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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자동차 산업계에서 AUTOSAR는 효율적인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필수로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실시간 요

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시간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AUTOSAR에서 제공하는 코어 간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은 클

라이언트 태스크에서 보낸 서비스 요청을 FIFO 순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서비스가 낮은 태스크의 서

비스 때문에 늦게 처리될 수 있다. 이는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며 서비스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느라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응답시간이 지연되므로, 이 태스크가 차량 안전에 있어 중요하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처리 순서가 결

과에 무관한 경우에 한해 우선순위 큐를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Infineon 사의 TC297 MCU와 

ETAS 사의 AUTOSAR 소프트웨어에서 실험했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응답시간이 1.42%의 오버헤드를 통해 1.26배 

감소하였다.

키워드: 오토사(AUTOSAR), 우선순위 역전(priority inversion), 코어 간 통신(inter-cor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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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자동차 산업계는 전장 시스템에 탑재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효율

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현재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는 응용이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의 실시간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AUTOSAR의 운영체제(이후 AUTOSAR OS)는 실시간 운영체제로 

구성되며 OS 내의 태스크들은 제한 시간 내에 수행을 완료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부여된 우선순위(priority)에 따라 스케줄된다.

하지만 AUTOSAR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코어 간 클라이언트-서

버 통신(Client-server communi- cation. 이후 CS 통신)을 살펴보면, 

서버 태스크는 클라이언트 태스크가 요청한 서비스를 FIFO 순서로 

처리한다[1]. 이는 서비스의 처리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에서 요청한 서비스

가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에서 요청한 서비스 때문에 늦게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안전에 깊게 개입하는 태스크의 수행이 

지연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코어 간 CS 통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막아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응답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두 단계의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코어 간 CS 통신에 대해 서비스의 수행 순서를 변경하여도 

수행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서비스를 선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에 한해 우선순위 큐로 요청들을 관리함으로써 서버 측에서 태스크의 

우선순위 순서대로 서비스 요청들을 처리하도록 한다.

실험은 Infineon 사의 TC297 MCU와 ETAS 사의 AUTOSAR 

소프트웨어 상에서 수행하였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의 응답시간이 최대 1.26배 단축되었으며 

런타임 오버헤드는 최대 1.42%에 불과하였다.

앞으로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를 다루고 3장에서는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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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4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후 6장의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Background & Related Works

이 장에서는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식과 이 논문과 

관련된 연구들을 다루며, 배경 지식에서는 AUTOSAR의 전반과 

CS 통신에 대해 설명한다.

1. Background

1.1 AUTOSAR Overview

AUTOSAR 표준에 따라 개발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계 

단계와 수행 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먼저 설계 단계를 보면, AUTOSAR 소프트웨어는 Fig. 1처럼 

VFB(Virtual Functional Bus)라는 가상의 통신 버스 상에서 모듈화된 

software component (이후 SwC)의 집합으로 설계된다. SwC는 

각자의 수행 주체인 runnable을 가지며 이는 개발자가 입력한 수행 

가능한 코드를 가진다. 다른 SwC에 존재하는 runnable끼리는 port를 

통해 미리 약속된 interface의 내용대로 VFB가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가정 하에 개발된다. 통신에는 송수신 통신(Sender- receiver 

communication. 이후 SR 통신)과 클라이언트-서버 통신(CS 통신)이 

있다. SR 통신은 송신 runnable이 수신 runnable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방법이며 CS 통신은 클라이언트 runnable에서 서버 runnable로 

미리 약속된 서비스의 수행을 요청하고 수행이 완료되면 결과를 

전달받는 통신 방법이다.

이제 수행 단계를 보면,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내용이 Fig. 2처럼 

실시간 운영체제인 AUTOSAR OS 상에서 태스크에 의해 수행된다. 

태스크는 각자 수행할 runnable을 가지며 이를 함수 형태로 호출하여 

개발자가 입력한 runnable 내부의 코드를 실행한다. VFB 상에 설계된 

통신은 RTE(Run-Time Environment)로 구현되며 runnable 내부에

서 RTE API를 호출함으로써 통신이 이루어진다. AUTOSAR OS는 

실시간성 보장을 위해, 각 태스크를 하나의 코어에 고정 할당하여 

수행하며 각 코어에서 태스크마다 고정적으로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점적(preemptive) 스케줄링을 한다.

Fig. 1. AUTOSAR Design Phase

Fig. 2. AUTOSAR Execution Phase

1.2 Client-Server Communication

CS 통신은 클라이언트 runnable에서 Rte_Call_ <p>_<o>()(<p>: 

port name, <o>: operation name) 함수에 매개 변수를 담아 호출함으

로써 서버 runnable에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서버 runnable이 

미리 약속된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 runnable은 CS 

통신의 설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동기식으로 

설정되면 클라이언트 runnable은 서비스 요청 직후 수행을 멈추며 

처리가 완료되면 Rte_Call_<p>_<o>()의 반환 값이나 매개 변수로 

결과를 얻고 수행을 재개한다. 비동기식으로 설정되면 클라이언트 

runnable은 서비스 요청 직후에도 수행을 계속하며 Rte_Result_

<p>_<o>()를 호출하면 반환 값이나 매개 변수로 결과를 얻는다. 

이 API가 호출되었을 때 서비스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수행을 멈춘다.

2. Related works

AUTOSAR의 우선순위 역전 문제에 관련된 연구로는 공유 자원에 

대한 동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있다. 

먼저 코어 내 공유 자원에 대해서 AUTOSAR 표준은 세마포어

(semaphore)를 통해 동기화하게끔 명시하고 있으며 세마포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PCP(Priority Ceiling Protocol)

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2]. 코어 간 공유 자원에 대해서 

AUTOSAR 표준은 스핀락(spinlock)을 통해 동기화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핀락의 구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스핀락을 

획득하고자 기다리는 다수의 task가 있을 때 어느 task 먼저 스핀락을 

획득할지는 구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우선순위 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로는 우선순위 기반 스핀락

(priority-ordered spinlock)을 제안한 연구[3]와 MPCP(Multiproc

essor PCP)를 사용한 세마포어를 제안한 연구[4]가 있다.

하지만 코어 간 CS 통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코어 간 CS 통신에 관련된 연구로는 

효율적인 구현을 통해 코어 간 CS 통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줄이는 연구[5, 6]만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AUTOSAR에서 공유 자원뿐만 아니라 코어 간 

CS 통신 때문에 우선순위 역전 문제가 발생함을 밝히고 해결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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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oblem Description

이 장에서는 문제 상황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Fig. 3처럼 3개의 SwC가 있으며 High-priority SwC와 

Low-priority SwC는 각각 중요도가 높은 작업과 낮은 작업을 수행한

다. High-priority SwC와 Low-priority SwC의 runnable은 각각 

높은 우선순위와 낮은 우선순위의 태스크에서 수행된다. 이 둘은 

모두 Server SwC의 runnable과 CS 통신을 하며 이 runnable이 

수행되는 태스크와는 다른 코어에 존재한다. Server SwC의 runnable

이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Low-priority SwC와 

High-priority SwC의 runnable 순서대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두 

요청은 FIFO 큐에 저장된다. 그리고 처리 중이던 서비스의 처리가 

완료되면 Low-priority SwC, High- priority SwC 순서대로 서비스 

요청이 처리된다. 

이때, CS 통신이 동기적일 경우, High-priority SwC의 runnable을 

가진 태스크는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Low-priority SwC에

서 요청한 서비스의 처리시간동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응답시간이 

지연된다. 비동기적일 경우, 결과를 읽기 위한 API가 자신의 서비스의 

처리 완료 전에 호출된다면 수행을 멈춰야 하는데, Low-priority 

SwC에서 요청한 서비스의 처리 때문에 High-priority SwC에서 

요청한 서비스가 늦게 처리되므로 응답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코어 간 CS 통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선순위 역전 현상 때문에,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에 의해 

지연되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의 응답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Fig. 3. Motivating Example

IV. Priority-ordered Processing of Service Request

이 장에서는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 제안하

는 기법을 소개한다. 먼저 우선순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 큐를 도입하여 별도로 정의된 우선순위 

순서대로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도록 한다.

1. 우선순위 순서로 처리할 서비스 선별

만약 CS 통신에 사용되는 서비스가 stateful하다면 즉, 서버 

runnable이 유지하는 임의의 state가 서비스의 처리 중에 갱신되고 

다른 서비스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서비스 요청들의 처리 순서를 

바꿀 경우 서비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stateless하다면 

즉, 서버 runnable이 state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각자의 서비스가 

독립적이라면, 서비스 요청들의 처리 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가 stateful인지 stateless인지 

판별하기 위해 isStateful이라는 옵션을 서버 runnable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한다. 이 옵션은 개발자가 설정해야하는 옵션이며 서비

스의 처리에 지역 변수만 사용하여 서비스끼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False, 아니면 True로 설정한다.

2. 우선순위 큐를 통한 서비스 요청 관리

앞서 선별된 stateless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요청을 저장하는 

큐를 heap 기반의 우선순위 큐로 구현한다. 이때 태스크의 우선순위는 

각 코어 내의 스케줄러에서 태스크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값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코어에 있는 태스크의 우선순위 비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태스크가 여러 코어에 존재한다면 

어느 태스크에서 요청한 서비스를 먼저 처리할지 나타내기 위한 

별도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ServicePriority로 

정의한다. 이는 코어 간 CS 통신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runnable에 

부여되며 개발자가 설정한다. 설정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태스크의 priority를 상속받는다. 우선순위 큐는 ServicePriority

에 따라 서비스 요청을 정렬하며 같은 값의 ServicePriority를 갖는다

면 FIFO로 정렬한다. Fig. 4는 앞서 설명한 기법을 요약한 그림이다.

Fig. 4. Solution Overview

V. Experiment & Evaluation

이 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응답시간이 단축됨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실험은 3개의 코어를 가진 Infineon 사의 TC297 MCU와 

ETAS 사의 AUTOSAR 소프트웨어 상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은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보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SwC 

4개로 진행된다. CS 통신에 참여하는 서버 SwC 1개와 클라이언트 

SwC 3개이며 이들은 각각 1개의 runnable을 가진다. 클라이언트 

SwC1에서 보낸 서비스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클라이언트 SwC2, 

3에서 순서대로 요청을 보내며 Service- Priority는 클라이언트 SwC2

보다 3의 runnable이 높다. 두 runnable은 서버 SwC의 runnab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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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태스크와는 다른 코어에서 수행된다.

실험은 CS 통신이 동기적인지, 비동기적인지와 클라이언트 SwC2, 

3의 runnable이 할당된 태스크가 같은 코어에서 수행되는지, 다른 

코어에서 수행되는지에 따라 4가지 상황에 대해 수행된다. 실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응답시간이 최대 1.26배 단축되었으며,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여 발생

하는 런타임 오버헤드는 응답시간의 1.42%에 불과하다.

FIFO 

(㎲)

Priority

(㎲)
Speedup

Sync / Same Core 421.46 334.93 x1.26

Sync / Dif. Core 426.96 345.95 x1.23

Async / Same Core 329.47 290.66 x1.13

Async / Dif. Core 334.75 299.58 x1.12

Table 1. Experimental Result 

VI. Conclusions

AUTOSAR에서 제공하는 CS 통신은 코어 간의 통신을 지원하며 

여러 서비스 요청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 FIFO 순서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에서 요청한 서비스가 

낮은 태스크의 서비스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응답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

며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결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순위 

큐를 도입하여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방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응답시간을 최대 1.26배 단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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