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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통합 모듈러 항법장비의 통신 방법 및 시스템

요약

    
통합 모듈 항공장비(IMA) 시스템의 I/O 디바이스의 처리 및 애플리케이션간 통신을 위한 기술은 다수 애플리케이션(
B)의 통합을 가능케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분할된 애플리케이션(P1,P2)간의 강력한 공간 및 
시간적 분할을 유지한다. 애플리케이션 모듈의 통합은 디바이스 액세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망된 애플리케이션 상호작
용을 추상화함으로써 간략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요약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이전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은 운영체제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대한 통합환경 종속성
을 최소화한다.
    

대표도

색인어
애플리케이션, I/O 디바이스, 통신, 파티션, 소프트웨어 모듈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항공전자 장비용 입/출력(I/O) 디바이스의 작업 사이의 통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기술에서의 최근의 진보는 항법장비 산업이 현대적 하드웨어의 증가된 처리 및 통신 능력을 이용하고 또한 다양
하고 연합된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을 공유 플랫폼으로 결합하도록 촉진하였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구성소자를 이들의 
전통적인 개별 구성소자의 컴퓨팅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는 단일 공유 컴퓨팅 환경으로 통합하기 위해, 
통합 모듈러 항법장비(IMA:Integrated Modular Avionics)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통합은 
하드웨어 비용이 더 낮고, 항공기 조작자에 의해 유지되는데 필요한 예비 유닛의 수가 감소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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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항법장비 장비의 무게 및 전력소비의 감소가 이러한 통합 접근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IMA 접근은 또한 새로운 문제와 이슈를 가져온다. 이중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의 불필요한 의존성을 피하
는 문제이다. 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문제나 실패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높
은 확신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높은 확신이 없다면 항공 검증 기관(예를들면, FAA)은 그러한 시스템의 항공기상의 
설치를 인증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따라서, IMA-기반 어플리케어션이 공간적으로 및 시간적으로 강하게 분할(pa
rtition)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강하거나 튼튼한 분할(partitioning)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경계가 잘 정의되고 보호됨으로써,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틀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작동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모듈의 작동이 다른 것에 의해 중단되거나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의미한다. 결함의 영향을 가진다는 것은, 결함있는 구성소자로 인해 다른 구성소자가 전체 시스템 오
류를 발생시키면서 실패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IM
A-기반 항법장비 시스템에서, 조종실의 온도제어 시스템의 오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중요한 비행제어 시스
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연합된(federated) 항법장비 시스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프로세서나 통신 하드웨어를 다른 것들과 공유하지 않으므
로 파티션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컴퓨팅 자원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높다. IMA 환경에서는, 애플리케
이션이 자원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자주 공유하고 따라서 그 보정 동작이 자원의 보정 공유에 의존하게 된다. 다
양한 항법장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동일 컴퓨터 상에 공존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액세스하고 CP
U 프로세싱 사이클을 소비하고 입력 및 출력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하게 됨으로써, 파티셔닝이 특히 도전받는다. 일반
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은 상이한 메모리 영역에 할당되는 반면, CPU 및 I/O 디바이스와 같은 공유 자원의 사용은 시간 
스케줄에 기초하여 그들 사이에서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파티셔닝 및 시간 스케줄은, 시스템이 항공기 상에서 
사용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으로의 통합의 일부로서 결정된다.
    

    
비록 다수의 애플리케이션간의 메모리 및 자원 능력의 분배가 경계들을 형성하고 또한 통합을 용이하게 하지만, 오류가 
존재하는 어떤 조건하에서 이러한 경계들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증할 수 없다. 따라서, IMA 환경은 통합된 애
플리케이션 사이의 공간적인 및 시간적인 강한 파티셔닝을 보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어드레스 공
간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승인받지 않은 액세스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은 CPU 시간 사용
의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다른 통합 애플리케이션의 진행을 지연시키게 해서는 안된다.
    

    
강하거나 튼튼한 분할은, 결함있는 애플리케이션 파티션의 어떠한 잘못된 동작도 다른 정상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끼
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잘못된 동작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오류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의 결과일 수 있다. 결함은 본래 일반적, 우발적, 혹은 계획적일 수 있다; 이것은 
영구적, 일시적, 혹은 지속시간중에 간헐적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에어내의 의미-관련(semantic-related) 
일반 결함으로 인한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 통신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애플리케이션-특정 의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비잔틴 결함, 즉 모든 결함이 스스로 에러임을 나타내고, 다른 모든 정상 모듈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검출되는 결함에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동시성 없이 한번에 하나씩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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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상 시스템 구성소자를 붕괴시키려는 결함있는 구성소자에 의한 시도는 검출된 에러를 야기한다. 그 결함있는 애
플리케이션 파티션과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만이 에러를 인식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질에 따른 복구동작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즉, 결함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지 않는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IMA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간 통신 및 I/O 디바이스의 작업처리을 
위한 신규한 기술을 개시한다. 이 기술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 모듈간의 강한 공간적 파티셔닝을 유지
하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 모듈의 통합은 디바이스 액세스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추상화함으로써 단순화된다. 이러한 추상화은 IMA 환경에서 이전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용이하
게 한다. 이 접근법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의 지원을 다른 접근법보다 덜 필요로 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세부사항
에 대한 통합 환경의 의존성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및 디바이스 공유를 가능
하게 하면서도 공간 파티셔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발명은, ARINC 명세 653에 따르는 IMA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간 통신 
및 I/O 디바이스의 작업처리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애플리케이션간의 강한 공간적 및 시간적 파
티셔닝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분할된 애플리케
이션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추상화될 수 있는 파티션간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액세스 트랜잭션
으로 애플리케이션간 상호작용을 추상화함으로써 이들 애플리케이션 모듈의 통합을 단순화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2층 오퍼레이팅 환경을 설명하는 도면,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토콜을 통과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파티션간 메시지를 나타내는 도면,

도3은 파티션간 통신(IPC) 채널의 등록 테이블를 나타내는 도면,

도4는 본 발명에 따라 개발된 IPC 큐(queue)에의 액세스를 나타내는 도면,

도5는 본 발명에 따라 개발된 순환 큐를 나타내는 도면,

도6은 본 발명에 따라 개발된 본 발명의 송신 알고리즘을 위한 코맨드의 테이블,

도7은 본 발명에 따라 개발된 수신 알고리즘을 위한 코맨드의 테이블,

도8은 본 발명에 따라 개발된 본 발명의 방송 스트림 버퍼를 나타내는 도면,

도9는 본 발명에 따라 개발된 출력 디바이스의 작업처리을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도1은, 2000년 8월 20일에 출원되었고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Aboutabl-Younis 애플리케이션 시리얼 넘버.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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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호에 설명된 것과 같이, 실시간 안전-핵심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기 위한 구조를 나타낸다. 도1에 도시
된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ARINC 명세 653 및 항법장비 컴퓨터 자원을 위한 최소동작 수행 스탠더드(Minimum Oper
ational Performance Standard)에 따를 수 있는 2층 오퍼레이팅 환경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모두가 공유 CPU에서 
실행되고, 그들의 실시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선택과 함께 레거시(legacy) 소프트웨어 모듈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더 진전되었다. 비록 애플리케이션간 통신을 위한 본 접근법의 논의가 이 구조를 참조하고 있지만, 이 기술은 또
한 다른 IMA 시스템에도 응용가능하다.
    

    
시스템 관리자(SE)(10)로 불리는 이 구조의 하부층은, 애플리케이션이 그 안에서 실행될 수 있는 가상 머신, 즉 보호
된 파티션을 각 애플리케이션 모듈(13)에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은 공간 도메인에서 다른 애플리케
이션으로부터 격리된다. 공간적인 파티셔닝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현대적인 프로세서와 함께 사용가능한 (도시되
지 않은) 메모리 관리 유닛과 같은 하드웨어 수단에 의존한다. 시간-도메인 격리는, 프리-컴퓨티드 정적 타임테이블(
pre-computed static timetable)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간의 CPU 보드(19) 및 다른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달성된
다. 각 애플리케이션이 잘 정의된 타임 슬라이스로 할당되어 있는 타임테이블을 엄격하게 구현하기 위해, 실행 시스템
(10)은 실시간 클록(11)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 및 시간적 파티셔닝을 보장하기 위해, SE(10)가 콘택스트 스
위칭(context switching), 및 개시/모니터/종료 애플리케이션 파티션(13)을 작업처리한다. 단지 SE(10)만이 최고 특
권을 가진 CPU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보다 낮은 특권을 가진 CPU 모드
에서 실행하고, 따라서 메모리 보호 셋업을 붕괴하거나 또는 CPU(19)를 사용할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권리를 침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거한다. 또한 각 CPU(19)는, 비행기(17)에 위치한 컴퓨터나 키보드와 같은 외부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12), 및 내부연결 데이터 버스(18)의 통신을 제공하는 버스 드라이버(21)를 
포함한다.
    

    
다양한 태스크로 이루어진 각 파티션된 애플리케이션(13)은 도2의 P1과 같은 보호된 메모리 파티션에 할당되고, 따라
서 한 애플리케이션 파티션에서의 결함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애플리케이션(13)은 시스템 관리자(SE)(10)와의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IL)(16)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애플리
케이션 관리자(AE)(15)도 수반되어야 한다. AE(15)는 애플리케이션 내부(intra-application) 통신 및 동기화를 작
업처리한다. 또한 AE(15)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메모리 파티션의 경계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메모리 요구사항
을 관리한다. AE(15)는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태스크를 스케쥴링하기 위한 그 자체의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애플리케
이션간 통신 및 프로세서간 통신과 관련된 모든 애플리케이션 관리자(AE)(15)의 기능은 SE(10)에 대한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16)을 통하여 작업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하드웨어에 대한 특권화된 액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자(10)는 서비
스를 애플리케이션 관리자(15)에 제공하여 특권화된 동작을 작업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레드(thr
ead) 문맥 전환동안에서의 예외(exception) 작업처리, 인터럽트 인에이블링 및 디스에이블링, 프로세서 내부 상태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IL)(16)는 이러한 서비스를 요약한다. IL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1
5)와 컴퓨터의 하드웨어 서비스사이에 게이트웨이로서 기능한다.
    

    
2-층 구조로 고안한 주된 목적은 SE(10)을 간단하게 하고, 집적 애플리케이션의 타입 및 수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SE(10) 디자인의 단순함은 보증을 용이하게 한다. 집적 애플리케이션(13)에 영향받지 않도록 한 것은 
SE(10)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전환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재-
보증 노력을 줄여준다. 애플리케이션간 통신 패러다임은 SE(10)와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파티션사이의 결합도를 결
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간 통신을 위한 메커니즘은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로 SE(10)와 
애플리케이션과의 결합을 피하여야만 한다. 다음의 기재는 집적 애플리케이션사이에서 엄격한 파티션화를 유지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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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허용하고 SE을 수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간 통신에 대한 접근법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용어 파티션과 애
플리케이션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접근법은 단지 여기서 논의되는 것만이 아닌, 모든 2 계층 IMA 소
프트웨어 구조에 적합함에 유의해야만 한다.
    

    
통신 프리미티브(primitive)는 데이터를 다양한 파티션중에서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 전달과 공
유 메모리가 다중 작업 셋업에서 태스크간(inter-task)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동일한 기술이 파티션간 통신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단지 IMA 분야에서의 파티션간 통신(IPC)용 수단으로서 메시지 전달의 사용을 지원
하는 것이다. 공유 메모리 IPC 용 지원은 메모리 배열을 복잡하게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공유 데이터를 호스트(host)
하기 위하여 메모리 영역을 SE(10) 어드레스 공간 또는 광범위하게 액세스가능한 메모리 영역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SE(10) 서비스를 통하여 수행된다. SE(10)는 파티션에서의 문맥전환(context 
switching) 동안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공유 메모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공유 메모리가 
행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SE(10)의 복잡성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최소한의 검사가 데이터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는 에러를 전파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반면, 메시지 전달은 파티션중
에서 견고한 통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허위의 통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메시지 포맷 검사가 강요되어질 
수 있다. 또한, IMA 분야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인터페이스(APEX)용 ARINC 653과 항법장비 컴퓨터 자원(AC
R)용 RTCA 최소 작동 성능 표준도 또한 IPC를 위한 메시지 전달의 사용을 요한다. 파티션내의 애플리케이션 태스크
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선택 메커니즘을 통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하나의 파티션으로부터 
또 다른 파티션으로의 통신 활동은 메시지 전달을 통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발명에 따라, 애플리케이션(13)는 애플리케이션 파티션(P1 및 P2)으로 분할되어, 도2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데
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하여 통신한다. 만약 파티션(P1)이 또 다른 파티션(P2)로부터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P
1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P2에 명시적인 요청을 전송하거나 또는 P2가 그 데이터를 P1에 연속적으로 액세스 가능
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 서비스 공유는 요청자(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서버)사이에서 요청과 응답의 교환을 필
요로 한다. 본 발명의 접근에서는, 통신 의미론(semantics)에 따라 메시지를 요청-응답(클라이언트-서버)메시지와 
상태 메시지로 분류한다. 클라이언트-서버 IPC에서는, 단지 하나의 서버가 다양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태 메시지의 구현은 지정된 파티션에 메시지를 부착하고 그 메시지를 판독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순화
된다. 다음은 파티션중의 상태 메시지와 클라이언트-서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의 환경내에서 클라이언트-서버 메시지 전달 IPC를 지원하는 하나의 가능한 접근법은 메시지 큐를 통신 파티션중
에서 공유가능하게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메시지 전달의 견고함의 이점을 가지지만, 메시지를 기록하고 큐
로부터 판독하는 수단으로서 공유 메모리 IPC를 지원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앞서 논의되어진 바와 같이 S
E 디자인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취해졌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자 파티션(22)이 그 
자신의 메모리 공간에 송신자 메시지(23)를 위한 메시지 큐(24)를 할당하는 것을 요한다. 송신자 파티션은 큐(24)를 
수신자 파티션(25)에 대하여 판독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송신자의 어드레스 공간(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수신자의 어
드레스 공간내의 메시지 큐(도시되지 않음)로 메시지를 복사하기 위하여 SE(10)에 의존하게 된다.

    
송신자(22)로부터 수신자 파티션(25)으로 메시지를 복사하는 것은 포괄적인 메시지 핸들러(handler)가 SE내에 포함
될 것을 요한다. 메시지 핸들러가 송신자 파티션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자 큐에 삽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경우, 핸들
러는 그러한 통신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에 메시지를 목적지까지 물리적으로 복사한다. 애플리케이션간 메시지의 
작업처리에 있어서 시스템 관리자를 수반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과 SE사이의 연결을 증가시켜, 집적화를 곤란하게 한
다. 게다가, SE에 의해 지원되는 메시지-작업처리 라이브러리(library)는 특히 파티션사이의 문맥전환, 인터럽트 및 
메시지 작업처리중에 야기되는 잠재적 예외사항 취급함에 있어서 SE 디자인의 복잡성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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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으로, 본 발명의 다른 면에 있어서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를 유출하기 위하여 송신자 파티션(22)에서 
순환형 큐(40)를 사용하여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환형 큐는 채널 등록 테이블(30)을 사
용하는 SE(10)에 의해, 판독 전용 액세스를 위하여 인증 수신자 파티션(25)의 어드레스 공간에 매핑된다. 송신자 파
티션(22)는 순환형 큐(40)에 액세스하여 기록하는 유일한 파티션이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자 파티션은 순
환형 큐(40)를 위한 판독 포인터(50)와 기록 포인터(51)를 가진다. 기록 포인터(51)는 새로운 메시지를 삽입하기 위
하여 사용될 것이다. 판독 포인터(50)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버플로우 조건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2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수신자 파티션(25)은 큐를 위한 그 자체의 판독 포인터(52)을 가지고, 그것을 송신자 파티션에 판독
가능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수신자는 순환형 큐(24)로부터 메시지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송신자 판독 포인터(50)를 사용할 것이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자 파티션(22)이 메시지 삽입 동안에 오버플로우를 검출할 때 수신자가 이미 사용한 메시지를 제거한
다. 송신자는 그 판독 포인터(50)의 버젼 값과 수진자의 판독 포인터(52)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소모된 메시지를 식별
한다. 송신자가 그 자체의 판독 포인터(50)를 갱신한 후에도 여전히 오버플로우 상태라면, 에러가 선언되고 애플리케
이션-특정 동작이 행해진다. 수신자 파티션(25)의 판독 포인터(52)는 또한 필요하다면 확인응답(acknowledgment)
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송신자 파티션(22)는 메시지(예컨대, 클라이언트의 요청)가 서버, 수신자 파티션(25)에 의
해 수신된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신자 판독 포인터(52)의 판독 포인터 값을 검사할 수 있다.
    

    
새로운 파티션간 메시지 서비스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파티션내의 애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
한 요약은 파티션사이의 통신 프리미티브를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ARINC 653의 명세 사항과 일치한다. 파티션간 
메시지를 구성요소 태스크로 라우팅하는 것은 이러한 표준에 의해 작업처리되지 않는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요약을 사
용하는 것은 그것들이 이미 외부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연합된(legacy federated) 
애플리케이션의 집적을 용이하게 한다. 메시지 큐는 SE(10) 특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집적화함에 있
어서 바꿀 필요가 없다. 또한, 연합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통신 채널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집적화를 위해 
대체되어질 필요가 없다.
    

    
SE(10)는 공간 파티션화를 보증하기 위하여 CPU(19)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을 관리하도록 허용된 유일한 구성요소
이기 때문에, 송신자 파티션(22)은 큐 어드레스(27)을 SE(10)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신자 파티션은 큐를 위
하여 그 자체의 수신자 판독 포인터(52)의 위치를 등록해야만 한다. 그 등록은 시스템 초기화동안 또는 링크 시간에 수
행될 수 있다. 양자 모두, SE(10)는 모든 IPC 관련 데이터 구조의 어드레스 리스트를 보유할 것이다. 시스템 초기화동
안에 어드레스를 등록하는 것은 SE(10)의 어드레스 공간을 액세스하기 위하여 SE(10)의 라이버리 루틴의 호출을 요
한다. 그 등록후에, 송신자 파티션(22)과 수신자 파티션(25)은 수신자 판독 포인터와 큐의 어드레스를 위한 리스트를 
각각 조회한다.
    

    
수신자 파티션(P2)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송신자 파티션(P1)은 그러한 메시지를 호스트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어드레
스 공간내에 큐를 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송신자 파티션(P1)은 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인증된 수신자 
파티션(P2)와 큐 어드레스를 인식하는 SE(10)내에, 파티션간 통신(IPC) 서비스(28)를 하는 그 큐 파티션을 등록하
는 것이 요구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SE(10)는 모든 개방된 IPC 채널(31)을 위한 IPC 채널 등록 테이블(30)
을 보유한다. 그 등록 테이블은 시스템 관리자(10)에 의해 유지되고, 파티션에 의해 판독 전용으로 액세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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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의된 순환형 메시지 큐(40) 구조(IPC_queue)는 IPC 큐의 작업처리을 통일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
다. IPC_queue 타입은 SE의 IPC 채널 등록 테이블(30)과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파일 시간에 유일한 사전-파티션 큐 명칭이 정의되도록 한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큐는 두개의 별개의 판독 및 
기록 포인터, 즉 수신자 판독 포인터(52)와 숭신자 기록 포인터(51)를 사용하여 액세스 가능하다. 송신자 판독 포인터 
(50)는 그 다음의 메시지를 검색하기 위하여 수신자 파티션에 의해 사용 및 수정되어진다. 송신자 기록 포인터는 메시
지를 삽입하기 위하여 단지 송신자 파티션에 의해 사용된다.
    

    
기록 동작은 완전히 송신자 파티션(22)에 한정되어진다. 빈 엔트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송신자(22)는 그 엔
트리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소모된 메시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송신자 파티션(22)은 판독되지 않은 메시지를 겹쳐
쓰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송신자 판독 포인터(50)를 보유한다. 송신자(22)와 수신자(25) 파티션에서
의 두개의 판독 포인터의 값을 동기화하기 위하여, 송신자 파티션(22)은 그 자체의 송신자 판독 포인터(50)를, 송신자
가 큐 오버플로우를 검출할 때 수신자(25)에 의해 유지되는 값으로 갱신한다. 만약 오버플로우 조건이 수신자의 판독 
포인터(52)의 값을 이용한 후에도 지속되면, 송신자는 에러를 선언한다(테이터를 소비하지 않는 파티션을 수신한다). 
수신자의 판독 포인터(52)는 메시지가 우연히 겹쳐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독 동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행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메시지를 완전히 검색하기 이전에 수신자가 선취(preempt)되고 송신자가 큐의 빈 메시지 엔
트리에서 단락된 경우에 발생한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자의 판독 포인터(52)의 어드레스는 채널 등록 테이
블(30)(" 메시지 확인" 필드)에 포함되고 두개의 판독 포인터의 값을 동기화할 때에 송신자에 의해 참조될 수 있다. 송
신 및 수신 알고리즘은 도 5, 6 및 7에 도시된다. 수신자 파티션(25)이 송신자 파티션(22)의 선취에 기인하여 발생하
는 불완전한 메시지를 판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상태 상태 필드가 각각의 메시지에 부착되어 그 메시지 엔
트리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시한다. 만약 큐로부터 판독된 그 다음의 엔트리가 빈 메시지를 보유하면, 판독자 파티션
은 큐에는 메시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큐에 완전히 삽입될 경우에만 메시지 상태는 유효한 것으로 될 것이다. 데이
터 타입과 라이브러리 루틴의 상세 설명은 부록A에 개시된다.
    

앞에서 설명한 메시지-전달 프로토콜은 파티션간 통신을 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프
로토콜은 송신자가 각각의 수신자에 대하여 하나씩, 메시지를 다중 큐에 삽입햐야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림을 하
나 또는 다중의 파티션으로 방송할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된다.

대안적으로, 메시지의 스트림 버퍼는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자 파티션에 의해 그 자체의 메모리 공간에 생성될 
수 있고 다중 수신자에 판독가능하게 할 수 있다. 송신자는 스트림 버퍼(80)에 쓰기 허용되는 유일한 파티션이다. 시스
템 관리자는 이러한 스트림 버퍼가 오직 송신자에 의해 기록될 수 있고 그 스트림 버퍼(80)를 판독 전용 영역으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수신자의 메모리 공간에 매핑하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림 버퍼(80)는 송신자에 의해 보유되는 하나의 기록 포인터(51) 및 각각의 수신자에 대
하여 하나씩의 수신자 판독 포인터(52)를 가진 순환형 버퍼이다. 각각의 수신자 파티션(25)는 그 자체의 판독 포인터
를 보유할 책임이 있다.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중 수신자(25)는 순환형 스트림 버퍼내의 다른 위치로부터 판독할 
수 있다. 오직 하나의 스트림 버퍼가 송신자와 모든 수신자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동시의 판독 및 기록 요청을 정확
하게 작업처리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어가 요구되어진다. 실제적으로는, 송신자 파티션(22)과 수신자 파티션(25)은 그 
파티션이 선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기록하거나 판독하기 이전에 스트림 버퍼에서
의 메시지 위치를 배타적으로 잠그야만 한다. 잠금은 작동에 있어서 상당한 감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단(blocking) 
조건을 송신자와 수신자 파티션에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대안적으로,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첨부B에 나열된 것처럼 제어 코맨드에 대한 더 자유로운 형태의 동시성을 
사용한다. 스트림 버퍼 " IPC_stream" 은 다음의 4가지 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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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본문이 저장되는 " 메시지" 필드

-수신자가 나아가거나 그것을 검색하기 위해 메시지가 유효한지를 지시하는 " 상태" 필드

-최근 메시지와 과거 메시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메시지 식별자. 식별자는 스트림당 메시지 시퀀스 카운터의 현재
값이다.

-불완전한 갱신 메시지를 판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 CRC" 검사합 코드(check sum code)

    
송신자 파티션(22)는 먼저 현재 메시지를 무효화하고, 다음 적당한 검사 합으로 메시지 본문을 갱신하고, 메시지 식별
자가 현재 메시지 시퀀스 카운트에 설정하고, 유효 플래그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메시지 시퀀스 카운트를 증분한다. 
수신자는 먼저 현재 메시지가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메시지 본문을 검색하고 검사 합 코드를 검사한다. 수신
자가 메시지를 검색하는 동안 미리 비어있고, 송신자가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검사 합으로 동일한 장소에 삽입하고 
그 다음 수신자가 " CRC" 가 메시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검출한다면, 그것은 단지 검색되고, 메시지를 재판독할 
것이다.
    

    
메시지 시퀀스 카운터는 메시지 기록 순서를 기록한다. 스트림이 복수의 판독기 및 단일 기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기와 다수의 판독기중의 하나와의 사이에 속도와 주파수에 있어 광범위한 변동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기는 
판독기에 의해 지시된 메시지를 중복기록할 것이다. 판독기가 실행을 재기한 후 2개의 메시지를 검색한다면, 판독기는 
스트림에서 제1메시지는 가장 최근 삽입된 것이고, 제2는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시퀀스를 벗어난 메시지로서 종료
할 것이다. 메시지 시퀀스 카운터의 사용으로 메시지 순서를 식별함으로써, 판독기 파티션은 그런 발생을 감지할 수 있
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다.
    

    
IPC 큐와 유사한 방법으로, 스트림 버퍼(80)은 송신자의 어드레스 공간에 정적으로 생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송신
자 파티션은 SE(10)이 리드-온리 엑세스 가능으로 승인된 수신자 파티션의 메모리 맵으로의 스트림 어드레스를 포함
하도록 하기 위해 스트림 버퍼(80)에 SE(10)를 등록해야 한다. SE(10)는 스트림 버퍼 어드레스의 결정을 허용하도록 " 
IPC_채널_레지스트리_테이블" (30, 도3)과 유사한 레지스트리 테이블(도시하지 않음, " IPC_스트림_레지스트리_데이
블" )내에 기록한다. " IPC_채널_레지스트리_테이블" (30, 도3)이 IPC 스트림 버퍼를 등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지
라도, IPC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스트림 레지스트리 테이블(도시하지 않음)은 SE에 의해 유지되고,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리드-온리 액세스에 대해 액세
스가능하게 된다. 등록 후에, 수신자 파티션은 스트림 데이타 스트럭쳐의 어드레스에 대해 테이블을 조회한다. 등록은 
시스템 초기화 시간, 링크 시간 또는 로드 시간동안 수행될 수 있다. 시스템의 최기화동안 어드레스를 등록하는 것은 S
E의 어드레스 공간에 액세스하기 위해 SE의 라이버러리 루틴의 인보케이션(invocation)를 요구한다. 데이타 형태 및 
라이버러리 루틴의 상세한 기술은 부록 A에 상술한다.
    

애플리케이션 파티션이 그들과 통신하고 있다면 다른 파티션의 실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신 실패에 
반응하여 필요한 회복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애플리캐이션 파티션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판독 포인터는 재설정될 필요
가 있다. 판독 포인터는 오직 수신 파티션에 의해 갱신될 수 있으므로, 통신 파티션에 명백한 장애 송신자 파티션의 회
복을 위한 해결책은 사용되어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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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에게 송신자 파티션에서의 실패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은 수신 파티션이 송신자의 실패를 감지할 수 있도록 어떤 
비정상적인 IPC 조건을 트리거하는 것이다. 시스템 관리자는 파티션 IPC 영역을 무효화하거나가 일시적으로 다른 파티
션에 액세스를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장애 파티션과 통신할 때 에러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사용을 제한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는 장애 파티션의 회복 및 재초기화가 
완료되고 모든 수신 파티션이 장애 파티션과의 IPC활동을 수행하고, 에러난 조건을 경험하기 전에 나타난다. 이 경우 
어떤 수신 파티션은 송신자 실패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판독 포인터를 재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적당하지 
않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두번째 방법은 시스템 관리자(10)에 의해 모든 파티션에 대한 진료 상태 히스토리를 유
지하는 것이다. 시스템 관리자(10)은 판독가능한 공유 메모리 영역에서의 파티션의 진료 상태를 시스템 관리자(10)에 
의해 유일하게 기록가능한 모든 파티션에 저장한다. 수신자 파티션(25)이 송신자 파티션(22)의 실패를 검지하기 위해 
수신자 파티션(25)은 각각의 IPC활동 이전에 송신자 파티션(22)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티션의 실패 히스토리는 2개의 정수 값에 의해 캡쳐될 수 있다. 첫번째 값은 송신하는 파티션의 실패의 반복 회수를 
지시한다; 두 번째 값은 파티션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다. 각각의 수신자 파티션(25)은 송신자 파티션(22)이 실패한 회
수에 대한 값의 복사값을 유지한다. 이 개별적인 값은 이 특정한 송신자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10)에 의해 유지된 값과 
비교된다. 2개의 값이 매치되면,송신자는 문제가 없다.시스템 관리자(10)가 더 큰 반복값을 가진다면, 수신자 파티션
(25)은 송신자에서 일어난 실패가 회복 절차을 트리거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회복 활동은 애플리케이션 특정 
절차, 갱신,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표현된 값에 대한 송신자의 실패 반복 값 및 판독 포인터의 재설정을 포함한다. 두번
째 값은 파티션의 상태(준비, 종료, 초기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신자는 송신자와 IPC 활동을 재개(또는 계
속)하기 전에 송신자가 건강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구현하기 쉽고, IPC활동의 복잡하고 고비용의 데이타 이동 부분에 SE(10)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없
다. SE(10)가 에러를 로그하고 파티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송신자의 상태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수신자 파
티션(25)에 판독가능하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입력 및 출력(I/O)의 작업처리는하드웨어 의존적이다. 전형적으로, 운영 시스템은 입출력 동작동안 디바이
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에 의해 I/O 디바이스를 요약(abstract)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
이스에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I/O디바이스는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 파티션사이에 장애 전달에 대한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 디바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재설정하도록 하는 파티션은 다른 건강한 파티션에 대한 디바이스의 활용가능성을 방해할 것이고 그들 
동작을 혼란시킨다. 이에 더하여, 도1의 IMA 2-층 아키텍쳐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디바이스에 어떻게 액세스를 얻는가
에 대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전형적으로 I/O 디바이스는 2가지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폴링-기반(polling-based) 및 인터럽트 구동 디바이스. 폴
링-기반에서, I/O디바이스는 요구에 액세스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타 활용가능성을 통지하지 않는다. 인터럽트 
구동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가 이전에 개시된 동작을 완료한 때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발생된 인터럽트는 CPU나 전용 디
바이스 제어기에 의해 작업처리될 수 있다. 2가지 형의 디바이스는 메모리-매핑 또는 IO-매핑될 수 있다. 메모리-매
핑된 I/O에서, 보통의 메모리-판독 및 기록 명령은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데 이용된다. 특별한 I/O 명령이 I/O-매핑
된 디바이스 액세스에 이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CPU는 I/O디바이스로부터 어떠한 인터럽트도 수신하지 않을 것이다. I/O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와 핸드쉐이크하고 데이타를 버퍼하기 위해 디바이스 특정 하드웨어내에 포함되는 디바이스 제어기에 의해 지원되거나 
폴링되어야 한다. 항공 전자 공학같은 안전 임계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CPU로 I/O디바이스의 빈번한 인터럽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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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예측가능성을 감소하고 시스템 유효 및 인증을 매우 복잡하게 한다. 이에 더하여, 디바이스 제어기 또는 I/O 코
프로세서의 사용은 CPU를 오프-로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 컴퓨터 아키텍쳐에서 매우 흔하다.
    

    
CPU는 메모리-매핑된 I/O를 지원하거나, I/O-매핑된 디바이스에 대해 파티션-레벨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는 메카니
즘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에, I/O디바이스로의 액세스는 특권의 명령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 메모리-
매핑된 I/O디바이스의 지원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 거의 표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모토로라 파워피시 프로세서
는 메모리-매핑된 디바이스만 지원한다. 메모리 관리 유닛을 이용한다면, 메모리-매핑된 디바이스로의 액세스는 파티
션의 어드레스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파티션은 디바이스 어드레스가 그것의 어드레스 공간에 있다면 보
통의 메모리 액세스 명령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반면에,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는 메모리-매핑 및 
I/O매핑된 디바이스를 모두 지원한다. 그러나, 펜티엄 프로세서의 I/O 명령은 특권화되어 있다. 따라서, 펜티엄 프로세
서가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다면 단지 메모리-매핑된 디바이스가 허용된다.
    

    
본 방법에서 디바이스 작업처리는SE(10) 또는 AE(15)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SE(10)내에서 I/O디바이스의 작업처
리는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정확한 동작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기 메카니즘의 구현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SE(10)의 
디자인을 복잡하게 한다. SE(10)의 단순성을 유지하는 것이 SE(10) 인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 목표이다. 또
한, SE(10)에 디바이스 핸들러를 포함하는 것은 SE(10)를 디바이스 변화에 민감하도록 한다. 그런 의존성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부가되거나 제거될 때마다, SE(10)의 재인증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AEs)
은 그들사이에 조정없이는 공유 I/O디바이스를 작업처리할 수 없다.
    

    
도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따르면, AE(15)는 애플리케이션(파티션)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I/O디바이스를 작업
처리한다. AE(15) 동기 프리미티브는 파티션내에 태스크에 의해 만들어진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 SE(10)는 시스템내의 모든 디바이스가 단지 하나의 파티션에만 매핑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 백플
랜 데이타 버스와 같은 파티션 사이에 공유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디바이스 데몬(94, 핸들러)이 전용 파티션에 
생성될 것이다. 디바이스 데몬(94)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파티션(P1, P2)에 의해 만들어진 디바이스 드라이버(93)에 
액세스 요청을 제공한다. 공유 디바이스 관리자 파티션(P3)은 상기 디바이스에 배타적 액세스를 가진다. 공유 디바이
스에 판독 또는 기록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파티션는 IPC 프리미티브를 통해 디바이스 데몬과 통신한다. 
판독/기록(예, 백플랜 버스), 임의 판독(예, 디스크) 또는 라이트-온리 (예, 액츄에이터) 형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디바
이스는 디바이스 데몬(94)과 애플리케이션 파티션(P1, P2)사이의 통신을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IPC 프로토콜을 사
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디바이스 데몬(94)은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동기화된 디바이스 액세스 패턴을 유지하
기 위해 다른 파티션으로부터의 요청을 시리얼라이즈(serialize)한다. 센서와 같은 스트림 입력 디바이스의 경우에, I
PC 스트림(상태 버퍼)은 입력 데이타가 다른 파티션에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디바이스 데몬(94)에 의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공유 디바이스(93)를 관리하는 파티션(P3)은 하나의 디바이스 작업처리만을 수행할 수 있거나 디바이스 액세스 요청
을 프로세싱하는 것에 부가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파티션(P3)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데, 그것의 내부 태스크사이에서 디바이스로의 액세스를 관리하고, 다른 파티션으로부터의 액세스 요청을 여전히 제공
할 수 있다. 많이 사용되는 공유 디바이스의 경우, 전용 디바이스 파티션이 응답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지 디바이스 데몬
을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다른 애플리케이션 태스크를 호스팅하는 파티션(P3)에 의한 공유 디바이스(93)의 관리는 디바이스 액세스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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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과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데몬을 호스팅하는 애플리케이션 파티션 사이의 종속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임의의 리
스크를 수반한다. 애플리케이션 태스크의 문제로 전체 파티션이 크래쉬한다면, 공유 디바이스(93)는 더이상 다른 파티
션(P1,P2)에 액세스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구성은 시스템 분할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로의 액세스 
상실이 다른 파티션의 고장을 유발한다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IPC 프리미티브를 통한 디바이스 액세스를 추상화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한 프로세서 또는 상이한 프로세서가 할당
되든 안되든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메시지를 투명하게 루팅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단순화하게 된다. 개발자는 
IPC 채널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일관성 있게 언급한다. 설명된 바와 같이, IPC 채널은 디바이스 또는 다른 애플
리케이션 파티션과의 통신을 추상화할 수 있다. 또한, IPC 통신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과도한 
응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접근으로 연합 시스템에 대하여 처음에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설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디바이스 조작에 대한 본 발명의 접근예가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2개의 파티션(P1,P2)은 시스템내
에 통합되었다. 제1 파티션(P1)은 출력 디바이스 D1(90) 및 D3(93)으로 자주 액세스할 필요가 있고 출력 디바이스
D2(92)로 수시로 액세스할 필요가 있다. 파티션(P2)는 디바이스D2(92) 및 D3(93)으로의 과중한 액세스를 필요로 
한다. 통합 환경에서, 전용 파티션(P3)은 공유 디바이스D3(93)를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P1 및 P2에 의해 만들어진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포함된다. 파티션(P3)은 D3에 배타적으로 액세스하게 되고 D3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93) 
및 디바이스 데몬(94) 태스크를 포함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추상화하고 별개의 라이브러리로
서 또는 데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보통,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제조에 의해 공급된다. 데몬 태스크는 판독가능한 공유 
메모리 영역에 할당된 전용 요구 큐(IPC_큐)로부터 판독함으로써 다른 파티션으로부터 인입 액세스 요구를 수신한다. 
파티션(P1,P2)은 공유 디바이스 파티션(P3)과 통신하기 위해 상술된 프로토콜을 통과하는 IPC 클라이언트-서버 메
시지를 사용한다.
    

    
파티션(P1)은 다른 파티션과 공유되지 않는 D1에 배타적으로 액세스한다. D2가 P1과 P2 사이에 공유되기 때문에 디
바이스 데몬이 필요하다. 전용 파티션이 D2를 관리하기 위해 포함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D2로의 P1의 액세스가 P
2의 경우보다 상당히 덜 일어나기 때문에 D2는 P2에 할당되었다. P1 및 P2내의 테스크로부터의 D2로의 액세스 요구
는 D2 디바이스 데몬에 의해 서비스를 위해 큐잉되어야 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티션(P2)내의 태스크(P2-
A,P2-B)는 디바이스(D2)에 요구를 전송하기 위해 별개의 큐(Q2)를 사용하고 다른 큐(Q1)는 파티션(P1)으로부터
의 요구에 대해 할당된다. 2개의 별개의 큐를 사용하면 파티션(P1,P2) 사이의 종속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시예에서, 파티션 당 오직 하나의 태스크만이 다른 파티션에 의해 관리되는 공유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예를 들어, 오직 태스크(P1-B)만이 디바이스(D2)에 액세스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파티션 당 복수의 태
스크가 파티션중 공유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다면, AE15는 파티션내의 요구의 우선순위 및 액세스 순서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화하기 위해, 도면은 단지 디바이스-기록 시나리오만을 도시하였다. 스트림 버퍼 또는 추가 큐
가 공유 디바이스(93)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공유 디바이스 파티션(예를 들어, P3)에서 필요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조작으로 공유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태스크의 스케줄링 사이의 연관성을 줄이고 그래서 
스케줄러빌리티를 단순화함으로써 공유 디바이스로의 액세스 요구를 스케줄링하는데 있어서 큰 유연성이 가능하게 되
었다. 또한, 디바이스 데몬이 전용 파티션에 할당되게 함으로써 파티션내의 고장 억제를 보장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의 에러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파티션을 보호하고 디버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이러한 접근을 통해, SE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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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작에 대해 거의 처리할 것 없어 의도된 단순성을 유지하게 된다.
    

    
공유 디바이스 데몬 접근을 사용할 때, 시스템 통합자는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부분으로서 데몬 파티션을 스케줄링하고 
그것을 스케줄러빌리티 분석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에 타임리니스를 보장한다. 
증가된 디바이스 액세스 요구는 적시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높은 빈도수로 상기 디바이스에 대하여 데몬 파티션을 호
출할 수도 있다. 디바이스 데몬에 대한 전용 파티션을 사용하면 파티션 사이의 메시지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공
유 디바이스의 스케줄링을 단순화하고 디바이스 상태의 글로벌 일관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데몬 파티션이 디바이스
로의 액세스 동안 사전에 비워지게 되는 경우이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람직한 실시에에 의해 범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추가 장점 및 수정
이 본 발명의 명세서 및 실행으로부터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아래의 청구항의 범위 및 정신내에 
있도록 의도되었다.

부록 A

클라이언트-서버 IPC에 대한 라이브러리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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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큐는 컴파일 시간에 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할당되도록 되어 있다. " IPC_channel_registry_table" 은 S
E 실행과 연결되기 전에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 상태 동안 형성될 수 있다. 채널 등록 테이블이 초기화 동안 형성된
다면, SE는 특권 실행 모드에서 실행되는 2개의 라이브러리 루틴을 내보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수신자 판독 포인
터의 어드레스 및 IPC 큐에 대한 등록 엔트리를 삽입하기 위해 이러한 2개의 루틴을 사용한다. 링크 전의 등록 테이블
의 형성은 이러한 등록 프로시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록 테이블은 애플리케이션에 판독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I
PC 라이브러리의 나머지는 특권 실행 모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PC 라이브러리 루틴은 다음에 개설된다. 일반적으
로, 루틴은 강력한 파티셔닝을 파괴할 수도 있는 잘못된 파라미터 값의 검출을 보장하기 위해 파라미터의 확장 인증을 
부과한다.
    

초기화

전송자 및 수신자 모두는 그 자체 데이터 구조를 초기화한다. 여기에 그 방법이 있다.

라이브러리 루틴

일단 파티션이 다른 파티션에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큐를 생성하면, 파티션은 IPC 디바이스 레지스터 라이브러리 루
틴을 사용하여 상기 큐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등록으로 이러한 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승인된 
파티션 및 전송자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내의 큐의 어드레스를 SE내의 IPC 서비스가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루틴
은수퍼바이저 모드에서 실행되고 다음을 실행한다.

1. 시간에 기초한 스케줄링 테이블에 따라 현재 실행되는 파티션의 ID와 " 전송자 ID" 파라미터가 매칭하는지를 검증
한다.

2. " 승인된 수신자" 내의 엔트리가 시스템내의 기존의 파티션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3. 큐 이름 및 전송자_ID에 대하여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를 검색한다.

4.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내에 엔트리가 존재한다면, 엔트리내의 미정의된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5. 아무런 기존의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SE가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내의 유용한 스페이스에 대한 
검사하고 상기 큐에 대해 등록 테이블내에 엔트리를 삽입함으로써 큐를 등록한다.

6. 성공적인 완료 또는 논제로 에러 코드시에 제로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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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신자 파티션이 전송자 파티션내에 IPC에 대한 넥스트-투-리드 메시지의 자체 인덱스를 생성하고 초기화한다
면, 수신자는 IPC_device_ack_register 라이브러리 루틴을 사용하여 이러한 인덱스의 어드레스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전송자 파티션은 추후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해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를 질문하고 이
것을 소비된 메시지에 의해 채워진 스페이스의 메시지 인식 및 교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루틴은수퍼바이저 
모드에서 실행되고 다음을 실행한다.

1. 큐 이름 및 전송자_ID에 대해 " EPC_channel_registry_table" 을 검색한다.

2.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내에 엔트리가 존재한다면, 현재 실행중인 파티션은 승인된 수신자임을 보장하고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어드레스를 업데이트한다.

3. 아무런 엔트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SE는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내의 유용한 스페이스를 검사하고 상기 
큐에 대하여 등록 테이블내의 엔트리를 삽입함으로써 큐를 등록한다.

4. 성공적인 완료 또는 논제로 에러 코드시에 제로를 리턴한다.

수신자 파티션은 전송자가 지정한 메시지 큐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해 이러한 루틴을 사용한다. 이러한 류틴은사용자 모
드에서 실행되고 다음을 실행한다.

1. 큐 이름 및 전송자_ID에 대해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를 검색한다.

2. 큐 어드레스를 리턴한다.

3. 에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1을 리턴한다.

전송자 파티션은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어드레스를 얻기 위해 이러한 루틴을 사용한다. 이러한 루틴은사용자 모드에
서 실행되고 다음을 실행한다.

1. 큐 이름 및 (현재 파티션에서 실행되고 있는) 전송자_ID에 대해 " IPC_channel_registry_table" 를 검색한다.

2.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어드레스를 리턴한다.

3. 에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1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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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 파티션은 특정 큐에 새로운 메시지를 놓기 위해 라이브러리 펑션 " IPC_device_write" 을 호출할 필요가 있다. 
큐는 순환 데이터 구조이고, 그래서 기록 인덱스wt는 큐의 엔드에 도달한 후에 0로 리셋될 것이다. 또한, 보안의 목적
을 위해, 비워진 메시지 슬롯은 수신자에 의해 판독될 최근에 삽입된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 사이에 분리기로서 항상 유
지된다. 이것은 고속 판독기가 오래된 메시지를 판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큐내의 안전 가드이다. 비워진 메시
지는 이러한 고속 판독기를 정지시킨다. 전송 동작의 추상화는 메시지 큐에 상응하는 IPC 디바이스로의 기록이다. 이러
한 루틴은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되고 다음을 실행한다.

1. 큐 오버플로우에 대해 조사한다. 큐가 완전히 실행되었다면 그 밖의 클린업 단계 2,3,4,5 및 6은 단계 7로 진행한다.

2.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어드레스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IPC_device_getAckAddress를 사용하여 상기 어드레스를 
얻기를 시도한다.

3.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어드레스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면, 에러를 리턴한다.

4. 만약 (wt index의 값이 전송자의 판독 인덱스의 바로 뒤에 있고) AND (전송자 및 수신자 모두의 판독기 인덱스가 
동일하다면), 오버플로우에 대해 에러를 리턴한다.

5. 수신자의 판독기 인덱스의 위치에 이르지만 포함하지는 않는 전송자의 판독기 인덱스에 상응하는 위치로부터 메시지
를 무효화한다.

6. 전송자의 판독 인덱스를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현재치로 설정한다.

7.wt index 에 의해 지시된 위치에서 전송자 큐에 메시지를 복사한다.

8. 메시지의 상태를 VALID로 마크한다.

9. " wt" 의 값을 다음 위치에 보낸다.

10. 성공적인 완료 또는 논제로 에러 코드시에 제로를 리턴한다.

오버플로우 상태는 " 기록-포인터" 에 상응하는 큐내의 위치가 가득찼을 때이다. (IPC_queue. queue_msg[write_p
ointer]. status = VALID

intIPC_device_read(IPC_queue*queue, int*rcvRd, char*msg)

수신 파티션은 전송자 큐로부터 메시지를 얻기 위해 라이브러리 펑션 " IPC_device_read" 을 호출할 필요가 있다. 수
신 동작의 추상화는 전송자 큐에 상응하는 IPC 디바이스로부터의 판독이다. 이러한 루틴은 단지 다음의 유효한 메시지
를 검색할 뿐이고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를 진행시킨다. 이러한 루틴은 타임 슬라이스 동안 수신자 파티션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내의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되고 다음 동작을 실행한다.

1. 큐 언더플로에 대해 검사한다(IPC_queue. buffer[rcvRd]. status = EMPTY). 큐가 비어있다면 논제로 에러 코드
를 리턴한다.

2.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를 사용하여 큐로부터 다음 메시지를 얻는다.

3. 수신자의 판독 인덱스의 값을 다음 위치로 진행시킨다.

4. 성공적인 완료 또는 논제로 에러 코드시에 제로를 리턴한다.

부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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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IPC를 위한 라이브러리 루틴

데이터 타입

typedefstruct

charmessage[msg_size]

booleanstatus/*initially VALID */

unsigned long msg_ID/*initially 0 */

intCRC;

} Status_message

typedefstruct(

const charstream_name[10]

intwrite-index;/*initially 0 */

unsigned longmsg_seq_counter;/*initially 0 */

Status_messagestream_Msg[num_msgs]

} IPC_stream

    
IPC 스트림은 컴파일시에 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할당된다. " IPC_stream_registry_table" 은 SE 관리자(ex
ecutive)와 링크하기 전에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 단계 동안 빌드될 수 있다. 스트림 레지스트리 테이블이 초기화 
동안 빌드된다면, SE는 프리빌리지드 실행 모드에서 실행되는 라이브러리 루틴을 수출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IPC 
스트림을 위한 레지스트리 엔트리를 삽입하도록 그 루틴을 사용한다. 링크전에 레지스트리 테이블을 빌드하는 것은 그
러한 등록 프로시저를 요구한다. 레지스트리 테이블은 애플리케이션에 읽혀질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IPC 라이브러리
의 나머지는 특권 실행 모드를 요구하지 않는다. IPC 라이브러리 루틴은 다음에 약술된다. 일반적으로, 루틴은 잘못된 
파라미터 값 챗의 검출이 강력한 분할의 위반을 일으키는 것을 보장하도록 파라미터의 광범위한 타당성을 부과한다.
    

라이브러리 루틴

intIPC_stream register(IPC stream*stream, int num_messages.

int message_size, Partition_ID sender_ID,

Partition_ID authorized_receivers[]

파티션이 상태 메시지를 위한 스트림 버퍼를 생성하고 나면, 파티션은 IPC_stream_register 라이브러리 루틴을 사용
하여 그 스트림을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등록은 파티션 및 스트림의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 SE내의 IPC 서비스가 이 스
림으로부터 메시지를 검색하도록 승인받게 한다. 이러한 루틴은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실행되고 다음의 액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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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nder_ID" 파라미터가 시간-기반 스케줄링 테이블에 따라 현재 실행되는 파티션의 식별과 매치함을 검증한다.

2." authorized_receivers" 테이블내의 엔트리가 시스템에 실제로 존재하는 파티션을 반영함을 보증한다.

3.파라미터에서 에러나 불일치가 없다면, SE는 그 스트림을 위한 엔트리를 " IPC_stream_regisitry_table" 에 삽입함
으로써 스트림을 등록한다. 더하여, SE는 읽기-전용 액세스를 위한 스트림을 승인된 수신자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매
핑한다.

4.성공적인 완료시 제로를 그렇지 않으면 제로 아닌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IPC_stream*IPC_stream_getAddress(char stream_name[10],

Partition-ID sender-ID)

스트림 버퍼로부터 데이터 메시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수신자 파티션은 이러한 루틴을 사용하여 송신자 파티션의 어드
레스 스페이스에서 스트림 버퍼의 어드레스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루틴은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되고 다음을 수
행한다.

1.송신자 ID 및 스트림 이름에 대한 " IPC stream_registry_table" 을 서치한다.

2.현재 실행되는 파티션이 이 스트림을 사용하여 송신자 파티션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승인됨을 검사한다.

3.스트림이 등록되면 스트림 버퍼의 어드레스를 리턴한다.

4.발견되지 않는 에러의 경우에 -1을 리턴한다.

intIPC_stream_write(IPC_stream*stream, char*message)

송신자 파티션은 메시지를 스트림에 쓰기 위해 라이브러리 함수 " IPC_stream_write" 를 호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루틴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스택을 사용하여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된다. 스트림은 순환형이고, 따라서 쓰기 포인터는 
스트림의 끝에 도달한 후에 첫 메시지의 위치로 리셋될 것이다. 송신 오퍼레이션의 추상화는 스트림에 대응하는 IPC 스
트림에 쓰기이다. " IPC_stream_write" 루틴은 다음의 액션을 수행한다.

1." write_index" 에 대응하는 위치의 메시지 상태를 INVALID로 설정한다.

2." write_index" 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수신 큐에 복사한다.

3.메시지를 위한 체그섬을 생성하고 그것을 CRC 필드에 저장한다.

4.4, " Msg_ID" 를 메시지 시퀀스 카운터의 값으로 설정한다.

5.메시지 상태를 VALID로 설정한다.

6." write-index" 의 값을 다음 위치에 어드밴스한다.

7.메시지 시퀀스 카운터의 값을 증분한다.

8.성공적인 완료시 제로를 그렇지 않으면 제로 아닌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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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되어야 할 오버플로우 조건은 없음을 주목하라. 간단히 송신자는 가장 최근 상태 메시지로 스트림내의 다음 엔트리
를 덮어쓴다. 메시지 상태 필드는 송신자가 완료전에 프리엠프트되는 경우에 수신자가 붕괴된 메시지를 판독함으로부터 
정지되도록 메시지를 쓰기 전에 무효화된다.

intIPC_stream_read(IPC_stream*stream, int*read-index,

char**message

수신 파티션은 스트림으로부터 메시지를 얻도록 SE 라이브러리 함수 " IPC_device_read" 를 호출할 필요가 있다. 각
각의 수신자는 그 자신의 read-index를 키핑하는데, read-index는 스트림으로부터 읽을 다음 메시지를 식별한다. 다
른 수신자는 스트림에서의 다른 위치로부터 읽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루틴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스택을 사용하여사
용자 모드에서 실행된다. 수신 오퍼레이션의 추상화는 송신자 스트림에 대응하는 IPC 스트림으로부터 읽기이다. " IP
C_stream_read" 루틴은 다음의 액션을 수행한다.

1.스트림 언더플로(stream.stream_msg[read index].status INVALID)에 대하여 검사한다. 스트림이 엠프티(emp
ty)이면, 제로 아닌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2.스트림이 엠프티이지 않으면, " read_pointer" 를 사용하여 스크림으로부터 다음 메시지를 얻는다.

3.CRC를 검사하라. CRC가 올바르면 단계(6)으로 간다.

4.CRC가 올바르지 않으면, 언더플로에 대하여 검사한다.

5.스트림이 엠프티이면, 언더플로를 나타내는 제로 아닌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IL) 스트림이 엠프티가 아니면, 송신
자 파티션에서 실패를 나타내는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6." read_index" 의 값을 다음 위치로 진행한다.

7.성공적인 완료시 제로를 그렇지 않으면 제로-아닌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CRC가 올바르지 않으면, 수신자는 메시지를 완벽히 읽기 전에 프리엠프트되고 송신자는 그것을 덮어쓴다. 따라서, 재
시도가 수행된다. 재시도가 여전히 틀린 CRC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에러가 하드웨어내의 송신자 파티션에서의 실
패에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재시도가 스트림이 엠프티임을 나타낸다면, 루틴은 송신자가 완벽히 메시지를 
덮어쓰기 전에 프리엠프트되었다고 결론짓고 읽기 인덱스에 의해 참조된 위치는 예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합된 모듈러 항법장비(IMA) 시스템에서 동일한 CPU로 동작되는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비붕괴 분할 
애플리케이션간 통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CPU의 완전한 제어 및 최우선 순위로 시스템 관리 모듈을 실행하는 단계;

각각이 보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며 정해진 시간간격으로 CPU를 액세스하기 위해 낮은 우선순위 모드에서 동작하는 
분할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하도록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을 분할하는 단계;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으로부터 발생된 유출 메시지를 시스템 관리 모듈에 의해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
이션의 각각에 대해 할당된 고유 메모리 위치에 있는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에 할당하는 단계로서, 상기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은 상기 유출 메시지를 상기 할당된 고유 메모리 위치에 저장하는, 상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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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를 시스템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유지된 중앙 채널 레지스트리 테이블에 등록하는 단계로서, 
상기 중앙 채널 레지스트리 테이블은 고유 메모리 위치내의 유출 메시지 주소 공간 위치를 지시하고 복수의 분할된 애
플리케이션 중 각각의 유출 메시지를 판독하도록 승인된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을 기재하는, 상기 단계;

상기 유출 메시지가,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에 올바르게 주소지정되고, 완전한 메시지이며, 붕괴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에 주소지정된 것을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내의 라이브러리 루틴에서 
검증하는 단계; 및

공유 메모리 위치에 있는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내에 저장된 유출 메시지를 직접 판독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 중 승인된 분할된 애플리케이션만 공유 메모리에서의 판독 전용 액세스로 판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에 대해 시스템 관리 모듈에 의해 실행 시간이 할당되었을 때 복
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에 대해 상기 단계들을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을 위해 판독된 유출 메시지의 메시지 판독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
계; 및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메시지 판독 인덱스를 판독하여 판독된 메시지를 판정하고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
로부터 삭제될 수 있는 메시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의 오버플로우우를 검출하는 단계; 및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의 오버플로우우를 경감시키기 위해 판독된 유출 메시지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추가의 새로운 메시지가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를 등록하는 단계는 유출 메시지 큐를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판
독되었을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맨드 메시지로 여겨지도록 통신 원시 포맷으로 추상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유출 메시지를 추상화하는 상기 단계가 수행된 후, 추상화된 유출 메시지는 레거시 애
플리케이션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주소지정된 유출 메시지를 판독하기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 포트를 통해서만 액
세스 될 수 있도록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내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통신 채널을 통해 판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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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 항에 있어서,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는 스트림 버퍼로서 배열되고, 유출 메시지는 스트림 포맷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복수의 분할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판독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 항에 있어서, 시스템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만 기입가능하지만 모든 분할 애플리
케이션에 의해 판독가능한 복수의 분할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에 대한 건강 상태 이력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0.

제1 항에 있어서, 디바이스는 복수의 분할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고, 상기 방법은 디바이스 대몬을 통해 
유출 메시지내의 코맨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 항에 있어서, 검증하는 단계 동안, 듀얼 상태 필드가 생성되어 각각의 유출 메시지에 부착되어 각각의 유출 메시지
가 순환형 유출 메시지 큐에 완전하게 저장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8 항에 있어서, 스트림 버퍼는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의 검사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데이터 버스에 연결된 CPU 보드를 제어하는 시스템 관리 모듈;

타임 스케쥴에 따라 CPU 보드를 위해 할당된 보호 메모리 공간에서 실행하고 유출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해 시스템 관
리 모듈에 의해 분할된 복수의 분할된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 및

CPU 보드에 할당된 분할된 공유 메시지 공간에 위치된 복수의 순환형 메시지 큐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순환형 메시
지 큐는 복수의 분할된 양립하는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중의 연관된 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만 기입가능하고, 연관된 
수신자 분할된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직접 판독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 항법장비 시스템.

청구항 14.

제13 항에 있어서, 순환형 메시지 큐는 스트림 버퍼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 항법장비 시스템.

청구항 15.

제13 항에 있어서, 메시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맨드 또는 데이터 포맷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
공기 항법장비 시스템.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추상화된 메시지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판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 항법장비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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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데이터 버스에 연결된 CPU 보드를 제어하고 복수의 분할된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을 분할하는 시스템 관리 애플리케
이션을 갖는 항공기 항법장비 시스템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유출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해 타임 스케쥴에 따라 보호 메시지 공간에서 복수의 분할된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하는 단계;

유출 메시지를 분할된 공유 메모리 공간에 위치된 복수의 순환형 메시지 큐에 큐방식으로 입출력하는 단계로서, 복수의 
순환형 메시지 큐는 복수의 분할된 양립하는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송신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만 기입가
능한, 상기 단계; 및

복수의 순환형 메시지 큐에 있는 유출 메시지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복수의 순환형 메시지 큐는 연관된 수신자 
분할된 항법장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직접 판독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 항에 있어서, 순환형 메시지 큐는 스트림 버퍼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7 항에 있어서, 메시지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맨드 또는 데이터 포맷으로 추상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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