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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높은 OS 

미션 크리티컬한 (Mission-critical) 신뢰성 
• 시스템 동작 멈춤 또는 리부팅 없음 
• 예측 가능한 행태 (behavior) 
•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 
 
탁월한 기술적 성능 
• 높은 응답성의 인터페이스 
• 생생한 그래픽 
• 멀티코어 속도 
 
 
 
 
 
 

빠른 개발 
• 빠른 코딩 
• 완전한 소프트웨어 실행 가시성 
• 확장의 용이성 
 
업계 표준 
• 시스템 안전 및 보안 
• 높은 품질의 코드 
• 쉬운 앱 포팅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적 재산권 
• 소송이나 리콜의 위험이 낮음 

 
 



의심스러운 신뢰성 

전통적인 모놀리식 아키텍처 

• 제한되지 않은 CPU 권한을 가진 다수의 
기능으로 이루어진 OS 

• OS 구성요소 중 하나의 결함이 다른 
구성요소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시스템 
전체의 동작 멈춤이나 오작동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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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크리티칼한 신뢰성  

QNX 마이크로커널 아키텍처 

• 마이크로커널은 제한되지 않은 CPU 권한을 
가진 구성요소를 가능한 가장 적게 보유함 

• 결함이 (분리된 메모리 주소 공간 내에) 
억제되기 때문에 결함을 가진 구성요소에만 
영향을 미침 

• 결함이 발생한 구성요소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동적으로 복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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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크리티칼한 신뢰성  

프로세스간 커뮤니케이션 (IPC) 

• 프로세스간 커뮤니케이션(IPC, Inter-Process 
Communication)은 POSIX 함수호출을 메시지에 
매핑시킴 

• 메시지 패싱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투명함 

• 드라이버가 ‘리소스 매니저’ 역할을 함 

 

 

파일 시스템이 멀티미디어를 통해 앱의 요청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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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크리티칼한 신뢰성 

QNX 마이크로커널의 이점 

개발 및 테스트 
• 코드의 재사용 
• 독립적 구성요소 개발과 테스트 가능 
• 버그의 즉각적 격리 
• 빠른 개발/테스트 주기 
• 쉬운 드라이버 수준의 개발 
• 분리된 모듈 강화로 인해 더 나아진 소프트웨어 설계 
• 복수 타겟 시스템 공유를 통한 병행 디버깅 

 
 



 

미션 크리티칼한 신뢰성 

QNX 마이크로커널의 이점 

출시 및 관리 
• 즉각적인 결함 확인 및 복구 
• SMP, HA, TDP 확장 처리를 위해 깔끔하게 설계된 아키텍처 
• 다운타임 없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패치를 동작 중 설치  
•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하지 않고 멀티코어 또는 분산된 
아키텍처로 전환할 수 있는 확장성 
 
 

 



빠른 개발  

빠른 개발 주기 

보다 쉬운 드라이버 제작 
•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함수나 외부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권한을 보유한 애플리케이션 

• 드라이버의 개발은 특별한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스템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스템의 리부팅 없이 즉시 리로딩 됨  
• 표준 툴을 이용한 디버깅 

 
보다 쉬운 버그 검출 
• 부당한 주소에 액세스했을 경우 드라이버는 동작을 멈추고 

Crash됨 
• 결함이 발생한 소스 라인에 디버거 브레이크 포인트 발생 
• 포트스모텀 코어 파일이 정확한 Crash 환경 제공 

 
 
 



미션 크리티칼한 신뢰성  

QNX 마이크로커널의 크기 

• QNX 마이크로커널은 CPU 권한을 
갖은 가장 소량의 코드로 구성됨 

• 코드를 더 쉽게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음 

• 제품 출시 이전에 버그가 있는 
행태를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음 

• 시스템 실패의 위험이 낮음 

 
 

Millions of lines of code 

Linux (Android) 12 

XP 40+ 

Linux (Generic) 14 

WinCE 3.9 

QNX 0.1 



커널이 드라이버를 끝내고 모든 리소스를 시스템에 돌려줌 

미션 크리티칼한 신뢰성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프레임워크 

• 고가용성 매니저(HA manager)는 오류 구성요소를 
재시작함으로써 시스템 회복을 위한 
중복성(Failover redundancy)을 제공함 

• 개발자에 의해 설계된 스크립트에 의해 재시작됨 
• 고가용성 매니저는 Crash가 발생한 프로세스를 
검사하기 위한 디버그 정보를 취합함 

• 재시작된 구성 요소의 IPC를 자동으로 재구축함 
• 새로 재시작된 애플리케이션은 체크포인트에서 
이전 상태 정보를 복귀시킴  

• 고가용성 가디언 (HA guardian)은 고가용성 
매니저에게 시스템 회복을 위한 중복성(Failover 
redundancy)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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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공간 밖의 메모리에 부당하게 엑세스하여 드라이버 오류 발생 커널이 고가용성 매니저에게 프로세스 결함을 알리고  
그 버그 정보를 취합함 

고가용성 매니저가 새로운 드라이버를 재시작함 고가용성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의해  
드라이버 IPC 채널 재구축됨 

드라이버는 고가용성 매니저로부터  
최근 상태 체크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신속한 개발 

멀티코어 지원 

QNX Neutrino 실시간 운영체제 
• 멀티코어 간 안전한 파티셔닝을 유일하게 지원 
 
멀티코어 지원 툴 
• 시스템 전반적인 뷰를 통해 멀티코어 동작에 대한 깊은 통찰력 
제시 

• 모든 코어의 최대 병렬 처리 및 최적화 활용 달성 
 
바운드 멀티 프로세싱(Bound multi-processing) 
• 특정 코어 집합에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선택적으로 할당 
• 멀티코어에 테스트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조차도 안전하게 

SMP 사용 가능 
• 소스 코드 변경 없이 병렬 처리 최적화 

 
 
 



신속한 개발 

투명 분산 처리 (Transparent distributed processing) 

시스템 확장성의 최대화 

• 리소스는 노드간에 자연스럽게 
공유됨 

• 동일한 소스 코드로 로컬과 
리모트 리소스에 접근 

• 아키텍처 설계의 변경 없이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을 분산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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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적 재산권 

• 알려진 코드 혈통 및 추적성 (Known code lineage 
and traceability) 

• 심각한 GPL 라이센스로 부터 안전  

• 내부 코드에 대한 숙련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 출처 및 관련 3rd 파티 라이센스를 증명하는 
상세한 라이센스 처리 

• 법적 소송이나 리콜에 대한 낮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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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eung Yeo, Field Application Engineer 
wsyeo@q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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