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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경성 실시간 환경에서 MPEG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는 멀티미디어 태스크와 

경성 실시간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스케쥴링하는 기법이 제시된다. 연성 실시간 특성을 갖는 멀티미

디어 태스크는 평균 실행 시간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반면 경성 실시간 태스크는 최악의 경우에 대

한 실행 시간을 기반으로 실행이 보장된다.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본 논문의 스케쥴링 기법은 CPU 

대역폭을 두 태스크들에 대하여 분할하며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에 대하여는 할당된 대역폭이 다시 

동적으로 조정한다. 제시된 기법의 목적은 시스템에 존재하는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의 시간적 제약

성을 모두 보장하면서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의 종료시한이후 실행이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이다.  
 

1. 서론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 멀티미디어 태스크와 경성 실시간 태스크

들이 시스템에 공존하게 되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

합하여 스케쥴링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1, 
2]. 동일한 시스템에서 경성 실시간 태스크와 멀티미

디어 태스크를 통합하여 스케쥴링하는 기법들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발표된 바 있다[3-6]. 일정한 주기를 갖

는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은 최악의 실행 시간(WCET; 
Worst Case Execution Time)을 기반으로 스케쥴링되며 
연성 실시간 특성을 갖는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은 대

부분 평균 실행 시간을 기반으로 스케쥴링되고 있다.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과는 달리 연성 실시간 태스크

들은 종료시한이 경과되더라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악의 실

행시간(WCET)보다는 평균 실행 시간을 기반으로 스

케쥴링되는 것이다.  

기존의 실시간 스케쥴링 기법인 최조종료시한

(EDF; Earliest Deadline First) 기법이나[7, 8] RM(Rate 
Monotonic) 기법은[5, 7] 사실상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

을 위한 기법이므로 각 태스크의 WCET 가 종료시한내

에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규모에 따라 실행시간이 가변적인 멀

티미디어 태스크는 WCET 를 기반으로 하는 경성 실시

간 태스크의 스케쥴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CPU 대역

폭의 낭비가 심해지며 결과적으로 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4]. 특히 MPEG 비디

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멀티미디어 태스크의 경우 프

레임의 크기에 따라 실제 디코딩 시간이 달라지기 때

문에 WCET 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이며 
WCET 보다는 평균 실행 시간을 고려하여 스케쥴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미디어 태스크의 평균 실행 
시간을 기반으로 스케쥴링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MPEG 디코더는 각 프레임의 처리 특성과 크기를 반

영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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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PEG 비디오 스트림을 구성하는 프레임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제시된 스케쥴링 기법의 
성능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분석된다. 
 
2. 실시간 태스크를 위한 CPU 대역폭 할당 
2.1 태스크 모델과 대역폭 할당 
 

임의의 경성 실시간 태스크 Ti 의 WCET 와 주기는 
WCET(Ti)와 Period(Ti)로 표기되며 MPEG 기반 멀티미

디어 태스크 Tj 의 평균 실행 시간과 주기는 Mean(Tj)
와 Period(Tj)로 각각 표기된다. 스케쥴링 기능을 수행

하는 멀티미디어 서버의 주기는 경성 실시간 태스크

와 멀티미디어 태스크들 중 가장 주기가 작은 것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서버도 일정한 주기를 
갖는 경성 실시간 태스크로 수행되며 이 서버는 Ts 로 
표기된다. 멀티미디어 서버 Ts 의 주기는 Period(Ts)로 
표기되며 Ts 의 실행 시간은 주기보다 작거나 같은 시

간으로 설정된다. Ts 의 실행시간 Cs 는 경성 실시간 태

스크들을 위한 실행시간 CH 와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을 
위한 실행시간 CM 으로 분할된다. 

경성 실시간 태스크 Ti 가 서버 Ts 의 주기내에서 실

행되는 시간 Budget(Ti)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Budget(Ti) = WCET(Ti)
)Period(T

)Period(T

i

s
    (수식 1) 

즉 Ti는 서버 Ts의 주기 내에서 WCET(Ti) 동안 실행되

는 것이 아니라 Budget(Ti) 동안만 실행 시간이 보장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n 개의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을 위한 CH 는 수식 2 에 의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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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2) 

MPEG 기반 멀티미디어 태스크 Tj 가 Ts 내에서 실행되

는 시간 Budget(Tj)는 수식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된다. 태스크 Tj 는 서버 Ts 의 주기 내에서 Budget(Tj) 
시간만큼 대역폭이 예약되는 것이며 m 개의 멀티미디

어 태스크들을 위한 CM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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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3) 

본 논문에서는 이론상 CPU 자원의 활용도를 
1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EDF 스케쥴링 기법[7, 8]
을 채택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

다. EDF 스케쥴링 원칙에[7] 따라 각 태스크의 실행 
시간을 주기로 나눈 값(이하 자원 활용률로 정의함)들
의 합이 1.0 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태스크들이 스케

쥴링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9].  
  

2.2 MPEG 기반 멀티미디어 태스크와 우선순위 
 

압축이 수행된 MPEG-1 또는 MPEG-2 비디오 스

트림은 계층 구조상 일정 개수의 픽쳐 또는 프레임들

로 구성된 GOP(group of picture) 층이 형성된다[10]. 이 
GOP 층은 I, P, B, D 프레임 등의 픽쳐들이 저장되며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 실제로 MPEG-1

과 MPEG-2 비디오는 한 GOP 를 구성하는 프레임 수

에 의해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수준이 결

정된다. 이는 MPEG 표준의 압축 변수인 N과 M에 의

하여 달라지며 N 은 한 GOP 내의 프레임 수를 M 은 I  
또는 P 프레임이 나타나는 주기를 의미한다.   

   WCET 가 아닌 평균 실행 시간을 기반으로 스케쥴

링되는 멀티미디어 태스크 Tj 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MPEG 비디오 스트림은 프레임의 크기가 종류별로 상

이하기 때문에 태스크마다 동일한 평균 실행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프레임에 대한 평균 실행 시간을 직접 반영하는 
대신 한 GOP 에 대한 평균 실행 시간을 설정한 후 이 
시간을 GOP 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로 나눈 값을 태

스크 Tj 의 평균 실행 시간인 Mean(Tj)로 설정함으로써 
평균 실행 시간의 변동성을 다소 감소시키고자 하였

다. 
   MPEG 동영상 압축 기법의 특성상 GOP 내의 기준 
프레임인 I 프레임을 먼저 디코딩하지 않고서는 P 프

레임이나 B 프레임들을 디코딩할 수 없다[11]. 결국 
GOP 내의 모든 B 프레임들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I 
프레임과 P 프레임을 먼저 디코딩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위하여 I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태스크는 우선순위를 1 로 설정하며 P 프레임을 처리

하는 태스크와 B 프레임을 처리하는 태스크의 우선순

위는 2 와 3 으로 각각 설정한다. 우선순위 번호가 작

을수록 논리적인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됨을 의미하며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은 우선순위별로 구성된 큐

(queue)에서 각각 대기하게 된다. 서버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큐부터 태스크를 찾게 되며 이때 동일한 
우선순위의 태스크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EDF 
방법을 적용하여 종료시한이 가장 빠른 태스크를 선

택하게 된다. 서버가 선택한 임의의 멀티미디어 태스

크가 실행되는 동안 우선순위가 더 높은 다른 멀티미

디어 태스크에 의하여 선점(preemption)되는 경우는 제

시된 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 0
이 설정되며 별도의 큐에서 대기하게 된다. 서버는 큐

에서 종료시한이 가장 빠른 경성 실시간 태스크를 선

택하게 된다. 그리고 경성 실시간 태스크가 실행되는 
동안 다른 태스크에 의하여 선점되는 현상은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이 실행되는 
도중 경성 실시간 태스크에 의하여 선점되는 경우는 
허용된다. 따라서 경성 실시간 태스크가 우선순위가 
더 낮은 멀티미디어 태스크로 인하여 실행이 지연되

거나 종료시한이 경과되는 경우는 없다. 
 

3. 실시간 태스크 스케쥴링 알고리즘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과 멀티미디어 태스크들 중 
가장 작은 주기를 갖는 멀티미디어 서버 Ts는 매 주기

마다 그림 1 과 2 에서 기술된 알고리즘에 따라 태스크

들을 스케쥴링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서버는 우선순위

가 가장 높은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을 먼저 스케쥴링

하게 되며 이 과정은 그림 1 의 while 순환문 내에 기

술된다. 서버 내에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을 위한 C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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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다 큰 경우 Queue-0 에 있는 n 개의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 중 Budget(Ti)가 0 보다 크고 가장 종료시한

이 빠른 태스크 Ti 를 선택한다. 선택된 태스크는 Tsched

로 정의된다. 서버의 주기내에 할당된 대역폭을 모두 
소진한 태스크는 Budget(Tsched)가 0 이 되므로 종료시한

이 빠르더라도 선택되지 않으며 이 태스크는 다음 서

버의 주기에서 새로 대역폭을 할당받은 후 스케쥴링

될 수 있다. 이때 Tsched의 실제 실행 시간 C_time(Tsched)
은 Budget(Tsched)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CH 와 
Budget(Tsched)은 Tsched 가 실행된 C_time(Tsched) 시간만큼 
각각 감소된다. 이후 서버는 여전히 CH 가 0 보다 큰 
경우 다른 경성 실시간 태스크를 찾게 된다. 그러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성 실시간 태스크 Tsched 가 존재하

지 않을 경우 서버는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의 큐를 검

색하기 위하여 그림 2 의 while 순환문을 수행하게 된

다. 
 
  while ( CH > 0 ) 
   begin 
    for i = 1 to n in Queue-0 
     if Budget(Ti) > 0 and Ti has the earliest deadline 
        Tsched = Ti; 
    if Tsched exists 
      begin 
       Executes(Tsched); 

CH = CH – C_time(Tsched); 
       Budget(Tsched) = Budget(Tsched) - C_time(Tsched); 
      end 
   end 
 

그림 1. 경성 실시간 태스크용 스케쥴링 알고리즘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을 위한 대역폭 CM 이 0 보다 
큰 경우 우선순위가 1 인 태스크들이 있는 큐 Queue-1
부터 종료시한이 가장 빠른 태스크 Tj 를 선택한다. 우

선순위가 1 인 태스크들이 존재하면 그 중 종료시한이 
가장 빠른 태스크가 선택되며 두가지 for 순환문을 모

두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Queue-1 에서 태스크가 선택

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가 2 인 태스크들로 구성된 
Queue-2 와 우선순위가 3 인 태스크들로 구성된 Queue-3
을 차례로 탐색하게 된다. 적절한 Tj 가 선택된 경우 
서버는 실행을 시작하게 되며 이때 선택된 태스크는 
그림 2 에서 Tsched로 기술된다. 서버는 Tsched를 평균 실

행 시간 Mean(Tsched) 동안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

당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시간만큼 필요한 대역폭을 
사용하게 한다. 단 전체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을 위한 
대역폭 CM 범위내에서 다른 멀티미디어 태스크에 할

당된 대역폭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Tsched 가 실행중인 동안 새로운 경성 실시간 

태스크 Tnew 가 시스템에 도착하면 서버는 일단 Tsched 를 
해당 우선순위의 큐에 대기시키고 Tnew 도 경성 실시간 
태스크 큐인 Queue-0 에 대기시킨다. 즉 멀티미디어 태

스크 Tsched 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경성 실시간 태스크

에 의하여 선점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점이 된 경우나 
해당 프레임의 디코딩이 완료된 경우 그리고 CM 을 모

두 사용한 경우 서버는 이제까지 실행된 시간 

C_time(Tsched)를 CM 에서 감소시킨다. 이후 Tnew 와 같이 
새로운 경성 실시간 태스크가 존재하고 CH 가 0 보다 
큰 경우에는 그림 1 의 과정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  

 
   while ( CM > 0 ) 
     begin 
      for k = 1 to 3 in Queue-k 
        for j = 1 to m in Queue-k 
          if Tj has the earliest deadline 

Tsched= Tj; 
      if Tsched exists 
       begin 
         Executes(Tsched); 
         if Hnew arrives  
           begin 
            Queues(Tsched) in the corresponding queue; 
            Queues(Tnew) in Queue-0 
           end 
         CM = CM – C_time(Tsched); 
       end 
   end 
 
그림 2. 멀티미디어 태스크용 스케쥴링 알고리즘 

 
4. 성능 평가  

 
디코딩되는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태

스크의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본 논문의 대역폭 할당 
기법은 PA(Priority-based Allocation) 기법으로 기술한다. 
제시된 할당 기법은 고정 대역폭 스케쥴링(CBS; 
Constant Bandwidth Scheduling)[5]을 기반으로 하는 
NPA(Non-Priority-based  Allocation) 방법과 성능이 비

교 분석되었다. 본래 CBS 기법은 멀티미디어 태스크

의 평균 실행 시간과 주기를 기반으로 모든 멀티미디

어 태스크마다 별도의 서버가 설정되며 평균 시간을 
초과하는 CPU 대역폭이 요청된 경우 다음 주기의 서

버에서 이를 수용하는 스케쥴링 방법이다. CBS 기법

을 다소 변형한 NPA 기법도 PA 기법과 동일하게 태

스크들 중 가장 작은 주기를 서버의 주기로 설정하나 
멀티미디어 태스크의 우선순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실험 결과 PA 기법과 NPA 기법 모두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의 종료시한이 항상 보장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만 기술하기로 한다. 실험에 사용된 경성 실시간 
태스크 T1과 T3의 WCET 와 주기 그리고 두 개의 멀티

미디어 태스크 T2 와 T4 의 평균 실행시간과 주기는 다

음과 같이 설정되며 단위 시간은 ms(1/1000 초)로 가정

한다. 
WCET(T1) = 6, Period(T1) = 30 
WCET(T3) = 15, Period(T3) = 50 
Mean(T2) = 12, Period(T2) = 40 
Mean(T4) = 12, Period(T4) = 60 

T2와 T4의 GOP는 모두 15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

며 GOP 에 대한 평균 디코딩 시간이 180ms 인 동일한 
MPEG 비디오를 디코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I, P, B 
프레임의 평균 디코딩 시간은 55.380ms, 13.845ms, 
6.924ms 로 각각 설정된다. 시뮬레이션에서 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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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실행 시간은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50% 범

위내에서 변동성이 유지되도록 임의의 난수 생성기가 
사용되었다. 
 

표 1. 디코딩이 완료된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의 수 
 

 
표 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A 기법은 NPA 기법

보다 디코딩이 완료된 태스크들 수 자체가 다소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1 에서 괄호 안에 표기된 수는 
종료시한이 경과된 후 디코딩이 완료된 태스크들의 
수를 의미하며 이 수가 커질수록 멀티미디어 태스크

들의 지연시간이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사용하는 PA 기법은 NPA 기법보다 
종료시한이후 실행이 종료되는 태스크들의 수를 감소

시킴으로써 실시간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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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균 지연 시간 비교 
 

2 초가 지난 후 2 초마다 누적된 태스크들의 지연 시

간(실제 실행이 완료된 시간과 종료시한의 차)을 표 1
에서 기술된 괄호안의 숫자로 나눈 값은 멀티미디어 
태스크의 평균 지연 시간으로 정의하며 이 결과는 그

림 3 에 나타나 있다. NPA 기법은 태스크마다 서버의 
주기내에서 할당된 대역폭만을 사용하므로 I 프레임

이나 P 프레임과 같이 평균 실행 시간보다 큰 프레임

을 디코딩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이

는 결국 태스크의 종료시한을 상당히 경과한 후 디코

딩이 완료되는 결과를 유발한다. 이는 다른 태스크들

도 디코딩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늦어지는 
현상을 만들게 되어 PA 기법에 비하여 평균 지연 시

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경성 실시간 태스크와 MPEG 비디오 응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이 동일한 시스템에 존재할 경우 
이 태스크들을 효율적으로 스케쥴링할 수 있는 기법

이 본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이 기법에서 경성 실시간 
태스크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실행 시간을 기반으로 
자신의 주기와 서버의 주기에 비례한 만큼 서버의 주

기마다 일정한 대역폭을 할당받기 때문에 항상 종료

시한 내에 실행 완료가 보장된다. 그리고 제시된 기법

은 MPEG 비디오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각 프레임의 
중요성과 재생 순서를 고려하여 해당 프레임을 디코

딩하는 태스크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우선

순위가 높은 멀티미디어 태스크일수록 멀티미디어 태

스크를 위한 대역폭 범위 내에서 CPU 대역폭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사용하지 않는 기법에 비하여 동일한 시간동안 더 많

은 수의 프레임들을 디코딩할 수 있으며 태스크의 평

균 지연 시간과 프레임에 대한 평균 디코딩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시간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1] O. Gonzales and et al., “Incorporation of multimedia 
capabilities in distributed real-time applications”, 
Workshop on Databases: Active and Real-time, 1996. 

[2] L. Palopoli and et al, “Real-time control system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Proc. of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Dec. 2000. 

[3] Kaneko and et al., “Integrated scheduling of multimedia 
and hard real-time tasks”, Proc. of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Dec. 1996. 

[4] L. Abeni and et al., “Integrating multimedia applications 
in hard real-time systems”, Proc. of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Dec. 1998. 

[5] L. Abeni and G. Buttasso, “Adaptive bandwidth 
reservation for multimedia computing”, Proc. of IEEE 
Conf. on RTCSA, Dec. 1999. 

[6] M. Caccamo and et al., “Handling execution overruns in 
hard real-time control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Computers, Vol. 51, No. 7, pp. 835-849, 2002. 

[7] C. L. Liu and J. Layland, "Scheduling algorithms for 
multiprogramming in a hard real-time environment," 
Journal of the ACM, Vol. 20, No. 1, 1973.  

[8] K. Jeffay, "Scheduling sporadic tasks with shared 
resources in hard real-time systems," Proc. of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Dec. 1992.  

[9] I. Stoica, H. Abdel-Wahab and K. Jeffay, "On the duality 
between resource reservation and proportional share 
resource allocation", Proc. of Mutltimedia Computing and 
Networking, Feb. 1997.  

[10] Mitchell, J. L., et al., MPEG video compression standard, 
Chapman & Hall, 1996. 

[11]M. Ditze and P. Altenbernd, “A method for real-time 
scheduling and admission control of MPEG-2 streams”, Proc. 
of 7th Australasian Conference on Parallel and Real-Time 
Systems (PART2000), Nov. 2000. 

시간 
기법   

4 초 6 초 8 초 10 초 

PA 159(121) 250(195) 329(248) 406(318) 
NPA 153(121) 243(209) 321(286) 399(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