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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태스크(Task)가 데드라인(Deadline)을 가지고 동작하는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s)에서의 

스케줄링 기법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각 태스크의 주기(Period)와 데드라인이 같고, 태스크 간 

자유로운 프로세서(Processor) 선점(Preemption)이 가능한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태스크 간의 

우선순위가 고정이라면 RM(Rate Monotonic)이 최적의 스케줄링 기법이며 우선순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EDF(Earliest Deadline First)가 최적의 스케줄링 기법임이 알려져 있다[1]. 또한 이러한 

스케줄링 기법들을 확장하여 비주기적인 태스크가 있는 시스템이나 태스크 간 선점이 불가능한 시스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도 연구되고 있다[2, 3]. 그 외에 시스템의 부하에 

따라 태스크의 주기를 변화시키는 탄력적인 태스크 모델을 제안한 Buttazzo et al.[4]이나 최악 

수행시간이 아닌 평균 수행시간을 가지고 탄력적인 제어 방식을 도입한 Caccamo et al.[5], 시간에 

따라 데드라인이 변하는 상황에서의 스케줄 가능성 테스트(Schedulability check)에 대해 논한 Shih et 

al.[6]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7]을 확장하여 태스크의 수행 순서에 따라 데드라인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태스크를 

모델링하고 이러한 태스크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위한 두 단계의 기법을 소개한다. 

 

하나의 액추에이터(Actuator)를 공유하는 다중 태스크 시스템에서는 순서에 따라 각 태스크의 

데드라인이 변할 수 있다. 태스크의 수행 순서에 따라 데드라인이 변하는 상황을 모델링하기 위해 2족 

보행 로봇을 가정하고 각 태스크는 로봇의 다리를 액추에이터로 공유한다고 하자. 여기에 2개의 

태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을 고려하자. 이 중 전방의 장애물을 왼쪽으로 움직여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태스크를 T1이라 하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장애물을 앞으로 움직여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태스크를 

T2라 하자. 만일 로봇이 장애물을 피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T1과 T2의 데드라인은 각 장애물의 

속도와 현재 로봇과의 거리로 결정될 수 있다. 이 데드라인을 기본 데드라인이라 하자. 그런데 T2가 

먼저 수행되는 경우 로봇이 전진하기 때문에 정면의 장애물과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결정된 T1의 

기본 데드라인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로봇이 정면의 장애물을 피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이 

경우 기본 데드라인은 짧아져야 한다. 반대로 T1이 먼저 수행된다면 T2의 데드라인은 늘어나야 할 

것이다. 기본 데드라인에서 짧아진 데드라인은 각 태스크의 최악 데드라인이 되며 늘어난 데드라인은 

최상 데드라인이 된다. 이와 같이 앞서 수행되는 태스크에 따라 이후에 수행되는 태스크의 데드라인이 

변하는 시스템을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Task Systems with Shifting Deadlines)이라 하자.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에는 RM이나 EDF처럼 현재의 데드라인을 보고 태스크의 수행 순서를 정하는 

스케줄링 정책은 최적의 기법이 될 수 없다. 만일 RM이나 EDF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본 데드라인이나 최상 데드라인이 아닌 최악 데드라인을 각 태스크의 데드라인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너무 비관적으로 스케줄 가능성(Schedulability)을 판단하므로 이 시스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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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스케줄 가능성 

테스트(Schedulability check)를 위해 다음 두 단계의 기법을 제안한다. 

1. 스케줄 가능한 태스크 순서쌍 찾기 : 스케줄 가능한 태스크 순서쌍을 찾기 위해 스케줄링을 하는 

순간에 수행을 기다리는 태스크를 차례로 배치하여 그 중 모든 태스크의 데드라인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찾는 방법을 취한다. 만일 가능한 모든 순서쌍에 대해 각 태스크의 데드라인이 만족되는지 

알아본다면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현재 수행을 기다리는 태스크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어느 

시점에 4개의 태스크가 수행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시점에 알아봐야 하는 모든 순서쌍의 수는 

24(=4!)가지이다. 태스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아보아야 하는 순서쌍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알아보는 순서쌍을 제한하는 k-step 방법을 제안한다. 

k-step 방법은 N개의 태스크가 수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k개의 태스크는 순서를 바꾸어가며 

배치하고 나머지 N-k개의 태스크는 최악 데드라인이 짧은 순서로 배치하여 스케줄 가능성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다. N이 4이고 k가 2인 경우 k-step 방법에서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의 수는 12가지(=4P2)가 

된다. k가 N과 같아지면 모든 경우를 알아보는 것이 된다. k의 값이 작아질수록 스케줄 가능성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은 적게 들지만, 실제로는 스케줄 가능한 경우에도 스케줄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k값을 정해야 한다. 

2. 효율적인 태스크 순서쌍 결정 : 스케줄 가능한 순서쌍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어느 순서쌍을 

택하여 태스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A, B, C, 

D라는 4개의 태스크가 수행을 기다리고 그 중 ACDB의 순서와 CABD 순서가 둘 다 모든 태스크의 

데드라인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이라고 하면 둘 중 어느 순서쌍을 수행에 적용시켜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각 순서쌍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 좋은’  순서쌍을 골라서 적용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는 순서쌍에 있는 각 태스크의 데드라인을 유효 데드라인(Effective deadline)으로 바꾸고 

각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 여유시간’ 을 고려하여 순서쌍의 적합성 값(Fitness value)을 정한 

후 가장 높은 적합성 값을 갖는 스케줄 가능한 순서쌍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순서쌍의 적합성 값을 도출하는 적합성 함수(Fitness function)는 순서쌍에서 각 태스크가 가질 수 있는 

여유시간의 합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여유시간은 어떤 태스크를 앞 순서의 태스크 수행 종료 후 바로 

수행시켰을 때와 데드라인을 넘기기 전까지 최대한 미루어 수행시켰을 때 태스크 종료 시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그 시간이 이 태스크가 시스템에 줄 수 있는 여유시간이 되며 이러한 여유시간이 길수록 

스케줄 가능성 테스트를 할 때는 없었던 새로운 태스크를 시스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을 정의하고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위해 k개의 태스크에 대한 완전한 검색(Exhaustive search)과 여유시간에 기반한 

태스크 순서쌍 선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 기술된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은 적용 

범위가 좁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동 데드라인 태스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와 k-step 방법을 이용할 때 계산 시간에 따른 최적의 k값을 찾는 연구, 

여유시간에 기반하여 작성된 적합성 함수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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