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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 (Size, Weight and Powe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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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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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Navigation  

Computer 

Fligh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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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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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Computer 

Flight 
Management 

Engine Monitoring 

Engine Control 
Fire Control 

기존 아키텍처 
“하나의 기능 = 하나의 컴퓨터” 

차세대 IMA 아키텍처 
“여러 가지 기능 = 하나의 컴퓨터” 
오류전이방지, 저전력, 저중량 플랫폼 

비행 
제어 

임무 
제어 

통신/ 
명령 

비행 
제어 

임무 
제어 

통신/ 
명령 

IMA RTOS 

Avionics Architecture  



4 차세대OS연구팀 

Avionics Architecture  

• 장점 
– 디자인과 인증이 독립적 

– 기존 제품 활용 가능 

• 단점 
– 크기, 무게, 전력소모 

(SWaP) 큼 

– 소프트웨어 재사용 적음 

– 낮은 이식성 

– 모듈화 어려움 

 
 

• 장점 
– 크기, 무게, 전력소모(SWaP) 

작음 

– 소프트웨어 재사용 유리 

– 높은 이식성 

– 모듈화 장점 

– 변경 비용의 최소화 

 

• 단점 
– 시스템 통합이 복잡 

– 설계와 인증이 복잡 

– 기존 제품이 적음 

 

Federated Integrated Modular Avi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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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C 

Aeronautical Radio, Incorporated 

– Provides engineering solutions in the aerospace and defense, 

aviation, airports, networks, securityu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ARINC Standards 

– Specify the air transport avionics equipment and systems 

– 600 series: design foundation for equipment specified per 

the ARINC 700 

– 700 series: digital systems and equipment installed on 

aircraft of digital avionic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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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C-653  

Avionics Application Software Standard Interface  

– A specification for an APplication EXecutive used for integrating 

avionics systems   

– 51 APIs 

– Part 1: required services 
– Partition Management, Process Scheduling, Health Monitoring 

– Inter/Intra Partition Communication, Time Management 

– Part 2: extended services 
– File System, Sampling Port Data Structure, Multiple Module Schedules 

– Logbook System, Sampling Port Extensions, Service Access Points 

– Name Service, Memory Blocks 

– Part 3: Conformity Test 

응용들의 독립적인 수행을 보장 

ARINC 653은 IMA 표준이 아님 

– ARINC 653 준수는 IMA의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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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셔닝  

– 응용이 독립적으로 개발/테스트/검증  

• 응용의 수정 시 해당 파티션만 수정/테스트/검증/인증 가능 

– 오류 전이 방지 

– 복수의 IMA 플랫폼에 응용이 분산될 수 있음 

– 공간적 파티셔닝 
• 각 파티션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다른 파티션이 침범할 수 없음 

– 시간적 파티셔닝 
• 각 파티션에 할당된 시간을 다른 파티션이 침범할 수 없음 

 

 

 

 

ARINC-653  

Application 

Partition 1 

Sys. 

Partition 

(I/O)  

Time Allocation 
Space Allocation 

Application 

Partition 0 

Sys. 

Partition 

(Monitoring) 

Time 

Time Allocation 
Space Allocation 

Time Allocation 
Space Allocation 

Time Allocation 
Space Allocation 

T1 T2 T3 T4 T5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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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C-653  compliant COTS RTOS 

VxWorks-653 Integrity-178 

LynxOS-178 

Deos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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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C 653  in Non Avionics 

Mechanical system → Electrical system 

More complex, more computers 

Where SWaP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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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us-AIR Overview 

Temporal/Spatial Partitioned Operating System 

Fast boot 

   - 0.82 seconds 

System monitoring for testing 

Time synchronization (3 channel redundant system) 

IDE: Esto-AIR 

ARINC-653 compatible Real-Time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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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us-AIR Architecture 

Flight Control  Mission Control  
Command & 

Communication 
Monitoring 

Agent 

ARINC 653 APEX 

Inter Partition Comm. 

Health Monitor 

Time Management 

Device Manager 

BSP &Device Driver 

Shared I/O 

Intra Partition Comm. 

Partition Management 

Process Management 

Interrupt Manager 

Channel Sync 

POSIX API 

Libraries 

Network Stack 

Debug Server 

System Monitoring 

File System 

Monitoring Agent 

Application 

Qplus-653 

Qplus-EXT 

Time & Space Part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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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us-653: Partition Management 

Sequential (FIFO) 

Configuration time에 결정 

Temporal Partitioning and Spatial Partitioning 

Scheduling policy  

Partition Mode  

COLD_START 
WARM_STAR

T 

IDLE NORMAL 

1a 1b 

2 

3a 6a 5a 

6
b 
4a 

3
b 3c 

4
b 

5
b 

Major Time Frame 

App Part 1 App Part 2 App Part 3 App Part 1 

Major Time Frame 

. . . App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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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us-653: Health Monitor 

SW/HW의 오류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Action을 정의 

오류 발생 시 해당하는 Action 수행 

 

기능 

오류 Level Action 

Deadline miss Process 로그 기록 & 파티션 재시작  

Stack overflow Process 로그 기록 & 파티션 
invalidate  

Memory violation Process 로그 기록 

Watch dog timer  Process 로그 기록 

Power down interrupt Module 현재 data flash 저장 & 시스
템 cold boot 

Memory Error Correction 
Code error 

Module 로그 기록 & 시스템 warm 
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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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us-653: Memory management 

Virtual memory 사용의 문제점 

MMU address translation 검증의 어려움 

이미지를 코드와 데이터로 분리가 어려움 

   - 코드와 데이터로 나누면 바이너리 이미지에 대한 검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Code와 data 영역 분리 (Harvard Architecture) 

MMU의 Block Address Translation을 이용하여 영역 분리 및 Access 권한 부여  

Code 영역을 read-only 

자신의 코드 및 데이터 영역만 접근 가능 

Kernel FC MC CNC Spare Kernel FC MC CNC Spare 

code data 

허용된 메모리 영역의 빈 공간에 대한 protection 

빈 공간에 trap code를 write 

   - 빈 공간을 error handler로 jump하는 instruction으로 채움 

   - Data read에 대한 protection 방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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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채널 간 시간 동기화 

3중 채널 다중화를 위한 기능 

채널 간 인터럽트를 발생하여 채널 별로 상대적인 시간 차이 계산 

3 채널의 경우 80 usec 이내 동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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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통합 시험 환경을 위한 메모리 모니터링  

– SW based system monitoring 

– Non-intrusive 

 

Monitoring Functions 

– 메모리 레지스터 Read/Write 

– Breakpoint 

– Snapshot 
매 프레임마다 메모리 덤프 

최대 50개의 변수 

최대 1800 프레임 (36 초) 

–  Cycle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메모리 값 변경 

– Monitoring 파티션의 overhead 

20msec 주기 동안 1 msec 이내 

 

 

Host 

Ethernet 

Normal 

Partition 

Qplus-AIR 

Monitoring Partition 

Monitoring 

Management 

Monitoring Agen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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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한 시스템 통합 시험 

실제 무인기와 유사한 환경의 시스템 통합테스트 (SAVV)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비행 제어, 임무 제어, 명령 및 통신 SW를 탑재 

– Level A (비행제어) 응용 탑재한 유일한 국산 RTOS  

IFLCC에 탑재된 SW에 non-intrusive 시험 수행  

– ITS 장비 연동 지원 Qplus-AIR의 모니터링 SW 이용 

– HILS 및 GCS 연동 

– 감항 인증 요구조건 만족 

– T-50 개발 및 테스트 절차 수행 (Level A 테스트 절차) 

IFLCC 

(비행제어컴퓨터) ITS HILS 

GSC 

(지상통제장비) 

비행 상태 

비행 조절 

테스트 코드 

수행 

비행 상태 

비행 조절 

비행 조정 

명령 

테스트 코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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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AIR 

Eclipse based tool 

Configuration 
Editor GUI 

Arinc653_Conf.q653 

Arinc653_Conf.q653 

Deployment.h 

Deployment.c 

Deployment.h 

Deployment.c 

• Eclipse 기반 도구 

– 설정 및 설정 코드 생성 

– Compile 

– Build & Deploy 

– Download 및 실행 

– 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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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UA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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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178B Level A Certifiable 

항공 신뢰성 인증 기준에 맞추어 개발, 검증, 품질관리, 평가 인증 

각 단계별 (SOI) 활동을 FAA 심사원 (DER) 이 판정 

계획 단계 개발 단계 

검증 단계 완료 단계 

SOI#1 
2011.06 

SOI#2 
2012.03 

SOI#3 
2011.07 

SOI#4 
2012.11 

DO-178B Level A 내용 

엄격한 개발/검증 절차  

   - 엄격한 형상관리, 추적성 관리 및 리뷰 수행 

   - 독립적인 시험 및  QA 조직 

높은 시험/검증 수준  

   -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상/비정상 범위 시험 및 MC/DC 시험 

      └ MC/DC: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력 조합을 시험 

   - 코딩 규칙 검사  

   - Source-to-Object 일치성 증명 

Normal Range Tests Robustness Tests 

Structural Coverage 
Analysis(MC/DC) 

Functio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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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신뢰성 인증 기준에 맞추어 개발, 검증, 품질관리, 평가 인증 

• 각 단계별 (SOI) 활동을 FAA 심사원 (DER) 이 판정 

 

 

 

 

 

 

• DO-178B Level A 내용 
– 엄격한 개발/검증 절차  

• 엄격한 형상관리, 추적성 관리 및 리뷰 수행 

• 독립적인 시험 및  QA 조직 

– 높은 시험/검증 수준  
•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상/비정상 범위 시험 및 MC/DC 시험 

– MC/DC: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력 조합을 시험 

• 코딩 규칙 검사  

• Source-to-Object 일치성 증명 

DO-178B Level A Cer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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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178B SW Levels 

Level 고장 영향성 소프트웨어의 위험성 수준 
DO-178B 

요건 

A Catastrophic 
추락의 위험을 갖는 고장 위험 수준 

66 

B Hazardous 

성능 또는 안전에 큰 부정적인 요소를 갖거나 물리적인 변형 또
는 과도한 업무 부하로 인해 조종사가 비행을 유지할 수 없는 
위험 수준 

65 

C Major 
심각한 수준이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님(예를 들어 승객이 다치
는 것보다 불편한 상태) 57 

D Minor 

고장 상태가 보이지만 Major 상태보다는 덜한 상태 수준(예를 
들어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비행 경로를 변경하는 상태) 

28 

E No Effect 
안전, 비행 조정 또는 조종사 과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고
장 수준 0 

DO-178B Level A Cer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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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PDL Author Reviewer
Roles  
          Tools 

⑩ 

① 

② 

③ 

Commit 

④ ⑤ 

⑥ 

⑦ 

⑧ 

⑨ 

⑪ 

(my Assignment) 

review (my Posted Review) 

review 
(my Assignment) 

SQA review 

Closed 

Anyon
e 
start 

end 

√ 

DO-178B: Change manage process 

DO-178B Level A Cer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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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eability 

–프로세스의 lifecycle은 추적이 가능해야 함 

 
Test Results 

Test Procedures 

Source Code 

Design 

Requirements 

Linkage 

DO-178B Level A Cer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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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티스트 설립 (2013.12) 

– 국방 무기체계, 항공전자 시스템, 원자력 등 고신뢰 임베디드 시장 진출 
예정 

– “회전익 항공기용 상태감시시스템”에 RTOS 판매 확정  

• 수리온, 소형무장헬기 등 탑재 예정 

– ADD 정밀유도무기 탑재 테스트 

– 한전기술 원자력 안전계통시스템 적용 예정 

연구원 창업을 통한 사업화 

유도 무기  수리온 헬기 안전계통 시스템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9DUfR_Q2D70R-M&tbnid=RfFq1v1PvPZvnM:&ved=0CAUQjRw&url=http://ko.wikipedia.org/wiki/%EC%9B%90%EC%9E%90%EB%A0%A5%EA%B3%B5%ED%95%99&ei=Zh-rUuLfEcW8iAfc64CwCQ&bvm=bv.57967247,d.aGc&psig=AFQjCNFlVap_NxCYFjcDlC5CxSCbeKmW6g&ust=138703275085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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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공간적 파티셔닝 지원 

DO-178B Level A Certifiable  

무인항공기 탑재 및 비행시험 성공 

무기체계, 원자력 등에 상용화 추진 

 

 Qplus-AIR: ARINC-653 Real-Time Operating System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