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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다이어그램
앞으로 프로그램을 코드보다는 아래와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UART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각 함수나 태스크의 세부 로직 보다는 태스크&리소스 간의 순서와 의존성에 중점을 둡니다.)
Write

UART
program

setup (주변 장치 초기화)
loop

Write
function

GPIO
Read

loop
버튼 값 읽기

무한
루프

UART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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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1
라운드-로빈 구조
program

function

handleDev1
장치 1 처리가 필요?

장치 1에 대한 처리

● 가장 간단한 구조
● 인터럽트 없이 폴링으로만 구성
● 대부분의 아두이노 프로그램들이
채택

장치 2 처리가 필요?

function

취약한 상황

handleDev2

장치 3 처리가 필요?

장치 2에 대한 처리

● program을 한번 루프하는
시간보다 짧은 응답이 필요한
장치의 경우
● 어떤 장치가 장시간의 처리를
요할 경우
● 새로운 장치나 로직을 추가할
경우

무한
루프

function

handleDev3
장치 3에 대한 처리

최악의 응답 시간 : 모든 처리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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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2
인터럽트 라운드-로빈 구조
ISR

program

interruptDev1
플래그 설정
ISR

interruptDev2

handleDev1

Write

flagDev1
Write

flagDev2

플래그 설정
Write

flagDev3

R&W

R&W

R&W

장치 1 플래그 참?

플래그 설정

장치 1에 대한 처리

장치 2 플래그 참?

function

장치 3 플래그 참?

장치 2에 대한 처리

ISR

interruptDev3

function

무한
루프

handleDev2

function

handleDev3
장치 3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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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2
인터럽트 라운드-로빈 구조
●
●
●
●

라운드-로빈 처럼 장치에 대한 처리는 메인 루프에서 처리
장치 감시를 폴링 대신에 인터럽트로 수행
응답성이 좋아지고 인터럽트 우선순위 제어가 가능
인터럽트와 공유 데이터 문제 존재 (플래그 +α)

취약한 상황

● 최악의 처리 시간을 가진 장치를 처리할 때, 그 처리 시간보다 짧은
응답시간을 요하는 장치의 인터럽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음
● 장치 1, 2, 3의 플래그가 모두 참인 상황에서 장치 3의 처리는 1, 2의
처리가 모두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함 (= 처리 로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는 까다로움)
최악의 응답 시간 : 모든 처리 로직 + 인터럽트 비용 (라운드로빈 대비 평균 시간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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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3
함수 큐 스케줄링 구조
function

ISR

handleDev1

interruptDev1
처리 함수 포인터를
큐에 추가
ISR

interruptDev2

Write

Write
함수
큐

처리 함수 포인터를
큐에 추가

Read

ISR

처리 함수 포인터를
큐에 추가

장치 1에 대한 처리

큐가 비어 있는지 체크

function

우선순위 고려해 가장 먼저
실행할 함수 결정

결정된 함수 실행

Write

interruptDev3

program

포인터가
가리키는 함수
실행하고 복귀

handleDev2
장치 2에 대한 처리
function

handleDev3
무한
루프

장치 3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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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3
함수 큐 스케줄링 구조
● ISR에서 설정한 플래그를 메인 루프에서 순차 검사 대신 큐에 인터럽트 순서대로 함수
포인터를 삽입하고 메인 루프에서 큐를 검사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해 실행할 함수를
결정해 실행
● 인터럽트 발생 순서로만 처리 로직을 실행 할 필요가 없으며 커스터마이징 가능
● 인터럽트 우선순위와 처리 로직 우선순위를 모두 부여 가능
● 인터럽트와 공유 데이터 문제 존재 (큐 +α)
취약한 상황

● 높은 우선순위의 처리 로직의 응답성이 (처리 시간이) 인터럽트 라운드-로빈 방식에 비해
매우 좋음
● 하지만, 낮은 우선순위의 처리 로직은 높은 우선순위의 로직이 CPU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순위가 밀려 절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음
● 함수 결정 로직 작성이 복잡함

최악의 응답 시간 : 가장 긴 처리 로직 + 인터럽트 비용 (우선순위 높은 평균 시간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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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4
RTOS 구조
function

ISR

handleDev1

interruptDev1
세마포어, 큐 등으로
인터럽트 신호 발생
ISR

interruptDev2

RTOS 스케줄러에 처리 함수 등록
(=태스크)

신호

신호

interruptDev3
세마포어, 큐 등으로
인터럽트 신호 발생

우선순위와 신호에
따라 스케줄러가 함수
전환해가며 실행

program

세마포어, 큐 등으로
인터럽트 신호 발생
ISR

장치 1에 대한 처리

신호

무한
루프

handleDev2
장치 2에 대한 처리

RTOS 스케줄러
function

RTOS
신호는 RTOS에
의해 처리

function

handleDev3
장치 3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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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4
RTOS 구조
● 인터럽트, 태스크등의 시그널 교환은 RTOS가 맡음 (공유 변수에 대한 고민 경감)
● 태스크 전환에 대한 역할도 모두 RTOS에 위임, 메인 루프 X
● 태스크 실행 도중에 전환도 가능
취약한 상황

● RTOS 자체의 비용이 존재 (용량, OS 실행 시간 등)

최악의 응답 시간 : 인터럽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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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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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S
● 실시간 컴퓨팅을 보장하는 운영체제 : 작업을 정해진
시간내에 처리해야하는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보통의 OS 처럼 OS가 시스템의 제어를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형태도 있지만 FreeRTOS 처럼
프로그램이 OS를 실행하는 형태도 가능
● GPOS 보다 보호 기능이 얕음 (포인터 검사, 자원 접근)
● 동적 메모리 할당을 자제 (효율적인 할당 알고리즘)
● 선택적 기능 포함으로 코드 용량 다이어트
12

RTOS의 필요성
● 초보적인 멀티태스킹 프로그램에서 유지 보수 및 신규
태스크 추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 미들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파일시스템, 드라이버 등등)
● 다양한 동기화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
● 보안 기능을 위해 (대표적으로 MPU, Secure boot)
● GPOS에 비해, 결정적인 동작을 보장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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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 윈도우에서 실시간성 얻기
●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사용 : RTX, INTime
→ 코어 하나를 실시간 커널 전용
→ 윈도우는 GUI 위주
● Local APIC, RTiK
→ 장치 드라이버 형태
→ 윈도우와 독립적으로 HW 인터럽트
● 일반 타이머
→ 최대 정확도 10ms 이상
14

TMI : POSIX
● 이식 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X)
● IEEE가 제정한 UNIX와 호환하기 위한 API 규격
POSIX 명세 예시
● 프로세스는 표준 함수 close(), ioctl(), getmsg(), getpmsg(), open(), pipe(), poll(),
putmsg(), putpmsg(), read()를 사용하여 STREAMS 기반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2.6 스트림)
● 이 장에서는 헤더의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헤더에는 함수 프로토타입, 기호
상수의 정의, 공통 구조, 전처리기 매크로 및 정의된 유형이 포함됩니다. (13 헤더)
● printf() 함수는 표준 출력 스트림 stdout에 출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sprintf()
함수는 null 바이트 '\0'이 뒤따르는 출력을 *s에서 시작하는 연속 바이트에
배치해야 합니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pri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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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이란?
● 엄밀하게, 한 개의 프로세서(코어)는 단 하나의 작업만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음 (멀티 코어 프로세서도 코어 갯수 만큼만)
● 단 하나의 흐름만을 가진(통상적으로 짜여지는 아두이노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의 경우 IO를 만나면 전체 프로그램 정지
● 이때 효율적으로 여러가지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쪼개고
각 흐름(=태스크)들 중에 IO대기와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최대 처리량을 위해(CPU가 놀지 않게!) CPU 실행권을 가질 단
하나의 태스크를 결정하는 행위
16

스케줄러의 종류
● 선점형 스케줄링 : 태스크가 비선점형의 경우 외에도
실행 상태일때도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현재
실행중일 태스크에게서 실행권을 가져올 수 있음 →
우선순위 높은 태스크 빠른 처리 가능, 실행시간 예측
어렵고 오버헤드 다소 존재
● 비선점형 스케줄링 : 태스크가 차단 또는 중단
상태일때만 (태스크 자발적으로 실행권을 반납했을
때만) 태스크 전환 → 처리시간 예측 쉬우나 응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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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
●
●
●
●
●
●

18년의 역사를 가진 오픈소스 (MIT) RTOS
시장 조사에서 2011년부터 1위
작은 크기(~12K), 간단한 구조
관리 주체(AWS)가 품질 관리
상용 업그레이드 버전 존재 (SafeRTOS, OpenRTOS)
C99 표준과 MISRA 코딩 컨벤션 추종
수많은 장치 지원
FreeRTOS 커널 + FreeRTOS 라이브러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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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커널 구성 요소
●
●
●
●
●
●
●

태스크 (MPU 지원)
태스크 알림 (Task notification)
동기화 요소 (세마포어, 뮤텍스)
자료 동기화 요소 (스트림, 메시지 버퍼, 큐)
타이머
이벤트 그룹
커널 제어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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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커널 추가 기능
●
●
●
●
●
●
●

특정 이벤트 후크(Hook)
대칭형 다중 처리 (SMP) 지원
MPU 지원
스레드 로컬 저장소 (TLS) 지원
여러 개체 대기 (보통 select 문으로 구현되는) 패턴 지원
Tick-less 절전을 통한 저전력 지원
추적 및 디버그 도구 지원
20

FreeRTOS : 틱
● 개념은 세미나 2차시 1:04:01 부분을 참고!
● RTOS는 시간 단위를 초 대신에 틱으로 계수하며 이를 시간의
기준으로 사용 (틱 타이머 인터럽트 당 1틱)
● FreeRTOSConfig.h에서 #define configTICK_RATE_HZ ((TickType_t)1000)
구문으로 틱 카운트 횟수 설정 가능 (= 틱 레이트)
● 틱 레이트 증가는 틱 타이머 인터럽트 횟수 증가 → 불필요한 ISR
처리 시간 증가 및 CPU 사용량, 전력량 증가 유발
● 초 단위에서 틱 단위로 변환하기 위한 pdMS_TO_TICKS(xTimeInMs) 매크로
제공 예) pdMS_TO_TICKS(10)은 10ms에 해당하는 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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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
● 스케줄러가 멀티 태스킹을 위해 실행을 제어하는 최소
단위
● 자신만의 컨텍스트(레지스터, 스택)를 가지며, 다른
태스크와의 의존성이 없어야 함
●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무한루프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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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의 상태
준비 : 다른 태스크가 실행 중이라
실행 준비중인 상태
실행 : 현재 프로세서를 점유 중인,
실행중인 상태
차단 :일시적인 동기화 요소를
대기하느라 (vTaskDelay(), 세마포어,
IO 등등) 실행이 차단된 상태, 대기가
끝나면 언제든 실행으로 복귀
중단 : 명시적인 중단 API를 통해
무기한으로 태스크가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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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의 우선순위
높음

~

>>>

0
configMAX_PRIORITIES - 1

낮음

FreeRTOS 스케줄러의 정책은
고정-우선순위, 선점, 라운드-로빈, 타임-슬라이스
● 고정 우선순위 : 우선순위는 일시적으로 변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고정
● 선점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태스크가 항상 CPU를 사용(실행 상태),
낮은 태스크는 강제로 차단될 수 있음
● 라운드-로빈 : 우선순위가 동일한 태스크들은 순차적으로 실행
24
● 타임 슬라이스 : 우선순위가 동일한 태스크는 슬라이스 마다 전환

FreeRTOS : 태스크의 구현 형태
반환 형 : 없음. void 고정
함수 이름 : vTask~, vTsk~
매개 변수 : void 포인터, 태스크
생성시 여기를 통해 전달 가능
함수 내용 : 무한 루프 (반환 없음).
혹시 Task 종료가 필요하면
vTaskDelete(NULL)로 태스크 삭제
(동적 태스크 생성, 삭제 권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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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세그먼트 구조
프로그램의 메모리 공간을 의미별로 분리해서 메모리에 적재
(이렇게 세그먼트 별로 적재하는 것을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함)
bss (block started by
symbol) : C 런타임이
0값으로 초기화
rodata (read only data)
힙 : 동적할당 →
사용자가 직접 관리
스택 : 정적할당,
컨텍스트 스위칭,
함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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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정적 할당의 장점
변수, 배열, 구조체등의 사용자 데이터 외에 RTOS 개체들 (태스크, 큐,
세마포어 등)은 모두 메모리 어딘가에 할당이 필요
동적 할당

● 코드가 간단해짐 (할당 과정은 모두 RTOS API 속에)
● 프로그램의 최대 RAM 사용량이 줄어듬
● 동적으로 힙 사용량 관리 및 힙 할당 방법 조정 가능
정적 할당

●
●
●
●

개체가 존재하는 메모리 위치 지정 가능
최대 RAM 사용량을 링크 타임에 결정 가능
메모리 할당 실패 여지가 없음
일반적으로 권장됨 (메모리 누수와 프로그램 실패 확률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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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할당 방법
표준 (POSIX / C 표준)
할당 void

*malloc(size_t size)

해제 void

free(void *ptr)

아두이노를 포함한 대부분 C언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지원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스레드 안전 X, 할당 시간이 비결정적

FreeRTOS 전용
할당 void
●
●
●
●
●

*pvPortMalloc( size_t xSize )

해제 void

vPortFree( void *pv )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종류의 할당 형태 제공
heap_1 : 결정적, O(1), 메모리 단편화 없음, 해제 불가
heap_2 : 레거시, heap_4로 대체됨 (단편화로 인한 할당 실패 가능성 큼)
heap_3 : 표준 구현의 래퍼
heap_4 : 비결정적, 메모리 단편화 해소 O, 해제 가능, 표준 구현보다 효율적
heap_5 : heap_4와 같지만 힙 영역을 불연속적으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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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OS 시작 흐름도
function

setup
주변기기 초기화
xTaskCreate
변수들 초기화 등등…
vTaskStartScheduler : 스케줄러는 RTOS 힙이 부족한
태스크 생성

경우에만 반환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스케줄러 시작

function

loop
만약 반환되면, 반환 이후나

정상적인 상황에선 여기에
도달하면 안됨!

loop 함수에서 예외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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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 생성 API
태스크 함수의 함수 포인터

BaseType_t xTaskCreate(TaskFunction_t pvTaskCode,
생성 결과

태스크의 이름 문자열 상수 포인터

const char *const pcName,
configSTACK_DEPTH_TYPE usStackDepth,

태스크의 스택 크기 (워드 단위)

void *pvParameters,

태스크 매개 변수 (void 포인터)

UBaseType_t uxPriority,
TaskHandle_t *pxCreatedTask)

태스크 우선 순위
태스크 핸들이 담길 핸들 변수의 포인터

태스크를 동적으로 생성 (정적, MPU 정적 생성도 가능)
xTaskCreate(tskFunction, "Function", 300, NULL, 1, NULL);

가장 단순한 형태 : 함수 포인터와 이름, 스택 크기, 우선순위만 설정
TaskHandle_t xHandle = NULL;
BaseType_t xReturned = xTaskCreate(tskFunction, "Function", 300, NULL, 1, &xHandle);
if( xReturned == pdPASS ) vTaskDelete(xHandle);

태스크 핸들과 생성 결과 사용 예제 (태스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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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 지연 API 1
void

vTaskDelay(const TickType_t xTicksToDelay)

지연할 틱 길이

결과 없음

태스크를 지정된 틱 만큼 지연
지정한 시간 “만큼” 태스크가 차단됨
xTaskAbortDelay( TaskHandle_t xTask ); 함수로 지연 취소 가능
vTaskDelay(100);

100틱 동안 현재 태스크를 지연
vTaskDelay(pdMS_TO_TICKS(1000));

1초 동안 현재 태스크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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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 지연 API 2
void

마지막으로 지연이 해제된 틱시간

vTaskDelayUntil( TickType_t *pxPreviousWakeTime,

결과 없음

const TickType_t xTimeIncrement )

지연 주기

태스크를 지정된 주기만큼 실행되도록 지연
태스크가 지정한 절대 틱 시간(pxPreviousWakeTime + xTimeIncrement)에 차단 해제
이때 pxPreviousWakeTime를 포인터로 받아 본 함수에서 갱신
void vTaskFunction(void * pvParameters) {
100
TickType_t xLastWakeTime;
로직
const TickType_t xFrequency = 10;
xLastWakeTime = xTaskGetTickCount();
for( ;; ) {
vTaskDelayUntil( &xLastWakeTime, xFrequency );
/* 실행할 로직 */
}
}

절대 틱 시간
106

110

차단

113

로직

120

차단

로직

로직이 실행시간이 3틱이
걸리든 6틱이 걸리던 로직은
10틱 주기로 시작되는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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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 중단/재개 API
void

중단할 태스크 핸들

vTaskSuspend( TaskHandle_t xTaskToSuspend )

결과 없음

지정한 태스크를 중단
void

중단할 태스크 핸들

vTaskResume( TaskHandle_t xTaskToResume );

결과 없음

지정한 태스크를 재개 (상태를 준비로 변경, ISR 전용 함수 존재)
vTaskSuspend(xHandle);
xHandle이

가리키는 태스크를 중단

vTaskResume(xHandle);
xHandle이

가리키는 태스크를 재개

vTaskSuspend(NULL);

현재 태스크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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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태스크 작동 예시
task

무한
루프

순위 높음

task

순위 보통

task

tskCheckCore

tskPump

tskControl

노심 상태 확인

펌프 상태 확인

제어원 입력 감시

노심 비정상이면 긴급 정지

펌프 제어

제어원 입력 처리

10초 지연

무한
루프

3초 지연

무한
루프

순위 낮음

0.5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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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포어
“두 개의 원자적 함수로 조작되는 정수 변수”
값=1

값=0
Acquire

Lock

Unlock
Release

행위

동작

Acquire

0이 아니면 1 감소
0이라면 대기

Release

최대 값이면 아무 효과 X
아니라면 1 증가

최대 값이 1이면 이진 세마포어
더 크면 카운팅 세마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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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세마포어 생성 API
SemaphoreHandle_t xSemaphoreCreateBinary( void );

매개 변수 없음

생성된 세마포어 핸들

세마포어를 동적으로 생성 (정적 생성도 가능)

SemaphoreHandle_t xSemaphore = NULL;
xSemaphore = xSemaphoreCreateBinary();
if( xSemaphore == NULL) // 여기서 오류를 처리

세마포어 핸들과 생성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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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세마포어 사용 API
BaseType_t xSemaphoreTake(SemaphoreHandle_t xSemaphore,
생성 결과

TickType_t xTicksToWait);

잠금을 걸 세마포어 핸들
이미 잠겼을 경우 최대 대기할 틱 시간

세마포어를 잠금을 검 (Acquire) (ISR 전용 함수 존재)
void

xSemaphoreGive( SemaphoreHandle_t xSemaphore );

잠금을 풀 세마포어 핸들

결과 없음

세마포어를 잠금을 품 (Release) (ISR 전용 함수 존재)
if(xSemaphoreTake(xSemaphore, (TickType_t) 10) == pdTRUE) {
/* 작업 로직 */
xSemaphoreGive(xSemaphore);
} else {
/* 세마포어 잠금 실패 처리 로직 */
}

세마포어 사용 API 예시

portMAX_DELAY 사용 시 무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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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포어 사용 시나리오 : 문제
task

UART 송신 버퍼에
문자열 적재중 태스크 전환이
일어난다면?

순위 높음

tskSensor
센서 IO 초기화
센서 값 읽기

UART

Write
“Status: OK”

센서 값 처리
task
무한
루프

UART 수신 측 수신 결과
“StatValue:xxxus: OK”

Write
“Value: xxx”

순위 높음

tskHeartbeat

값 UART로 송신

작업 변수 초기화
시스템 상태 점검
무한
루프

상태 UART로 송신

공유 자원의 사용권을 세마포어로 관리
(동기화)해서 한번에 한 태스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 공유 자원을 임계 구역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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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포어 사용 시나리오 : 해결
task

임계 구역은 단 한 태스크만 입장해서
사용하고 퇴장

순위 높음

tskSensor

1. 먼저 Acquire

센서 IO 초기화

세마포어

임계 영역

UART

2. Write
“Value: xxx”

8. Release

센서 값 읽기
5. Release

3. 태스크 전환

센서 값 처리
task
무한
루프

tskHeartbeat

값 UART로 송신

3번에서 태스크 tskHeartbeat로
태스크가 전환되어도 4번에서 세마포어
Acquire로 인해 태스크가 차단되어 다시
tskSensor로 전환되어 UART 송신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작업 변수 초기화

4. Acquire
시도
(무한 대기)

순위 높음
6. 5번 이후 태스크
차단 해제되며 Acquire
성공

7. Write
“Status: OK”

시스템 상태 점검
무한
루프

상태 UART로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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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FIFO 구조의 자료 구조”
enqueue
(push)

뒤

앞

항목

●
●
●
●

dequeue
(pop)

항목

FIFO(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 구조 (스택과 반대)
보통 입력 순서대로 처리하고, 큐에 넣고 꺼내는 주체가 비동기적일때 사용
선형큐, 환형큐, 연결-리스트 큐 등의 여러가지 구현 방법이 존재
항목을 꺼내지 않고 확인만 한다면 P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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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큐 생성 API
QueueHandle_t
생성된 큐 핸들

xQueueCreate( UBaseType_t uxQueueLength,

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항목 갯수

UBaseType_t uxItemSize );

항목 하나의 크기 (바이트)

큐를 동적으로 생성 (정적 생성도 가능)
QueueHandle_t xQueue;
xQueue1 = xQueueCreate( 10, sizeof( unsigned long ) );
if( xQueue1 == NULL ) { /* 생성 실패 처리 */}

unsigned long 변수 (보통 4바이트) 10개 까지 담을 수 있는 큐 생성 예시
struct AMessage {
char ucMessageID;
char ucData[ 20 ];
};
QueueHandle_t xQueue2;
xQueue2 = xQueueCreate( 10, sizeof( struct AMessage * ) );
if( xQueue2 == NULL ) { /* 생성 실패 처리 */ }

구조체 포인터 10개 까지 담을 수 있는 큐 생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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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큐 삽입 API
BaseType_t xQueueSendToBack( QueueHandle_t xQueue,
생성 결과

const void * pvItemToQueue,
TickType_t xTicksToWait );

삽입할 큐 핸들
삽입할 항목의 참조 포인터
큐가 꽉 찼을 경우 최대 대기 시간 (틱)

큐에 항목을 뒤에서 삽입 (Enqueue) (ISR 전용 함수 존재)
삽입할 큐 핸들

BaseType_t xQueueSendToFront( QueueHandle_t xQueue,
생성 결과

const void * pvItemToQueue,
TickType_t xTicksToWait );

삽입할 항목의 참조 포인터
큐가 꽉 찼을 경우 최대 대기 시간 (틱)

큐에 항목을 앞에서 삽입 (ISR 전용 함수 존재)
※ 항목의 포인터를 넘기므로 큐에는 참조가 아닌 값 복사본이 삽입 (깊은 복사)
unsigned long ulVar = 10UL;
if( xQueueSendToFront( xQueue1, ( void * ) &ulVar, ( TickType_t ) 10 ) != pdPASS )
{

원시형 변수 전방 삽입 예시

/* 삽입 실패 */
}

portMAX_DELAY 사용 시 무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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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큐 인출 API
인출할 큐 핸들

BaseType_t xQueueReceive( QueueHandle_t xQueue,
생성 결과

void *pvBuffer,

인출한 항목이 담길 버퍼의 참조 포인터

TickType_t xTicksToWait );

큐가 비어있는 경우 최대 대기 시간 (틱)

큐에서 항목을 인출 (Dequeue) (ISR 전용 함수 존재)
삽입과 마찬가지로 깊은 복사 / 인출은 전방에서만 가능 (큐의 개념 상)
BaseType_t xQueuePeek( QueueHandle_t xQueue,
생성 결과

void *pvBuffer,
TickType_t xTicksToWait );

엿볼 큐 핸들
엿본 항목이 담길 버퍼의 참조 포인터
큐가 비어있는 경우 최대 대기 시간 (틱)

큐에서 항목을 엿보기 (Peek) (ISR 전용 함수 존재)
if ( xQueueReceive( xStructQueue, &( xRxedStructure ), ( TickType_t ) 10 ) == pdPASS ) {
/* 인출 성공 처리 */
}

portMAX_DELAY 사용 시 무한 대기

구조체 포인터 인출 예시 43

FreeRTOS : 큐 상태 API
UBaseType_t uxQueueMessagesWaiting( QueueHandle_t xQueue );

큐 핸들

메시지 개수

큐의 잔여 항목 개수 반환 (ISR 전용 함수 존재)
BaseType_t xQueueReset( QueueHandle_t xQueue );

큐 핸들

생성 결과

큐의 항목을 모두 지움 (ISR 전용 함수 존재)
UBaseType_t uxQueueSpacesAvailable( QueueHandle_t xQueue );

큐 핸들

공간 개수

큐의 잔여 공간 개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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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사용 시나리오
task

순위 보통

tskSensor
센서 IO 초기화
Write
“Value: xxx”

센서 값 읽기
센서 값 처리
무한
루프

큐가 비어있다면 Receive 함수는
task
현재 태스크를 차단 상태로 만드므로 tskSendMessage
자동으로 다른 태스크로 전환
작업 변수 초기화

순위 높음

Read

메시지 큐
Write
“Status: OK”

큐 Receive (대기 무한)
무한
루프

메시지 인출, UART로 송신

센서 값 메시지 큐에 삽입
task

큐 삽입 작업은 원자적이므로
메세지는 각각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섞이지 않음

순위 보통

작업 변수 초기화
시스템 상태 점검

무한
루프

Write

tskHeartbeat

상태 메시지 큐에 삽입

UART
UART에 접근하는 태스크는 단 하나
삽입된 순서대로 전용 태스크가 인출하여
순차적으로 UART에 삽입

→ 자원을 공유하지 않게하여
일종의 임계구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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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상태와 교착 상태
● 경쟁 상태 (Race condition) : 공유 자원에 대해 여러
주체의 동시 접근으로 인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
● 교착 상태 (Deadlock) : 여러 주체가 각자 다른 주체의
잠금이 끝나기만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예) 사다리 위와 아래에서 서로 사다리가 비워지길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
<교착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구조>
➔

상호 배제 : 한 리소스는 한번에 하나의 주체만 사용 가능

➔

점유와 대기 : 주체가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는 동시에 다른 자원을 대기하는 상황

➔

비선점 : 어떤 주체가 사용 중인 자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구조

➔

환형 대기 : 대기하는 주체들을 순환하는 구조가 환형이라 결국 자신으로 돌아오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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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RTOS : 임계 영역 API
void

taskENTER_CRITICAL( void );

매개변수 없음

taskEXIT_CRITICAL( void );

매개변수 없음

반환 없음

void
반환 없음

임계영역 진입 및 탈출 (ISR 전용 함수 존재)
●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고 명시적으로 차단,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임계 영역안에서
태스크 전환 없이 계속 실행됨이 보장
● 임계영역에서 FreeRTOS API 호출 금지
● 기타 주의점은 ISR과 공유
void

매개변수 없음

taskYIELD( void );

반환 없음

태스크 양보

47

커널 패닉
모종의 치명적인 이유로 커널이 실패하고 복구할 수 없을 때
고급 OS에 비해 훨씬 저수준, 아두이노는 13번 LED로 단순히 표시
(보통은 코어 덤프와 함께 전용 화면 또는 stdout에 출력)
● 메모리 동적 할당 실패
● 프로그램 스택 오버플로우
● Hard Fault : 아래 두 종류의 Handler에서 처리될 수
없는 오류
● Bus Fault : 파이프라이닝 과정 도중 오류, 인터럽트 시
레지스터 저장/복구 과정중 메모리 접근 위반
● Usage Fault : 0으로 나누기, 스택 오버플로우,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 메모리 정렬 위반 등

src/hook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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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 RTOS에 대한 의견
제가 아파치 프로젝트인 NuttX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많은 수의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API는 매우
POSIX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Linux에서 무언가를 코딩하고 적은 수정으로 보드로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POSIX API의 한 가지 단점은 컴파일된 코드 크기가 조금 더 크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버 API는 상당히 강력하며, 직접 드라이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꽤 많은 글을 썼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들웨어는 HAL 및 SDK 형태로 벤더(일반적으로 zephyr에 구애받지 않음)가 제공되므로 유지 관리가
매우 쉬운 일반 api를 통해 커널과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리RTOS에서도 zephyr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더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용 비행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저는 몇 년 동안 무인 항공기를 위한 자동 조종 장치를 연구했습니다). VXworks, 무결성, 그리고 그
모든 운영체제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전과 코드 검증입니다. 그냥 비용 때문에
질문한거 같은데, 너무 비싸서 개인 프로젝트에는 절대 안 쓰겠어요. DO-178 인증이 가능하고 arinc653 인증을
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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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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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 Q&A
● 카카오톡 (아두이노 스터디 단톡방 통해 연락주세요!)
● E-mail (다음 슬라이드에 주소 있습니다!)
● 바라미 디스코드 (아무 바라미 회원한테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

Zoom (강의자한테 연락 주세요~)

● 실습날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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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FreeRTOS
● 위키백과 (문서 참고 및 세그먼트 이미지)
● 입문자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 David E. Simon (류정원 역),
지앤선
● 윈도우10에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타이머 구현 및 성능
측정, 이정국외 2명 (2020)
● Using Cortex-M3/M4/M7 Fault Exceptions, MDK Tutorial,
AN209, Summer 2017, V 5.0
● 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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