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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propose power-saving real-time scheduling method for mixed task sets which 

consist of both time-based periodic and event-based aperiodic tasks in the automotive operating 

system. In this system, we have to pursue maximization of power-saving using the slack time 

estimation and minimization of response time of aperiodic tasks  simultaneously. However, since 

these two goals conflict each other, one has to make a compromise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given application domain. In this paper, we find the adjustment factor which gives better 

response time of aperiodic tasks with slight power consumption increase. The adjustment factor 

denotes the gravity of response time for aperiodic tasks. We apply the ccEDF scheduling for 

time-based periodic tasks and then calculate new utilization to be applied to the adjustment 

factor.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lccEDF algorithm to make a tradeoff between the two goals 

by systematically adjusting the facto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approach is excellent for 

variety of task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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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자동차에 대한 높은 안정성과 편의성

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전장 시스템의 고도화와 지

능화를 위한 전장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는 증대되었

다. 따라서 유럽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전장 소프

트웨어 개발 시 시스템간의 통합과 응용이나 서브

시스템의 이식성에 대한 표준으로 운영체제, 통신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표준 규격인  OSEK/VDX 

표준안을 발표하였다. OSEK/VDX는 OSEK OS, 

OSEKtime OS, OSEK COM, OSEK OIL을 포함한 

총 8가지 세부 명세를 제공하고 있다 [1].

OSEK/VDX 규격에서 실시간 운영체제는 주기적 

태스크로 구성되는 시간기반의 OSEKtime OS와 비

주기적 또는 산발적 태스크로 구성되는 이벤트 기

반의 OSEK OS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 기반과 

이벤트 기반의 주기 혹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되

거나 독립적인 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주기(periodic) 태스크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활

성화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태스크로서 마감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면, 비주기(aperiodic) 태스

크는 주기가 없이 발생 이벤트에 따라 산발적으로 

활성화되며, 마감시간에 대한 구속이 비교적 약한 

연성 실시간 스케줄링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주

기 태스크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 수행 될 경우,  

주기 태스크들의 마감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아울러 비주기 태스크들도 우선순위 기반 하에 빠

른 응답시간을 보여야 할 것이다 [2][3][6].

일반적으로 주기 태스크의 엄격한 마감시간 준

수로 인하여 실제 수행 시간과의 차이로 남는 여유 

시간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 즉, 여유시

간을 이용하여 전력 절감이나 처리기 이용률을 높

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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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전력 절감을 위

한 알고리즘인 ccEDF는 주기 태스크의 여유시간을 

줄임으로써 주파수 조정을 전력절감 및 여유시간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동차 전장 표준 운영체제 규격인 

OSEK/VDX의 OSEKtime OS와 OSEK OS의 주기 

태스크와 비주기 태스크가 혼합되어 수행될 때, 주

기 태스크의 마감시간을 보장하면서 비주기 태스크

의 응답성을 높여주는 lccEDF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OSEK/VDX의 주기 태스크에 ccEDF 알고리즘

을 적용할 시 전력절감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동

시에 수행되는 비주기 태스크에 대한 응답률을 보

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기 태스크의 마감시간

을 보장하면서 비주기 태스크의 일정 응답성 보장

을 전제로 최적의 전력 절감을 달성한다. 이들 두 

가지 목적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정하여 전력 절감

을 위한 조정함수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OSEKtime과 OSEK OS의 

혼합 시스템의 명세 및 특징과 ccEDF 알고리즘에 

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lccEDF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4장에서 이를 따르는 임의의 태스크 셋의 실

험 및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OSEK/VDX 표준은 시간기반의 OSEKtime OS

와 이벤트 기반의 OSEK OS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

고 있다. 시간기반 태스크는 일정한 주기마다 알람

에 의해서 구동되는 주기 태스크로서 실행 시간과 

마감 시간에 대한 엄격한 실시간 특성을 요구한다.

그림 1. OSEK/VDX 태스크 처리 레벨

Fig. 1. OSEK/VDX task processing level

반면, 이벤트 기반 태스크는 이벤트 발생 시에 

활성화 되는 비주기적 혹은 산발적인 태스크로서 

연성 실시간 특성을 가진다.

표준에서는 이러한 두 시스템을 단독 또는 혼합

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 및 정의하고 있

다. 그림 1은 OSEK/VDX에서 정의하고 있는 두 시

스템의 처리레벨을 보여준다. 두 운영체제의 결합은 

OSEKtime OS가 OSEK OS보다 높은 처리레벨을 

가짐으로써 OSEKtime OS의 모든 태스크는 OSEK 

OS의 태스크 및 인터럽트를 선점할 수 있다. 따라

서 OSEK OS는 OSEKtime OS의 유휴시간 즉, 

ttidle 일 경우에 수행하게 된다. 시간 기반 태스크

는 비 선점 이벤트기반 태스크에 대하여도 선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스크는 최악 실행시간(WCET : 

Worst Case Execution Time)을 가지지만, 실제로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태스크 실행시간은 최악 실행

시간 보다 훨씬 짧다. 이에 따라 시스템은 많은 슬

랙 시간으로 인하여 낮은 시스템 이용률을 가지게 

된다. ccEDF 알고리즘은 이러한 슬랙 시간을 이용

하여 최악 실행시간까지 실행하도록 주파수와 전압

을 조정함으로써 전력 절감 효과와 처리기 이용률

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즉, 실제 실행시간이 

최악 실행 시간보다 짧으면 주파수를 낮추고, 최악

의 경우 마감시간이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주파수

및 전압을 높여 실시간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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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cEDF 알고리즘

Fig. 2.  Algorithm for ccEDF

이 알고리즘에서 주파수가 조정되는 시점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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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도착 시와 태스크 수행 완료시이다. 태스크 도

착 시에는 태스크의 실제 수행시간을 알 수 없으므

로, 최악실행시간에 따라 이용률을 계산하여 주파수

를 조정하고, 수행 완료 후 태스크는 실제 실행 시

간을 반영한 이용률을 계산하여 전압을 재조정한다. 

재계산된 이용률은 다음 태스크 도착의 이용률에 

반영한다. ccEDF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은 프로세서의 유휴시간을 줄이고 더 낮은 전력으

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한다.

Ⅲ. 알고리즘 제안

OSEK/VDX 표준에서는 주기 태스크의 마감 시

간 보장과 비주기 태스크의 우선순위 기반 선점 스

케줄링에 대한 표준 규격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을 근거로 구현된 OSEK 운영체제들은 

OSEK OS와 OSEKtime OS의 혼합 시스템에서 

OSEK OS의 비주기 태스크는 OSEKtime OS의 주

기 태스크에 의해 선점되어 실행이 지연되는 비효

율적 시스템 운영환경이 된다. 

실제 자동차 운행 환경에서 시간 기반 태스크는 

미리 정의된 태스크 집합을 가지지만, 비주기 태스

크는 임의의 사건에 대응하게 되어 발생 빈도가 비

교적 낮다. 따라서 시간 기반 태스크의 유휴 시간을 

이용하여 전력 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ccEDF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그러나 ccEDF 알고리즘은 

전력 절감 및 시스템 이용률은 높여주지만, 유휴시

간에 수행되어야 할 비주기 태스크의 수행시간을 

지연하게 함으로써 비효율적 시스템 운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전력절감 효과와 함께 비주기 태스

크에 대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주기 

태스크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감안하는 조정계수를 

결정하고, 이 조정값을 ccEDF 알고리즘의 주파수 

조정 반영 시에 전력 절감과 비주기 태스크 응답성

을 절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인 lccEDF(Loosly 

ccEDF)를 제안한다.

주기 태스크의 전력절감을 위한 주파수 사이클

인 에 대하여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성의 중요

도에 따른 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기 태스크의 전력절감 및 비주기 태스크의 응

답성의 목적을 절충하기 위해 비주기 태스크에 할

당하는 조정계수는 비주기 태스크의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한다. 비주기 태스크의 현

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값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비주기 태스크 중 선점된 상태의 태스크

와 준비리스트 큐 전체에 대한 대기 중인 태스크의 

대기율로 조정계수를 결정한다.

주기 태스크에 의해 선점되어 대기 중인 태스크 

중 선점되어 대기 중이거나, 준비리스트에 대기 중

인 태스크의 수가 많은 경우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

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수행을 요구한다.  따

라서 이러한 비주기 태스크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

한 조정값의 결정은 현재 선점된 태스크의 여부와 

전체 큐에 대해 현재 준비큐에 대기 중인 태스크의 

대기율로써 결정하도록 한다. 식 (1)과 (2)는 대기 

중인 태스크 중 선점 당한 비주기 태스크에 대한 

50%와 준비 큐에 비주기 태스크의 대기율에 대한 

50%에 의해 결정되는 조정값 α에 대한 수식이다.

    ∼      (1)

     ∼       (2)

위의 식은 선점된 태스크에 대하여 의 남은 

이용률의 50%를 증가시키고, 준비 큐의 총 길이에 

대한 현재 대기 큐의 길이로써 조정하도록 한다. 선

점된 태스크는 준비 큐에서의 대기 시간 이후, 선점

에 의한 수행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가중치를 가

지고 이에 대해 빠른 응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

점 된 태스크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지정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주기 태스크가 도착했을 

때 ccEDF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용률을 반영하기 

전, 현재 상태 비주기 태스크의 조정값을 반영하여 

주파수를 조정한다. 수식 (3)은 이러한 주파수 조정

을 위한 조정계수를 포함하는 이용률을 구하는 식

을 보여준다. 

  × ∀≤       (3)

 

ccEDF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이용률 은 

0~1사이의 값을 가지는 조정계수 α를 반영하여 새

로운 이용률 를 주파수 조정에 반영한다. 위 식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정계수 α의 값이 1에 가

까울수록 전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0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므로,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 시간의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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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3.  lccEDF 알고리즘

Fig. 3.  lccEDF algorithm

중요도에 따른 조정 계수의 값은 비주기 태스크

가 주기 태스크에 의해 선점 여부 및 횟수, 준비 큐

에 대기 중인 태스크 수가 많을 경우 등의 비주기 

태스크의 현재 속성을 반영하는 값이어야 한다. 따

라서 조정값에 따라 이용률을 재계산하여 비주기 

태스크의 수행 중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알고리즘인 

lccEDF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주기 태스크

가 수행 완료 되었을 때, ccEDF 에 의하여 다음 

이용률 계산 시에 조정값을 반영한 새로운 이용률 

를 주파수 조정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전력 절감과 

비주기 태스크의 수행 보장을 절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력절감률이 커질수록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

률이 감소하는 반면 응답률 증가는 전력절감 효과

의 감소로 이어지는 두 가지의 상충된 목적을 절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실험 및 평가

이 장에서는 주기 및 비주기 태스크 셋을 통해 

제시된 알고리즘을 적용 및 분석한다. 이 실험을 통

해 우리는 OSEK/VDX 표준규격, ccEDF 알고리즘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ccEDF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각 비주기 태스크에 대한 응답

률과 주기 태스크에 대한 전력을 비교하여 lccEDF

가 이 두 가지 목적을 절충 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실험을 위하여 다수개의 임의 태스크 셋을 사용

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태스크 셋의 3가

지 특성으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결과

의 명확성을 설명하고, 두가지 목적을 절충할 수 있

는 가장 간단한 태스크 셋 3 종류를 선정하여 실험

한 결과를 보여준다. 태스크는 임의의 조건 아래 

OSEKtime OS에서의 주기 태스크와 OSEK OS에서

의 비주기 태스크를 각각 3개씩 정의하고, 주기 태

스크는  ,  , 에 대하여 시작시간, 수행시간, 

주기(데드라인), 각 주기에 따른 실제 수행시간을 

제공하고, 비주기 태스크  ,  , 에 대해 시작시

간, 수행시간, 준비 큐의 길이, 선점 여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단, 총 준비 큐의 길이는 10이라 가

정하였다. 이러한 주기/비주기 태스크의 실험 세트

는 아래 표1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4는 위의 태스크셋에 대한 수행결과를 제

시 하였다. 그림 4-(a)는 OSEK/VDX 규격을 그대

로 적용한 경우로서 주기/비주기 태스크의 이용률은 

ECU 용량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OSEK/VDX 

규격에 따르는 수행은 전력절감을 줄 수 없지만, 비

주기 태스크의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eriodi

c

 Task

Start

Time

Compu

ting 

Time

Period
Invoca

tion 1

Invoca

tion 2

 1 3 16 2 1

 5 5 20 3 2

 11 6 25 3 1

표 1. 주기 태스크 실험 셋

Table 1. Test sets for periodic tasks

Aperiodic 

Task

Start 

Time

Computing 

Time

Pree

mpted

current_

Q

 2 2 ✔ 0

 7 3 ✔ 1

 7 3 0

표 2. 비주기 태스크 실험 셋

Table 2. Test sets for aperiodic tasks

반면 ccEDF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림 4-(b)에서

는 주기 태스크의 이용률은 0.68에서부터 알고리즘

에 의해 점차 감소하며, 4-(a)의 그림보다 유휴시간 

및 전력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ccEDF 고유의 전력절감 효과는 가 주기 태스크

에 의해 2번 선점됨으로써 비주기 태스크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c)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ccEDF를 적용한 사례로서, 

가 수행 시 는 이용률을 계산하기 전, 에 대한 

조정값을 확인하여 이용률을 0.62에서 0.82로 올려

준 후, 에 대한 응답률을 보장하고, 이 알고리즘

에 의해   역시 선점횟수를 줄이고 응답률을 보장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이용률 조정된 lccEDF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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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cEDF의 전력 절감을 위한 이용률을 조정하여 

응용 도메인에서 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정값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절충을 할 

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위의 태스크 셋에 대한 활성

화된 태스크의 총 수행에 걸린 시간과 실제 수행시

간을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률 및 각 수행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행

은 그림 5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lccEDF 알고리즘

은 기존 OSEK/VDX에 비하여 20%의 전력 감소 효

과를 얻었고, ccEDF 알고리즘에 비해 약 5~10% 

비주기 태스크가  응답 시간을 보상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태스크 수행

Fig. 4. Example of task execution : 

(a) OSEK/VDX (b) ccEDF (c) lccEDF

본 실험을 통하여 여러 개의 임의 태스크 셋으

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주기 비주기 태스

크 셋의 특성에 따라 전력 절감과 비주기 태수크의 

응답성에 대한 예측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ccEDF 

알고리즘은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OSEK/VDX보다

는 작고 ccEDF알고리즘을 통해 절감되어 사용된 

전력 소비량에 조정계수 α를 반영한 값만큼 전력 

소비량이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값은 조

정계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 하였

다. 응답률은 대기 중인 비주기 태스크의 수행시간

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주파수 조정에 따른 슬랙

시간에 따라 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lccEDF 알고리즘은 전력절

감과 동시에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목적을 절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5. 알고리즘에 따른 전력 및 응답률

Fig. 5. Power and response time by algorithms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SEK/VDX에서 비주기 태스크와 

주기 태스크가 동시에 수행될 때, 주기 태스크의 마

감시간을 보장하면서 전력 절감 효과를 얻는 기존

의 ccED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 시간에 대한 중요도를 가늠하는 조정값을 반

영하여 전력 절감과 비주기 태스크의 응답성에 대

한 상충되는 목적을 절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자동차 전장인 ECU의 배치 위치와 응용 프로그

램에 따라 조정값의 평가 기준을 정하여 전력 절감

과 비주기 태스크 응답성에 따른 절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전장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 효율

성을 높이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OSEK/VDX의 표준을 준수하

는 OSEK 운영체제 구현 시에 OSEKtime 혹은 혼

합 시스템에 적용하는 일차적 과정이 필요하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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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태스크의 응답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한 

현실적 평가 기준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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