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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실시간 서비스들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 중 하나는 Mobile Edge Computing이다. 이 기

술은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여 컴퓨팅 자원을 가상 머신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

신에서 수행 중인 실시간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실시간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가상 CPU에게 상속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하

지만 기존의 기법에서는 모든 가상 CPU들이 산발적으로 빈번하게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상속받기 때문에 

과도한 런타임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실시간 태스크가 제한된 시간 이내에 CPU 시간을 제대

로 할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케줄링 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간헐

적 우선순위 상속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과도한 우선순위 상속 횟수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태스크

들을 선별된 적은 수의 가상 CPU들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 CPU들만이 간헐적으로 실시간 태스크의 우

선순위를 상속받는다.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연구진은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기법에 비해 실시간 

태스크에게 평균 33.24%의 CPU 시간을 더 할당하여 스케줄링 가능성을 개선한 것을 확인했다. 

1. 서  론 

 

자율 주행 자동차, 모바일 증강 현실과 같은 차세대 

실시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 중 하나는 

실시간 클라우드이다. 실시간 클라우드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아키텍처들 중 하나는 Mobile Edge 

Computing(MEC)이다[1]. MEC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비결정적인 지연 시간을 제거하기 위해 모바일 장치의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끝단에 엣지 노드를 배치하여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엣지 노드는 다수 서버들로 

구성된 컴퓨팅 자원을 말하며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 머신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 상에서 수행 중인 실시간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 머신 상에서 수행 중인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하이퍼바이저에게 전달하고 이에 

기반하여 스케줄링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2][3]. 

이 기법들은 우선순위를 전달하는데 수반되는 런타임 

오버헤드를 경량화 하기 위해 진화되어 왔다. 초기에는 

가상 CPU에서 수행 중인 태스크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때마다 하이퍼콜을 통해 우선순위를 해당 가상 

CPU에게 상속했다. 하지만 모든 가상 CPU들이 문맥 

교환을 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상속받아서 굉장히 큰 

런타임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시간 

태스크가 제한된 시간 이내에 CPU 시간을 할당 받지 

못하게 되어 스케줄링 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이퍼콜이 아닌 공유 메모리를 

통한 우선순위 상속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기법은 가상 CPU의 우선순위에 대한 태스크와 

하이퍼바이저 간의 동기화 측면에서 거짓 긍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간헐적 우선순위 상속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과도한 우선순위 상속 작업에 의한 런타임 오버헤드를 

단축하여 실시간 태스크가 받아야 할 CPU 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태스크들을 선별된 적은 

수의 가상 CPU들로 이주한다. 그 가상 CPU들만이 

하이퍼콜을 통해 실시간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간헐적으로 상속받는다. 

본 연구진은 제안된 기법을 KVM 2.0.0이 탑재된 

서버와 Linux 커널 4.4.0이 탑재된 가상 머신 상에 

구현했다.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제안된 기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실시간 태스크에게 평균 33.24%의 

CPU 시간을 더 할당하여 스케줄링 가능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2. 가상화된 실시간 클라우드의 스케줄러 

가상화된 실시간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게스트 OS와 

하이퍼바이저는 각각 리눅스와 KVM이다. 이들은 모두 

리눅스 스케줄러를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리눅스 

스케줄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제공되는 

것들 중 데드라인 스케줄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리눅스는 데드라인, 실시간 그리고 공정 스케줄러를 

제공한다. 데드라인 스케줄러는 EDF(earliest deadline 

first)와 CBS(constant bandwidth server) 정책을 

혼용하여 사용한다[4]. 실시간 스케줄러는 FIFO 또는 

RR(round robin) 정책을 사용한다. 공정 스케줄러는 

CFS(completely fair scheduler)를 사용한다[5]. 

데드라인 스케줄러를 설명하기 위해 태스크 수행 

모델, 런큐 자료 구조, 스케줄링 메커니즘, 태스크 이주 

메커니즘 순서로 설명한다. 태스크 수행 모델은 CBS의 

모델을 따른다. 각 태스크는 버짓, 주기, 데드라인을 

가진다. 런큐 자료 구조는 각 CPU마다 존재하며 

런큐의 태스크들은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 

스케줄링 메커니즘은 매 스케줄링 틱 마다 런큐의 

태스크들과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 중에 가장 

데드라인이 빠른 것을 다음 수행될 태스크로 선정한다. 

태스크 이주 메커니즘은 분할된(partitioned)과 

전역적(global) 정책을 모두 지원한다. 분할된 정책은 

태스크의 CPU 친화도(CPU affinity)를 하나의 CPU로 

설정함으로써 지원한다. 다른 경우 전역적 정책이 

사용되며, 태스크 이주는 푸시 또는 풀 형태로 동작한다. 

푸시 형태의 태스크 이주는 생성되거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태스크를 모든 런큐들 중에 가장 빨리 수행될 

수 있는 런큐로 이주한다. 풀 형태의 태스크 이주는 

CPU가 이상(idle) 상태가 됐을 때, 다른 CPU의 

런큐들에 있는 태스크들 중에 데드라인이 가장 빠른 

태스크를 자신의 런큐로 이주한다. 

 

3. 대상 시스템 모델과 문제 정의 

그림 1은 대상 시스템 모델을 나타낸다. 대상 

시스템은 가상 머신들이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스케줄링 

되는 구조이다. 가상 머신의 게스트 OS는 실시간 

태스크 , , … , 와 비실시간 태스크 , , … , 를 

각각 데드라인 스케줄러와 CFS를 통해 가상 CPU 

, , … ,  상에서 스케줄링한다. 실시간 태스크 는 

버짓 , 주기 , 데드라인 을 가지며, 라고 

가정한다. 가상 CPU의 우선순위는 수행 중인 태스크의 

우선순위 타입이 변경될 때마다 상속받는다. 타입은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우선순위가 있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 마다 가상 CPU들을 실시간과 비실시간 

cgroup에 포함시키며 CFS를 통해 물리 CPU 

, , … ,  상에서 스케줄링한다. 그 두 

cgroup들에는 각각 실시간 우선순위 그리고 비실시간 

우선순위를 갖는 가상 CPU들이 속한다.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에 속하는 각 

에 대하여 마다 만큼의 CPU 시간 할당을 

보장하기 위해 태스크와 가상 CPU 간의 우선순위 상속 

작업들에 의한 런타임 오버헤드를 단축하는 것이다. 

 

4. 간헐적 우선순위 상속 기법 

제안된 기법은 모든 실시간 태스크들을 적은 수의 

가상 CPU로 이주함으로써 태스크의 우선순위 상속 

횟수를 줄인다. 그림 2는 대상 시스템 상에서 제안된 

기법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된 기법은 실시간 

태스크가 생성되거나 종료 될 때마다 태스크 구분 

단계와 태스크 이주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한다. 

4.1. 태스크 구분 단계(Task Classification Phase) 

태스크 구분 단계에서는 각 가상 CPU에서 수행 중인 

태스크 , … , 를 각 가상 CPU에서 수행될 

실시간 태스크 , … , 와 비실시간 태스크 

, … , 로 구분한다. 은 실시간 태스크들이 

그림 2. 간헐적 우선순위 상속 메커니즘 

그림 1. 대상 시스템 모델 



수행될 가상 CPU의 개수를 의미한다. 에 속하는 각 

에 대하여 마다 만큼의 CPU 시간 할당을 

보장하기 위해 위해 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각 코어 별로 수행될 태스크를 결정하는 정책은 

기존의 데드라인 스케줄러와 CFS의 정책을 따른다. 

4.2. 태스크 수행 단계(Task Migration Phase) 

태스크 이주 단계에서는 과 를 사용한 태스크 

이주, 가상 CPU의 우선순위 상속, 태스크의 CPU 

친화도 설정 작업들을 수행한다. 실시간과 비실시간 

태스크의 CPU 친화도는 각각 , … , 와 

, … , 로 설정된다. 이 세가지 작업들의 수행 

순서는 의 변화도에 따라 다르다. 

이 이전에 비해 증가된 경우, 추가된 실시간 가상 

CPU의 우선순위 상속 작업을 수행하고 태스크 이주 

작업을 수행한 후에 태스크의 CPU 친화도 설정 작업을 

수행한다. 이 이전과 같을 경우, 태스크 이주 작업을 

수행한 후에 태스크의 CPU 친화도 설정 작업을 

수행한다. 이 이전에 비해 감소된 경우, 태스크 이주 

작업을 수행하고 감소된 실시간 가상 CPU들에 대한 

우선순위 상속 작업을 수행하고, 태스크의 CPU 친화도 

설정 작업을 수행한다. 

 

5. 실험 설계와 검증 결과 

본 연구진은 제안된 기법을 표 1과 같은 실험 환경에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실시간 태스크들의 스케줄링 

가능성을 평가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검증 시나리오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요구하는 ADAS 

서비스들 중 EP, VD, LD, PD, TSR, ECD, SR, RP를 

MEC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Xu Yunlong은 이들의 

WCET를 6, 8, 16, 40, 380, 99, 200, 480ms로 주기를 50, 

50, 50, 100, 1000, 300, 1000, 6000ms로 설계했다[6]. 

이를 토대로 본 연구진은 각각에 대한 , , … , 를 

생성했다. 그리고 PARSEC를 사용하여 , , … , 를 

생성했다[7]. 측정값은 스케줄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시간 태스크가 할당 받은 CPU 시간이다. 

실험은 네이티브 머신, 기존 기법이 탑재된 가상 

머신[2],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이 탑재된 가상 머신 

상에서 각각 20회 수행했다.  

그림 3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시간 태스크 별로 

제공받은 CPU 시간은 네이티브 시스템을 기준으로 

정규화 됐다. 기존 기법이 탑재된 가상 머신 상에서 

수행되는 실시간 태스크는 네이티브 머신에서 수행될 

때에 비해 평균 57.64%의 CPU 시간만을 제공받는다. 

반면 제안된 기법이 탑재된 가상 머신 상에서는 평균 

90.87%의 CPU 시간을 제공 받는다. 손실된 비실시간 

태스크의 가용 CPU 사용률은 0.25%으로 미미하다. 

 

6. 결  론 

본 논문은 적은 수의 가상 CPU에 실시간 태스크들 

이주시켜 우선순위 상속에 의한 런타임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했다. 제안된 

기법은 실시간 태스크에게 기존 기법에 비해 평균 

33.24%의 CPU 시간을 더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진은 스케줄링 가능성을 개선한 것을 확인했다. 

향후에는 시스템 모델을 확장하여 실시간 태스크가 

수행될 가상 CPU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우선순위 

상속 작업을 고도화하여 스케줄링 가능성을 더욱 

개선하는 기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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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결과 

표 1. 실험 환경 

HW 
CPU Intel i5-650 quad-core 3.20GHz 

Memory 8GB 
Storage 512GB 

SW Guest OS Linux kernel version 4.4.0 
Hypervisor KVM QEMU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