
화 문제를 체계적이고 약속된 데이터를 일정 개수만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
다.

또한 비디오 카메라 로부터 입력된 영상을 무선으로 보냄과 동시에 디지털 화

하는 기능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추후 프로세서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경우 비디오
에 의한 자동주행 등과 같은 첨단 기능 이식을 위한 하드웨어 모듈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현재는 무선으로 전송된 비디오 신호를 주제어 컴퓨터에서 수신 및
디지털 화 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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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형 로봇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제 1 절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gdbserver 구축
1. 전체 구성

임베디드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윈도우에서 개발 하는 것처럼 고급 디버깅 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printk나 printf문을 사용하여 버그를 찾아내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프로그램 소스에 printf문을 넣어서 버그를 잡는 방법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 버그가 시스템의 안쪽 깊숙이 숨어버린 경우에는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인내심을 요구한다. gdb는 gcc로 프로그램 한 코드를 추적하
여 어디서 결정적인 버그가 발생 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다. 또한
gdbserver를 이용하여 target board에서 발생하는 오류까지도 발견 한다. 그림 2.1
은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디버깅 툴의 전체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2.1 호스트 PC와 target board의 구성

호스트 시스템에 DDD(date display debugger) 와 gdb(gnu project debugger)를 타
겟보드에는 gdbserver를 구축한다.

2. gdb & gdbserver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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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컴파일

ftp://ftp.gnu.org에서 gdb-5.2.tar.gz를 구한다. gdb-5.2.tar.gz 파일에는 gdb 개발
호스트와 gdbserver가 모두 있다. gcc는 크로스 컴파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플랫
폼별로 컴파일러의 버전이 다릅니다. 따라서 gdb도 각각의 용도에 맞춰 컴파일을
다시 해야 한다. 일반 데스크 탑 컴퓨터에서 개발하고 거기에 gdb를 사용한다면 당
연히 gcc를 i386용으로 컴파일하고 그 컴파일 된 gcc를 이용하여 다시 gdb를 컴파
일 해야 할 것이다. 개발 호스트 컴퓨터에 ARM용 크로스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
어야한다.

(1) ARM 용 gdb 컴파일

# cd /home/embedded/arm/
# tar xvfpz gdb-5.2.tar.gz
# cd gdb-5.2
# ./configure --target=armv5l-linux --prefix=/usr/local/armv5l-linux -v
# make
# su - root
Password:*****
# make install

/home/embedded/arm/에 gdb-5.2.tar.gz를 푼다. 그리고 make 파일을 만들기 위해
configure를 실행 한다. 우선 --target 이것은 gdb를 컴파일 할 때 어떤 컴파일러로
할지 정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armv5l-linux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armv5l-linux-gcc가 컴파일러로 설정 된다. 그 다음은 결과물이 어디로 들어 갈 것
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usr/local/armv5l-linux로 정했다. 그리고 make한다.
그 다음에 root권한을 획득하여 make install 한다. 이렇게 하면 gdb에서 생성된 라
이브러리가 자기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여 gdb호스트를
컴파일 하였다.

(2) ARM 용 gdbserver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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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home/embedded/arm/gdb-5.2
# export PATH='echo $PATH':/usr/local/armv5l-linux/bin
# ./configure --target=armv5l-linux --host=armv5l-linux
# cd gdb/gdbserver
# mv config.h config.h.org
# sed "s/#define HAVE_SYS_REG_H 1/\/*#define HAVE_SYS_REG_H 1*\//1"
config.h.org >config.h
# rm config.h.org
# make CC=armv5l-linux-gcc

우선 PATH에 우리가 컴파일 하여 들어간 gdb관련 파일이 있는 위치를 등록 시킨다.
그리고 다시 configure를 실행한다. config.h에는 무슨 파일이 없다는 오류 메시지를
내는 내용이 있다. 그 부분을 주석처리 한다.

그림 2.2 config.h

코드 중에 sed "s/#define HAVE_SYS_REG_H 1/\/*#define HAVE_SYS_REG_H 1*\//1"
config.h.org >config.h 부분은 그림 2.2와 같이 편집기를 열어 HAVE_SYS_REG_H를
선언한 부분을 주석처리 해버리면 커맨드라인에서 실행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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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b전체를 다시 컴파일 할 필요 없이 /gdb/gdbserver 디렉터리에서 명시적으로
gdbserver를 컴파일 한다. 컴파일이 끝나면 gdbserver와 실행 파일을 타겟보드에
카피한다.

나. Application debugging

개발 호스트와 타겟보드 사이에는 TCP/IP통신이 되어야 하고 양쪽에 모두 IP주
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gdb는 시리얼 통신에 의한 디버깅도 가능하다고 한다.
타겟보드가 네트웍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실행 파일을 컴파일
할 때 -g 옵션을 주어 컴파일 해야 gdb가 실행 파일로부터 정보를 얻어 올 수 있
기 때문에 -g 옵션을 주어 컴파일 한다.

(1) 타겟보드에서 gdbserver 실행

[root@ezboard /gdbserver]$ ./gdbserver 147.43.11.37:2345 [실행파일 이름]
Process debug create; pid = 130

그림 2.3 gdbserver 실행

위의 아이피 뒤에 붙은 포트 번호는 1024 이상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고, pid는 수
행 할 때 마다 달라질 수 있다. 본격적인 디버깅 작업은 개발 호스트에서 하고, 타
겟보드에서 실행한 실행 파일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2) 호스트에서 DDD 실행
[root@aina gdb]# ddd -debugger armv5l-linux-gdb [실행파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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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DD 실행

여기에 (gdb)에 명령어를 입력 하여도 되고 명령 버턴을 사용 할 수 있다. 우선 타
겟보드를 설정해 준다.

(gdb) target remote 147.43.11.41:2345
147.43.11.41:2345: Success.

이렇게 나오면 본격적으로 gdb가 타겟보드와 함께 돌아간다. list, break, run,
step, display, next 등이 gdb 명령어 이다. help를 입력하면 gdb 명령어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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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debugging

그림 2.5는 debugging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 2 절 임베디드용 webserver 구축

1. Boa Webserver

보아 웹서버는 아파치와 같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임베디드 기기에
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는 매우 적은 크기의 서버 프로그램이다. 크
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능의 제한은 있으나 기본적인 HTML 문서를 전달하는
HTTP 프로토콜과 CGI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 cd /ez/sw/app
# tar -xvzf boa-0.94.13.tar.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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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boa-0.954.13/src
# ./configure
# cd /ez/sw/app/boa-0.94.13/src/Makefile
--> Makefile에서 그림 2.6과 같이
CC = armv5l-linux-gcc
CPP = armv5l-linux-gcc -E
를 수정한다.

그림 2.6 Makefile

# cd /ez/sw/app/boa-0.94.13/src/defines.h
--> defines.h에서 그림 2.7과 같이
#define SERVER_ROOT "/usr/local/boa"
를 수정한다.

그림 2.7 defines.h

# make clean
# mak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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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ez/sw/app/boa-0.94.13/boa.conf
--> boa.conf의 파일을 아래와 같이 편집하여야 한다.

User

nobody

Group

nobody

ErrorLog

/user/local/boa/log

AccessLog

/user/local/boa/log

ServerName

147.43.11.41 (target board의 IP)

DocumentRoot

/user/local/boa/html

DirectoryMaker
MimeTypes

/user/local/boa/boa_indexer

/user/local/boa/mime.types

# cd /ez/sw/app/boa-0,94.13
# mkdir /usr/local/boa
# cp -a ./src/boa /usr/local/boa/
# cp -a ./src/boa_indexer /usr/local/boa/
# cp -a ./boa.conf /usr/local/boa/
# cp -a /etc/mime.types /usr/local/boa/
# vi /usr/local/boa/log
--> log 파일을 만들어서 /usr/local/boa 디랙트리에 넣는다.
# mkdir /usr/local/boa/html
--> index.htm 파일을 만들어 /usr/local/boa/html 디랙트리에 넣는다.
# cp -a /usr/local/boa /nfs/

$ cp -a boa /usr/local/
$ cd /usr/local/boa/
$ chmod +x boa
$ ./boa -c /usr/local/boa &

http://147.43.11.41/:index.htm -->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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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ahead Webserver

wen21.tqr.gz 를 구한다.

# cd /ez/sw/app
# tar -xvzf wen21.tqr.tar.gz
# cd /goa/LINUX/Makefile
--> Makefile에서 그림 2.8과 같이

CC = armv5l-linux-gcc
CPP = armv5l-linux-ar
.....
armv5l-linux-gcc -c -o $@ $(DEBUG) $(CFLAGS) $(IFLAGS) $<
를 수정한다.

그림 2.8 Mak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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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 webs 생성
target board에 /web ,/web/cgi-bin 폴더를 만든다.
/bin 폴더에 webs 파일을 넣는다.
/web 폴더에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넣는다.
/web/cgi-bin 폴더에 cgi파일을 만들어 넣는다.

$ cd /bin
$ ./webs 실행한다.

http://147.43.11.41/:index.html --> 테스트

제 3 절 Real Time LINUX
리눅스는 MS Windows처럼 인텔 x86 CPU를 기반으로 하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다. 처음 리눅스는 인텔 80386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
만, 이후에 Alpha나 PowerPC, MIPS 같은 여러 일반 목적 프로세서와 ARM, SH 같
은 특수 목적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포팅이 되
었다. 또한 리눅스의 영역도 PC 기반의 서버나 데스크 탑 외에도 Embedded 시스템
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리눅스를 탑재한 PDA나 셋탑박스가 등장하고 있
다. 1999년 중순에 열린 리눅스 엑스포에서 리누스 토발즈는 리눅스가 나아갈 방향
으로 데스크탑과 함께 Embedded 시스템 분야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리눅스
를 Embedded 시스템으로 포팅하려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히
Embedded 시스템이 아니라 Real Time 시스템으로까지 리눅스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
다. Embedded 시스템과 Real Time 시스템은 환경과 목적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Embedded 시스템은 PC 환경이 아닌, 별도로 설계된 환경에서, 정해진 칩들을 이용
하여 (근래에는 PDA 등이 계속 발전하면서 확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자체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PDA나 핸드폰 같은 장치들이 대표적인 예로 이
들에게는 Real Time 기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네트웍 장치나 공장 제
어 시스템 같은 곳에서는 Real Time 기능이 중요해진다. 현재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 두 영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각자 고유한 영역을 확보해가는
것 같다. 리눅스를 이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할 지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달
라질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는 코드 크기가 작아야 하고 (리눅스의 코드 크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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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용 OS에 비하면 - Windows CE를 제외하고 - 큰 편이다), 어떤 곳에서는 기
능이 방대해야 하기도 하고, 때론 real time 기능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리눅스는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 Real Time 운영체제 (RTOS)

Real Time 시스템이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떤 정해진 시간 이
내에 처리되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벤트에 대한 반응성이 빠르고, 중
요한 이벤트가 덜 중요한 이벤트보다 먼저 수행되며, 이벤트를 놓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스템을 말 한다 (이것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시스템을 보통
hard real time이라고 하고, 이벤트를 가끔 놓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시스템을
soft real time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빠른 시간에 인터럽트 핸들러를 불러주는 것과 (인터럽트 발생에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불리기까지의 시간을 interrupt latency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짧아야 한
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제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Real Time 시스템은 priority-based preemptive scheduling을 한다. 이는 항
상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priority가 높은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가 되는 것을 보장한다. 현재 프로세스보다 높은 priority를 갖는 프
로세스가 나타나면, 현재 하는 작업을 멈추고 이를 수행하며, 절대로 더 낮은
priority를 갖는 프로세스에 선점되지 않는다.

2. Linux와 Real Time

리눅스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real time 운영체제
가 아니며, real time 운영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우선
리눅스는 다른 UNIX와 마찬가지로 time-sharing scheduling을 한다. 즉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정해진 time slice를 모두 채우거나,
blocking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system call을 하는 경우,
paging 메커니즘을 통해서 page를 하드 디스크에서 읽어 와야 하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 이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보다
높은 priority를 갖는 프로세스가 나타나더라도 현재 프로세스가 time slice를 채우
거나 스스로 CPU를 놓아 주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priority가 더 높은 프로세
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낮은 priority를 갖는 프로세스에게도 가끔씩 CPU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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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어야 한다. 높은 priority를 갖는 프로세스라도 정해진 time slice를 채우고 나면
CPU를 놓아주어야 한다. 리눅스는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있는 프로세스 중 가장 중
요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 기존 리눅스의 프로세스 관
리에 보면 프로세스를 일반 프로세스와 real time 프로세스로 분류하여 real time
프로세스에게 더 높은 priority를 주고 이들에게 별도의 scheduling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더 높은 권한을 부여하여 scheduling을 할 때
real time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보다 먼저 수행되게 하는 것이지, preemption을
비롯한 일반적인 real time schedulin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리눅스는 커널 모
드에서 선점(preempt)할 수 없다. 어떤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불러 커널 모드에
진입한 경우 이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수 없다. 또한 커널은 필요한 경우 인터럽트
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리눅스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 리눅스는 demand paging
기법을 사용하고 swapping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수행 도중 페이지를 디스크에
서 메모리로 읽어 들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프로세스의 수행 시간을 예상할 수
없게 된다. 가상 메모리는 프로세스가 관리해야 하는 자료구조가 많아지게 하기 때
문에 task switching이 일어나는 경우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 성능 저
하를 가져오게 된다.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리눅스 프로젝트도 있다) 리눅
스에서 서로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성능을 위하여 자원을 오랜 시간 동안 점
유한다. 실제 자원을 필요한 순간에 쓰고 반납하게 되면 자원을 얻고 반납하는 횟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횟수를 줄이고 자원을 오
랫동안 독점하게 되는데 이를 coarse grained synchronization이라고 한다. 또한
priority가 낮은 프로세스가 점유하는 자원을 priority가 높은 프로세스가 기다려야
하는 priority inversion 문제도 발생한다.

3. 소프트 리얼 타임 linux

어떠한 패치 없이 표준 커널 안에 들어있는 리얼 타임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소
프트 리얼 타임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림 2.9와 같이 커널 컴파일 설정 시 문
자 장치(Character Devices)-->Enhanced Real Time Clock Support를 설정하고 나
서 커널 컴파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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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컴파일 설정

그리고 메이저 번호 10, 마이너 번호 135의 문자 장치 파일 /dev/rtc 파일을 만든
다.
# mknod /dev/rtc c 10 135

- 24 -

그림 2.10 리얼타임 설정 전

그림 2.11

리얼타임 설정 후

그림 2.11와 같이 리얼 타임 지원 기능을 갖는 커널로 부팅하고 나서 인터럽트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번, 23번, 24번 인터럽트를 rtc 기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리눅스 소프트 리얼 타임 지원을 시험해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구해 와야 한
다. 다음은 바로 리눅스 커널 내부 기능을 사용하는 rt 라는 프로그램 실행기의
LSM(Linux Software Map)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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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n3
Title:

rt - run program on realtime priority

Version:

1.0

Entered-date:

12 Jan 1997

Description:

rt starts any program on realtime priority, like nice
does with lower priority. Lets you choose scheduler
class (SCHED_RR vs SCHED_FIFO policy) and priority.

Keywords:

linux, real time, scheduler

Author:

Boris Tobotras <boris@xtalk.msk.su>

Maintained-by:

Boris Tobotras <boris@xtalk.msk.su>

Primary-site:

sunsite.unc.edu /pub/Linux/system/Admin
10 kb rt-1.0.tar.gz

Alternate-site: ftp.macsimum.ru /pub/Linux/local
10 kb rt-1.0.tar.gz
Platform:

Linux 1.3.87 and later

Copying-policy: GPL
End

소스를 가져와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결과로 나오는 바이너
리명은 rt이다.

Usage: rt [options] command

Recognized options are:
-r Use SCHED_RR scheduling policy (default);
-f Use SCHED_FIFO scheduling policy;
-p N Set priority level N. If N<0, set priority level
to sched_get_priority_min(POLICY)-N.
Defaul is (sched_get_priority_max()+sched_get_priority_min())/2;
-- End of options;
-v Be verbose;
-h This help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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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라는 프로그램은 리눅스 커널에 이미 어느 정도의 리얼 타임 지원이 들어있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rt [옵션들] -- <리얼타임 지원을 원하는 명령>
( 위에서 -- 는 rt에 대한 옵션의 끝임일 알린다 )

rt를 통해 수행시킨 프로세스에게 상당한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루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권이 주어졌다
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악영향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하드웨어 리얼타임 linux

가. RTLinux

RT-Linux는 Real Time Linux를 줄인 말로서, 최근 리눅스계의 화두를 장식하고
있는 중이다. 리눅스는 선점형 멀티태스킹 시스템이고, 이러한 체제에서 정확한 시
간 주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프로세스에게 커널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준다
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만이 리눅스가 진정
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계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과 로봇
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리눅스가 리얼타임 리눅스로 발전하려면, Hard, Soft
시간의 제약성을 만족 시켜주어야 하며, 최악의 실행 시간을 만족해야만 하는 등,
기본적으로 상용 RT-OS인 Vx-Works등에 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활발한 것은 리눅스의 여러 가지 강
점 때문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있어서 나중에 접목시켜야 할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이 이미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성능 또한 우수하다. 그리고
평균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정한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것 등의 강
점이 있다. RT Linux는 리눅스에 Hard Real Time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New Mexico Institute of Mining and Technology에
서 수행되었으며, http://www.rtlinux.org 에서 코드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리눅스
가 Real Time 기능을 갖추려면 실제로 커널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커널을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리눅스 커널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를 신속히 반영하기 어렵고, 버그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이에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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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프로젝트는 커널을 다시 설계하지 않고 리눅스 소스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었다. 리눅스 아래에 RT Linux 커널을 올리고 기존 리눅스 커널을 RT
Linux 커널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Real Time task와 기존의
리눅스 커널이 공존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RT Linux 커널은 real time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이들을 스케줄링하며,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며 리눅스와
의 통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리눅스 커널은 그대로 일반 리눅스 프로세
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1) RTLinux의 구현 특징

- Linux OS Kernel Task :
RTLinux는 기존 리눅스 커널을 RTLinux 상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task로 생각한
다. 여기에는 가장 낮은 priority가 부여되므로, 실행할 수 있는 RT task가 하나도
없을 때 실행된다.

- Scheduling :
RTLinux는 현재 두 가지 scheduling 방법을 제공한다. 하나는 priority-based
preemptive scheduler로서 모든 task에 priority를 부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task 중
에서 가장 priority가 높은 task를 수행하며, 이보다 더 높은 priority를 갖는 task가
등장하면 이를 곧바로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스케줄러는 earliest deadline first
(EDF)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priority가 아니라 deadline을 기준으로 scheduling을
한다. 이들 외에 사용자가 별도의 scheduler를 커널 모듈로 만들어서 이를 대신 사
용할 수도 있다.

- Kernel Preemption :
기존 리눅스 커널은 선점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Real
Time에서는 커널 작업 중이라도 이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커널을
재진입 가능하게(reentrant) 수정하는 것은 커널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RT Linux는 이 문제를 RT task와 RT 인터럽트가 기존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결한다. 즉 RT 인터럽트는 기존 리눅스
커널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존 리눅스 커널을 선점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
지만 RT Linux 커널 그 자체는 선점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커널은 아주
작고 빠르게 설계되어서 큰 시간 지연을 발생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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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upt Blocking :
RTLinux에서 인터럽트의 제어권은 RTLinux 커널에 있다. 기존 리눅스 커널은
인터럽트에 의해 중단되고 싶지 않은 경우,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막을 수 있다. 이
렇게 인터럽트를 막아버리면(cli) 그 사이 발생한 인터럽트는 인터럽트가 허용될
때까지(sti)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pending), 이는 인터럽트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
는 요소가 된다. 이에 RTLinux는 기존 리눅스 커널이 인터럽트를 막는 것을 소프
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을 하고, 실제로 인터럽트를 막을 수 없도록 한다. 리눅스
커널이 인터럽트를 막으면 별도의 플래그에 이를 표시해 두었다가, 실제로 인터럽
트가 발생하면 이 플래그를 참조하여 인터럽트 가능 상태이면 인터럽트를 전달하
고, 인터럽트 금지 상태이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표시를 하고, 인터럽트를 허용
할 때까지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존 리눅스 커널의 입장에서는 자
신이 인터럽트 되지 않는 효과를 주고, 실제로 real time 인터럽트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Interrupt 처리 :
RTLinux에서 인터럽트는 기존 리눅스 커널의 관리 하에 있는 인터럽트와, RT
Linux 커널의 관리 하에 있는 RT 인터럽트 두 가지로 나뉜다. RT Linux는 RT
인터럽트를 위하여 request_RTirq(), free_RTirq() 함수를 제공한다. (기존 인터럽
트는 request_irq(), free_irq() 함수를 사용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real time
인터럽트 핸들러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불러주고, real time 인터럽트 핸들러가
없거나, 인터럽트를 기존 리눅스 커널과 공유하는 경우 이를 리눅스 커널에 전달한
다.

- Resource :
RT 커널은 리눅스에 메모리나 세마포어 같은 자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RT task
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요청할 수 없고, 리눅스 커널과 자료구조를 공유하면서 동기
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없다.

- Real Time FIFO :
RTLinux를 이용하여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RT task와 일반 리눅스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하도록 한다. RT task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RT 기능이 필요한 부분은 RT task에서 구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존의 리눅스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RT Linux는 이 두 프로세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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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Real Time FIFO이다.
이는 커널 주소공간에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구현되며 (절대 page out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에 대한 접근은 세마포어 같은 것을 통하지 않고 atomic하게 이루어
진다. RT task가 여기에 접근할 때 blocking을 하지 않고, 이 영역의 크기가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가 넘치거나(overflow) 부족 하는(underflow)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Real Time Task의 특징 :
RT task는 리눅스 커널 task이다. 즉 커널 권한을 가지고 수행되므로 자유롭게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코드와 데이터 영역 모두 메모리에 존재하며
page out되지 않는다. 이는 페이지를 읽어 들이면서 발생하게 되는 지연을 막기 위
함이다. RT task들은 커널 영역을 함께 공유한다. 메모리 보호를 위해 task들이 별
도의 주소 공간을 갖도록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task switching을 할 때마다
page directory가 바뀌게 되며, TLB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게 되
고, 시스템 콜을 할 때마다 protection level을 바꾸면서 약간의 오버헤드가 생기게
된다. RT Linux는 성능을 위하여 모든 RT task들이 같은 커널 영역을 공유한다.
RT task는 리눅스 커널 모듈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동적으로 RT task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모듈을 로드하는 역할은 기존의 리눅스에서 한다. RT task에서
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을 사용할 수 없으며 커널에 있는 다른 루틴들을
직접 부르거나 커널에 있는 자료구조들을 사용할 수 없다.

(2) 장점과 단점

장점
RT Linux의 구조는 무척 단순하기 때문에 기존 리눅스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al time 기능이 필요한 부분만 RT task로 구현하고 나머지
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안정된 리눅스 상에서 동작하므로 안정적이고, 디
버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
RT Linux는 기존의 리눅스가 가진 기능들을 real time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단지
RT task 기능을 추가하였을 뿐, 대부분의 서비스는 기존 리눅스에서 그대로 담당하
게 된다. 리눅스 코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그대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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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에게 real time 기능이 필요한 경우 이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다시 설
계해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RT Linux는 기존의 리눅스의 기능에 추
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덩치가 크다는 부담이 있다.

(3) RTLinux 설치하기

현재 리눅스 커널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얼 타임 지원을 소프트라고
부르는 것은 Michael Barabanov씨와 Victor Yodaiken씨의 RTLinux 프로젝트에 대
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커널 패치의 형태로 주어지는
RTLinux는 더욱 더 강력한 형태의 리얼 타임 지원을 해주도록 리눅스 커널 구조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다.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luz.cs.nmt.edu/~rtlinux/

여

기서 일단 커널 2.0.27에 대한 패치 형식으로 된 rtlinux-0.5.tgz 파일을 받아와야 한
다. 커널 2.0.29에 대해서는 웹 페이지에서 별도의 패치 파일을 받아오면 된다. 파일
을 풀어보면 rtlinux-0.5라는 디렉터리가 만들어지고 kernel_patch라는 파일을 하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파일을 /usr/src 디렉터리 밑으로 복사한다.

# cd /usr/src/linux
# patch -p2 < ../kernel_patch

patch 프로그램에 -p2 옵션을 주는 것에 유의하자.

# make config
# make dep
# make clean
# make zlilo
# make modules
# make modules_install

일반적인 커널 컴파일 과정을 마치고 나면 /lib/modules/2.0.27/misc 디렉터리에
rt_prio_sched.o 라는 모듈 파일이 하나 생긴다. 리얼타임 지원을 사용하려면 바로
저 모듈을 로딩해주어야 한다.그리고 나서 rt_fifo_new.o 모듈도 로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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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probe rt_prio_sched.o
# modprobe rt_fifo_new.o

# lsmod

Module

Pages

Used by

rt_fifo_new

2

[rt_process] 0

rt_prio_sched

1

sbpcd

14

1

aic7xxx

10

0

0

bsd_comp

1

0

ppp

5

[bsd_comp]

slhc

2

[ppp]

lp

2

1
1
0

모듈이 로딩되면 리눅스 커널과 하드웨어 레벨 사이에 리얼 타임 커널층을 끼워지
게 되어 둘 간의 처리를 중간에 가로채어 처리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 다음에 해주
어야 하는 일은 /dev 디렉터리에 적절한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배시 사용자라면
명령행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주면 된다.

for i in 0 1 2 3; do mknod /dev/rtf$i c 63 $i; done

펜티엄 120 머신에서 RT-Linux는 150 마이크로초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스케쥴
링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 rtlinux-0.5 디렉터리에 보면 testing이라는 디렉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디렉터리의 README를 읽어보고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하
드웨어 리얼타임은 RTLinux 와 RTAI가 있다. RTAI는 패키지에서 기본적으로
ARM을 제공하기 때문에 RTLinux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나. RTAI

(1)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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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와 하드웨어 사이에 `작은 커널'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 커널은 리눅스
와 `리얼타임 작업'을 모두를 조절할 것이다. 리눅스를 실행할 높은 우선순위의 `리
얼타임' 작업이 없을 때에만 실행되는 매우 낮은 우선순위 작업으로 취급한다. 인터
럽트 제어는 이 특수한 커널이 처리한다. 리눅스가 인터럽트를 끄는 요청을 하면
실제 인터럽트를 끄지 않고 리눅스가 인터럽트를 보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그러나
리얼타임 작업은 그대로 많은 지연 시간 없이 리얼타임 인터럽트 핸들러를 실행할
수 있다. Victor Yodaiken 박사가 도입한 이 신기한 개념이 RTLinux의 탄생을 가
져왔다.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구현을 시도했고, 가장 기대되는 (그리고 완전히
공개된) 것중 하나가 Dipartimento di Ingegneria Aerospaziale - Politecnico di
Milano (DIAPM)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RTAI이다.

(2) RTAI를 설치하기

RTAI는 크게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1. HAL (hardware abstraction layer,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리눅스 커널 패치.
2. 스캐줄링, 프로세스간 통신, 동기화 등을 담당하는 모듈들.

커널을 패치하여 설치하기전에 README.INSTALL 파일에 있는 지시사항을 주의
있게 읽어야 한다 (특히 커널 설정 옵션에 관한 지시사항을. "Set version
information on loadable modules"은 꺼야 한다. 당신은 아마도 프로세서가 한개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 그래서 SMP 지원을 (아마도, power management도 같
이) 끄는 것도 잊지마라). 새로운 커널로 재시작하면 RTAI 모듈과 예제를 컴파일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전에 세 모듈들 - rtai.o, rtai_fifos.o, rtai_sched.o을
읽어들여야(load) 한다.

(RTAI를 위한 커널 환경 설정과 컴파일)

# cd /project/ez-x5/test/rtai-x5/
# tar xvzf linux-2.4.21 linux
# mv linux-2.4.21 linux
# cd linux
# zcat ../patch-2.4.21-rmk1.gz | patch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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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 패치
# zcat ../patch-2.4.21-rmk1-pxa1.gz | patch -p1
--> pxa255 패치
# zcat ../patch-2.4.21-sallx0-pxa-fixed-rtal5 | patch -p1
--> rtai 패치
# zcat ../patch-2.4.21-rmk1-pxa1-rtal5-ezx5 | patch -p1
--> ez-x5 패치

# make ARCH=arm CROSS_COMPILE=armv5l-linux- ez-x5_config
# make ARCH=arm CROSS_COMPILE=armv5l-linux- oldconfig
--> 'RTAI Realtime Hardware abstraction Layer (CONFIG_RTHAL) [N/y/?] (NEW)'
라는 질문이 나오면 ‘y'를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커널이 실시간 확장을 지원하지
않는다.

# make ARCH=arm CROSS_COMPILE=armv5l-linux- dep
# make ARCH=arm CROSS_COMPILE=armv5l-linux- zImage

target board Ramdisk의 etc/rc.d/rc.local를 그림 2.12와 같이 수정한다.

그림 2.12 rc.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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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I를 위한 실시간 모듈 컴파일)

# cd /project/ez-x5/test/rtai-x5/
# tar xvjf rtai-3.0-test2.tar.bz2
# cd rtai-3.0-test2
# cat ../patch-rtai3.0-test2-jhs1 | patch -p1

환경 설정과 컴파일에 앞서 커널 패치를 미리 해야하며, 패치 후에 리눅스 커널 디
렉토리로 들어가 환경을 설정하고 make dep 명령을 내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
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 make ARCH=arm CROSS_COMPILE=armv5l-linux- oldconfig
--> 리눅스 소스 코드 트리를 먼저 묻는다. 이 때 절대경로를 사용하여
‘/project/ez-x5/test/rtai-x5/linux'를 지정 한다.RTaI용 패치, RTAI를 위한
환경 설정, 컴파일까지 끝난 리눅스 커널 트리가 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은 환경
설정 변수 확인 피드백을 보여준다.
using LINUXDIR=/project/ez-x5/test/rtai-x5/linux
using CROSS_COMPILE=armv5l-linuxusing ARCH=armv5l

# make ARCH=arm CROSS_COMPILE=armv5l-linux- dep
# make ARCH=arm CROSS_COMPILE=armv5l-linux-

# cd /project/ez-x5/test/rtai-x5/rtai-3.0-test2/modules
--> 이곳에 그림 2.13과 같이 modules들이 생성 되어있다.

그림 2.13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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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AI 테스트

rtai-3.0-test2 디렉터리에 보면 rtai-testsuite이라는 디렉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디렉터리의 README를 읽어보고 테스트를 할 수 있다.

# cd /project/ez-x5/test/rtai-x5/rtai-3.0-test2/rtai-testsuite/kern/preempt
# cp display rt_process.o /nfs
--> 실행파일과 모듈을 target board에서 mount 되어 있는 /nfs 폴더로 카피한다.

$ cd /nfs
$ insmod rtai_hal.o
$ insmod rtai_ksched.o
$ insmod rtai_fifos.o
$ insmod rt_process.o
$ ./display

그림 2.14 preempt test

그림 2.14는 preempt를 테스트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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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_process.c-------------------------------#include <linux/module.h>
#include <asm/io.h>
#include <math.h>
#include <rtai.h>
#include <rtai_sched.h>
#include <rtai_fifos.h>

#define TICK_PERIOD 10000000000
#define TASK_PRIORITY 1
#define STACK_SIZE 10000
#define FIFO 0
#define ONE_SHOT

static RT_TASK rt_task;

static void fun(int t)
{
int counter = 0;
float sin_value;

while (1) {
rtf_put(FIFO, &counter, sizeof(counter));
counter++;
rt_task_wait_period();
}
}

int init_module(void)
{
RTIME tick_period;
rtf_create(FIFO,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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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def ONE_SHOT
rt_set_oneshot_mode();
#endif
rt_task_init(&rt_task, fun, 0, STACK_SIZE, TASK_PRIORITY, 0, 0);
tick_period = start_rt_timer(nano2count(TICK_PERIOD));
rt_task_make_periodic(&rt_task, rt_get_time() + tick_period,
tick_period);
return 0;
}

void cleanup_module(void)
{
stop_rt_timer();
rtf_destroy(FIFO);
rt_task_delete(&rt_task);
return;
}
-----------------------------------------------------------------------------

-----------------------------------display.c--------------------------------#include <stdio.h>
#include <unistd.h>
#include <sys/types.h>
#include <sys/mman.h>
#include <sys/stat.h>
#include <fcntl.h>
#include <signal.h>

static int end;

static void endme(int dummy) { end=1; }

int main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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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fifo, counter;
if ((fifo = open("/dev/rtf0", O_RDONLY)) < 0) {
fprintf(stderr, "Error opening /dev/rtf0\n");
exit(1);
}

signal(SIGINT, endme);
while (!end) {
read(fifo, &counter, sizeof(counter));
printf(" Counter : %d. \n", counter);
}
return 0;
}
----------------------------------------------------------------------------위의 소스는 RTAI에서 FIFO를 사용하여 counter를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
여 real time를 테스트 하였다. 그림 2.15는 테스트 하는 모습이다.

그림 2.15 RTA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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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어기 하드웨어
제 1 절 모션 제어기
1장에서 설명된 개발환경을 PXA-255 arm 프로세서와 모션제어 칩을 사용한 구
조와 MPC-860 프로세서와 모션제어 모듈을 사용한 두 가지의 경우에 적용하였다.
각각의 구성을 그림3.1에 나타내었다. 각 구성의 공통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모터를

직접

구동하는

서보

앰프

모듈이

있어서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하며 모터에 연동된 엔코더 로부터 회전정보를
얻어 모션 제어기 모듈로 전송하여 되먹임 폐루프 제어(feedback closed control)를
행한다. 또한 호스트 컴퓨터와 무선 및 네트웍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이
접속된 모든 컴퓨터 환경에서 로봇에 접근할 수 있으며 네트웍을 제거할 경우 무선
에 의한 원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른 점은 모션 콘트롤러와 사용 CPU 모듈 및
비디오 입력 장치이다. PXA-255의 경우 충분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시도
할 영상에 의한 자동 네비게이션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비디오의 디지털 화
입력 장치를 장착 하였다. 또한 MPC-860에 비하여 모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
체적인 제어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칩 단위의 LM629 모션 제어기를 부착하였
다.

CAMERA

Video
digitizer

RF
Transmitter
(video, data)

PXA-255
CPU Module

LM 629
Motion
controller

Network

Servo
Amplifier

RF
Transmitter

Host
Computer

Motor

Encoder

그림 3.1.a 로봇 제어기 (PXA-255 프로세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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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transmitter

MPC 860
CPU module

SMC-2V53
Motion
controller
module

Network

Servo
Amplifier

Host
Computer

Motor

Encoder

그림 3.1.b 로봇 제어기 (MPC-860 프로세서 사용)
아래에 각각의 모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1. PXA-255 CPU 모듈

POWER
1.3V 3.3V 5V

POWER
Switch 5V

POWER
connector
32.768Khz Crystal

PXA255
400Mhz

Extention-0

3.6864Mhz Crystal
Extention-1

SDRAM
64Mbytes
CPLD

JTAG I/F

JTAG
Doggle

Boot Flash
512 Kbytes
NAND FLASH
64 Mbytes

Buffer

Ethernet
CS8900

Ethernet
Transformer

connector

20 Mhz OSC

Ethernet
connector

DB9
connector

Touch
MK712

Touch
4-wire
connector

UART0
full
UART1
UART2
Console
USB Client
connector

14.318 Mhz OSC

LED
Debugging
LCD TTL I/F

LVDS I/F

그림 3.2 PXA-255 CPU 모듈의 구성

PXA-255 CPU 모듈은 지금 시점에서 내장형 제어기로서는 최고의 속도를 가진 Intel
사의 PXA-255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듈이다. 이 프로세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암 프로세서의 코어(arm core)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 관련 정보를 비교적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장형 제어기로서는 비교적 많은 64MB의 램과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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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리눅스 및 기타 프로그램의 탑재가 용이하다. 직렬 통신 포트를 3개 가
지고 있으며 본 개발에서는 UART2를 무선통신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메모리나 입출
력 포트의 어드레스 맵핑(address mapping)용으로 사용되는 상위 어드레스의 디코더
가 5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26비트의 전체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디코더 하는
불편이 없다. 필요한 어드레스 공간에 따라 하위의 필요 어드레스만 5 블록 중 하나
에 할당하면 된다.

2. MPC-860 CPU 모듈

MPC-860보드는 모토롤라사의 Power-PC기반의 코어를 내장한 MPC860프로세서를 내
장하고 있으며,VxWorks, VRTX, LINUX 2.4.4와 RT-Linux등의 다양한 OS를 지원한다.

그림 3.3 MPC-860 제어기와 구성도

MPC-860보드는 RSIC 기반의 통신 모듈, on-chip peripherals 그리고 PowerPC core
가 결합된 고성능의 임베디드 Microprocessor인 MPC860을 사용하고, 버스 인터페이
스부(Buffer), FLASH memory부, SDRAM부, MII 인터페이스부, 10Mbps Ethernet부,
I2C EEPROM부와 RS232C부로 구성되어 있다. Bus 인터페이스부는 SUB1(CPU 장
착 영역)을 제외한 SUB2~4까지의 영역을 접근하기 위한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 데이
터 버스로 구성되어 외부 SUB모듈들(모션, IO, 통신 보드등)을 제어한다.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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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 SDRAM부는 CPU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의 저장과 실행되는 곳
으로 2Mbyte의 FLASH memory와 16Mbyte의 SDRAM를 가진다. I2C EEPROM은 I2C버
스 방식의 EEPROM을 사용하여 MPC-860에서 운영에 필요한 DATA와 H/W 설정에 관
계된 변수를 저장하고 있다. 10Mbps Ethernet은 SCC1을 사용하여 Ethernet연결을 가능하
게 해주고 RS232C는 MPC-860의 SMC1을 사용하여 RS-232C 시리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하드웨어 제어신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3. SMC-2V53 모듈 보드

SMC-2V53 모듈 보드는 아날로그 출력형 서보 모터 드라이버를 위한 고속 2 축
모션 제어보드이다. 내부에 MC2120 CP 와 MC2120 IO 칩을 장착한 모듈 보드로 사
다리꼴, S-사다리꼴, 전자기어 형태의 속도 프로파일 생성이 칩 내부적으로 가능하며
자체 PID 필터를 가지고 폐루프 제어가 가능한 2 축 정밀 모터 제어에 적합하다.

그림 3.4 SMC-2V53 모듈 보드와 블록도

특징

- 2 축 독립적인 아날로그 출력 타입 서보 모터 드라이버의 위치/속도 제어
- 2 축의 독립적인 PID 필터 내장
- 4 가지 모드의 구동 형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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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태 레지스터에 의한 모니터링

가. 모듈 세부 사항

▶ 제어 축
2 축

▶ 버스 인터페이스
베이스 보드의 종류에 따라 ISA, PCI, VME, CPCI 인터페이스

▶ 동작 모드 및 데이터 전송
개루프
폐루프
16/16 parallel 전송

▶ DAC 출력 및 프로파일 파라메터
16 비트 DAC(-10 ~ 10V)
S 자용 가가속도 : 0 ~ 1/2 count/sample3 (1/4,294,967,296 의 분해능)
가/감속도 : -32,768 ~ +32,767 count/sample2 (1/65,536 의 분해능)
구동 속도 : -32,768 ~ +32,767 count/sample (1/65,536 의 분해능)
전자 기어비 : -32,768 ~ +32,767 (1/65,536 의 분해능)
프로파일 모드 : 사다리꼴/ S-사다리꼴/연속 속도/전자 기어 모드 구동

▶ PID 필터
스케일 가능한 PID + 속도 feedforward + 가속도 feedforward + Bias
적분 리미트
설정 가능한 미분 샘플 시간
모터 출력의 limiting
필터 파라메터 16bit

▶ 서보 사이클 시간
100 ㎲ ~ 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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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코더 입력 펄스
2 상 펄스 / 업다운 펄스 입력 가능
2 상 펄스 1,2,4 체배 설정 가능

▶ 위치 카운터
논리 위치 카운터 : -2,147,483,648 ~ +2,147,483,647
실제 위치 카운터 : -2,147,483,648 ~ +2,147,483,647
위치 카운터 항상 읽고 쓰기 가능

▶ 위치 에러 tracking
모션 에러 원도우 설정
설정된 원도우 실시간 tracking

▶ 위치 캡쳐 트리거
축 당 2 개
HOME 신호 및 엔코더 Z 상 신호

▶ 서보 모터용 입력 신호
ALARM(알람), INPOS(위치 결정 완료)

▶ 범용 입출력 신호
축 당 입력 1 점 (break point 설정 가능)
축 당 출력 1 점 (break point 설정 가능)

▶ Limit 신호
각 축 +, - 위치에 2 점
입력 인터페이스 : 포토 커플러 + RC 필터 + 슈미트 트리거
입력에 대한 감속/급 정지 가능

▶ 긴급 정지 신호
모든 축에 대한 EMGN 1 점
입력 인터페이스 : 포토 커플러 + RC 필터 + 슈미트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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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입력
10 비트 아날로그 입력

▶ 외부 메모리
256K 워드 외부 메모리
동작 온도 범위 : 0 ~ +70°C
동작 전원 전압 : +5V ± 5 % (MCX312 칩 소비 전류 50 ㎃)
입출력 신호 레벨 : CMOS, TTL 접속 가능
입력 클럭 : 40 ㎒
외부 전원 : DC 24V, DC12V, DC -12V
아날로그 출력 : -10.0 ~ + 10.0 V
아날로그 입력 : 0.0 ~ +5 V

4.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한 Servo Motor 구동

가. Servo Motor 구동

BPFR 기본형 베이스 보드에 SMC-2V53 모듈보드와 MPC-860 보드를 장착하여
target board인 CPU 860 보드에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servo moter
를 제어한다. 그림 3.5는 target board인 MPC-860 보드에서 servo moter를 제어하
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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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ervor moter 구동

5. 네트워크 원격 모터 제어

그림 3.6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운영체제를 가
지고 있는 PC에서도 원격으로 모터를 제어 할 수 있다.

개발 호스트
(Linux)

작업 PC
Win 98
Win 2000
Win XP
Linux
…
타겟보드
& 모션 컨트롤

그림 3.6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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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과 그림 3.8은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linux 와 win XP에서 모터를 원격
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7 linux에서 실행

그림 3.8 Win XP에서 실행

제 2 절 무선 통신 부분
1. 비트 동기화
무선 통신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호 선에 의한 로봇 움직임의 제약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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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다. 데이터의 송수신 및 영상신호의 전송 등을 무선으로
행하게 된다. 그 중 데이터 통신의 경우 비동기방식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하기 쉽고 기존의 유선에서 구현된 직렬 통신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를 그대로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로봇의 움직임을 무선으로 제어할 경
우 로봇에 부착된 전선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생되는 움직임의 제약 외에 중요한 차
이점들 중 하나는 비트 동기화(bit synchronization)의 문제가 무선의 경우에 발생한
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렬 통신 시 시작 비트, 데이터 비트들, 종료 비트의 순

으로 보내게 되는데 시작 비트는 논리적인 ‘0’이 되고 종료 비트는 논리적인 ‘1’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무선 데이터 수신 시 적절한 송신부의 기준전압(ground)이 전
달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값이 논리적 ‘1’인지 ‘0’인지를 판별하기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신부에서는 송신부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끊임없는 노이

1

0

1

0

1

Start

0

1

0

1

0

0

1

Stop Start

55 h (1)

0
Stop

55 h (2)

55 h (N)

그림 3.9 서두데이터(Preamble Data)의 전송
즈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재 입력된 것이 데이터인지 노이즈 인지 구
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논리적인 ‘1’ 과 ‘0’이 연속된 약속된
데이터를 일정 개수만큼 보내고 이를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1’과 ‘0’을 판별하게 된
다. 이를 본격적인 데이터 이전의 서두 데이터(preamble)라 하며 일반적으로 16진
값 55h나 aah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비동기 통신에서는 최소 자리인 0번 비트
부터 전송되므로 이 값을 데이터간의 지연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보내면 시작비트
‘0’과 55h의 최소 비트 값‘1’, 다음 비트 값‘0’, ...‘0’, 정지비트 ‘1’, 다음 시작 비트 ‘0’
과 같이 논리적 ‘1’과 ‘0’이 반복되는 구형파의 모양이 된다.

수신부가 처음 데이터

를 수신할 때 어느 부분이 시작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서
두 데이터를 보낸 경우에 어느 시점을 시작점으로 인식하더라도 반드시 ‘1’이 되어
야하는 정지 비트가 오류가 나거나 다음 시작비트가 ‘0’이 아니라서 생기는 시작 비
트 오류 등의 에러는 발생되지 않는다. 정상동작은 하지만 반드시 송신측이 보낸
시작 비트를 시작 비트로 제대로 인식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된다.
A : 정확히 인식한 경우.
B : 2 비트 이동한 경우. 비트 6을 정지비트, 비트 7을 시작 비트로 인식한 경우
C : 4 비트 이동한 경우. 비트 4를 정지비트, 비트 5를 시작 비트로 인식한 경우
D : 6 비트 이동한 경우. 비트 2를 정지비트, 비트 3을 시작 비트로 인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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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8 비트 이동한 경우. 비트 0을 정지비트, 비트 1을 시작 비트로 인식한 경우
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로부터 원래의 시작비트를
제대로 인식함을 보장 하는 방법으로 직렬 수신 하드웨어에 내장된 고유기능 중 하
나인 프레임 오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능은 정지 비트 오류
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받은 8개의 비트를 모두 버리고 다시 시작비트를 찾기 시작
하는 것이다. 서두 데이터를 일정량 보낸 후 위의 다섯 가지경우에 놓이게 된다.
첫째로, 이진 값 ‘01000100’(22h)를 보낸다. 이를 수신부가 받게 되면 C 나 E의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비트 0과 비트 4가 정지비트가 아닌 ‘0’이기
때문이다. C의 경우 비트 7을 다음 데이터의 시작비트인 ‘0’으로 인식하여 B의 상태
로 바뀌게 된다. E의 경우 비트 3을 다음 시작 비트로 인식하여 D의 경우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값을 보낸 후 수신기는 A, B, D의 3가지로 압축된다.
둘째로, 이진 값 ‘00010001’(88h)을 보낸다. 이 경우 B와 D의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비트 2와 비트 6이 정지비트가 아닌 ‘0’이기 때문이다. B의 경우
시작 비트를 다음 데이터의 시작비트인 ‘0’으로 인식하여 A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
D의 경우 비트 5를 다음 시작 비트로 인식하여 C의 경우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값을 보낸 후 수신기는 A, C의 2가지로 압축된다.
셋째로, 이진 값 ‘01000101’(a2h)을 보낸다. 이 경우 C의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한
다. 왜냐하면 비트 4가 정지비트가 아닌 ‘0’이기 때문이다. C의 경우 비트 7을 시작
비트인 ‘0’으로 인식하여 B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세 번째 값을 보낸 후

수신기는 A, B의 2가지로 압축된다.
마지막으로, 이진 값 ‘00010101’(a8h)을 보낸다. 이 경우 B의 경우에만 오류가 발
생한다. 왜냐하면 비트 6이 정지비트가 아닌 ‘0’이기 때문이다. B의 경우 시작 비트
를 다음 데이터의 시작비트인 ‘0’으로 인식하여 A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네
번째 값을 보낸 후 수신기는 항상 A의 상태에 있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개의 서두 데이터를 보낸 후 수신기는 5가지의 상태중 하나에 있다.
'01000100'을 보낸 후 A, B, D중 하나가 된다.(C=>B, E=>D)
'00010001'을 보낸 후 A, C중 하나가 된다. (B=>A, D=>C)
'01000100'을 보낸 후 A, B중 하나가 된다. (C=>B)
'00010101'을 보낸 후 A의 상태가 된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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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
‘01000100‘

A=>A , B=>B , C=>B , D=>D , E=>D

A,B,D
‘00010001‘

A=>A , B=>A , D=>C

A,C
‘01000100‘

A=>A , C=>B

A,B
‘00010101‘

A=>A , B=>A

A

그림 3.10 비트 동기화 방법
2. 송수신부 하드웨어 및 파라메타 설정
무선 송수신 장치로는 chipcon 사의 CC1000 시리즈를 사용하였다. 이는 10mw
내외의 매우 적은 소비전력으로 구동되고 마이크로 콘트롤러와 인터페이스가 비교
적 쉽고 무선 통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더라도 필요한 파라메타를 설정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CC1000의 내부 레지스터는 모두 8비트 폭의 36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을 조작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송수신 주파수, 출력레벨 및 통
신속도등을 제어할 수 있다. 레지스터의 조작은 PALE, PCLK, PDATA의 3가지 신
호 선을 사용한다. 이 레지스터들은 00h ~ 1Ch 어드레스 공간을 차지하며 7비트의
어드레스로 모두 접근 가능하다. 송수신 데이터는 DIO와 DCLK를 통하여 주고받는
다.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Atmel 사의 AT89C4051을 사용하였다.

그림 3.11 CC1000시리즈와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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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CC1000 레지스터 쓰기 동작

그림 3.13 무선 송수신 파라메타 설정 예

M o to r
D riv e r

A n te n n a

CPU
AT89C 4051

RF
T ra n s m itte r

그림 3.14 RF 통신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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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디오 신호 처리부분
이 부분은 아직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로봇과의 교신이 끊어진 경우나
기타 운전원의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상하여 자율적으로 이동한 경로를 되돌아
나오는 것과 같은 긴급 회수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AR-660/2003 참조)
여 UHF

자율이동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KAERI

무선 송신 능력을 가진 소형 카메라를 로봇의 몸체에 부착하

대역의 480mhz로 전송한다.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수신 모듈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컴퓨터에서 영상 수신기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는 필립
스사의 I2C (Inter IC Communication)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으며 컴퓨터의 내장 병
렬 포트인 LPT1을 이용하여 I2C를 구현하였다.

그림 3.15 LPT 포트에 연결된 영상 수신장치

- 53 -

제 4 장 결론
소형 로봇 제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개발용 환경을 별도
의 경제적 부담 없이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존의 상용 개발
환경에 비하여 기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융통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
산이 절감되는 잇 점이 있었다. 최근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향상된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형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사용하고 이식 운영체재 및 개발
툴들 또한 가능한 한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초기에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단점이 있으나 한두 번 정도의 구축 경험이 축적되면 추후 업그레이
드나 새로운 하드웨어에 이식 시 신속하고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축된 환경을 본 과제에서 진행 중인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검사용 로봇
및 과거 수행한 원자로 자동검사 시스템에 적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하드웨어에 이식됨을 전제로 하여 개발된 POSIX(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에 기초한 리눅스 기반의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다 발
전된 하드웨어에도 본 개발 환경이 보다 쉽게 이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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