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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혼합 중요도(mixed criticality) 시스템은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안전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실시간 시스템의 설계로는 이를 만족하지 못하며, 높은 중요도 태스크가 다른 

낮은 중요도 태스크로부터 간섭을 받아 데드라인 미스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도 역전(criticality 

invers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도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 변환(period 

transformation)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스케줄링 오버헤드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전반적인 태스크의 응

답시간이 증가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기 변환과 스케줄링 오버헤드 간의 트레

이드오프 관계를 설명하고, 실시간 리눅스 시스템에서 해당 문제점을 재연한 후 주기 변환의 적정선을 분석

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기 변환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

맥 교환이 48.7% 증가 및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28.7%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응답시간이 증가하여 데드라

인 미스가 다수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 혼합 중요도 시스템(mixed-criticality system), 

중요도 역전(criticality inversion), 주기 변환(period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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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에는 비용, 중량 및 전력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ECU의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추세이며, 이는 대부분 고도로 통합된 다기능 

단일 ECU로 이어진다[1, 2]. 즉, 단일 ECU에 다양한 중요도

(criticality) 수준을 가진 기능이 공존하는 혼합 중요도(MC, mixed 

criticality) 시스템은 점점 보편화 될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혼합 중요도 시스템은 더 

이상 기존 설계 패턴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혼합 중요도 안전 요구 사항에 위배되는 중요도 역전

(criticality inversion)이 실제 환경에서 유발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중요도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주기 변환(period 

transformation)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스케줄링 오버헤드를 측정하

고, 주기 변환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a) RM Scheduling (b) Period Transformation

Fig 1.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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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ackground

혼합 중요도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1, 2].

• 모든 상황에서 ECU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타이밍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기능에 충분한 컴퓨팅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 관련 기능은 방해될 수 없다.

하지만 전통적인 실시간 시스템은 낮은 중요도 태스크가 높은 

중요도 태스크의 실행을 간섭하는 중요도 역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1].

Tasks Criticality Period Runtime Release

T1 H 12 6 0

T2 M 10 2 1

T3 L 6 1 3

Table 1. Task Set of the Example

Fig 2. Gantt Chart of RM Scheduling

비율 단조(RM, Rate-Monotonic) 스케줄링[3] 기법은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수행 주기(period)가 가장 짧은 태스크에 가장 높은 우선순

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태스크 셋에 대한 스케줄링 가능성 확인은 

CPU 최소 상한(LUB, least upper bound) 혹은 응답 시간 분석

(response time analysis)[4, 5]을 통해 확인한다. 응답 시간 분석은 

모든 태스크에 대해 Eq 1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
 ⌉ ≤  (1)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스케줄링 기법은 태스크의 타이밍 보장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혼합 중요도 시스템의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

기 어렵다. 반면에,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CAPA(criticality 

aware priority assignment) 스케줄링 기법은 높은 중요도 태스크를 

우선적으로 스케줄링하기 때문에 혼합 중요도의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 우선순위(Fixed Priority) 스케줄링 

기법의 단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의 타이밍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 변환을 적용한 RM 스케줄링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6, 7]. RM 스케줄러 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하기 위해 높은 중요도 태스크를 짧은 주기로 여러 

번 나누어 스케줄링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태스크의 선점(preemp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맥 교환(context 

switch)로 인한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태스크의 

응답시간 증가로 이어지며, 데드라인 미스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Tasks Criticality Period Runtime Release

T1´ H 4 2 0

T2´ M 5 1 1

T3 L 6 1 3

Table 2. Task Set of the Period Transformation

Fig. 3. Gantt Chart of Period Transformation

III. Experiments

태스크 셋 Table 1에 대한 응답 시간 분석을 통해 스케줄링 가능성 

분석을 하면, Eq 2와 같이 모든 태스크의 응답 시간이 데드라인 

이내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태스크 셋 Table 1을 RM 스케줄러를 통해 스케줄링하게 되면 

Fig 2처럼 모든 태스크는 데드라인을 충족한다. 그러나 태스크 T3가 

더 높은 중요도 태스크 T1과 T2의 실행에 간섭을 하는 중요도 역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 지점들을 붉은 색 화살표를 통해 표시하였

다.

중요도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주기 변환을 

통해 태스크 T1과 T2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태스크 

T1을 4 ms의 주기를 가진 3개의 태스크로 분할하고, 태스크 T2를 

5 ms의 주기를 가진 2개의 태스크로 분할하였다. 변환된 태스크 셋으로 

RM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Fig 3처럼 중요도 역전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태스크에 대해 타이밍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맥 교환 횟수가 

간트 차트 상에서 36 회에서 45 회로 25%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의 스케줄링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 

Intel Core i7-10700 CPU의 Ubuntu 20.04 데스크탑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RM 스케줄러는 sched_deadline 문서[8]를 참고하여 

SCHED_FIFO에서 clock_gettime() 함수와 usleep() 함수를 사용하

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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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tual RM Scheduling Example

해당 실험에서는 태스크 사이의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 ftrace[9]의 function_graph 트레이서를 사용하며 

enqueue_task와 dequeue_task 함수를 추적하였다.

IV. Results

Fig 4와 Fig 5는 각각 Table 1의 태스크 셋과 주기 변환을 수행한 

Table 2의 태스크 셋을 RM 스케줄러로 실제 환경에 적용했을 경우의 

예시이다. 초주기 (hyper period) 당 실제 문맥 교환은 태스크 셋 

1이 총 39회, 주기 변환 후 총 58회로 간트 차트의 예상 횟수보다 

각각 8.3%, 28.9% 증가하였다. 그래서 태스크 셋 Table 1에서 주기 

변환을 수행 후 문맥 교환 횟수가 48.7% 증가하였다.

초주기당 측정된 전체 스케줄링 오버헤드는 각각 24.668 μs와 

31.747 μs로 주기 변환 수행 이후 28.7% 증가하였다. 중요도 역전 

문제와 스케줄링 오버헤드로 인해 Fig 4와 같이 높은 중요도 태스크 

T1이 데드라인 미스가 발생하였다. 중요도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기 변환은 Fig 5와 같이 초주기 당 데드라인 미스가 3회 

발생하여 타이밍 보장이 불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V. Conclusions

해당 논문에서는 혼합 중요도 시스템에서 중요도 역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실제 실시간 리눅스 환경에 적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기 변환을 통해 중요도 역전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이로 인해 문맥 교환 횟수가 48.7% 증가하고,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28.7%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시스템의 응답 시간이 

증가하여 데드라인 미스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타이밍 보장과 같은 

혼합 중요도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Actual Period Transforma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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