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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time scheduling is a key research area in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has been a source of challenging 

problems. A periodic task is an infinite sequence of task instance where each job of a task comes in a regular period. 

The RMS (Rate Monotonic Scheduling) algorithm has the advantage of a strong theoretical foundation and holds out 

the promise of reducing the need for exhaustive testing of the scheduling. Many real-time systems built in the past 

based their scheduling on the Cyclic Executive Model because it produces predictable schedules which facilitate 

exhaustive testing. In this work we propose hybrid scheduling method which combines features of both of these 

scheduling algorithms. The original rate monotonic scheduling algorithm didn't consider the uniform sampling tasks 

in the real time systems. We have enumerated some issues when the RMS is applied to our hybrid scheduling method. 

We found the scheduling bound for the hard real-time systems which include the uniform sampling tasks. The suggested 

hybrid scheduling algorithm turns out to have some advantag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al time system designer, 

and is particularly useful in the context of large critical systems. Our algorithm can be useful for real time system 

designer who must guarantee the hard real tim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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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시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정확성은 결과가 

생성되는 논리  결과와 마감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과거 실시간 시스템을 한 스 링 알고리즘 

설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에서 Liu와 

Layland(1973)에 의해 소개되고 Sha, Lehoczky 

등이 수정한 RMS(Rate Monotonic Scheduling) 

알고리즘은 실시간 시스템 연구에 가장 많은 심과 

주목을 받고, 실시간 시스템 분야에서 지속 으로 

확장되어 왔다(Sha et al., 1987a; Sha et al., 1987b; 

Lehoczky et al., 1987; Lehoczky et al., 1989; 

Sprunt et al., 1988; Sprunt et al., 1989; Kim, 

2012; Kim, 2013). 실시간 시스템의 태스크 스

링이 다른 스 링들과 다른 특징은 주기 인 태스

크들의 스 링이다. 반면, 많은 실질 인 실시간 

시스템 개발은 여 히 Cyclic Executive Method

에 기반을 두고 있다(Baker and Shaw, 1989). 이것

은 두 알고리즘 모두 자체 강 을 가지고 있다는 사

실에 기인한다. RMS 근 방식은 이론 분석을 용

이하게 하는 반면, 실질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하

는 방법으로는 Cyclic Executive Method를 이용

한 철 한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RMS 이론은 주기가 가장 짧은 태스크에 가장 높

은 우선순 를 부여하는 스 링 이론이다. RMS 

스 링 알고리즘은 다음의 스 링 한계만 만족

하면 실질  구  없이 스 링 가능하다는 단

을 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CPU 이용률(Utilization)이며 는 

태스크 주기, 는 수행시간 은 시스템의 총 주기

 태스크의 개수이다. 

 는 CPU 이용률이 된다. 

기존의 RMS에서는 균일한 샘 링 태스크가 고려

되지 않은 결과이고 이론을 실제시스템에 용하기

에 지 않은 한계가 있다.

Cyclic Executive Method는 주기  태스크들

의 스 링을 거의 수작업에 의존하여 스 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  태스크가 많아지면 스

링의 어려움은 기하 수 으로 늘어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원래의 RMS에서 고려되지 

않은 균일한 샘 링 작업을 처리하기 해 RMS 

알고리즘을 확장하고 Cyclic Executive Model과 

혼합하여 각 스 링의 장 들을 얻으려고 시도

한다. 이 연구에서 두 이론을 혼합할 경우 생겨나

는 문제 을 분석하고 새로운 스 링 가능성 한

계선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혼합스

링에서 균일한 샘 링 작업이 주기  작업에 포

함되는 실시간 시스템에 한 스 링 한계를 도

출하고 실험 결과로 혼합스 링의 결과를 분석

한다.

2. 태스크 모델

우리의 시스템 모델은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서 

형 으로 상이 되는 주기 인 작업들로 구성

되며, 각각의 작업은 엄격한 마감 기한으로 완료

되어야 한다. 실시간 스 링 알고리즘은 모든 

태스크들이 마감시간(deadline)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서 태스크들의 스

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주기  태스크들이 마

감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에

서 태스크들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실시간 시스템의 모든 태스크는 주기 이다.

2. 각 태스크들의 마감시간은 태스크의 주기와 동

일하다.

3. 일부 태스크에는 데이터 수집을 한 균일한 

샘 링 작업(Uniform Sampling Task)이 포

함된다(균일한 샘 링 작업은 정확히 같은 간

격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균일한 샘 링 작업은 태스크 시작 시에 발생

한다.

일반 으로 실시간 시스템의 태스크들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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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작업과 데이터 처리 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

가 많다. 실시간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의 계산 시

간은 일반 으로 짧고 데이터 수집 후에 데이터에 

한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샘 링 작업

을 데이터 수집 작업으로 하면 데이터 수집은 작업 

시작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기존

의 RMS 알고리즘은 주기 이고 독립 인 태스크

들만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더 제약이 많은 정확한 

간격으로 수행해야하는 균일한 샘 링 태스크들을 

처리 할 수 없다. 이 연구의 실시간 태스크 모델은 

<Figure 1>에 나와 있다. 균일한 샘 링 요구 사

항을 가진 작업을 높은 우선순 로 실행될 데이터 

수집 부분과 낮은 우선순 에서 실행될 데이터 처

리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  것을 제안한다. 

   

<Figure 1> Periodic Task Model

이 연구에서는 태스크의 마감시간(deadline)은 

태스크의 주기(period)와 동일한 가정하고 이것은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가정

이다(Liu and Layland, 1973; Sha et al., 1987a; 

Kim, 2012). 여기서 사용하는 태스크 모델은 태스

크 주기는   태스크 수행시간은 이며  수행시

간 는 샘 링 태스크가 있을 경우 는 데이터 

샘 링 태스크 와 데이터 로세싱 태스크 

로 구성된다. 즉, 수행시간   = +가 되며 

샘 링 태스크가 없을 경우는   = 가 된다. 

주기가 다른 여러 개의 태스크들을 그룹으로 재

구성할 때 생겨나는 문제 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스 링 한계(scheduling bound)를 도출한다. 

3. 혼합스 링

이 에서 언 하는 혼합스 링은 RMS 알고

리즘과 Cyclic Executive Method를 혼합하여 주

기가 다른 여러 개의 태스크들을 한 그룹의 태스

크로 재구성시키고 그룹의 새로운 주기를 정하여 

주기 인 그룹 태스크들을 RMS 알고리즘으로 

용하는 것이다. 

완 한 제를 통해 두 알고리즘을 혼합스

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 을 분

석하고 설명한다. 혼합스 링 알고리즘을 형성

하는 체계 인 차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응용 로그램의 작업을 그룹으로 묶는다.

2. 각 태스크에서 균일한 샘 링 작업을 분리한다.

3. 균일 샘 링 작업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각각의 샘 링 작업의 시작 시간을 결정한다.

4. 련된 모든 일정한 샘 링 작업의 시작 시간을

기 으로 모든 그룹의 시작 시간을 결정한다.

5. 각 그룹의 새로운 주기(마이  사이클)를 선택한다.

6. 균일한 샘 링 작업으로 인한 최악의 차단시간

을 찾는다.

7. 이용률 한계(utilization bound)를 사용하여 스

링 가능성을 검한다.

여러 개의 주기  태스크들을 한 그룹 태스크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

기서는 같은 응용시스템내의 주기  태스크들을 

묶는 것이 시스템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

여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며 다른 성격의 주

기  태스크들을 그룹으로 만들어도 스 링 한

계를 결정하는 데는 수치 인 향은 없다.

  <Table 1>은 8개의 주기  태스크로 구성된 경

우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응용 로그램은 두 

개의 주기  작업 Task 1과 Task 2로 구성되며 

두 번째 응용 로그램은 세 개의 주기  작업 

Task 3, Task 4, Task 5로, 세 번째 응용 로그램

은 Task 6, Task 7, Task 8로 구성된다. <Table 

1>에서와 같이 Task 1과 Task 5는 샘 링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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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Task 1 150 12 2

Task 2 60 10

Task 3 100 10

Task 4 150 12

Task 5 300 15 3

Task 6 120 8

Task 7 240 12

Task 8 360 12

<Table 1> Example of Periodic Tasks 

포함하고 있다. <Table 1>에서 작업 기간은 는 

수행 시간이며 는 균일한 샘 링 작업의 수행 

시간이다. 이러한 주기  태스크들의 모두의 CPU 

이용률은   = 

  = 12/150+10/60+10/100+12/ 

150+15/300+8/120+12/240+12/36 = 0.627이 되어 

RMS의 스 링 가능성 한계 범 보다 은 62.7 

%이다. 샘 링 없이 데이터 처리 작업만의 CPU 

이용률은 60.4%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Task 1과 

Task 5는 균일한 샘 링 태스크들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RMS에 의해 스 링 될 수 없다. 샘

링 태스크들은 정확한 주기  간격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구간에서 주기  태스크들의 마

감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8개의 주기 인 태스크들을 세 개의 주기 인 

그룹 태스크  ,  , 로 다시 형성시킨다. 동일

한 응용 로그램의 작업들을이 한 그룹으로 결합

시킨다. 여러 주기 인 작업들을 한 그룹으로 결합

시키고 그룹의 새로운 주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Cyclic Executive Method

의 minor cycle(Baker and Shaw, 1989)을 결정하

는 방법을 이용한다. 샘 링 태스크를 포함한 태스

크에서 균일한 샘 링 작업을 추출한 후 데이터 처

리 작업만 그룹으로 결합한다. 샘 링 태스크를 그

룹으로 결합시키지 않고 별도로 최우선순 로 스

링하려는 것은 샘 링 태스크를 균등한 간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룹 

 ,  , 의 새로운 주기는 각각 ′  = 60, ′  = 

100  ′  = 120이 되도록 선택한다. 의 major 

cycle 300에서 minor cycle은 5개, 의 major 

cycle 300에서는 minor cycle이 3개, 의 major 

cycle 720에서는 minor cycle이 6개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major cycle이라는 것은 한 그룹 내

에 있는 태스크 주기들의 최소공배수이다. 여기서 

minor cycle은 그룹의 새로운 주기가 된다. Major 

cycle 내의 여러 minor cycle들은 약간의 다른 형

태의 패턴으로 스 링이 형성될 수 있다. Minor 

cycle 내에서는 Cyclic Executive Method로 스

하기 때문에 설계의 복잡성이 처음 8개의 주기  

태스크를 모두 고려하여 스 링 하는 것보다 

히 감소한다. 특히 이러한 그룹에는 균일한 샘

링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능한 스 링이 <Figure 2>에 나와 있다.

<Figure 2> Example of a Set of Group Scheduling 
Except Uniform Sampling Tasks

각 그룹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 ′  = 60;  ′  = 15;

2. 그룹   : ′  = 100;  ′  = 26;

3. 그룹   : ′  = 120;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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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들의 CPU 이용률은   = 15/60+26/100 

+18/120 = 66%이다. 앞에서 8개의 주기  태스크

들에서 샘 링 태스크를 제외한 태스크들의 CPU 

이용률   = 60.4% 는데 그룹으로 다시 형성시

키면서 66%로 증가되었다. 이 증가된 부분을 본 논

문에서는 이용률 손실(Utilization loss)이라고 말하

고 한 개의 주기  태스크의 이용률 손실을 라

고 하면 체 이용률 손실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그룹의 개수를 의미하고, 는 그

룹 체 이용률, 은 그룹 내의 주기  태스크의 

개수를 나타낸다.

<Table 1>에서 균일한 샘 링 태스크가 있는 

Task 1은 그룹 1로 Task 5는 그룹 2로 재구성되

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샘

링 태스크의 충돌을 피하기 하여 시작 시간을 

달리 주어야 한다. 이 샘 링 태스크 태문에 발생

하는 태스크들의 시작 시간에 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졌다(Kim, 2012; Kim and Noh, 2013).

여기 제에서 균일한 샘 링 작업으로 인한 최

 블로킹 시간은 (2+3)/60 = 8.3%이다. RMS에서 

3개의 주기 인 태스크들의 스 링 가능한 한계

는 CPU 이용율 77.9%이다. 여기 제에서 8개의 

주기 인 태스크들을 3개의 그룹으로 다시 형성하

는 과정에서 원래 62.7%의 CPU 이용률이 이용률 

손실로 66%로 증가했고 다시 샘 링 태스크의 블

로킹으로 74.3%로 증가했다. 그러나 3개의 주기  

태스크에 한 RMS의 스 링 가능한 한계는 

77.9%이므로 역시 스 링 가능한 범주에 있다. 

4. 태스크 오버런(Overrun)시 지터
(Jitter)

이 섹션에서는 런타임에 일부 작업이 오버런 될 

때 지터 문제에 해 분석한다. Cyclic Executive 

방법은 미리 결정된 실행 순서를 따르므로 정상

으로 상 작업시간 내에 수행하면 지터가 발생하

지 않는다. 지터는 정확한 간격으로 수행되어야 하

는 작업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지연이 되서 수행

할 경우 나타나는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작업이 런타임에 상 시간보다 

오래 실행되면 주기 실행 모델의 균일한 샘 링 

작업이 실행을 놓칠 수 있다. <Figure 3>은 4개 

태스크들을 기존의 Cyclic Executive Method로 

스 링 한 경우이다. <Figure 3>에서, ( , ) 

= (100, 20), ( , ) = (150, 30), ( , ) = 

(200, 20)  ( , )= (300, 30)의 주기  태스크

들이 4개가 있고 태스크 1과 태스크 2는 균일한 

샘 링 작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기 실행 모

델에서 균일한 샘 링 작업을 보장하기 해 먼  

균일한 샘 링 작업을 포함하는 작업을 할당 할 

수 있다. 여기서 1 는 4 번째 구간에서 Task 1

의 수행시간 이 20 타임단 에서 22 타임단 로 

오버런하면 균일한 샘 링 작업의 실행이 2 타임

단 로 지연된다. 이러한 결과는 잘못된 입력 데이

터를 계산하고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험한 상황

을 래할 수 있다.

<Figure 3> Scheduling by Cycle Executive Method

 제안하는 혼합스 링 방법에서는 각 태스크

에서 균일한 샘 링 태스크들을 추출하여 별도의 

작업으로 지정하고 매우 높은 우선순 를 지정한

다. 혼합스 링 방법에서, 균일한 샘 링 태스크

들은 타이머 회로를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다. 다

음 샘 을 사용하여 샘 링 작업에 한 인터럽트

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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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ybrid Scheduling by Groups

<Figure 4>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샘 링 

태스크를 분리하기 의 원래 태스크의 샘 링 태스

크와 로세싱 태스크의 연 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언 하면, 샘 링 태스크를 수행하고 데이터 

로세싱 태스크가 수행된다는 우선순 를 뜻한다. 

<Figure 4>와 같이 제안하는 혼합스 링 방법에

서는 균일한 샘 링 태스크 추출하여 최우선순 로 

스 링하고 4개의 주기  태스크들을 한 그룹으

로 형성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4>에서 

어떤 구간에든 어떤 작업이 과 실행되더라도 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스 링이 가능하게 된다.

<Figure 4>에서 원래 태스크에서 분리한 균일

한 샘 링 태스크들은 정확한 간격으로 수행되어

야 하는 작업이므로 가장 높은 우선순 로 스

링을 해야 한다. 이 균일한 샘 링 태스크들을 스

링 바운드에 끼치는 향을 분석 처리하는 것

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샘 링 태스크들을 가장 짧은 주기의 그룹으로 

처리 하는 방법

2) 샘 링 태스크들을 Deferable Server로 처리하

는 방법

3) 샘 링 태스크들을 그룹 태스크들의 blocking 

factor로 처리하는 방법

1)번의 방법은 주기  태스크의 특성상 이용률

이 무 크게 될 수 있으므로 실용성이 없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blocking 

factor로 처리하는 것이 혼합스 링을 하는데 가

장 합하여 샘 링 태스크들은 blocking factor로 

처리하는 방법을 용한다. 이 샘 링 태스크들은 

다른 태스크들의 에서 보면 지연 요소가 된다. 

이 지연 요소가 되는 것을 DUST(Delayed caused 

by Uniform Sampling Task)라고 하면 DUST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RMS에서는 우선순 가 가장 높은 작업만 균

일한 샘 링을 보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스

템에서 균일한 샘 링 요구 사항을 가진 태스크들

은 다른 주기를 가질 수 있다. 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런타임에 작업이 오버런 되더라도 혼합스

링 방법이 기존의 Cyclic Executive Method

보다 더 안정 이다.

5. 스 링 바운드  실험 결과

이 에서는 혼합스 링에서 발생하는 이용

률 손실(Utilization loss)과 균등한 샘 링 태스크

(Uniform sampling Task)를 포함한 주기  태스

크들의 스 링 가능한 CPU 이용률 한계를 도출

한다. Liu  Layland의 가정에서는 샘 링 태스

크 모델이 없다. RMS 스 링 알고리즘은 스

링 한계가 다음과 같이 된다.

  
  






≦ 

여기서는 는 CPU 이용률(Utilization)이며 

은 시스템의 총 주기  태스크의 개수이다. 동일

한 가정 하에 작업을 그룹으로 결합하는 혼합스

링 모델에서 스 링 가능한 CPU 이용률에 

한 최소 상한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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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은 그룹의 개수이고 는 이용률 

손실(utilization loss)이다.

다음으로 그룹으로 결합된 태스크들에 균일한 샘

링 작업을 고려하면 혼합스 링에서 가능한 CPU 

이용률 한계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 

<Figure 5>는 여기서 도출한 스 링 한계들

을 양상을 찰하기 하여 균일한 샘 링 태스크

를 10% 정도로 하고 그룹의 개수를 달리하여 무작

 실험을 한 결과이다.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제

안하는 혼합스 링에서는 스 링 가능성은 그

룹의 개수에 큰 향을 주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주기  태스크들을 그룹으로 재편성하면서 생

기는 이용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많은 주

기  태스크를 스 링 하기 하여 수많은 테스

트와 복잡성을 감안하면 실시간 시스템 설계측면에

서 히 간편하게 스 링 가능성을 단할 수 

있다.

<Figure 5> Schedulability vs number of groups

6. 결  론

기존의 주요 실시간스 링 이론을 혼합함으로

서 각 이론의 장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 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서 균일한 샘 링 작업을 처

리하기 해 RMS를 확장 용하고 스  가능

성을 도출했으며 기존의 실제 사용하는 실시간 시

스템 방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 다.

 이 연구로 샘 링 태스크가 있는 주기  태스

크들이 많아질 경우 기하 수 으로 어려워지는 

스 링 문제를 그룹으로 수를 이면서 스

링의 복잡성을 이고 RMS의 장 을 최 한 이

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RMS의 이론  장 으

로 지속 으로 연구 진행되고 있고 실제 실시간 

시스템 설계에 용하기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 실제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 연

구에서 사용한 모델보다 더 복잡한 특성을 갖을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규모 경성 실시간 시스

템 설계에 작업에 도움이 되는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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