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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큰 이슈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4차 산업혁
명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주로 등장했던 키워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이었다.
특히, 이 책과 관련 있는 사물인터넷은 관심이 초창기보다는 다소 사그라든 감이 있지
만, 이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들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
한다.
이 책은 사물인터넷 분야와 모바일 기기, 각종 전자 장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임베디드 소
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안내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임베디드 기술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나중에 사물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등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임베디드 개발환경인 아두이노와 라즈
베리 파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임베디드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과 현업에서의 개발 방
식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임베디드 기술을 처음 접해 보는 분이나 앞으로 임베디드 기술자가
되려는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이 향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화두
에 있는 사물인터넷 장비 개발을 위한 임베디드 기술을 이해하는 데 아무쪼록 이 책이 도
움이 되길 바란다.
먼저, 이 책을 번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번역 이후 교정과 편집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제나 여러모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성두 대표님, 이
책의 진행을 맡아 주신 이종무 팀장님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관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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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이 책의 출간에 앞
서 고마움을 전한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여러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어
려운 시기에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의료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
린다.
- 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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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들어가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의 최신 기술에 대한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우리는 모두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다. 여기서는
컴퓨터라고 통틀어 표현하였으나, 비단 PC나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임베디드 시스템도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컴퓨터 중의 하나다.
근래에 들어서는 고성능 마이크로컴퓨터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리눅스와 같은 범용

OS를 탑재한 디바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용 OS를 탑재함으로써 마이크로컴퓨
터나 하드웨어는 실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용되는 제품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술만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QCD(품질,
비용, 납기)를 고려한다면 마이크로컴퓨터를 사용하여 어떻게 만들지 등 여러 사항을 확실

히 고려해서 개발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 책에는 앞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개발환경에 참가
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필수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컴퓨터 보드가 단순
한 블랙박스가 아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그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하였다.
책이나 인터넷 등에 이미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대부
분이 센서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위주다. 이 책에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소형 마이크로컴퓨터인 아두이노나 고성능 마이크로컴퓨터를 탑재한 라즈베
리 파이를 소재로, 마이크로컴퓨터나 운영체제를 화이트박스로서 이해하는 것과 함께, 개
발환경에서 이용되는 소형 마이크로컴퓨터부터 고성능 마이크로컴퓨터까지의 응용을 목
표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는 자신의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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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하는 사람이 많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제품을 완성한 후 고객이
나 이용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래도 감동하게 된다.
앞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경험을 기대한
다. 기술자로서 기술의 본질을 추구하고, 보다 좋은 개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양질의 제
품을 사회에 제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이 그 첫걸음이 돼서 기술자로서의 학습을 돕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
- 와타나베 노보루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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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호(영광종합병원)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타리딩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임베디드 분야에 관심이
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화장지에 물이 스며들 듯 설명을 풀어나가는 책을
접하게 되어 반갑고 기뻤습니다. 임베디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좋은 엔지니어로 성
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원동식
이 책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입문 도서로 안성맞춤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였지만,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한
교과서입니다. 내용이 방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심화 학습을 하면
훌륭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국조
기초로 시작해서 용두사미로 끝나 버리거나 무조건 따라하기식으로 구성된 기존 도서들
보다 실무 경험에서 우러나온 알째배기 정보가 많은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도서에서는 단순 빌드 명령어 수준의 내용으로 끝나는 임베디드 소스의 빌드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쉽게 단계별로 설명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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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훈(위웨이크 주식회사)
드디어 임베디드 엔지니어의 길로 들어서는 동료, 선후배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게다가
술술 읽히는 기본서가 나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 책은 임베디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분의 시작을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엔지니어 생활을 했더라도 임베디
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출간되면 바로 후배 엔지니
어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장철원
임베디드는 공부하기에 앞서 프로그래밍 지식뿐만 아니라 리눅스 사용법이나 커널의 이
해와 같은 선행 지식이 필요하므로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독
자들을 위해 임베디드를 포함해 다양한 배경지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임베디드에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vii

임베디드 기사 국가자격 안내

자격명: 임베디드 기사

영문명: Engineer Embedded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본 정보
1. 개요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지식과 설계 및 응용 능력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 펌웨어, 운영체제를 이식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지도적 업무를 수행한다.

2. 변천 과정
신설 〈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35호〉

3. 진로 및 전망
임베디드시스템 하드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

4. 검정 현황
연도

2019

필기
응시

101

합격

55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54.5%

69

1

1.4%

28.3%

2018

113

68

60.2%

60

17

2017

128

41

32%

50

25

50%

2016

150

53

35.3%

65

4

6.2%

2015

145

55

37.9%

58

11

19%

2014

127

32

25.2%

36

25

69.4%

2013

232

80

34.5%

51

22

43.1%

소계

996

384

38.6%

389

105

27%

출제 기준(필기)

• 직무 분야: 전기·전자
• 적용 기간: 2020.1.1∼2023.12.31
• 검정 방식: 객관식
• 문제 수: 80

• 시험 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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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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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내용: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분석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화 및 테스트를 수행하며, OS(운영체제)

부팅을 위한 부트 로더를 포함하는 펌웨어와 임베디드 시스템의 OS와 관련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필기 과목명

출제 문제 수

주요항목

1. 논리회로

세부항목

세세항목

1. 논리회로 기초

1. 디지털 시스템의 정의
2. 불 대수
3. 논리식 간소화
4. 수의 표현

2. 조합논리회로

1. 각종 논리게이트
2. 각종 조합논리회로(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가산기 패리티, 에
러 수정 코드 등)

3. 조합논리회로 분석, 설계

임베디드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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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구조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3. 주변장치

3. 순서논리회로

1. 래치와 플립플롭
2. 각종 순서논리회로(레지스터, 카운터, 시프터 등)
3. 순서논리회로 분석, 설계

4. 메모리

1. 각종 메모리(RAM, ROM, EPROM, EEPROM, NAND/NOR 플래시)

5. HDL

1. 프로그래머블 로직, FPGA
2. Verilog, VHDL
3. Verilog를 이용한 논리회로설계

1. CPU(중앙처리장

1. CPU/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2. 버스 시스템
3. 명령어(instruction) 집합 구조
4. 어드레싱 모드
5. 마이크로 아키텍처(파이프라인, 퍼스칼라, 분기 예측 등)
6. ARM CPU

치) 구조

2. 메모리 시스템

1. 메모리 계층 구조
2. 캐시 메모리
3. MMU와 가상 메모리 시스템, 페이징

3. I/O 인터페이스

1. 입·출력 장치의 매핑
2. 폴링, 인터럽트
3. DMA
4. 입·출력 버퍼링

4. 임베디드 시스템

1.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조
2.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1. 입·출력 포트

1. GPIO의 설정과 이용
2. 입·출력 레지스터(Command/Status)
3. 입·출력 포트 멀티플렉싱
4. 데이터 시트의 개념

임베디드 기사 국가자격 안내

xix

임베디드
하드웨어

2. 주요 주변장치

1. 시리얼 포트
2. 타이머
3. A/D, D/A 변환
4. 각종 센서(초음파, 적외선, 온도)
5. 모션 센서(가속, 자이로, 지자기)
6. 입·출력 버스(I2C, SPI 등)
7. 통신장치(Ethernet, 와이파이 등)
8. USB
9.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
10. 칩 실렉트 로직

1. 펌웨어

1. JTAG 하드웨어
2. 스타트업 코드
3. 메모리 초기화

2. 부트 로더

1. 부트 로더의 종류와 기능
2. OS 부트 과정
3. 플래시 메모리 관리
4. 초기 RAM 디스크 이미지
5.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이용
6. 부트 로더 작성 및 타깃 시스템 이식

3. 전원 관리

1. 전원 관리 하드웨어
2. OS 전원 관리
3. 부트 로더의 전원 관리

1. 리눅스 내부 구조

1. 커널의 소스 트리 구조
2. 커널 빌드 과정 개요
3. 커널 구성(configura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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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웨어

2. OS 포팅

개요 및 포팅

임베디드
펌웨어

2. 리눅스 부팅

1. 리눅스 부팅 과정
2. init 스크립트
3. busybox와 셸
4. 커널 모듈 관리
5. 공유 라이브러리 관리

1. 디바이스

1.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념
2.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
3. 리눅스 커널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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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드라이버 개념

2. 디바이스
드라이버

3.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커널 서비스

1. OS

임베디드
플랫폼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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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문자드라이버 API
2. 시스템 콜에 의한 드라이버 접근
3. 커널 모듈 원격 디버깅
1. 커널의 주요 자료 구조
2.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의 버퍼 관리
3. 커널 메모리 할당과 해제
4. 상호 배제 지원 함수
5. 동기/비동기 드라이버 개념
6. 스케줄러를 이용한 대기
7. 커널 타이머
8. 세마포어
9. 인터럽트 서비스
10. DMA(Direct Memory Access) 개념

1. OS의 기본 개념

1. 가상 머신
2. 자원관리자
3. OS의 분류(실시간 OS, 분산 OS 등)

2. 프로세스 관리

1. 스레드와 프로세스
2. 프로세스 상태
3. 스케줄링 기초

3. CPU 스케줄링

1. 단일프로세서 스케줄링 기법
2. 멀티프로세서 스케줄링 기법
3. 실시간 스케줄링 기법

2. 리눅스
커널 프로
그래밍

임베디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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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및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4. 병행성 제어

1. 상호배제
2. 세마포어, 모니터
3. 교착 상태
4. 교착 상태 대처 방법

5. 메모리 관리 방법

1. 캐시 메모리
2. 가상 메모리
3.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6. 장치 관리 방법

1. 디스크 관리
2. 파일 시스템

1. 리눅스 개요

1. 리눅스 설치 및 관리
2. 커널 구조

2. 커널 서비스

1. 시스템 콜
2. 시그널과 인터럽트
3. /proc, /sys 파일 시스템, kobject

3. 메모리 관리

1. 주소 공간 및 구조
2. 가상 메모리, 메모리 매핑
3. 페이징, 스위칭, 캐싱
4. 프로세스 관리 및 스케줄링

4. 디바이스 관리

1.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조
2.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devfs)
3. 하드웨어 I/O

5. 파일 시스템

1. 가상 파일 시스템(VFS)
2. LVM과 RAID
3. JFS

6. 네트워크

1.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
2. 리눅스 TCP/IP 스택

1. 프로세스 및

1. fork, exec 계열
2. 저수준과 고수준 파일 핸들링

파일 처리

2. 메모리

1. 메모리 할당 및 해제
2. 메모리 정렬 및 검색
3. 메모리 Lock

3.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

1. 메모리 맵(mmap)
2. 공유 메모리
3. 세마포어
4. 메시지 큐

4. I/O 인터페이스 및

1. PIPE와 FIFO
2. 소켓
3. select, pselect
4. Non-blocking I/O
5. poll, epoll

멀티플렉싱

5. 스레드

1. 스레드 개념
2. 스레드 생성 및 제어
3. 스레드 간 동기화
4. 프로세스의 모듈화
5. pthread API: 스레드의 생성, 종료
6. Mutex와 조건 변수
7. Barrier, 여러 가지 locks
8. 스레드의 응용

6. 시그널 기본

1. 시그널의 정의
2. 시그널 핸들러
3. 시그널 전송 에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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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구조

2. 프로

7. 컴퓨터 네트워크

1. 컴퓨터 네트워크 기본
2. OSI 계층 프로토콜
3. TCP, UDP, IP
4.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

8. 소켓 프로그래밍

1. 소켓의 정의
2. TCP 소켓
3. UDP 소켓
4. 소켓 프로그래밍 응용

1. 데이터 구조의

1. 알고리즘의 표현과 분석
2. 배열
3. 연결 리스트
4. 스택과 큐
5. 트리
6. 그래프

이해

1. C 프로그래밍

1.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
2. 제어 흐름
3. 함수와 프로그램 구조
4. 포인터와 배열
5. 구조
6. 입력과 출력

2. 객체지향

1. 객체지향 원리
2. C++ 개요
3. C++ 객체지향 기능
4. 자바 개요
5. 자바 객체지향 기능

그래밍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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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3. 개발

1. 개발 프로세스

1. 기본 원리
2. 프로세스 모델
3. 요구사항 분석
4. 시스템 아키텍처
5. 설계 기법
6. 소프트웨어 테스팅
7. UML 다이어그램

2.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개요
2. 품질관리
3. C 국제 표준(ISO/IEC9899)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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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미디어 정보 표현
2. 멀티미디어 압축
3. 영상 및 신호 처리
4. 멀티미디어 통신
5. 편집 도구 및 저작 도구

출제 기준(실기)

• 직무 분야: 전기·전자
• 적용 기간: 2020.1.1∼2023.12.31
• 검정 방식: 필답형
• 시험 시간: 2.5(시간)

• 직무 내용: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분석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화 및 테스트를 수행하며, OS(운영체제)

부팅을 위한 부트 로더를 포함하는 펌웨어와 임베디드 시스템의 OS 관련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 준거
1.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회로, 구조 분석 및 주변장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펌웨어의 설계와 구현 및 테스팅 지식으로 OS를 이해하고 커널의 포팅 과정과 부트 로더의 동작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분석 테스팅을 통해 실무에 응용할 수 있다.

실기 과목명

주요항목

1. 임베디드
하드웨어

세부항목

1. 하드웨어 및
회로 분석하기

세세항목

1. 조합논리회로 및 순서논리회로를 분석, 설계할 수 있다.
2. ROM, EPROM, SRAM, DRAM, 플래시 등 메모리 회로를 분석 및 설계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시스템
성능 및 구조
분석하기

1.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위한 기계어 프로그램을 분석, 개발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3.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4.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수

3. 임베디드 시스템

1. 데이터 시트를 분석하여 주변 장치의 상태를 읽고 입·출력을 제어하는 프

있다.
주변장치
분석하기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2. 인터럽트 방식의 입·출력, DMA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3. 단순 입·출력, 스캐닝 입·출력, 시리얼 포트, 타이머 등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4. 각종 센서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임베디드
실무

2. 임베디드

1. 펌웨어 설계,

펌웨어

구현 및
테스팅하기

1. 컴파일 결과 만들어지는 ELF 포맷과 binutil 도구의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스타트업 코드를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다.
3. 칩 실렉트 로직을 이해하여 프로그램하며, 메모리 초기화를 할 수 있다.
4. OS의 부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5. OS의 부팅에 필요한 초기 RAM 디스크를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6. 플래시 메모리 제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7. OS의 전원 관리 기법, 하드웨어의 전원 관리 방법, 부트 로더의 역할을 이해
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2. 임베디드의
이해 및 포팅하기

3.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성하기

1. 커널의 포팅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부트로더의 동작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교차개발환경에 필요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1. 데이터 시트를 이해하고 레지스터의 표현과 메모리 맵을 제시할 수 있다.
2.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표준 API를 정의할 수 있다.
3. OS와의 연동을 위한 저수준의 OS API를 활용할 수 있다.
4. 디바이스 초기화 및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5. Make 파일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6. 인터럽트 처리를 할 수 있다.
7. 구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C, C++, 자바)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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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베디드 플랫폼

1. 임베디드
OS 이해하기

1. 커널의 구조를 이해하고 디렉터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커널의 주요 기능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커널

1.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디바이스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를 위한 시스

프로그래밍하기

템 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스레드 동기화를 위한 세마포어, MUTEX 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소켓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4. IDE, 교차개발환경에 필요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 임베디드
프로그램 분석 및
설계하기

2. 임베디드
프로그램
작성하기

3. 개발 도구 및
테스팅 기법
활용하기

1. 주어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UML 등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2. 설계 관련 산출물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개발환경에 맞는 기술 문서 및 매뉴얼 작성을 할 수 있다.
1. 구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C, C++, 자바)를 이해할 수 있다.
2. 주어진 설계 결과를 이용하여 목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3. 개발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코딩을 수행할 수 있다.
1. 컴파일러, IDE 등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2. 디버깅 도구를 이용하여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다.
3. 사용하는 언어 및 개발환경에 따라 단위 테스트를 위한 방법을 선정하고, 각
단위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4. 단위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다.
5. 장애 대응

1. 장애 접수
처리하기

1. 임베디드 SW 장애 대응을 위하여 접수된 장애 내용을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SW 장애 대응을 위하여 분류된 장애에 대해 장애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임베디드
실무

3. 임베디드 SW 장애 대응을 위하여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2. 장애 대응 방안
수립하기

1. 임베디드 SW 장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하여 식별된 장애의 영향력, 발생 가
능성, 발생 시점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SW 장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하여 장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임베디드 SW 장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하여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을 정의할 수 있다.

4. 임베디드 SW 장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하여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세부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장애 복구하기

1.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를 위하여 장애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를 위하여 장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3.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를 위하여 장애 복구에 대한 작업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4.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 시 예외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비상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5.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 후 장애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4. 장애 이력
관리하기

1. 임베디드 SW 장애 이력관리를 위하여 장애 조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SW 개선을 위하여 장애 처리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3. 임베디드 SW 개선을 위하여 장애 이력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5. 고객 만족도
조사하기

1.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 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2.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 완료 후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3. 임베디드 SW 장애 복구에 대한 고객 만족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장애 대
응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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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업무

이 장의 개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자택에서의 생활, 학교나 회사에서의 생활, 음식 및 오락, 이동 수단부터 의
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며, 이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부른다. 이 장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의 업무 내용 및 경력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01
SECTION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임베디드 시스템의 중요성
임베디드 시스템은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1를 탑재한 기계나 장치를 말한다. 마

이크로컴퓨터는 PC나 서버 컴퓨터 등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비교하면 작은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사용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시계와 같은 작은 기계부터 엘리베이터나 비행기와
같은 거대한 기계까지 마이크로컴퓨터를 탑재함으로써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최근
에는 사람의 장기 안을 촬영하는 캡슐형 내시경 등 매우 작은 기계에서도 마이크로컴퓨
터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현대인이 생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집 안을 살
펴보면 인터폰이나 조명,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텔레비전이나 리모컨, TV 레코더나 스
마트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나 화장실 등에서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나 회사에서는 PC나 프로젝터, 네트워크나 무선 통신, 복사기나 프린터, 에
어컨이나 관내 방송 등에 임베디드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택에서 학교나 회사
로의 이동 시에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승차권 발매기나 자동 개찰, 전철이나 자
동차, 버스 등에도 임베디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편의점과 같은 상점, 병원이
나 관공서,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도 임베디드 시스템이 많이 활용된다.

1

마이크로컴퓨터의 다른 표현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가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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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인터폰
조명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TV 레코더
라디오
뮤직 플레이어
스피커
리모컨
게임기

PC
네트워크 장비
전화기

이동 수단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냉장고
전자레인지
토스터
식기 세척기
핫 플레이트
가스레인지
세탁기
청소기
비데
급탕기
만보계
혈압계

자동차
전기 자동차
오토바이
전철
승차권 발매기
개찰기
전자 안내판
스크린 도어
신호기
버스
버스 정류장
택시 무선기
자동차 내비게이션
차량 블랙박스

기업, 공장, 병원 등
출입 관리 시스템
자동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PC
서버
스캐너
종이분쇄기
내선 전화 시스템
자동 운반 로봇

ATM
화폐 교환기
POS 단말
커피 메이커
프라이어
대형 냉장고
IC 카드 리더
바코드 리더
감시 카메라 시스템
의료 기기
공작 기기
건설 기기
측정기
제조 지원 로봇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과 PC, 서버는 어떻게 다른가?

컴퓨터나 서버 등은 사람이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스토
리지에 보관된 정보 또는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한다. 임베디드 시스템
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중에는 PC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입력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센서를 사용하여 기계나 장치의 외부에서 정보를 얻으며, 액추
에이터2를 사용해 외부에 대해 해야 할 행동 등의 피드백을 전달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동작한다.
달리 보면 PC에 온도 센서와 선풍기를 접속해서 온도에 따라 선풍기를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전용의 기계나 장치로 실현할 수도 있다. 반대로, PC를 ‘정보 처리에 특화한 임베디
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PC를 소형화해서 무선 통신이나 터치 패널, 카메
라나 가속도 센서, GPS 등을 탑재한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그렇기에 임베디드 시스템과 PC나 서버, 스마트폰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4

액추에이터(actuator)는 일반적으로 제어 기기에서 출력된 신호를 바탕으로 대상을 물리적으로 동작시키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 장치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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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범용 컴퓨터가 아닌, 전용 기기로 사
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헌하는 것
도 있다.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기, 의료나 건강 분야에서 이용되는 기기, 방범 등의 보안 분
야에서 이용되는 기기 등 여러 임베디드 시스템은 사회의 안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 불
가결하다. 또한, 최신 자동차의 경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임베디드 시스템으
로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편리함과 쾌적함’을 실현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공헌한다.

1인 1대 수준으로 보급된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나 자전거의 공유, 현금이 필
요 없는 캐시리스 결제 등 편리하고 쾌적한 신개념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자택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환경이 임베디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백색 가전이라
고 불리는 거실이나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의 기기에도 임베디드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들
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갈색 또는 흑색 가전이라고 불리는 TV나 오디오, 게임기 등도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네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 네 가지 특징적 요소
(Nature, Time, Constraint, Reliability)는 영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NTCR이라고 부른다.

N

자연 법칙

T

실시간성

C

제약 조건

R

신뢰성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에 요구되는 NTCR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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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자연 법칙의 취급

임베디드 시스템은 외부 세계(시스템의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여 마이크로컴퓨터로 처리해

결과를 외부 세계로 피드백한다. 이런 동작은 IPO(Input, Processing, Output)라고도 불

린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동문이 있다. 자동문
은 인체 감지 센서나 거리 센서 등을 사용해 마이크로컴퓨터가 사람이 접근한 것을 감지
하고, 액추에이터를 가동해서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다. 오피스 빌딩의 화장실에 있는
자동 라이트도 사람을 센서로 감지하여 라이트의 점등과 소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인체 감지 센서나 거리 센서 등으로 사람을 감지하려면 마이크로컴퓨터에서 사람이 온 것
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값(임계값)을 정해 마이크로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설정 조건에 의한 값의 범위(임계값)의 설정 및 오류 검출 방지의 처리 등도 고려해 두
어야 한다.
또한, 문을 여닫는 데는 액추에이터를, 모터 제어에는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이것들
은 문의 무게나 이동시킬 거리의 데이터, 동작의 시작과 종료의 제어, 게다가 긴급 정지
등 각종 조건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커다란 유리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은 상
상 이상으로 고난도의 제어가 필요한 일이다.
센서
〈외부 세계의 인지〉

액추에이터
〈외부 세계로의 피드백〉

센서
사람의 감지
거리나 시간

중량물의 이동
움직임의 시작과 정지

터치 감지
강도나 시간

긴급 정지

자동문의 센서와 액추에이터

자동차나 로봇 등의 모션을 동반하는 시스템에서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 감지하고 결과를
외부 세계에 어떻게 피드백할지를 제어하는 제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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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다.
제어 모델에 의한 제어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범용 컴퓨터만을 사용한 정보 시스템과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책 대출을 처리하는 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
자. 디지털로 업무 처리를 해내는 정보 시스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데
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할 뿐이다.
한편, 임베디드 시스템을 포함하는 도서관 시스템에서는 서적의 바코드라는 외부 세계의
흑백 데이터를 읽어 들여 디지털 데이터화를 해야 한다. 제어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렇게나 리더기에 비추는 것만으로는 바코드의 정보를 정확히 읽어 들일 수가 없다. 즉,
적절한 제어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의 밝기나 바코드 자체의 오염 상태, 읽어 들일 때
의 각도 등을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바코드를 읽을 수 있게 된다.

Time: 실시간성의 요구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범용 컴퓨터에서는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성능이 나오지
않아 반응 속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단, 그것은 사용자들도 대부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에 반해 임베디드 시스템은 전용 기기로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요구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시간성은 기기에 따라 요구되는 속도나 속도를 보장하는 수준이 다
르다. 크게 분류하자면 자동차 엔진의 연소 제어와 같이 수 밀리초의 데드라인을 확실하
게 준수해서 동작할 것을 요구하는 하드 리얼타임(Hard Realtime), 뮤직 플레이어와 같이

재생이나 조작에 대한 반응이 다소 늦어도 허용되는 소프트 리얼타임(Soft Realtime)으로
분류된다.
하드 리얼타임

1

2

3

4

소프트 리얼타임

5

1

…… ……

처리 A

처리 A

처리 B

처리 B

반드시 규정 시간 내에 처리가 끝난다.

2

3

4

5

…… ……

규정 시간 내에 처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허용한다.

하드 리얼타임과 소프트 리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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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리얼타임은 시스템의 성능이 사용자나 장치의 안전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요구된
다. 의료 기기, 자동차 등의 운송 장비, 비행기나 위성 등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되
는 기기에서는 하드 리얼타임이 크게 요구된다. 이러한 기기는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않은
시스템이나 실시간 OS를 사용해서 시간적 제약을 지키도록 설계한다. 어떠한 처리가 어
떤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전부 다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소프트 리얼타임은 사용자 조작 또는 네트워크 경유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에서 요청된
다. 사람에 의한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경유한 서비스에서는 높은 반응을 요구하지만, 그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너무 반응이 늦으면 품
질이 좋지 않은 제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Constraint: 엄격한 제약 사항

임베디드 시스템은 전용 기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기가 크기나 무게, 가격, 이용
조건 등이 정의되어 있다. 소비자용 웨어러블 기기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소형, 경량, 저
가격, 생활 방수 등이 이용 조건이다. 이런 정의에 의해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엄격한 제약
조건이 부여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범용 컴퓨터와는 다르게 무엇을 제어하는지 명확하므로 쓸데없는 처
리 능력이나 메모리 용량은 불필요하다. 처리 능력이나 리소스는 비용 및 전자 제품을 탑
재하는 장소의 크기, 나아가 제품 전체의 크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가성비를 고려
해 최적해를 찾는다. 하지만, 향후 제품 라인업의 확충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다소
과도한 스펙인 고성능의 처리 능력이나 리소스를 설정하는 일도 있다.
게다가, 전용 기기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나 발열 문제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장시간
작동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운영 비용의 관점에서 저소비 전력인 것이 이상적이다. 그중
에는 버튼 전지로 작동하는 기기나 작은 태양열 패널로 동작하는 기기도 있다. 전자 기기
인 경우 발열은 과다 발열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임베디
드 시스템을 고온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열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아
이디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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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진동이나 먼지 등 가혹한 이용 환경이라는 제약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Reliability: 높은 신뢰성

신뢰성이란, ‘어떤 아이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요구된 기능을 완료해 낼 수
있는 성질’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이 탑재된 기기는 비행기나 자동차 등 장기간에 걸쳐서

가혹한 환경에서 계속 이용되는 것부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 빠른 신제품 교체
사이클로 새로 구매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버그나 고장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설계 단계에서 고품질을 구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별 NTCR 요구사항의 특징

NTCR 요구사항은 모든 임베디드 시스템에 요구된다. 단, 중요시되는 관점은 각 기기에 따
라 다르다. 다음의 표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예를 들었다.
제품별 NTCR 요구사항
기기

N

T

C

R

자동차
내비게이션

각 가속도 센서
터치 패널

소프트 리얼타임

진동
열

소프트웨어 갱신 가능

에어백

충돌 센서
스크럽

하드 리얼타임

진동
열

고신뢰성

뮤직 플레이어

음원 코덱 디코딩
조작 스위치

소프트 리얼타임

소비 전력
크기
열

소프트웨어 갱신 가능

혈압계

맥박 센서
압력 센서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하드 리얼타임

소비 전력
비용

고신뢰성
(특정 관리 의료 기기)

키오스크(KIOSK) 터치 패널
단말
인체 감지 센서

소프트 리얼타임

소비 전력
열

소프트웨어 갱신 가능
보안

자동심장
충격기(AED)

하드 리얼타임

비용
소비 전력

높은 신뢰성
(특정 관리 의료 기기)

가속도 센서
전기 쇼크
심전도 측정

SECTION 02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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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ECTION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종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탑재하여 마이크로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
그램이다. 영어로는 ‘Embedded Software’라고 표현한다. PC나 서버에서 동작하는 소프
트웨어와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구별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불린다.
또한,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사이에 있다는 의미로 펌웨어(Firmware)라
고도 불린다. 이 책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내장된 운영체제와 펌웨어를 함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한다.

PC나 서버,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기업용
소프트웨어라고 불린다. 이것들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플랫폼(컴퓨터 및 운영체
제)에서 동작하며, 구현하는 기능도 다르다. 또한, 개발에서 많이 알려진 소프트웨어로는

게임 소프트웨어(게임 애플리케이션, 게임 프로그램)가 있다. 이것은 게임 전용기나 PC, 스마
트폰, 태블릿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의 특징 비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장소

특징

트렌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컴퓨터 탑재 머신 자동차, 마이크로컴퓨터가 외부 세계의 상 사물인터넷,
가전, 로보트 등
황을 인식해 처리함으로써 사람을 에지 컴퓨팅
운영체제 미탑재, 실시간 운영체제, 지원한다.
리눅스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PC나 서버 기업의 정보 시스템 등
리눅스 등

기업 등 사람이 만든 규칙을 자동 클라우드
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람을 지원 인공지능
한다.

(PC , 스마트폰)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반 사 엔터테인먼트나 유틸리티, 더불어 SNS
애플리케이션
용자, 기업 사용자 등
기업용 UI로 이용한다.
스트리밍,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웹 등
동영상

AR/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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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스마트폰, PC등 게임 엔진, 단순한 게임부터 인터넷 경유를 통 MMO,
웹,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등
한 여러 사람과의 플레이 등 고급 대전 게임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AR/VR
걸쳐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한다
단, 임베디드라고 불리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이 모두
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하기 때문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소
프트웨어가 동작하는 PC나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한 일종의 임베디드 시
스템이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고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나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를 동작시켜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환경
을 지원하기도 한다. 게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며, 게임 전용기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의 게임 소프트웨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의해 동작한다.
이렇듯,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것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다.

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OS
PC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
서비스

게임

애플리케이션

OS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게임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TV

OS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범위

SECTION 0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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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기계나 장치에 내장된 채 제공된다. 그리고 제품의 특징을 실제
로 구현하는 것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엔진이나 레이더 등의 하드웨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엔진의 점
화 제어에 의해 저연비를 실현하고, 레이더를 통해 외부 상황을 파악하여 앞차와의 추돌
예방을 실현하는 것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다. 최신 스마트폰이라면 큰 액정 화면이나
고화질 카메라 등의 하드웨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화면의 렌더링 제어나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현하고 고화질의 이미지 소자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 들여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것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다.
게임기라면 높은 그래픽 성능이나 조작성 높은 게임 패드 등의 하드웨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래픽 칩셋을 제어하여 높은 성능을 실현하고 게임 패드의 조작 신호를 처리하
는 것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다. 빌딩의 엘리베이터라면 튼튼한 모터나 기어를 포함한 하
드웨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터를 빠르고 확실히 제어하고 이중 삼중의 안전 대책을
제어하는 것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다. 이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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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이 장의 개요
이 장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
템의 소프트웨어는 기기에 내장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전용의 소프트웨어다.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제어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초 지식을 이해해 두어야
한다. 참고로 이 장은 C언어의 기초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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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종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타입과 운영체제 없이 동작하는 타입
이 있다. 학습용 임베디드 보드 중 대표적으로 운영체제 없이 동작하는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이며, 범용 운영체제인 리눅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라즈베리 파이 3가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입력, 출력, 제어(연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전기 밥솥을 생각하면 입력은 버튼이 된다. ‘취사’ 버튼을 누름으로써 밥을 짓
기 시작한다. 입력에 대한 출력은 히터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밥을 짓는 것이다. 밥을 짓기 시작하면 밥이 다 될 때까지의 시간이 출력된다. 단순하게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춰서 히터를 가열하고, 온
도 조정을 해야 한다. 입력된 정보인 밥을 익히는 정도나 밥의 양에 맞춰서 히터에 전달
할 전류를 조정하고 제어함으로써 ‘맛있는 밥’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듯 기능이 단순해
복잡한 동작이 필요 없는 기기는 운영체제 없이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CPU의 클래스도
아두이노 우노와 동등한 클래스나 그보다도 낮은 스펙의 CPU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휴대전화나 스마트폰과 같이 복수의 기능을 갖고 복잡한 동작을 해야 하는 때는
운영체제를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이용하는 사
람에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의 관리는 운영체제가 시분할(time sharing) 또는 이벤트 드리븐(event driven)으로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전환하면서 복잡 다양한 하드웨어 제어를 실시함으로써 실현하고
있다. 이 경우 고스펙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므로 라즈베리 파이 3 클래스의 CPU가 이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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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이 부분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

OS(운영체제)
마이크로컴퓨터(하드웨어)

운영체제가 있는 시스템

운영체제가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운영체제 외에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미들웨어(middleware)가 존재한다.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고 싶은 기능이 운영체제나 미

들웨어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때에는 목적에 맞는 필요한 절차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실
현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이 부분의 기능이 없다.

OS(운영체제)
마이크로컴퓨터(하드웨어)

운영체제가 없는 시스템

운영체제가 없는 때에는 미들웨어도 없으므로 목적을 실현할 절차를 모두 만들어야 한다.
요구사항을 실현하려면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 분석해야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하드웨
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 운영체제가 없다고 해도 전부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는다. 필요 최소한의 기능은 라
이브러리(library)라는 형태로 개발환경에서 제공된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화면에
문자를 표시하거나 시리얼 포트 경유로 통신하는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운영체제가 있는 경우의 소프트웨어 구성은 5장 이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부터 4장까지는 운영체제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전제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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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흐름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고급 언어를 사용하여 PC에서 개발한다. 고급 언어는 C언어 같
이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PC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임베디드 시
스템의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후 기기에 내장된다.
여기서는 기기에 프로그램을 내장하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설명한다.

크로스 개발환경
임베디드 시스템은 개발환경의 PC와는 달리 CPU에서 동작시키도록 되어 있다. 단, 에디
터를 사용하여 PC에서 고급 언어를 프로그래밍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PC용
프로그램 개발과 같다. 다른 점이라면 소스 코드가 만들어진 후에 도구를 사용하여 임
베디드 시스템용의 실행 형식으로 변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PC에서 리눅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라면 커맨드라인(command line) 베이스로
GCC(GNU Compile Collection) 도구를 사용해 간단히 빌드(build)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

러나 PC에 들어 있는 GCC 환경으로는 그대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없다. 왜
냐하면 PC에 들어 있는 CPU와 임베디드 시스템의 CPU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에 맞춘 전용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 임베디드 시스템 전용
의 개발환경을 크로스 개발환경(cross development environment)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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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용
크로스 개발환경
임베디드 시스템의
CPU에 맞춘
환경 필요

에디터

PC용
개발환경

빌드

실행
임베디드 보드

크로스 개발환경

만약 임베디드 시스템의 CPU와 PC의 CPU가 같다면 PC의 환경을 사용하여 동작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 PC에서 사용되는 인텔 CPU나 AMD CPU 등도 임베디드 시스템으
로 많이 사용된다. 소비 전력이 많아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는 지하철 차량, 지하철 역
의 디지털 광고나 감시 카메라 등에서 이용된다. PC와 같은 CPU를 사용함으로써 개발
부분을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특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빌드 작업
빌드 작업은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시스템의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때까지
의 작업이다. 컴파일(compil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컴파일만으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 빌드는 컴파일 → 어셈블(assemble)
→ 링크 → HEX 파일(ROM 파일) 작성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급 언어
(C언어)의
소스 코드

OBJ

어셈블러
파일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빌드에 포함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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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

링크
파일

파일

파일

바이너리 도구

빌드와 컴파일과의 차이
컴파일은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소스 코드(소프트웨어의 설계도)를 컴퓨터에
서 실행 가능한 형식의 오브젝트 코드로 변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빌드는 ‘사람이 프로그래
밍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한 소스코드를 컴파일한 후, 해당 실행 환경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형식
으로 변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IDE 환경이 발달한 덕에, 세부적인 공정을 의식하지 않아
도 괜찮지만, 올바른 용어와 동작은 이해해 두자.

실제 빌드의 흐름 확인하기
임베디드 보드인 아두이노를 위한 빌드 환경의 구축 방법은 4장부터 설명하겠지만, 여기
서는 일반적인 ‘Hello World 프로그램’을 소재로 빌드의 흐름을 설명한다.
아두이노용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avr-gcc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avr이라는 이름은 아두이노에 탑재되어 있는 CPU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빌드 환경을 구축하면

실제로 빌드를 시험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PC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 main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둔다. 거
의 대부분의 C언어 입문서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Hello World’라고 표시하는 아주 간단
한 프로그램이다.
main.c
#include <stdio.h>

int main() {
printf(“Hello World\n”);
return 0;
}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빌드 작업을 실시한다. 빌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커맨드라인에
서 다음의 명령을 입력하면 전처리(preprocess) → 컴파일 처리 → 링크 처리가 실행되고,
ELF 파일이 만들어진다.

avr-gcc -Os -Wall -mmcu=atmega328p main.c -o test.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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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ELF 파일을 avr-objcopy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HEX 파일로 변환한다. 이것이
아두이노에서 실행 가능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파일이다.
avr-objcopy -I elf32-avr -O ihex test.elf test.hex

윈도우 명령어 프롬프트에서의 실행 예

다음의 그림은 2개의 명령어에 의해 실행된 일련의 처리를 나타낸 것이다.
avr-gcc -Os -Wall -mmcu=atmega328p main.c -o test.elf
프리프로세스 처리

컴파일 처리

어셈블 처리

링크 처리

……test.elf가 생성된다.

avr-objcopy -I elf32-avr -O ihex test.elf test.hex
HEX 파일 변환

……test.hex가 생성된다.

두 명령어에 의한 빌드의 흐름

실제로 각 처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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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프로세스 처리
프리프로세스 처리는 컴파일의 전단계 처리다. C언어의 매크로를 전개해 #include나

#ifdef 등의 디렉티브(directive)를 처리한다. 매크로나 디렉티브를 모르는 분은 C언어의 입
문서 등을 학습해 두길 바란다.
다음의 명령어는 프리프로세스 처리만을 실시한다. main.c에 대해 프리프로세스 처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preprocess.c라는 파일로 출력한다.
avr-gcc -Os -Wall -mmcu=atmega328p -E main.c > preprocess.c

실제로 만들어진 preprocess.c의 내용을 살펴보면 main.c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이나 외
부에서 선언된 함수 등의 정의가 추가되어 있다. 즉, ‘#include <stdio.h>’의 내용이 전개되
어 있다.
preprocess.c
# 1 “main.c”
# 1 “<built-in>”
# 1 “<command-line>”
# 1 “main.c”
～생략～
# 125 “c:\\users\\ohtsu\\arduino-1.8.8\\hardware\\tools\\avr\\avr\\include\\
stdint.h” 3 4
typedef signed int int8_t __attribute__((__mode__(__QI__)));
typedef unsigned int uint8_t __attribute__((__mode__(__QI__)));
typedef signed int int16_t __attribute__ ((__mode__ (__HI__)));
typedef unsigned int uint16_t __attribute__ ((__mode__ (__HI__)));
typedef signed int int32_t __attribute__ ((__mode__ (__SI__)));
typedef unsigned int uint32_t __attribute__ ((__mode__ (__SI__)));

typedef signed int int64_t __attribute__((__mode__(__DI__)));
typedef unsigned int uint64_t __attribute__((__mode__(__DI__)));
～생략～

extern
extern
extern
extern
extern
extern

int rename(const char *oldpath, const char *newpath);
void rewind(FILE *stream);
void setbuf(FILE *stream, char *buf);
int setvbuf(FILE *stream, char *buf, int mode, size_t size);
FILE *tmpfile(void);
char *tmpnam (cha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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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in.c” 2

# 3 “main.c”
int main(){
printf(“Hello World\n”);
return 0;
}

컴파일 처리
컴파일 처리는 프리프로세스 처리에 의해 전개된 소스 코드를 어셈블러 코드(assembler
code, 어셈블리어라고도 부른다)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어셈블리어는 CPU용의 기계어를 사

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명령은 컴파일 처리만을 실시하며, preprocess.c를 기초로 preprocess.s라는 파일
을 출력한다.
avr-gcc -Os -Wall -mmcu=atmega328p -S preprocess.c

컴파일이 끝나면 고급 언어가 어셈블리어로 변환된다. 관련된 CPU 레지스터나 메모리
맵(memory map) 등이 전개된다.
preprocess.s
.file “preprocess.c”
__SP_H__ = 0x3e
__SP_L__ = 0x3d
__SREG__ = 0x3f
__tmp_reg__ = 0
__zero_reg__ = 1
.section .rodata.str1.1,”aMS”,@progbits,1
.LC0:
.string “Hello World”
.section .text.startup,”ax”,@progbits
.global main
.type main, @function
main:
/* prologue: function */
/* frame size = 0 */
/* stack size = 0 */
.L__stack_usag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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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i r24,lo8(.LC0)
ldi r25,hi8(.LC0)
call puts
ldi r24,0
ldi r25,0
ret
.size main, .-main
.ident “GCC: (GNU) 5.4.0”
.global __do_copy_data

어셈블 처리
컴파일을 통해 어셈블리어로 변환한 결과를 OBJ 형식으로 변환한다.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고 있을 때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OBJ 형식의 파일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부
품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동작할 수 없다.
다음 명령은 어셈블 처리만을 실시한다. preprocess.s를 읽어 들여 main.o라는 파일을 출
력한다.
avr-as -mmcu=atmega328p -o main.o preprocess.s

main.o의 내용은 바이너리 파일이므로 텍스트 에디터로 살펴볼 수 없다.

링크 처리
링크 처리는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등을 합체하여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변
환하는 작업이다.
다음의 명령은 링크 처리만을 실시한다. main.o를 읽어 들여 test.elf라는 파일을 출력한다.
avr-ld -o test.elf main.o ~/work/arduino-1.8.xx/hardware/tools/avr/avr/lib/
avr5/crtatmega328p.o ~/work/arduino-1.8.7/hardware/tools/avr/avr/lib/avr5/
libc.a ~/work/arduino-1.8.7/hardware/tools/avr/avr/lib/avr5/libatmega328p.a
~/work/arduino-1.8.7/hardware/tools/avr/lib/gcc/avr/5.4.0/avr5/libgcc.a
※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arduino-1.8.xx의 xx 부분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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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r-ld -o test.elf main.o’의 뒷부분은 이번 프로그램에 필요한 네 가지 파일(crtatmega328p.
o, libc.a, libatmega328p.a, libgcc.a)의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파일의

장소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 다음은 윈도우 환경의 예다.
avr-ld -o test.elf main.o %userprofile%arduino-1.8.xx\hardware\tools\avr\
avr\lib\avr5\crtatmega328p.o %userprofile%arduino-1.8.xx\hardware\tools\
avr\avr\lib\avr5\libc.a %userprofile%arduino-1.8.xx\hardware\tools\avr\
avr\lib\avr5\libatmega328p.a %userprofile%arduino-1.8.xx\hardware\tools\
avr\lib\gcc\avr\5.4.0\avr5\libgcc.a
※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xx 부분을 변경한다.

PC용의 프로그램이라면 이 단계에서 동작할 것이다. 그러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ROM에 실행 형식의 파일을 기록해 넣어 두어야 한다.

HEX 파일 변환

실제로 ROM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HEX 파일로의 변환을 실시한다. HEX 파일에는 인텔

과 모토롤라 두 가지 형식이 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CPU에 맞춰서 선택한다.
다음의 명령은 test.elf라는 파일을 읽어 들여 test.hex를 출력한다.
avr-objcopy -I elf32-avr -O ihex test.elf test.hex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동작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HEX 파일을 임베디드 시스템의 ROM에 기록해 실행한다. 실제로 동작시킬 때까지의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빌드의 흐름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PU의 아키텍처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참고로 최근의 고성능 빌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다지 의식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만 빌드 작업의 흐름에 대해 그 구조를 알지 못하면 실제 개발 시에 실행
형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기초적인 사항으로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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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실시간
운영체제

이 장의 개요
이 장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를 설명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능을 실현하려면 적합한 운영체제를
채택하여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운
영체제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18
SECTION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

운영체제란?
운영체제(Operation System)는 프로그램의 실행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다. 프로그램을 시

작한다든지 아니면 정지하거나 종료하는 등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해 이
용한다. ‘동시에 동작시킨다’라고 했지만, 단일 마이크로컴퓨터는 최신 PC와는 다르게 단
일 코어의 CPU이므로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동작시킬 수 있다. 동작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바로 동작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간 제약이란 무엇인가?
운영체제의 설명 전에 임베디드 시스템이 갖는 시간 제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시간
제약에는 실행 시작 타이밍이나 언제까지 처리를 완료시킬 것인지가 있다. 실행 시작의 타
이밍에는 주기적인 것과 비주기적인 것이 있다. ‘처리를 종료시킨다’라는 의미는 입력 데이
터를 받아 출력 데이터를 출력하기까지의 처리를 완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제약은
임베디드 시스템 사용 용도에 따라 변한다.
대부분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여러 기능이 병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전환 처리가 필요하다. 시간 제약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여러 기능으로 전환해서 처
리하려면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범용 운영체제와 실시간 운영체제
운영체제에는 범용 운영체제와 실시간 운영체제(Real Time Operating System, RTOS)가 있
다. 범용 운영체제와 실시간 운영체제는 시간 관리의 방법이 다르다. 실시간 운영체제는
정해진 시간(실시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스케줄링이 실행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
메라 기능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시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여러 태스크(task)가 동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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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범용 운영체제는 처리마다 시간을 서로 나누어서 스케줄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운영체제보다 범용 운영체제가 고급 기능을 갖고 있는데, 범용 운영체제는 여러
기능에 시간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에 제약이 없다. 예를 들어, 리눅스,
윈도우로 대표되는 운영체제처럼 메일,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성, 게임 등의 기능을 동
시에 시간을 평등하게 분배하면서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게임을 단독으로 실행
하고 있으면 화면이 1초에 30번 업데이트되지만,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면서 게임
을 하면 1초에 10번 정도밖에 화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실시간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방식은 이벤트 주도형으로 불리고, 범용 운영체제의 스케줄
링 방식은 TSS(Time Sharing System) 방식 등으로 불린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
임베디드 시스템은 용도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이 다르다. 마이크로컴퓨터나 인터럽트 컨
트롤러 등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을 전제로 해서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임베디드 기능에 요구되는 시간 제약을 만족하려면 대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인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필요한 이유
왜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필요한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있으
면 하드웨어를 시간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임베디
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적은

‘0.5초마다 LED를 점등, 소등시키는 것’이다.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 1
먼저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을 짜보자. LED를 점등, 소등시키는 처리는 무한 루프 안
에 기술해 둔다. 구체적으로는 0.5초 경과했는지 체크하고, 경과했다면 task_led()를 호출
한다. task_led()는 점등 플래그가 켜 있지 않으면 LED를 점등시키고, 점등 플래그가 켜
있으면 LED를 소등시키는 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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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한 루프 안에서는 계속해서 직렬 포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했는지 체크하고, 데
이터가 도착해 있다면 task_console()을 호출한다.
void main(){
for(;;){
if(0.5초 경과?){
task_led();
}
if(시리얼 수신?){
task_console();
}
}
}
void task_led(){
if(LED 점등 플래그==0){
LED를 점등;
LED를 점등한 플래그=1;
}
else{
LED를 점등;
LED를 점등한 플래그=0;
}
}

main 함수
task_led 함수의
호출

task_console 함수

void task_console(){

데이터에 대한 처리 1
※ 처리 시간은 일정

task_console
함수의 호출

직렬 포트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에
대응하는 처리

}

task_led 함수
LED 점등과
소등의 전환

main( )
task_led( )

task_console( )

0.5초

0.5초

0.5초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 1

0.5초마다 LED를 점멸시키는 처리만 실행할 때 운영체제가 없어도 시간 제약을 준수해
올바로 동작한다.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 2
동일한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LED 제어 기능이나 PC로부터 임베디드 시스템의 상
태를 조작하는 기능도 넣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task_led()에 추가 처리를 기술하고,

UART(p.32 참고)를 사용한 콘솔 처리를 실시하는 task_console()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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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main(){
for(;;){
if(0.5초 경과?){
task_led();
}
if(시리얼 수신?){
task_console();
}
}
}
void task_led(){
if(LED 점등 플래그==0){
LED를 점등;
LED를 점등한 플래그=1;
}
else{
LED를 점등;
LED를 점등한 플래그=0;
}

main 함수
task_led 함수의

void task_console(){

데이터에 대한 처리 1
데이터에 대한 처리 2
데이터에 대한 처리 3

호출

task_console 함수
직렬 포트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에
대응하는 처리

task_console
함수의 호출

task_led 함수
LED 점등과

※ 처리 시간은 일정
}

소등의 전환

LED에 대한
추가 처리
}

main( )
task_led( )

0.5초

0.5초

0.5초 이내에 갱신할 수 없다.

task_console( )
처리 시간이 증가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 2

무한 루프 안에 UART에서의 처리가 추가되어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if(0.5초 경과?)’
의 실행 간격이 0.5초를 초과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적인 ‘LED를 0.5초마다 점멸한다’
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만다.

운영체제를 사용해 시간 제어 준수하기
LED를 0.5초마다 점멸시키는 처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시리
얼 콘솔의 처리와 LED 처리를 나누어 시간 분할을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 올바로
시간 제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스케줄링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운영체제다.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앞서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처리도 확실하게 스케줄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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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함수

void main(){

interrupt_time 함수

타이머의 초기화 처리;

직렬 포트의 초기화 처리;

void interrupt_timer(){
active_task(task_led);
}

create_task(task_led, 우선순위1);
create_task(task_console, 우선순위2);
타이머 인터럽트 핸들러의 등록 처리;

task_led 함수의
호출

task_led 함수

시리얼 인터럽트 핸들러의 등록 처리;
인터럽트의 허가 처리;

void task_led(){

~생략~
start_os(); // 운영체제를 기동한다
}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 2와 동일한 처리

interrupt_console 함수
void interrupt_console(){
if(수신?){
active_task(task_console)
}
else if(송신 완료?){
송신 완료 처리;
}
else{
오류 처리;
}
}

}

task_console 함수
task_console

void task_console(){

운영체제가 없는
프로그램 2와 동일한 처리

함수의 호출
}

운영체제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바로 태스크와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것이다.
사전 준비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타이머와 직렬 포트를 초기화한다. 타이머는 0.5초 주기
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하고, 직렬 포트는 송신이나 수신이 발생했을 때에 인터럽트
가 발생하도록 초기화한다.
계속해서 태스크를 등록한다. task_led() 처리와 task_console() 처리를 각각 하나씩 태스
크로 등록한다.
태스크를 등록했다면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한다. 타이머용의 인터럽트 핸들러는 task_

led() 태스크를 호출하도록 등록해 둔다. 시리얼용의 인터럽트 핸들러는 task_console()
태스크를 호출하도록 등록한다.
그다음은 운영체제가 인터럽트를 관리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핸들러로부
터 해당 태스크가 호출된다. 참고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운영체제를 이용할 때는 처리
에 적합한 우선순위의 설정도 필요하다. 여기서는 task_led()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task_

console() 태스크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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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가 높은 task_led()의 기동 중에는 일시 정지
task_led()의 종료 후에 재개한다.

초기화 처리만 실행하고, 실시간 운영체제에 제어를 건넨다.

main( )
task_led( )

기
동

종
료

기
동

task_console( )

종
료

기
동

종
료

기
동

기
동

종
료

종
료

RTOS
interrupt_timer( )

task_led() 기동 요구

0.5초

task_console() 기동 요구

interrupt_console( )
시리얼 인터럽트 발생

운영체제가 있는 프로그램의 동작

위 그림의 예에서 task_led() 태스크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계기로 0.5초 간격으로 실행된
다. task_console() 태스크와 중복되는 경우에도 운영체제가 각 처리의 우선순위를 보고,
우선순위가 높은 task_led() 태스크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task_led() 태스크의 실행이 끝
나면 task_console() 태스크가 재개되므로 ‘LED는 0.5초마다 점멸’하는 것을 계속 준수
하며, 다른 처리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스케줄 처리는 운영체제를 이용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처리가 복잡
해질 때나 처리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스케줄의 타이밍을 조정하는 등 앞서 했던 작업으
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작업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체제를 부품으로 이
용하는 편이 개발 효율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영체제는 마법의 자동 도구가 아니다
단, 운영체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처리가 마치 꿈처럼 실현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처리 내용에 적합한 초기화 처리를 실시해야 하
며, 처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운영체제에 등록해 두는 등 여러 작업이 필요하다.
운영체제에 등록한 후에 자동적으로 스케줄링해 준다는 의미도 아니며, 운영체제가 스케
줄링해 주기 위한 계기나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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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의 단점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순서나 인터럽트에 의한 제어 등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
능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사용함에 따
른 단점도 있다. 운영체제를 이용할 때의 단점은 알아 두면 실제 개발 시에 유의할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처리 시간의 오버헤드
태스크를 여럿 이용할 때 태스크로부터 다른 태스크로의 제어 전환을 실시하면 콘텍
스트 스위치(context switch)라는 메모리 전환이 이루어진다. 태스크는 TCB(Task Control

Block)라고 부르는 관리 테이블로 관리된다. TCB에는 태스크ID, 태스크의 우선순위, 태

스크의 상태, 스택 포인터 등 태스크를 사용하기 위한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TCB
태스크 ID
태스크 우선순위
태스크의 상태
대기 요인
……
스택 주소

TCB에 포함된 정보

운영체제가 복수의 태스크를 스케줄링하려면 태스크를 전환해야 한다. 태스크를 전환하
는 타이밍은 외부로부터의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실행 중인 태스크로부터 시스템 콜(예
를 들어, 이벤트 플래그 등)이 호출되었을 경우다. 어떤 타이밍이라도 CPU가 동작하고 있는

레지스터의 값을 전환해야 한다. 각 태스크별로 관리하며, 태스크 전환 후에도 처리가 계
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데이터 영역을 콘텍스트라고 부른다.
콘텍스트 스위치는 특정 태스크로부터 다른 태스크로 전환을 실시할 때, 앞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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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태스크의 상태에서 전환하려는 태스크의 상태로 CPU 레지스터 등을 전환하는 작
업이다.

스택 오버플로
각 태스크의 스택 영역은 시스템 전체에서 태스크에 필요한 만큼 할당된다.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 태스크가 자신이 갖고 있는 태스크 영역보다 큰 영역을 사용하면 다른 태
스크의 스택 영역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태스크 A가 갖고 있는 스택 영역이 100바이트라고 할 때 태스크 A 안의 로컬
변수에서 128바이트의 변수를 만들면 28바이트만큼 오버해서 다른 태스크의 스택 영역
을 파괴해 버린다.
태스크 설계에 있어서 자신이 만드는 태스크의 스택 영역에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
지를 의식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순위
실시간 운영체제는 특정 처리의 실행 중에 다른 처리를 끼워 넣어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이 운영체제의 기능을 선점(preemption)이라고 한다. 이 선점 기능을 이용할
때 태스크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이상이나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처리, 실시간성이 엄격
한(수 밀리초에 대응해야 하는 등) 처리는 우선순위를 높인다. 반면에 로그 등 언제든 빈 시
간에 대응할 수 있는 처리는 우선순위를 낮춰서 설정해 둔다.
단, 이런 식이라면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된 태스크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에 의해 중
단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를 계속해서 실행함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는
영구히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태스크 설계에서 기능의 분할 및 실시간성에 맞
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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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임베디드 운영체제
사용해 보기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동작
실제로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사용한 동작을 확인해 보자. 이번에는 아두이노 우노에서
FreeRTOS를 동작시킨다.

FreeRTOS는 오픈 소스로 개발된 실시간 운영체제다. FreeRTOS는 사용할 수 있는 마이
크로컴퓨터의 종류가 많아서 특정 마이크로컴퓨터의 사용 방법을 습득하면 다른 마이크
로컴퓨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RTOS로서의 기본 기능을 한정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코
드 크기가 작아 ROM 용량을 압박하지 않는 설계로 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
는 기능을 줄여 코드 크기를 보다 더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코루틴(coroutine) 형의 멀티 태스킹도 지원하고 있다. 코루틴 형이라는 것은 각 태
스크를 위한 함수가 상호 협조하에 동작함으로써 멀티 태스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장점으로는 RAM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권리를 취득해 MIT
라이선스로 공개함으로써 사물인터넷 기기에서의 이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rduino UNO R3부터 메모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Arudino IDE에서도 FreeRTOS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FreeRTOS를 소재로 실시간 운영체제의 동작을 확
인한다.

Arduino IDE에서의 FreeRTOS의 도입

먼저 아두이노의 통합 개발환경인 Arduino IDE의 GUI 버전을 기동한다. GUI 버전은
아두이노의 개발환경(이 책 뒷부분의 부록 참고) IDE를 압축 해제한 폴더에 있는 ‘arduino.

exe’를 더블클릭하여 기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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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을 푼 폴더에 있는
‘arduino.exe’ 클릭

Arduino IDE의 기동

Arduino IDE를 기동하면 먼저 FreeRTOS를 도입한다. 운영체제는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도입할 수 있다.

「스케치」 →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 「라이브러리 관리...」 클릭

라이브러리의 관리 화면을 연다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표시되므로 검색 상자에서 ‘FreeRTOS’를 검색한다. 검색 결과에 표
시되는 ‘FreeRTOS by Richard Barry’을 선택하고 ‘Install’을 클릭한다.
참고로 운영체제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기록할 때 동시에 기록되므로 이 시점에서는 아
두이노 우노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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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라고 입력

‘FreeRTOS by Richard Barry’의
‘설치’ 클릭

FreeRTOS를 검색하여 설치

스케치의 실행
FreeRTOS를 도입했으므로 예제 스케치를 실행해 보자. 스케치는 Arduino IDE에서의
프로그램의 호칭이다3.
예제 스케치는 ‘Examples’에서 보드나 운영체제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번에는 FreeRTOS

용의 Blink_AnalogRead를 사용한다. Blink_AnalogRead는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LED 제어를 실시하면서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케치다.

‘파일’ → ‘예제’ → ‘FreeRTOS’ →
‘Blink_AnalogRead’ 클릭

Examples 열기
3

Arduino IDE에서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아두이노 스케치(Arduino Sketch)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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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_AnalogRead를 가져온 후 아두이노 우노를 컴퓨터에 접속한다. 접속 후 아두이노
우노를 접속한 포트를 선택한다.

‘툴’ → ‘포트’의 리스트에서
접속한 포트 클릭

접속 포트 선택

‘Sketch’ → ‘Verify/Compile’을 클릭하면 스케치 소스 코드의 체크와 컴파일이 실행된다.
예제의 스케치라면 문제없이 컴파일할 수 있다.

‘스케치’ → ‘확인/컴파일’ 클릭

체크와 컴파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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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에 성공하면 ‘Upload’를 클릭한다. 참고로, ‘Upload’를 사용하면 컴파일부터 보드
에 기록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실행된다.

‘스케치’ → ‘업로드’ 클릭

Upload 완료

기록된 스케치는 아두이노 우노에서 바로 실행된다. 제대로 동작한다면 보드 상의 LED가
2초 간격(1초 점등, 1초 소등)으로 점멸할 것이다. 또한, ‘Tools’ → ‘Serial Monitor’를 기동하

면 AD 변환 센서의 값이 출력된다.

Blink_AnalogRead 실행 중의 시리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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