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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네트워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센서 노드가 외부에서 채취한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UC 버클리에서 개발된 TinyOS는 센서 노드에서 동작하
는 운영체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TinyOS는 Event-driven 방식이며 Component 기반의 센서 네
트워크 운영체제이다. 기본적으로 비선점 방식의 스케줄러를 사용함으로써 TinyOS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최근 연구에서 TinyOS의 빠른 반응성을 위해 Priority Level Scheduler라는 선점 기능이 제안되었
다. 여기서 본 논문은 TinyOS의 실시간성의 보장을 위해 Priority Level Scheduler에 EDF(Earliest 
Deadline First)를 적용한 선점형 EDF 스케줄링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센서 네트워크란 빛, 소리, 온도, 움직임 같은 물리적 

데이터를 센서 노드에서 감지하고 측정하여 중앙으로 전

달하고 처리하는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것

은 군사, 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기

술이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지역에 센

서 노드를 실제 필드에 뿌려 놓아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의 핵심은 센서 노드인 하드웨어 플랫폼

과 노드에 들어가는 초소형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센서 노드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로 컴퓨

터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극도로 제한

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센서노드 한 개에는 

8bit MCU와 8∼123 Kbyte의 플래시 메모리, 512 Byte 
∼4 Kbyte의 RAM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극심

한 자원의 제약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제의 크기

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사용자의 요구조건은 만족시

킬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센서 노드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중 대표적인 것이 UC
버클리에서 개발된 초소형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제인 

TinyOS [1]가 있다. TinyOS는 크기가 4000 Byte 이하, 
메모리 256 Byte 이하의 초소형 운영체제이다.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로 이루어 졌으며 이벤트 발생에 의해 동작

한다. 각각의 컴포넌트는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컴

포넌트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TinyOS를 구성한다. 
TinyOS는 C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nesC언어 [2]로 

프로그래밍 된다.
  TinyOS의 프로세스는 태스크와 이벤트로 나뉘며, 미
룰 수 있는 계산 작업은 태스크로 사용한다. 태스크는 

서로 다른 태스크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급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다른 

태스크가 수행 중에 있다면 수행 중인 태스크가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TinyOS의 반응성이 안 좋

아질 뿐만 아니라 실시간성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한다.
  최근 연구에서 TinyOS의 빠른 반응성을 위해 태스크 

간에 선점할 수 있도록 Priority Level Scheduler [3]가 

제안됐다. 이것은 기존에 한 개뿐인 태스크 큐를 5개로 

늘려서 관리한다. 즉, 총 5개의 우선순위가 있으며 각 우

선순위마다 따로 큐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Priority Level Scheduler의 선점 기능을 이

용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케줄러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TinyOS에 대표적인 실시간 스케줄

링 알고리즘인 EDF(Earliest Deadline First) [4]와 

Priority Level Scheduler를 사용한 선점형 EDF 스케줄

링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관련 연구를 

보이고, 3절에서 TinyOS에서 제공하는 EDF 스케줄링의 

한계를 보인다. 4절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선점형 

EDF 스케줄링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보인다.
2. 관련 연구

2.1. TinyOS
  UC 버클리에서 개발된 TinyOS는 이벤트 발생에 의한 

상태 전이 방식의 개념을 사용한 운영체제이다. 동시적

인 프로세싱 및 제한된 하드웨어 메모리 공간에서의 효

율적인 성능을 지원해준다. 상태머신 기반의 구조를 가

지며 응용프로그램은 각 독립적인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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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루어진다.
  TinyOS는 간단한 FIFO구조의 태스크 스케줄러와 재

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로부터 내려온 요청을 수행하는 커맨드 핸들러, 
하위 컴포넌트에서 올라온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

들러, 고정된 메모리 영역인 프레임, 스케줄러에 의해 수

행되는 태스크로 구성된다.
  TinyOS의 프로세스는 태스크와 이벤트로 나뉘며 태스

크는 다른 태스크에 의해 선점되지 않지만, 이벤트에 의

해서는 선점된다. 이벤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나 특정 

조건에서 호출되는 프로세스로 태스크를 선점할 수 있

다.
2.2. Priority Level Scheduler

  Cork 대학교의 Cormac Duffy가 처음으로 TinyOS에 

Priority Level Scheduler라는 선점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일반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선점 기능하고 비교

하여 다소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일단 TinyOS의 기본 스케줄러를 기반으로 하여 총 5
개의 FIFO큐를 사용한다. VERYHIGH, HIGH, BASIC, 
LOW, VERYLOW로 총 5개의 우선순위가 있고, 각 우선

순위마다 큐가 하나씩 존재한다.

(그림 1) Priority Level Scheduler의 큐 구조

 (그림 1)과 같이 큐가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에서 파

란색원은 태스크를 의미하고 각 태스크는 각 우선순위 

큐에 저장되어 있다. 최상위에 있는 VERYHIGH 우선순

위 태스크는 하위에 있는 모든 작업을 선점한다. 만약 

하위 큐의 작업이 수행 중에 VERYHIGH의 태스크가 수

행되려고 할 때 바로 선점하여 VERYHIGH 순위의 태스

크가 수행된다. 중간에 있는 HIGH, BASIC, LOW 우선

순위의 태스크는 기존의 TinyOS처럼 서로 선점할 수 없

고 원자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서 HIGH 우선순위의 큐가 

먼저 수행되고, BASIC 우선순위, LOW 우선순위 순으로 

수행된다. 최하위에 있는 VERYLOW 우선순위 태스크는 

다른 순위에 의해 선점 당한다.
  선점이 수행되면 현재 수행되는 태스크의 정보는 메모

리 어딘가에 저장되고 Context Switch가 수행된다. push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

고, pop 함수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레지스

터로 복구한다.
  Priority Level Scheduler는 TinyOS의 반응성을 높이

기 위해 추가된 선점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지만, 우선

순위를 미리 정적으로 주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3. TinyOS에서 제공하는 EDF 스케줄링의 한계

  TinyOS의 기술문서인 TEP 106 [5]은 TinyOS의 기

본 스케줄러 및 태스크에 관련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Tiny OS에 EDF 스케줄링을 적용한 것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것은 비선점 스케줄링을 기본으로 사용됐

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수행될 태스크가 

deadline을 인자로 포스팅 되면, 스케줄러가 태스크 식별

자와 deadline을 확인한다. 스케줄러는 태스크 큐에 있는 

태스크들의 deadline과 현재 들어온 태스크 deadline과 

비교하여 deadline이 빠른 순서로 정렬 상태가 되도록 

현재 들어온 태스크를 적절한 위치에 넣는다. 즉, 스케줄

러가 관리하는 FIFO큐의 태스크가 deadline이 빠른 순서

로 정렬시킴으로써 EDF 스케줄링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되면 태스크 수행순서가 FIFO 이므로 deadline이 빠른 

태스크가 먼저 큐에서 나와 수행된다. 수행 알고리즘을 

보면 EDF 스케줄링이 제대로 동작할 것처럼 보인다.

(그림 2) 비선점 기반 EDF의 문제점

  그러나 비선점 스케줄링이 기본이다 보니 (그림 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의 (a)에서 현재 

태스크 t0가 수행 중에 있고, 태스크 t1, t2가 차례로 태

스크 큐에서 대기 중이다. 이 때 태스크 t3가 포스팅 된

다. 그러나 태스크 t3의 deadline은 t0가 완료하기 전으로 

되어있다. 결국 비선점 방식을 사용하는 EDF 스케줄링 

방법은 (그림 2)의 (b)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t3의 

deadline이 가장 빨라 태스크 큐의 제일 앞쪽에 놓이게 

되지만, t0의 수행시간이 너무 길어서 t3의 deadline을 놓

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성 보장이 힘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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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그림 2)의 (c)와 같이 

t3가 t0를 선점하여 t3의 deadline을 만족시키고 t0의 수

행을 늦추면 된다. 본 논문은 (그림 2)의 (c)와 같이 선

점할 수 있는 EDF 스케줄링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선점형 EDF 스케줄러

  이번 절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선점형 EDF 
스케줄러에 대하여 알아본다. 선점형 EDF의 기본 정책, 
구조,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4.1. 기본 정책

  선점형 EDF는 Priority Level Scheduler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그림 3)에서 Priority Level Scheduler는 5 
개의 우선순위가 있다. 여기서 선점형 EDF에 맞춰서 모

든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그림 3)과 같이 할당한다.

(그림 3) 태스크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 할당

  우선 VERYHIGH 우선순위에 할당되는 작업은 매우 

급한 태스크이다. 이것은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보다 

deadline이 더 빨라서 현재 태스크를 선점해야 할 때 사

용한다. Priority Level Scheduler의 최고 우선순위를 사

용함으로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

장하고 deadline이 더 빠른 태스크를 먼저 수행시킨다.
  두 번째로 HIGH 우선순위는 deadline이 있는 태스크

에 할당된다. 이것은 선점형 EDF를 사용하는 모든 태스

크는 HIGH에 할당되고, HIGH의 우선순위 큐는 

deadline이 빠른 순서대로 정렬되어있다. 이는 deadline
이 있는 태스크를 일반 태스크보다 먼저 수행시켜 실시

간성을 우선적으로 보장시킨다.
  마지막으로 BASIC, LOW, VERY LOW 우선순위는 

deadline이 없는 일반 태스크에 할당한다. 이렇게 해서 

deadline이 있는 태스크에 좀 더 많은 수행 기회를 줌으

로써 실시간성을 보장한다. 
  그러면 VERYHIGH와 HIGH 우선순위를 구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일단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를 

Tc(Current Task)라 하고, 지금 막 포스팅된 태스크를 

Tn(New Task)라 하자. Tc는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이므

로 Tc의 deadline은 현재 포스팅된 모든 태스크보다 빠

르다. Tn이 포스팅되면 deadline이 가장 빠른 Tc와 비교

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① Tn의 deadline이 Tc의 deadline 보다 늦다.
   ② Tn의 deadline과 Tc의 deadline은 같다.
   ③ Tn의 deadline이 Tc의 deadline 보다 빠르다.
  여기서 Tc의 deadline은 Tc가 반드시 수행이 완료되어

야하는 시간이고, Tn의 deadline은 Tn이 반드시 완료되

어야하는 시간이다. ①의 경우를 보면 Tc의 deadline이 

Tn보다 빠르다. 이것은 Tn이 지금 당장 수행될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니다. 이때 Tn은 HIGH 우선순위를 부여하

고, HIGH 우선순위 큐 안에 있는 태스크들의 deadline과 

비교하여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삽입 후 HIGH 우선

순위 큐는 deadline이 빠른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

다.
  ②의 경우는 Tc와 Tn의 deadline이 같다. 이것은 Tc가 

그냥 수행될 수도 있고, Tn이 Tc를 선점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점을 하는 것은 Context Switch 같은 오

버헤드가 발생하므로 Tc가 그냥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Tn은 HIGH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HIGH 
우선순위 큐에 삽입한다. 여기서 Tn은 deadline이 Tc의 

deadline과 같으므로 HIGH 우선순위 큐 제일 앞쪽에 삽

입하여 Tc 수행 후 Tn이 수행되도록 한다.
  ③의 경우는 Tn의 deadline이 더 빠르다. 이런 경우는 

Tn이 Tc보다 더 급한 작업이므로 선점이 필요하다. 우선 

Tn은 VERYHIGH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러면 Priority 
Level Scheduler가 Tc의 작업을 멈춰서 해당 태스크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Tn이 수행되도록 한다. Tn이 

Tc를 선점함으로써 Tc의 수행 때문에 deadline을 놓치지 

않게 된다. 결국 TinyOS의 실시간성을 좀 더 높이는 효

과가 있게 된다.
4.2. 구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점형 EDF는 Priority Level 
Scheduler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Priority Level Sche 
duler의 단점으로 우선순위를 컴파일 하기 전에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선점형 EDF는 매 순간의 deadline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Priority Level 
Scheduler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은 

Priority Level Scheduler를 약간 수정해서 선점형 EDF
를 만들고자한다.
  선점형 EDF의 기본적인 컴포넌트 구조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총 5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 졌으며, 
(그림 5)에서 제일 하단의 2개의 컴포넌트는 Priority 
Level Scheduler의 일부분이다. (그림 4), (그림 5)는 

TinyOS 2.0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사용

한다. 타원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고, 한 줄로 된 사각형

은 module 컴포넌트이며, 두 줄로 된 사각형은 configu 
ration 컴포넌트이다. 또한 점선은 generic 컴포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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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는 최상위 컴포넌트인 (그림 4)의 

EDFTaskC를 연결하여 선점형 EDF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선점형 EDF 스케줄러의 컴포넌트 구조

  EDFTaskC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TaskBasic으로 

기본적으로 TinyOS에서 제공해준다. 또한 EDFTaskC는 

generic 컴포넌트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

게 한다. EDFTaskC에 연결된 EDFTaskImplC는 실질적

인 구현 부분으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EDFTaskC와 

동일하다. 그러나 태스크를 구분하기 위해 TaskBasic 
[uint8_t]와 같이 8bit 정수 값을 식별자로 사용한다.

(그림 5) EDFTaskImplC의 구조

  (그림 5)의 EDFTaskImplC는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

되고, TaskArbiterP는 VeryHighTaskImplP와 HighTask 
ImplP를 사용한다. 최하단의 2개의 컴포넌트는 Priority 
Level Scheduler의 일부분이고 VERYHIGH와 HIGH 우

선순위 태스크에 해당한다. 여기서 총 우선순위가 5개인

데 2개만 쓰는 이유가 4.1절에서 언급했듯이 선점형 ED 
F는 VERYHIGH와 HIGH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TaskArbiterP는 EDFTaskImplC 컴포넌트에서온 post 
command를 받은 후 4.1절에 나온 정책에 따라 우선순

위를 부여한 후 해당 우선순위의 컴포넌트로 post 
command를 보낸다. HIGH 태스크인 경우 HighTask 
ImplP 컴포넌트의 태스크 큐에 deadline 순서에 따라 삽

입된다. VERYHIGH 태스크인 경우 VeryHighTaskImplP 
컴포넌트로 가서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를 선점하여 수

행한다. 스케줄러에 의해 태스크가 수행될 차례가 오면 

큐에서 event를 발생하여 TaskBasic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응용프로그램까지 event가 도달하게 된다. event
함수로 정의된 사용자 태스크는 event를 받고 태스크가 

수행된다.
4.3. 사용

  앞 절에서는 선점형 EDF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절은 실제 개발자가 선점형 EDF를 어떻게 사용하

는지 알아본다. 예제 컴포넌트는 exampleP이고 Task 
Basic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그림 6) 선점형 EDF 사용예시 (wiring 부분)

  컴포넌트 연결은 (그림 6)과 같이 EDFTaskC를 Task 
Basic 인터페이스로 연결한다.

(그림 7) 선점형 EDF 사용예시 (모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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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략적인 소스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태스크

를 post 할 때는 TaskBasic의 postTask()를 호출하면 

되고, 인자 값으로 deadline 값을 넣어준다. 태스크 구현

은 TaskBasic의 runTask()에 구현하면 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TinyOS의 실시간성을 높이기 위해 선점형 

EDF 스케줄링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있던 비선점 기반

의 EDF 스케줄링은 매우 급한 태스크가 들어와도 현재 

수행되는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 TinyOS에 선점기능을 추가한 

Priority Level Scheduler가 제안되었다. 본 논문은 이것

을 사용하여 선점 가능한 EDF 스케줄러를 제안한다. 그
러나 Priority Level Scheduler는 컴파일 이전에 우선순

위를 미리 할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것

을 변형하여 수행 중에도 우선순위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선점형 EDF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실시간성

이 필요한 응용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TinyOS의 실시간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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