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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간 복잡도가 인 실시간 비주기 태스크 스 링 방법  하나인 합성 이용율 방법은 주기 태스크들을 고

려하지 않고 단지 비주기 태스크들을 한 스 링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비주기 태스크는 부분의 경우에 주

기 태스크와의 혼합된 형태로 스 링이 이루어지며, 주기 태스크의 스 링을 보장하면서 비주기 태스크의 스

링 가능성을 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기태스크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된 태스크 집합을 합성 이용율

을 이용하여 스 링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으며 기존의 비주기 서버를 이용하여 혼합된 형태의 태스크 집합

을 스 링 하는 방법에 비해 최  20%의 스 링 성능이 향상됨을 보 다.

ABSTRACT

 time synthetic utilization is not considered periodic tasks, except scheduling methods for aperiodic tasks where one of the aperiodic 

tasks is a scheduling method. But really aperiodic tasks scheduling method is composed of mixed task types. Aperiodic task scheduling 

method guarantee an analysis of the schedualibility of aperiodic task. The set of mixed tasks periodic and aperiodic tasks scheduling method 

uses synthetic utilization that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new method shows that schedulability increases 20% aperiodic serv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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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스크의 수행결과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처리시한

의 제한인 종료시한(deadline)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이라 한다. 이

러한 실시간 시스템은 종료시한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경성 실시간(hard real-time) 시스템과 그 지 않은 

연성 실시간(soft real-time) 시스템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한 일정 시간마다 도착하여 반복 으로 실행되는 주

기(periodic) 태스크와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

주기(aperiodic) 태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제안

된 스 링 알고리즘들 에서 Rate Monotonic(RM)[1] 

스 링 알고리즘은 고정 우선순  기반 알고리즘들 

 최 이고, Earliest Deadline First(EDF)[1,2] 스 링 

알고리즘은 동  우선순  알고리즘들  최 인데 이

들은 모두 주기  태스크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제시된 로세서 이용율을 이용한 합성 이용

율(synthetic utilization) 알고리즘은[3,4,5] 비주기 태스크

로만 구성된 태스크 집합들을 스 링 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6]에서는 개선된 합성 이용율을 통해 비

주기 태스크들의 스 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 연구되었다. 

주기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되어 스 링되는 경

우에는 주기 태스크의 스 링 가능성을 우선 보장하

면서 비주기 서버를 이용하여 비주기 태스크들을 스

링한다. 비주기 태스크의 수행은 비주기 서버의 

역폭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주기 태스크의 스 링

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주기 태스크들을 스 링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가

장 간단한 구  복잡도를 가지는 역폭 서버(total 

bandwidth server, TBS)[7] 알고리즘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서 EDF 스 링에 의해 비

주기 태스크들만을 스 링 하는 합성 이용율 방법을 

확장하여 주기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된 경우의 태스

크 스 링 방법을 제시하고, TBS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하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비주기 태스크만을 상으로 하는 

합성 이용율을 기술한 후 이것을 확장하여 주기태스크

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된 태스크 집합들을 스 링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보이

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과제에 

하여 기술한다.

Ⅱ. 합성 이용율

2.1 합성 이용율

Abdelzaher등에 의해 제시된 합성 이용율 방법[8]은 

경성 비주기 태스크 집합에 하여 스 링 가능한 합

성 이용율의 상한을 제시하 다. 한 이를 이용하여 비

주기 태스크가 도착했을 때 합성 이용율을 상한과 비교

하여 도착한 비주기 태스크를 수락할 것인지, 거 할 것

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비주기 태스크 집합 를   라 할 

때, 은 보다 먼  도착(arrival)된 태스크라 가정한

다. 즉 는보다 먼  도착한 비주기 태스크이다. 

비주기 태스크 의 수행시간(execution time)을 

  , 도착시간(arrival time)을  , 상  종료시

한(relative deadline)을     (여기서  종료시

간(absolute deadline) 는  로서 정의됨.)라 할 때 

임의의 시  t에서의 합성 이용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1)

식(1)에서 는 임의의 시  t를 기 으로  t이 에 

도착한 태스크  아직 종료시한이 지나지 않은 태스크

들의 집합을 나타내며   ≤   로

서 표 된다.

[8]에서는 DM(deadline-monotonic) 스 링 방법을 

이용하여 임의의 시  t에서의 합성 이용율 

  
∈




이 상한인 0.59를 넘지 않으면 비주기 

태스크가 스 링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 다. 그

리고 EDF 스 링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합성 이용

율   
∈




의 상한이 1임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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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성 이용율을 이용한 스 링 분석은 

이므로 수락제어에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한이 1

인 EDF 스 링에 의한 합성 이용율을 이용한다. 비

주기 태스크들의 합성 이용율을 구하기 해서는 임

의의 시  t에 한 재 요청 집합 를 먼  구해야

한다. 

그림 1에서 임의의 시  t=7에 한 재 요청 집합 

  이다. (그림 1)에서 가 에 속하

지 못하는 이유는 시  t=7 보다는 먼  도착 했으나 종

료시한이 t=7 이 인 t=5 에 종료되었으므로 에 속하

지 않고 합성 이용율을 계산할 때 실행 시간은 포함하지 

않게 된다. 

그림 1. t=7에서의 재 요청 집합
Fig. 1 Current Invocation at t=7

합성 이용율에서는 특정시간 t에서의 이용율을 계산

할 때 t이후에 실제로는 스 링이 가능하지만, 스

링이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6]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스 링 가능성을 높

이는 개선된 합성 이용율 방법을 제시하 다.

2.2 혼합 합성 이용율

기존의 합성 이용율 방법은 비주기 태스크들만을 고

려하 기 때문에 주기태스크와 혼합된 태스크 집합에 

용하기 어려웠다. 합성 이용율을 이용하여 주기 태스

크를 스 링하기 해서는 주기 태스크를 고려한 구

간에서 합성 이용율을 용할 수 있어야 하고 주기 태스

크를 비주기 태스크로 변환해야 한다.

기존의 합성 이용율은 임의시간 의 시 에서 로

세서의 이용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과 같은 이후

에 도착되는 태스크들에 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특정구간 [ ]에서의 합성 

이용율을 제시하고 이것을 확장하여 주기 태스크에 

용하 다.

주기 태스크의 특성상, 앞으로 발생하는 인스턴스

들의 도착을 미리 측하여 이것을 이용율 계산에 

용할 수 있다면 주기 태스크들에 해서도 합성 이용

율을 이용한 스 링 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합성 

이용율   
∈




를 주기 태스크에 용하기 

해서는 임의의 구간에서 합성 이용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주기 태스크는 매주기마다 인

스턴스들이 도착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각 주기의 구

간 마다 스 링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해서이다. 

먼  특정 구간에서 비주기 태스크의 합성 이용율을 

구하기 해 재 요청집합 를  로 확장한

다.      ≤   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여기서 ≤ 이다. 

그림 2는 특정구간에서의 재 요청 집합에 한 

제이다.

그림 2. ′ 에서의 합성 이용율
Fig. 2 Synthetic Utilization at ′ 

여기서    이지만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구간의 재 요청 집합을 구하여 합성 이용율을 계산할 

수 있다. 한 ∞를 생각한다면, 시  에서 그 이

후의 모든 태스크들에 해서 합성 이용율을 정의할 수 

있다. 

주기 태스크를 비주기 태스크로 변환하면 합성 이용

율을 용할 수 있는데 주기 태스크 집합 

  ⋯에서 주기 태스크의 모든 인스턴

스들을 비주기 태스크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주기 태스크

의 임의의 인스턴스  는 도착시각이 

  이고, 종료시한이  인 비주

기 태스크 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

하고, 비주기 태스크 집합 가 EDF에 의해 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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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합성 이용율   
∈




≤을 이용하여 주

기 태스크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된 태스크 집합에 

해 합성 이용율을 용할 수 있다.

비주기 태스크 집합을 , 주기 태스크 집합을 

(단,  ), 그리고 변환된 주기 태스크 집합을 
이

라할 때 와 
의 합집합을 


라 하자. 비주기 태스

크가 도착할 때 마다 모든 ∈에 해 EDF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므로 합성 이용율  
 ≤ 가 만족

되면 비주기 태스크 는 스 링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주기 태스크의 인스턴스에 해 구간별로 

모두 검사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한 구간 

[t, t']에서 재 시간을 t라 할 때 재 시간 t부터 t'까지 

태스크 정보를 변환된 주기 태스크는 알 수 있지만 비주

기 태스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구간을 이용한 방법

은 실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기 태스크와 비주기 태스와의 계를 이용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기 태스크 집합 

가 EDF에 의해 스 링 될 때 로세서 이용율은 


 

  






이다. 한 변환된 주기 태스크 

의 합

성 이용율은 
   

∈ 



 로 표 된다. 이 

때 
  ≤

의 계를 가진다. 즉, EDF 알고리

즘에 의해 스 되는 원래의 주기 태스크의 로세서 

이용율은 비주기 태스크로서 변환되어 합성 이용율을 

용한 로세서 이용율 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다음 표 1은 
  ≤

의 이다. 는 

비주기 태스크로 ( , ,)가 각각 (1,3,11), (4,2,10) 이

고 , 은 주기 태스크로 ( , ,)가 각각 (3,2,7), 

(5,1,9) 이다. 

여기서 는 태스크 의 주기다. 먼  



 를 

구하면 변환된 주기 태스크 에 해 재 요청

집합은    이므로  


 







 

이다.  

표 1. 혼합 태스크 집합
Table. 1 Mixed Task Set

Ai Ci Di (Pi) 비고

T1 1 3 11 비주기 

T2 3 2 7 주기 

T3 5 1 9 주기 

T4 4 2 10 비주기 

그림 3. 구간 에서 주기 태스크의 합성 이용율
Fig. 3 Periodic Tasks Synthetic Utilization at 

한 
 

  






이므로  








 이

다. 그러므로 

 


 이다. 만일 주기 태스크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다. 그러므

로 


이다. 는 재 요청 집합 구간이  

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다. 즉, 
는 최  


값을 가질 수 있다. 


가 EDF로 스 링 될 때 








로 표 할 수 있고 

는 최  


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고 


 ≦

의 값을 가진다. 즉, 합성 이용율을 이용

한 비주기 태스크가 
의 범 에서 로세서 이용

율을 가진다면 스 링 가능하다. 정리하면 주기 태스

크와 비주기 태스크의 혼합 집합  는 모든 

비주기 태스크 ∈에 해 


≤을 만족하면 스

링 가능하다.

그림 3에서처럼 EDF에 의한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0.39이고, 임의의 시  t에서 비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1-0.39를 넘지 않으면 주기 태스크 스 링을 보장하면

서 비주기 태스크들도 스 링 가능하다. 이 방법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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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구간을 이용하는 방법처럼 모든 구간을 

검하지 않고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을 이용해서 비주기 

태스크와 주기 태스크가 혼합된 태스크 집합에 용할 

수 있다. 한 합성 이용율을 [6]에서 제시한 개선된 합

성 이용율 방법을 사용하면 비주기 태스크들의 스

링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Ⅲ. 모의실험

3.1 모의실험 방법

본 장에서는 주기 태스크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된 

태스크 집합을 TBS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

법을 이용하여 스 링 가능성 여부를 비교한다. 모

의실험에서 주기 태스크는 EDF 방법을 이용하여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낮은 0.3과, 이용율이 높은 0.7인 경

우로 나 어 실험하 다. 한 비주기 태스크는 1000

개를 랜덤하게 생성하여 주기 태스크와 함께 스 링 

하 다.

입력 워크로드는 비주기 태스크로서 모든 도착된 태

스크들의 수행시간의 합과 태스크들이 도착한 시간구

간의 비율로 표 할 수 있는데 실험 범 는 50%∼150%

까지 10%씩 증가되는 시 에서 태스크들의 스 링 

가능성을 측정하 다. 

3.2 실험 결과

그림 4, 그림 5,는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0.3, 07인 

경우 워크로드에 따른 비주기 태스크들의 스 링 가

능성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높

은 경우에, 그리고 워크로드가 큰 경우에는 TBS와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스 링 가능성이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지만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낮은 경우에는 워

크로드가 커지더라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TBS

에 의한 알고리즘에 비해 약 20%정도 스 링 가능성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TBS 알고리즘의 

경우 수행시간이 길고 우선순 가 낮은(종료시한이 긴) 

태스크가 먼  실행되고 수행시간이 짧고 우선순 가 

높은(종료시한이 짧은) 태스크가 나 에 도착하여 실행

되면 높은 우선순 의 태스크들이 거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기 태스크 이용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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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 경우 혼합 태스크 스 링

Fig. 4 Mixed Task Scheduling in  

주기 태스크 이용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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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 경우 혼합 태스크 스 링

Fig. 5 Mixed Task Scheduling in  

Ⅴ. 결  론

비주기 태스크들을 스 링하는 경우 부분의 알

고리즘이 주기 태스크를 먼  스 링 한 후 나머지 

역폭을 비주기 태스크에 할당하여 스 링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EDF 스 링 방식을 이용

하여 비주기 태스크만을 스 링하는 합성 이용율 방

법을 주기 태스크에 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 고, 이를 

이용하여 주기 태스크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된 태스

크 집합들을 스 링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합성 이

용율은 로세서 이용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 링 

가능성 여부를 빠르게 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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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기 태스크와 비주기 태스크의 혼합 집합에 한 스

링 가능성 여부는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높아지

면 비주기 태스크가 사용할 수 있는 역폭이 어들기 

때문에 상 으로 스 링 가능성이 어들게 된다. 

주기 태스크의 이용율이 낮은 경우 TBS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비교하면 약 20%정도 성능 차

이를 보이며, 한 워크로드에 따라 스 링 가능성이 

TBS 알고리즘보다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로세서 환경에서 주기 태스크

와 비주기 태스크의 혼합된 태스크 집합에서의 이용율 

측정을 통한 스 링 가능성 여부를 단하 지만 다

 로세서 환경과 분산 실시간 시스템 환경에서 혼합 

태스크 집합의 스 링 가능성 단을 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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