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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요약 내용 

데이터, 알고리즘 중심적인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이 주목 받으며 멀티코어

와 GPU 등의 컴퓨팅 유닛의 활용도 및 관련 연구가 증가해 왔다. 컴퓨

팅 유닛은 미리 정해진 수의 병렬 스레드로 구현한다는 이전의 가정과 

달리 최근에 병렬화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이 멀티버전의 실행시간을 갖

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멀티버전의 실행 시간을 갖는 태스크를 가

정할 경우 버전 선택과 로컬 데드라인 선택의 자유에 의한 스케줄 가능

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멀티버전의 실행 시간을 갖는 멀티페이즈 워크로

드의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최적의 버전과 로컬 데드라인을 최적화 

문제로 바꾸어 풀어 할당한 뒤, 이미 존재하는 최적의 순차적 스포라딕 

태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케줄링 하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제안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1개의 코어를 쓰는 버전을 

LLREF로 스케줄링한 것보다 최대 600% 더 많은 태스크를 스케줄링 할 

수 있었고 최대의 코어를 쓰는 버전을 LLREF로 스케줄링한 것보다 최

대 300% 더 많은 태스크를 스케줄링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멀티버전 실행시간, 멀티코어, 병렬 태스크,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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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기반 데이터나 기능의 증가로 인해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은 더욱 데

이터, 계산 중점적으로 변해왔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각종 센서의 경

우 1초에도 수십 번씩 여러 센서에서의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러

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 차량 조종에 도움을 주는 실시간 처리 기법

이 추가되었다. 교통 관제 시스템의 경우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들어

오는 각종 교통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해 효율적인 교통 관제를 하게 

된다. 이런 막대한 데이터나 복잡한 알고리즘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멀티코어나 GPU의 활용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러한 리소스들

을 최적으로 쓰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로 [9], [10], [11]같은 

경우 여러 개의 순차적인 태스크를 동종의 멀티코어 CPU를 이용하여 

스케줄링 하는 문제에 접근했으며 반면에 [15], [16]의 경우 병렬 태

스크를 멀티스레드로 구성된 세그먼트의 순차적인 집합으로 모델링하

는 방법으로 스케줄링 방법을 접근하기도 했다. [26] 에서는 더욱 일

반적인 병렬 태스크 모델인 DAG(Directed Acyclic Graph)로 모델링

했으며 여기서 각 DAG는 여러 개의 병렬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연구들은 계산 리소스에 고정된 수의 스레드를 할당하

는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이종 프로그래밍 플랫폼인 OpenCL

이나 병렬 프로그래밍 플랫폼 OpenMP등 에서는 한 프로그램을 다른 

수의 스레드를 써서 병렬화할 수 있다. OpenCL 커널의 경우 런타임 

인자로 그러한 스레드의 수를 명시할 수 있으며, 스레드의 수에 따라 

실행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병렬화의 차이에 

따라 실행 시간이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멀티버전 실행시간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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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1.1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예제인 경계 검

출 프로그램은 무인 자동차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되며 스레드의 수, 

각 버전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어 각 코어에서 처리한다. 그림에서 보

이는 것처럼 각 버전에 따라 병렬화 정도에 따라 실행 시간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멀티코어 상에서의 경계 검출 알고리즘  

실행 시간의 실제 측정 결과, (Intel®  Core™ i7) 

이러한 발견에서 동기를 얻어 본 논문에서는 멀티버전 실행 시간을 

갖는 태스크에서 스케줄 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버전을 선택을 

통한 스케줄링 문제를 접근하려 한다. 워크로드는 간단한 DAG인 멀

티페이즈를 기반으로 한 스포라딕(Sporadic) 병렬 태스크 이며, 각 

페이즈의 정점은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멀티페이즈 

워크로드를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기존의 싱글버전 기반

의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활용하여, 

스케줄 가능성을 시험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버전 선택과 로컬 데

드라인 설정에 중점을 둘 것이다. 버전 선택과 로컬 데드라인의 설정

은 문제 풀이의 용이성을 위해 기존의 이산적인 버전 분포를 연속적인 

곡선의 분포로 확장한 뒤 이를 최적화 문제로 바꾸어 대수적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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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최적의 해를 다시 기존의 이산적인 분포에서의 버전으로 매핑

하는 과정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래의 멀티페이즈 

태스크는 순차적인 스포라딕 태스크로 변형되며 이미 증명된 최적의 

순차 스포라딕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을 이용하여 스케줄링 할 수 있다.  

이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시스템을 정의하

고 주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정의한다. 3장에서는 싱글버전 실행 시간을 

갖는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멀티버전 실

행 시간을 갖는 워크로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싱글버전 스케줄링과의 

스케줄가능성 측면에서 비교하여 분석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관련 연

구를 정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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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제 기술 

 

이 장에서는 멀티코어 상에서의 멀티버전 실행시간을 갖는 실시간 

병렬 태스크의 스케줄링 문제를 정의한다. 그를 위해 먼저 대상이 되

는 시스템을 기술하고, 그 다음으로 문제를 정의한다. 

 

 시스템 모델 2.1

2.1.1 리소스 모델 

리소스 R 은 m개의 선점형 리소스(CPU 코어)의 집합이다.  

R = {𝑟ℎ | 1 ≤ ℎ ≤ 𝑚} 

 

2.1.2 워크로드 모델 

워크로드 τ은 n개의 스포라딕(sporadic) 경성 실시간 태스크들의 

집합이다.  

τ = {τ𝑖 | 1 ≤ 𝑖 ≤ n} 

각 태스크 τ𝑖는 멀티페이즈 DAG G𝑖 , 최소 생성 시간 간격 T𝑖 그리

고 상대적 데드라인 D𝑖로 구성된다. 

τ𝑖 = (𝐺𝑖, 𝑇𝑖, 𝐷𝑖) 

멀티페이즈 G𝑖는 정점(vertex)과 두 정점을 연결하는 방향 간선

(directed edge)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G𝑖의 k번째 정점은 𝜏𝑖
𝑘로 표시

하며, 방향 간선은 간선으로 연결된 두 정점 중, 이전의 정점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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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나야 다음 정점의 실행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멀티페이즈 DAG의 각 정점은 멀티 버전의 WCET(Worst Case 

Execution Time)를 갖는다. 다시 말해, 각 정점은 병렬화 정도에 따

라 여러 개의 스레드로 실행될 수 있으며, 병렬화되는 스레드의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실행 시간을 갖는다.  

그림 2.1에서는 예로 8개의 정점과 8개의 방향 간선을 갖는 DAG

와 DAG의 첫 번째 정점인 𝜏𝑖
1의 WCET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2.1 (b) 의 WCET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병렬화의 정도에 따

라 WCET는 달라지며, 또한 같은 병렬화 정도에서의 스레드들은 서로 

다른 실행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제부터 병렬

화되는 정도에 따른 실행 시간 옵션을 ‘버전’이라고 칭하겠다. 

 

(a) 멀티페이즈 G𝑖                    (b) 𝜏𝑖
1의 WCET table 

 

그림 2.1 멀티페이즈와 멀티버전 WCET 예제 

 

2.1.3 스케줄 모델 

스케줄은 매 시간마다 리소스 𝑟ℎ이 어떤 태스크의 정점의 실행을 

위해 할당될 지를 정한다. 이와 같은 스케줄은 각 리소스 𝑟ℎ마다 존재

하며 이 때, 유효한 스케줄은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이 때 유효

한 스케줄이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의 스케줄을 말한다. 

V1) 작업은 반드시 생성 시간 이후와 데드라인 전에만 실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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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어떤 정점을 실행할 때, 스케줄은 해당 정점의 생성 시간으

로부터 상대적 데드라인만큼의 시간 동안에 존재해야 하며, 그 때를 

제외한 시간에서의 스케줄은 무효다.  

V2) 정점은 병렬화되는 스레드의 수에 따라 다른 실행 시간을 가

지는데, 이 때 선점형 리소스들에서 정점이 실행된 시간의 총 합은 병

렬화된 스레드의 수에 해당하는 WCET와 같아야 한다. 

V3) 방향 정점으로 연결된 두 정점 중에 뒤에 오는 정점은 앞의 

정점의 실행이 끝마친 후에 시작될 수 있다. 비록 뒤에 오는 정점이 

생성되었더라도 앞의 정점의 실행이 끝나고 나서 실행될 수 있다. 

 

 문제 정의 2.2

리소스 R과 워크로드τ가 주어졌을 때, 스케줄 알고리즘은 모든 태

스크의 정점들의 생성 시간에 해당하는 스케줄을 제공한다. 만약 정점

들의 생성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모든 경우에 대해 스케줄 알고

리즘이 제공하는 스케줄이 유효하다면 그 스케줄 알고리즘은 실현 가

능(feasible)하며, 이런 실현 가능한 스케줄 알고리즘이 존재할 때 워

크로드τ이 리소스 R에서 스케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 대상이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리소스 R과 워크로드τ가 주어졌을 때 스케줄 가능한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둘째, 스케줄 가능할 경우, 실제로 실현 가

능한 스케줄 알고리즘을 얻는 문제.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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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 

 

이 장에서는 정의한 문제를 푸는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먼저 싱글버전 실행시간을 갖는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에 대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어서 이를 확장하여 멀티버

전 실행시간을 갖는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에 대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스케줄링 3.1

3.1.1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모델 

페이즈(phase)란 서로 독립적인 정점들의 집합으로, 같은 페이즈 

안에 속한 정점들 간에는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페이즈에 

속한 정점들 과는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DAG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전 페이즈에 속한 정점들은 다음 페이즈에 속한 정점들 보다 우선한다. 

즉, 이전의 페이즈에 속한 정점들의 실행이 모두 끝나야 다음 페이즈

에 속한 정점의 실행이 시작될 수 있다.  

DAG G𝑖는 𝑛𝑖개의 페이즈 φ𝑖𝜂(1 ≤ 𝜂 ≤ 𝑛𝑖)가 순차적으로 연결된 형

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멀티페이즈라 부르고 멀티페이즈로 표현

될 수 있는 스포라딕 태스크들의 집합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라 한다. 

그림 3.1(a)에서는 4개의 페이즈로 구성된 DAG의 예제를 볼 수 있다. 

다른 페이즈 간에 속한 정점들은 서로 전후 관계가 존재하고, 한 정점 

안에 속한 스레드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멀

티페이즈 모델은 그림 3.1(b)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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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멀티페이즈로 표현된 표현된 DAG G𝑖 

 

(b) 독립적인 스레드들로 구성된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그림 3.1 멀티페이즈 예제  

페이즈에서의 총 실행 시간은 페이즈에 속한 스레드들의 실행 시간

의 합이다.  

C𝑖𝜂 = ∑ 스레드의  𝑊𝐶𝐸𝑇

thread ∈ φ𝑖𝜂

 

최소 실행 시간 𝐶𝑖𝜂
𝑚𝑖𝑛 은 페이즈에 속한 스레드들 중에 가장 큰 

WCET값이다. 즉, 다수의 리소스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정점들의 실

행을 마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한다.  

𝐶𝑖𝜂
𝑚𝑖𝑛 = max

thread ∈ φ𝑖𝜂

스레드의 𝑊𝐶𝐸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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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총 실행 시간, 최소 실행 시간 예제 

그림 3.2에서 총 실행 시간과 최소 실행 시간의 예제를 볼 수 있다. 

병렬화된 스레드의 수가 3이고 각각의 실행 시간이 10, 8, 8일 때 최

소 실행 시간은 10, 총 실행 시간은 26이 된다. 

태스크 τ𝑖의 덴시티 δ𝑖는 총 실행 시간을 데드라인으로 나눈 값으로, 

태스크가 생성되고 상대적 데드라인만큼의 시간 동안 태스크τ𝑖를 실행

하는데 필요한 평균 리소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태스크 τ𝑖의 총 실행

시간 𝐶𝑖는 태스크에 속한 페이즈들의 총 실행 시간 합이다. 

δ𝑖 =
𝐶𝑖
𝐷𝑖
,   (𝐶𝑖 = ∑ C𝑖𝜂

φ𝑖𝜂 ∈ τ𝑖

) 

3.1.2 싱글버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기존에 알려진 순차적인 스포라딕 태스크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는 LLREF[7], DP-fair[9], U-EDF[11] 등이 있다. 어떤 특정시간

에, 실행 중인 태스크들의 덴시티의 합을 순간 최대 덴시티, δ𝑚𝑎𝑥라고 

할 때, 위 알고리즘들은 순간 최대 덴시티 δ𝑚𝑎𝑥가 리소스의 개수인 m

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어떤 순차적인 스포라딕 태스크도 스케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모델에서, 같은 페이즈에 속한 스레드들은 동

시에 생성되고, 이전 페이즈에 속한 스레드들의 실행이 모두 끝나야 

다음 페이즈에 속한 스레드들이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만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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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들마다 상대적인 로컬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페이즈 안에 속한 

모든 스레드는 같은 데드라인을 갖는다고 할 때, 다음 페이즈의 생성 

시간은 이전 페이즈의 생성 시간으로부터 데드라인에 도착했을 때와 

같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페이즈의 생성 시간과 페이즈의 덴

시티δ𝑖𝜂를 정의할 수 있다. 

페이즈의 생성 시간 =태스크의 생성 시간+∑이전 페이즈의 로컬 데드라인
 

 

δ𝑖𝜂 =
C𝑖𝜂

d𝑖𝜂
 

또한, 한 태스크 안에서는 한 개의 페이즈의 실행이 끝나야 다른 

페이즈의 실행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떤 순간이든 한 개의 

페이즈만 실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두 개의 페이즈가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스크τ𝑖의 순간 최대 덴시티는 태스크에 속한 페이즈의 덴

시티들 중에 가장 큰 값이 된다.  

𝛿𝑖
𝑚𝑎𝑥 = max

φ𝑖𝜂 ∈ τ𝑖
δ𝑖𝜂 = max

φ𝑖𝜂 ∈ τ𝑖

C𝑖𝜂

d𝑖𝜂
 

그러므로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순간 최대 덴시티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δ𝑚𝑎𝑥 =∑𝛿𝑖
𝑚𝑎𝑥

τ𝑖

=∑ max
φ𝑖𝜂 ∈ τ𝑖

C𝑖𝜂

d𝑖𝜂
τ𝑖

 

여기서 각 병렬 태스크는 스포라딕 태스크이므로 태스크의 특정 페

이즈가 언제 실행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순간 최대 덴시티는 각 태스크의 페이즈들 중에 덴시티가 가장 큰 페

이즈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최악의 경우의 덴시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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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순간 최대 덴시티 

그림 3.3 에서 3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예

를 볼 수 있다. 그림과 같이 φ13 , φ22, φ33가 동시에 실행 될 때 페이

즈들 덴시티의 합이 최대가 된다. 그러므로 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순간 최대 덴시티는 2.3이 된다. 

정리하자면,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순간 최대 덴시티 δ𝑚𝑎𝑥가 리소

스의 개수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워크로드τ는 이전에 언급한 순차적 

스포라딕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케줄 가능하다. (i.e., 

LLREF, DP-fair, U-EDF). 

그러므로 싱글버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결

국 각 페이즈의 로컬 데드라인을 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16]에서는 

페이즈의 로컬 데드라인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로컬 

데드라인을 각 페이즈의 총 실행 시간에 비례하게 할당해, 태스크에 

속한 각 페이즈 덴시티가 일정하게 맞춰지도록 했고 이를 통해 태스크

의 최대 덴시티 δ𝑚𝑎𝑥를 낮추려 했다. 

싱글버전과 달리 멀티버전의 실행 시간을 갖는 멀티페이즈 워크로

드는 로컬 데드라인뿐만 아니라 버전을 선택을 통해 각 페이즈의 총 

실행 시간까지도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 비해 

더 좋은 스케줄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이어서 멀티버전 멀티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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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를 위한 버전, 로컬 데드라인을 할당하는 문제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1.3 멀티버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싱글버전의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경우 각 페이즈의 총 실행 시간

과 최소 실행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으나 멀티버전의 경우 각 정점

에서 어떤 버전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값들이 달라지게 된다. 페이

즈가 갖는 버전의 가짓수는 페이즈에 속한 각 정점들의 버전의 수를 

모두 곱한 것과 같다.  

아래는 멀티버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총 실행 시간𝐶𝑖𝜂과 최소 

실행 시간𝐶𝑖𝜂
𝑚𝑖𝑛의 정의를 보여준다.  

정점 𝜏𝑖
𝑘의 총 실행 시간 ∶  선택된 버전에서의  

스레드들의 𝑊𝐶𝐸𝑇의 합 

𝐶𝑖𝜂 = ∑ 정점 𝜏𝑖
𝑘의 총 실행 시간

𝜏𝑖
𝑘 ∈ φ𝑖𝜂

 

정점 𝜏𝑖
𝑘의 최소 실행 시간 ∶  선택된 버전에서의  

스레드들의 𝑊𝐶𝐸𝑇중 가장 큰 값 

𝐶𝑖𝜂
𝑚𝑖𝑛 = max

𝜏𝑖
𝑘 ∈ φ𝑖𝜂

정점 𝜏𝑖
𝑘의 최소 실행 시간 

일반적으로 정점에서의 병렬화 정도를 높일 경우 총 실행 시간은 

증가하며 실행을 마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 최소 실행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높은 버전을 선택할수록 실행을 마치는데 걸리

는 최소한의 시간이 작아져, 정점의 실행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총 실행 시간은 많아져 더 많은 리소스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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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페이즈 φ𝑖𝜂의 총 실행 시간, 최소 실행 시간 예제 

그림 3.4에서는 페이즈φ𝑖𝜂의 (C𝑖𝜂 , 𝐶𝑖𝜂
min ) 조합의 예를 보여준다. 페

이즈에 속한 정점에서의 버전 조합에 따라 페이즈 φ𝑖𝜂는 총 3가지의 

병렬화 버전을 갖게 된다.  

(C𝑖𝜂 , 𝐶𝑖𝜂
𝑚𝑖𝑛) 조합은 [11]에서도 스케줄링의 기준으로 쓰이기도 했

다. 그러나 고려해야 하는 조합의 수가 정점의 수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매우 커진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몇 개의 조합을 제외하도록 한다. 

페이즈의 버전들에 해당하는 (C𝑖𝜂, 𝐶𝑖𝜂
𝑚𝑖𝑛) 조합들 중에서 C𝑖𝜂1 ≤ C𝑖𝜂2

이고 𝐶𝑖𝜂1
𝑚𝑖𝑛  ≤  𝐶𝑖𝜂2

𝑚𝑖𝑛의 조건을 만족하는 (C𝑖𝜂1, 𝐶𝑖𝜂1
𝑚𝑖𝑛), (C𝑖𝜂2, 𝐶𝑖𝜂2

𝑚𝑖𝑛) 조합

이 있다면, 두 번째 조합을 조합들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 조합은 첫 

번째 조합으로 대체되어도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더 높은 병렬성을 갖는 버전을 선택하는 이

유는 총 실행 시간(C𝑖𝜂)이 증가하더라도 최소 실행 시간(𝐶𝑖𝜂
𝑚𝑖𝑛)의 값이 

감소하여 실행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인데, 총 실행 시간과 최소 실

행 시간 모두가 큰 조합은 둘 모두가 작은 조합에 비해 이점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림 3.5 (a) 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이와 같이 제외되는 조

 

 

 

 

(a) 정점1의  

WCET 테이블 

 

 

 

(b) 페이즈 φ𝑖𝜂의  

(C𝑖𝜂, 𝐶𝑖𝜂
min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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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들을 나타내며 검정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페이즈 φ𝑖𝜂에 남게 되는 

조합들이다. 최종적으로, 페이즈의 버전으로 선택할 때는 검정색으로 

표시된 조합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a) 초기의 (C𝑖𝜂, 𝐶𝑖𝜂

𝑚𝑖𝑛) 조합          (b) 확장된 연속 함수 𝐶𝑖𝜂
𝑚𝑖𝑛(C𝑖𝜂) 

 

그림 3.5 페이즈 φ𝑖𝜂을 위한 연속적인 곡선으로 확장된 워크로드 

그런데 이런 조합이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먼저 연속적인 곡선으로 확장한 뒤 대

수적으로 문제를 풀고, 선택된 점을 초기의 (C𝑖𝜂 , 𝐶𝑖𝜂
𝑚𝑖𝑛) 조합 중 하나

로 매핑하도록 하겠다. 

먼저 앞서 제외되지 않고 남은 조합들을 근사적으로 포함할 수 있

는 연속 감소 함수인 𝐶𝑖𝜂
𝑚𝑖𝑛(C𝑖𝜂)를 도출한다. (C𝑖𝜂, 𝐶𝑖𝜂

𝑚𝑖𝑛) 조합 중에 가

장 작은 C𝑖𝜂값을 𝐶𝑖𝜂
0 이라 할 때, 𝐶𝑖𝜂

𝑚𝑖𝑛(C𝑖𝜂) 함수는 𝐶𝑖𝜂
0  ≤ C𝑖𝜂에서 정의

되는 연속 감소 함수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곡선을 얻는 방법으로, 많

은 커브 피팅(Curve Fitting)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선형 회귀법을 쓰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페이즈1의 남은 조합의 점들

에 선형 회귀법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선형 함수 𝐶𝑖𝜂
𝑚𝑖𝑛(C𝑖𝜂)를 얻을 

수 있다. 

𝐶𝑖𝜂
𝑚𝑖𝑛(C𝑖𝜂) =  −0.4 ∙ C𝑖𝜂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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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b)에서 위 함수를 그래프로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위와 같이 얻어진 𝐶𝑖𝜂
𝑚𝑖𝑛(C𝑖𝜂) 함수로부터 C𝑖𝜂를 찾

고, 그에 맞는 로컬 데드라인  𝑑𝑖𝜂를 할당하는 일이다. 

먼저 멀티버전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스케줄 가능성 시험의 조건

은 아래와 같다. 

명제1. 주어진 (𝐶𝑖𝜂 ,  𝑑𝑖𝜂)에서, 순차적인 멀티페이즈 워크로드는 아

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할 때 𝑚개의 선점형 리소스에서 스케줄 가능

하다. 

S1) δ𝑚𝑎𝑥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주어진(C𝑖𝜂 ,  d𝑖𝜂))  ≤  𝑚 

S2) ∀1 ≤ i ≤ n, ∑  d𝑖𝜂
𝑛𝑖
𝜂=1  ≤   D𝑖 

S3) ∀1 ≤ i ≤ n, ∀1 ≤ 𝜂 ≤ 𝑛𝑖,   𝐶𝑖𝜂
𝑚𝑖𝑛  ≤   d𝑖𝜂 

이 경우에 순차적인 스포라딕 워크로드에서 동작하는 [6][7], [9], 

[11]에서 사용된 최적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효한 스케줄

을 만들 수 있다. 

증명. 만약 S1)을 만족하면, 최대 덴시티가 m을 넘지 않는다. 명제

에서 언급한, 이런 워크로드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증명된 이전의 스

케줄링 알고리즘들을 쓸 수 있다. S2)는 로컬 데드라인의 합이 태스크 

데드라인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며 S3)는 페이즈의 최소 실

행 시간이 로컬 데드라인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스케줄은 자연히 V1)와 V2)를 만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워크로드는 스케줄 가능하다. 

명제1에 기반하여, 스케줄링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각 태

스크의 각 페이즈 별로 (Ciη,  diη) 즉, 버전과 로컬 데드라인을 결정할 

때, 명제1의 스케줄가능성 조건 S2)와 S3)를 만족하면서 워크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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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최대 덴시티를 가능한 작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워크로드의 

순간 최대 덴시티가 리소스의 수인 m보다 작게 되면 스케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명제1에 의해 최적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스케줄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하는 스케줄링 방법으로는 스케줄 가

능하지 않다는 결과를 낸다. 

태스크에 속한 페이즈는 다른 태스크에 속한 페이즈의 버전이나 로

컬 데드라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태스크의 최대 덴시

티의 합으로 구해지는, 워크로드의 순간 최대 덴시티를 최소로 만드는 

문제는 각 태스크마다 최대 덴시티를 최소로 만드는 n개의 문제로 나

누어 독립적으로 풀 수 있다. 명제1의 스케줄가능 조건 S2와 S3를 만

족하고 태스크의 최대 덴시티를 가장 작게 만드는 (Ciη,  diη)의 조합을 

찾는 것은 아래와 같은 최적화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최적화 문제 1.  

minimize        δmax ((𝐶𝑖𝜂 , 𝑑𝑖𝜂)1≤𝜂≤𝑛𝑖
) 

subject to  

 

 

 

최소화 문제의 경우 가능한 가장 작은 값을 얻었을 때 그 답이 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장 작은 값을 얻기 위해 최적의 해가 

가지는 특성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화 문제 1에 대한 답을 

찾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알고리즘은 목적 값 중 가능한 가장 작은 값인 최적의 태스크 최대 

덴시티 δ𝑖
𝑠 값을 계산하고, 태스크의 최대 덴시티가 그 값이 되도록 하

는, 즉   δ𝑖
𝑚𝑎𝑥 ((C𝑖𝜂

𝑠 , d𝑖𝜂
𝑠 )

1≤𝜂≤𝑛𝑖
) =  δ𝑖

𝑠인 최적의 (C𝑖𝜂
𝑠 , d𝑖𝜂

𝑠 )을 찾는 것으로 

∑ d𝑖𝜂

𝑛𝑖

𝜂=1

 ≤   D𝑖 

∀1 ≤ 𝜂 ≤ 𝑛𝑖,   𝐶𝑖𝜂
𝑚𝑖𝑛(𝐶𝑖𝜂)  ≤   d𝑖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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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먼저 최적의 덴시티 값인 δ𝑖
𝑠값을 얻기 위해 각 페이즈φ𝑖𝜂마다 덴시

티 바운드 함수 δ𝑖�̂�(𝐶𝑖𝜂)를 만든다. 

정의1. 페이즈𝜑𝑖𝜂의 덴시티 바운드 함수 𝛿𝑖�̂�(𝐶𝑖𝜂)는 총 실행 시간이 

𝐶𝑖𝜂일 때 가능한 최대의 페이즈 덴시티를 결과로 낸다. 

δ𝑖�̂�(𝐶𝑖𝜂) =  max
  𝐶𝑖𝜂

𝑚𝑖𝑛(𝐶𝑖𝜂)≤𝑑𝑖𝜂

𝐶𝑖𝜂

𝑑𝑖𝜂
=

𝐶𝑖𝜂

  𝐶𝑖𝜂
𝑚𝑖𝑛(𝐶𝑖𝜂)

 

페이즈φ𝑖𝜂의 총 실행 시간이 𝐶𝑖𝜂일 때, 페이즈 덴시티는 로컬 데드

라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작은 로컬 데드라인을 가질 때 페

이즈 덴시티는 최대 값을 갖게 된다. 그런데 로컬 데드라인은 페이즈

를 실행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시간, 최소 실행 시간보다 같거나 커

야 하므로, 로컬 데드라인의 최소 값은 최소 실행 시간과 같다. 그러

므로 덴시티 바운드 함수는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그림 3.4에서 예로 든 페이즈 φ𝑖𝜂의 덴시티 바운드 함수는 아래와 

같다. 

δ𝑖�̂�(𝐶𝑖𝜂) =  
𝐶𝑖𝜂

−0.4 ∙ C𝑖𝜂 + 25.7
 

이 함수는 그림 3.6 (a)에서 볼 수 있다. 이 함수는 가장 작은 총 

실행 시간 𝐶𝑖𝜂
0 = 27  에서부터 시작한다. 𝐶𝑖𝜂가 27일 때 함수의 결과 

값은 1.8인데, 이 결과 값을 페이즈의 기본 덴시티라고 부르겠다. 기

본 덴시티는 페이즈에서 가능한 덴시티 중 가장 작은 값이다. 

정의2. 페이즈𝜑𝑖𝜂의 기본 덴시티 𝛿𝑖𝜂
0 는 총 실행 시간이 𝐶𝑖𝜂

0 일 때의 

덴시티다. 

𝛿𝑖𝜂
0 = δ𝑖�̂�(𝐶𝑖𝜂

0 ) =  
𝐶𝑖𝜂
0

  𝐶𝑖𝜂
𝑚𝑖𝑛(𝐶𝑖𝜂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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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1에 의해 덴시티 바운드 함수 δ𝑖�̂�(𝐶𝑖𝜂)는 𝐶𝑖𝜂
0  ≤ C𝑖𝜂구간에서 연

속인 순증가함수이다. 그러므로 이 함수는 역함수 δ𝑖�̂�
−1
(𝛿)를 갖는데, 

이 함수도 역시 δ𝑖𝜂
0  ≤ δ𝑖𝜂구간에서 연속인 순증가함수다. 예로든 이전

의 페이즈𝜑𝑖𝜂의 덴시티 바운드 함수 δ𝑖�̂�(𝐶𝑖𝜂)의 역함수는 아래와 같다. 

δ𝑖�̂�
−1
(𝛿) =

25.7 ∙ 𝛿

1 + 0.4 ∙ 𝛿
 

이 함수는 그림 3.6 (b)에서 볼 수 있다. 이 함수는 기본 덴시티인 

𝛿𝑖𝜂
0 = 1.8에서 시작한다. 역함수는 덴시티를 입력 받아, 총 실행 시간들 

중, 가장 데드라인을 엄격하게 줄 때의 해당 덴시티를 가질 수 있는 

총 실행 시간을 결과로 낸다. 다시 말해, 가능한 로컬 데드라인 중 가

장 작은 로컬 데드라인을 갖고 있는 버전의 총 실행 시간을 결과로 낸

다. 이 역함수를 이용하여 데드라인 함수를 얻을 수 있다. 

 
(a) 덴시티 바운드  

함수 δ𝑖�̂�(𝐶𝑖𝜂) 

(b) 덴시티 바운드 함수의  

역함수 δ𝑖�̂�
−1
(𝛿) 

 

그림 3.6 페이즈 φ𝑖𝜂의 덴시티 함수 

정의3. 페이즈𝜑𝑖𝜂의 데드라인 함수 𝑓𝑖𝜂(𝛿)는 페이즈 덴시티 𝛿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데드라인 중 가장 작은 값을 결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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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𝑖𝜂(𝛿)

{
 
 

 
 

𝐶𝑖𝜂
0

𝛿

  𝐶𝑖𝜂
𝑚𝑖𝑛 (δ𝑖�̂�

−1
(𝛿))

           
 𝑖𝑓 𝛿 ≤ 𝛿𝑖𝜂

0

 𝑖𝑓 𝛿 > 𝛿𝑖𝜂
0

 

데드라인 함수 𝑓𝑖𝜂(𝛿)는 원하는 페이즈 덴시티를 얻기 위해서 설정

할 수 있는 데드라인 중 가장 엄격한 값을 결과로 내는 함수다. 함수 

정의의 첫 번째 경우인 함수의 입력 덴시티가 기본 덴시티보다 더 작

은 덴시티의 경우, 데드라인을 엄격하게 정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경우

로, 이 덴시티는 데드라인을 크게 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𝐶𝑖𝜂
0 에 

입력 덴시티를 나눈 값을 결과로 낸다. 두 번째 경우는, 입력 덴시티

가 기본 덴시티보다 더 큰 경우로, 덴시티 바운드 함수의 역함수의 결

과인 총 실행 시간들 중 가장 데드라인을 엄격하게 줄 때의 해당 덴시

티를 가질 수 있는 버전의 총 실행시간을 결과로 낸다. 이 때 가능한 

가장 엄격한 데드라인은 해당 버전의 최소 실행 시간과 같다. 그러므

로 역함수의 결과를   𝐶𝑖𝜂
𝑚𝑖𝑛(𝐶𝑖𝜂)에 넣어 가능한 가장 엄격한 데드라인

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에 예로 든 페이즈𝜑𝑖𝜂의 데드라인 함수는 아래와 같

다. 

𝑓𝑖𝜂(𝛿)

{
 
 

 
 

27

𝛿

25.7

1 + 0.4 ∙ 𝛿

           
 𝑖𝑓 𝛿 ≤ 1.8

 𝑖𝑓 𝛿 > 1.8

 

이 함수는 그림 3.7 (a)에서 볼 수 있다. (1.8, 15)좌표를 중심으로 

하여 왼쪽, 윗부분은 
27

𝛿
 부분이, 오른쪽, 아랫부분은 

25.7

1+0.4∙𝛿
 으로 이

루어져 있다. 태스크에 속한 모든 페이즈φiη에 대해 이런 데드라인 함

수를 모두 만들고 난 뒤에, 이 함수들의 누적 데드라인 함수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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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a) 페이즈φiη의 데드라인  

함수 𝑓𝑖𝜂(𝛿) 
(b) 태스크 τi의 데드라인  

함수  𝑖𝜂(𝛿) 

 

그림 3.7 페이즈 φiη와 태스크 τi의 데드라인 함수 

 𝑖𝜂(𝛿) = ∑𝑓𝑖𝜂(𝛿)

𝑛𝑖

η=1

 

예제 태스크 τi의 누적 데드라인 함수인  𝑖𝜂(𝛿)를 그림 3.7 (b)에서 

볼 수 있다. 이 함수는 최대 태스크 덴시티 𝛿를 얻기 위해 충분한 데

드라인 중에 가장 엄격한 데드라인을 결과로 낸다. 그러므로 최적의 

덴시티인 δ𝑖
𝑠는 아래 식의 가장 작은 해에 해당한다. 

 𝑖𝜂(𝛿) = 𝐷𝑖     (1) 

즉, 최적의 덴시티 δ𝑖
𝑠는, 여러 최대 태스크 덴시티 후보 중, 태스크 

데드라인인 𝐷𝑖를 가장 엄격한 데드라인으로 갖는 덴시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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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의 멀티페이즈 

 
(b) 최적의 덴시티 δ𝑖

𝑠를 갖는 멀티페이즈 

그림 3.8 최적의 덴시티 δ𝑖
𝑠 예제 

정의3에서 보면, 데드라인 함수 𝑓𝑖𝜂(𝛿)는 0 ≤ 𝛿구간에서 연속인 감

소함수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적 데드라인 함수  𝑖𝜂(𝛿)도 연속인 

감소함수이다. 만약  𝑖𝜂(𝑚) ≤ 𝐷𝑖면, (1)번 식은 0 < 𝛿 < 𝑚의 범위의 해

를 갖는다. 이 해는 대수적이나 수치적으로 찾을 수 있다. (1)번 식이 

하나 이상의 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여러 해들은 폐구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 가장 작은 것을 택할 수 있다.  𝑖𝜂(𝑚) > 𝐷𝑖일 경우 최적

화 문제1은 유효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은 최적의 태스크 덴시티인 δ𝑖
𝑠의 예를 그림 3.8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8 (a)에서처럼 초기의 멀티페이즈 워크로드의 각 페

이즈 덴시티는 일정하지 않아, 태스크의 최대 덴시티는 큰 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림 3.8 (b)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적의 덴시티인 δ𝑖
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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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가장 엄격한 데드라인이 𝐷𝑖이기 때문에, 데드라인 안에서 모든 

페이즈의 덴시티를 동일하게 최적의 덴시티인 δ𝑖
𝑠로 만들 수 있고, 태

스크의 최대 덴시티는 (a)와 비교해 더 작아지게 된다. 

최적의 덴시티인 δ𝑖
𝑠를 찾고 그 다음으로 최적의 (C𝑖𝜂

𝑠 , d𝑖𝜂
𝑠 ) 조합들을 

찾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𝐶𝑖𝜂
𝑆 {

𝐶𝑖𝜂
0

δ𝑖�̂�
−1
(𝛿𝑖

𝑆)

           
 𝑖𝑓 𝛿𝑖

𝑆 ≤ 𝛿𝑖𝜂
0

 𝑖𝑓 𝛿𝑖
𝑆 > 𝛿𝑖𝜂

0

  ,        𝑑𝑖𝜂
𝑆 =

𝐶𝑖𝜂
𝑆

𝛿𝑖
𝑆  

기본 덴시티는 페이즈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덴시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최적의 덴시티가 기본 덴시티보다 작은 경우다. 이 경우 덴시

티가 매우 작은 경우로, 데드라인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러므로 가장 병렬성가 적은 첫 번째 버전인 𝐶𝑖𝜂
0 를 선택한다. 두 번째 

경우는 덴시티 바운드 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덴시티에 해

당하는 총 실행 시간을 얻는다. 

알고리즘1 멀티버전의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스케줄링 알고리즘 

     i   1      n     

     iη(δ)  ≤  Di       

δi
  =   min{δ |  iη(δ) =  Di}  

     

         T  C  D        

     η    1      ni     

Ciη
  =   (δi

 ≤ δiη
0 ) ? Ciη

0  ∶   δ η̂
−1
(δi

 )   

diη
  =  

𝐶𝑖𝜂
 

𝛿𝑖
  ; 

    ∑ δi
 ≤   m         

       𝑛    𝑖𝑚        𝑛 𝑖     ℎ 𝑑  𝑖𝑛      𝑟𝑖 ℎ𝑚   

     

         T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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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보조정리1과 정리1은 이러한 조합들이 최적화 문제의 최적

의 답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한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푸는 총 과정은 

알고리즘1에 표현되어 있다. 

보조 정리1.  만약 최적화 문제 1이 최적의 해를 가질 경우 최적의 

해는 균일한 페이즈 덴시티를 가지는 일련의 (C𝑖𝜂
𝑠 , d𝑖𝜂

𝑠 )
1≤𝜂≤𝑛𝑖

조합들이

다. (다수의 해를 가질 수 있음) 

∀1 ≤ 𝜂1, 𝜂2 ≤ 𝑛𝑖,
𝐶𝑖𝜂1
𝑆

𝑑𝑖𝜂1
𝑆 = 

𝐶𝑖𝜂2
𝑆

𝑑𝑖𝜂2
𝑆  

정리1. (C𝑖𝜂
𝑠 , d𝑖𝜂

𝑠 )
1≤𝜂≤𝑛𝑖

조합들을 균일한 페이즈 덴시티를 가지면서 

최적화 문제 1의 해일 때, 최대 태스크 덴시티 δi
max는 δi

 와 같다. 이 

조건은 어떤 1 ≤ 𝜂 ≤ 𝑛𝑖에서든 만족한다. 

1) 𝑖𝑓 𝛿𝑖
𝑆 ≤ 𝛿𝑖𝜂

0   ℎ 𝑛 𝐶𝑖𝜂
0  

2) 𝑖𝑓 𝛿𝑖
𝑆 > 𝛿𝑖𝜂

0   ℎ 𝑛 δ𝑖�̂�
−1
(𝛿𝑖

𝑆)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연속된 곡선으로 확장된   𝐶𝑖𝜂
𝑚𝑖𝑛(𝐶𝑖𝜂)함수에

서 최적의 총 실행 시간을 택할 수 있고, 함수 값에 의해 최적의 최소 

실행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연속된 곡선에서는 어느 점도 가능했으

나, 실행을 위한 실제 총 실행 시간과 최소 실행 시간은 초기의 (C𝑖𝜂 , 

𝐶𝑖𝜂
𝑚𝑖𝑛)조합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적의 총 실행 시간과 최

소 실행 시간을 초기의 (C𝑖𝜂, 𝐶𝑖𝜂
𝑚𝑖𝑛)조합들 중 하나로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의 조합들의 집합을 𝐿이라고 할 때, 수정된 총 실행 시간 𝐶𝑖𝜂
𝑎𝑑𝑗

는, 최적의 로컬 데드라인 d𝑖𝜂
𝑠 보다 작거나 같은 𝐶𝑖𝜂

𝑚𝑖𝑛를 갖는 조합들 

중 가장 큰 C𝑖𝜂값과 같다. 다시 말하면, 최소 실행 시간이 최적의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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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보다 클 경우, 스케줄 가능하지 않으므로 최적의 로컬 데드라

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최적의 C𝑖𝜂
𝑠 에 가장 가까운 값을 고른다. 

𝐶𝑖𝜂
𝑎𝑑𝑗

= max{𝐶𝑖𝜂 |  (C𝑖𝜂 , 𝐶𝑖𝜂
𝑚𝑖𝑛) ∈ 𝐿  𝑛𝑑 𝐶𝑖𝜂

𝑚𝑖𝑛 ≤ d𝑖𝜂
𝑠 } 

(C𝑖𝜂 , 𝐶𝑖𝜂
𝑚𝑖𝑛)평면에서, 수정된 조합은 확장된 연속 곡선에서의 최적

의 조합의 오른편에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최적의 조합의 오른편에 

고를 수 있는 조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최적의 해가 유

효하지 않은 최소 실행 시간을 갖는 경우다. 이 경우에 최적의 조합의 

왼편에 있는 조합을 선택하고, 선택한 조합의 𝐶𝑖𝜂
𝑚𝑖𝑛에 값으로 로컬 데

드라인을 수정한다. 이로 인해 덴시티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

정된 페이즈를 제외하고, 다시 (1) 식을 풀어서 다른 페이즈들에 새로

운 해를 적용한다. 

이와 같이 매핑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최대 태스크 덴시티가 리소

스 개수인 m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한다. 만약 초과한다면, 이 워크

로드는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스케줄 가능하지 않다. 초과하지 않는다

면, 최종적으로 선택된 페이즈의 버전에 해당 버전을 각 정점에 정해

주고, 정점마다 로컬 데드라인을 정해준다. 그리고 나서 최적의 순차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케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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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분석 

 

 실험 환경 4.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설계한다. 실험은 태스크 스케줄링 실험이며, 주어진 태스크 집

합 태스크를 스케줄링하여 제안한 알고리즘과 각 비교군들이 스

케줄링한 태스크의 숫자를 비교한다. 

실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1코어 버전 : cpu 코어 하나만을 사용하는 버전과 기존 연

구 방식대로 로컬 데드라인 할당 후 LLREF로 스케줄링 

2) Maximum-parallel 버전 : cpu 코어를 최대로 사용하는 

버전을 기존 연구 방식대로 로컬 데드라인 할당 후 

LLREF로 스케줄링 

3) 제안하는 알고리즘 : 제안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선택

된 버전과 할당한 로컬 데드라인으로 LLREF 스케줄링 

4) 소모적 탐색 : 모든 버전 별로 기존 연구 방식대로 로컬 

데드라인 할당 후 LLREF로 스케줄링하여 가장 많은 태스

크를 스케줄링할 때의 스케줄을 결과로 낸다. 

 

 실험 분류 4.2

태스크 집합의 특징에 따라 각 스케줄링 기법들간에 발생하는 스케

줄링 성능 차이 확인을 위하여 워크로드 오버헤드 실험과 데드라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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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림 4.1에서 두 실험을 간략히 나타냈다. 

 

(a) 워크로드 오버헤드 실험                     (b) 데드라인 실험  

그림 4.1 실험 분류 

그림 4.1 (a)의 워크로드 오버헤드 실험은 버전의 증가함에 따라, 

즉 병렬화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총 실행 시간에 따른 실

험이다. 증가 정도가 적을 때는, 버전이 증가해도 총 실행 시간이 적

게 증가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싱글코어에서 실행해 11이 걸렸다고 

할 때, 코어 3개에서 스레드 3개로 실행했을 때 총 실행 시간의 합이 

14 정도가 걸린 경우다. 증가 정도가 클 때는, 버전이 증가할 때 총 

실행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다. 예로 스레드 3개로 실행했을 때 

총 실행 시간의 합이 20이 됐을 때다. 

그림 4.1 (b)의 데드라인 실험은 데드라인의 엄격함 정도에 따른 

실험이다. 데드라인이 여유 있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해질 때까지의 

변화에 따른 스케줄링 성능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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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및 분석 4.3

아래는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험의 결과이다. 

CPU 코어의 수가 8개이며 그에 따라 버전의 개수도 8개인 시스템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그림 4.2 멀티페이즈 워크로드 모델 실험 결과 

 

먼저 워크로드 오버헤드 실험에서, 오버헤드 증가량이 적을수록 

Maximum-parallel(이하 Maximum)버전의 경우 최적해를 찾을 수 

있었고, 오버헤드 증가량이 커질수록 병렬화의 정도를 높여서 얻는 이

득이 적어져 점점 적은 수의 태스크를 스케줄 했다. 반면 1코어를 쓰

는 버전(이하 Single)의 경우 무조건 스레드 하나로 실행되기 때문에 

워크로드 증가와 상관 없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소모적 탐색법으로 찾은 최적해와 거의 비슷한 수의 태스크를 스케줄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데드라인 실험에서는 데드라인이 여유 있을수록 single 

버전이 유리했으며, 데드라인이 엄격할수록 maximum 버전이 유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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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데드라인이 매우 엄격한 경우 single 버전은 매우 낮은 성능

을 냈으며 maximum 버전은 최적해에 가까웠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

에도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소모적 탐색법의 성능과 비슷했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single버전에 비해 최대 600% 많은 

태스크를 스케줄링 할 수 있었고, maximum 버전에 비해서는 최대 

300% 더 많은 태스크를 스케줄링 할 수 있었다. 

또한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single, maximum, 제안한 알고리즘 모

두 매우 적은 복잡도를 보였으나 소모적 탐색법은 탐색 범위로 인해 

높은 복잡도를 보였다.  

정리하자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스케줄 성능 측면에서 소모적 탐색

법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는 훨씬 큰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속적

인 곡선으로 확장된 워크로드에서의 최적의 덴시티를 찾지만, 최적의 

덴시티에 해당하는 버전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존재하는 실제 버전으

로 매핑하는 과정에서 최적성을 잃을 수 있다. 즉, 매핑가능한 버전들 

중에, 최적의 버전의 최소 실행 시간보다 더 작은 최소 실행 시간을 

갖는 버전만을 선택하므로, 실제로 존재할 최적의 버전 조합과 최대 1

개의 버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버전에서의 각 버전

간의 차이가 클수록 최적의 버전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져, 이와 같은 

버전 차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커진다. 다음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버

전의 분포에 따른,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했다.  

그림 4.3에서 보는 것처럼, 버전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최적의 버전

과 매핑된 실제 버전 과의 차이가 커지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

능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모적 탐색법과 비교해, 크

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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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버전이 8개 모두 존재하는 경우 

 

(b) 버전이 4개 존재하는 경우        (c) 버전이 2개 존재하는 경우 

그림 4.3 버전의 분포에 따른 성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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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관련 연구 

 

실시간 시스템 분야의 멀티코어 스케줄링 문제는 Dhall과 Liu가 

1978년에 [1]에서 처음 접근한 이래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관

련 연구는 워크로드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순차적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경우, 하나의 워크로

드가 하나의 리소스에서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다수의 리소스

를 이용하여 다수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1993년

에 [2]에서 최초로 주기 태스크를 위한 최적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제

안되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스케줄 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는 

최적이었으나 스케줄링 복잡도나 선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migration) 오버헤드 측면에서 실용적이지 못했다. 그 후로 그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그런 연구들로는 [3], 

[4], [5], [6], [7], [8], [9], [10], [11] 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병렬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병

렬 워크로드의 경우, 워크로드가 멀티스레드로 실행될 수 있어, 한 워

크로드가 동시에 다수의 리소스에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하다. [12]에

서 멀티스레드(multithread) 워크로드 모델을 위한 스케줄링 알고리

즘을 제안했으며, [13], [14]에서는 포크-조인(fork-join) 모델을 위

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15], [16], [17], [18], [19], [20]

에서는 멀티페이즈(multi-phase), 멀티스레드 워크로드 모델을 기반

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같은 병렬 워크로드이면서, DAG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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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이전 연구들과 비교해, DAG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각 정점 

간의 선후관계의 제약 조건이 추가된 점이 다른 점이다. [21]과 [22]

의 경우 연성 실시간 시스템을 가정하고 DAG 기반의 워크로드의 연

구를 했으며 [23]의 경우 DAG 기반의 태스크모델을 위한 실현 가능

성(feasibility) 테스트를 제안했고 [24]에서는 일반적인 DAG 모델을 

위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그러나 [21], [22], [23], [24] 

모두의 경우 정점이 실행 시간을 하나만 갖는, 단일 버전을 가정한 연

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5], [26]은 같은 DAG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앞의 연구들과

는 차이를 보인다. 정점의 실행 시간이 하나가 아닌, 병렬화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실행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점은 고정된 계산량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그 정점에 할당할 지를 결정하게 된

다. 그러나 단순히 총 계산량을 투입한 리소스로 나누어 실행 시간을 

계산하였고 마이그레이션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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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버전의 실행 시간을 가진 멀티페이즈 DAG기반

의 병렬 태스크를 스케줄링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스케줄링 문제를 최

적화 문제로 바꾸어 풀어,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버전과 로컬 데

드라인을 할당했다. 그를 통해 기존의 최적으로 증명된 순차적 스포라

딕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 등을 이용해 스케줄링 할 수 있었다.  

이전의 가정들과 달리 멀티버전의 실행 시간을 갖는 병렬 태스크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연구에 비해 스케줄 가능성을 

크게 향상 시킨 최적의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스케

줄 가능성 측면뿐만 아니라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버전의 개수에 따라 지수적으로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는 소모적 탐색

법(Eahaustive Search)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은 태스크와 페이즈

의 개수의 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계산 복잡도가 훨씬 적다. 

실험 결과로는, 싱글버전의 실행 시간을 갖는 태스크와 비교하여, 

코어 하나만을 쓰는 버전에 대해서는 최대 600% 더 많은 태스크를 

스케줄할 수 있었고, 최대의 코어를 쓰는 버전에 대해서는 최대 300% 

더 많은 태스크를 스케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순한 DAG인 멀티페이즈에 관해서만 접근하였으나 추

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DAG의 스케줄링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멀티코어뿐만 아니라 GPU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버전 선

택이나 로컬 데드라인 선택에 있어서 더 큰 자유도를 누릴 수 있고 이

는 스케줄 가능성을 조금 더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추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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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Real-time applications become more and more data-intensive and computation-

intensive. For such real-time handling of massive data and sophisticated algorithms, 

it has been a recent hot topic to optimally use the multicore and GPU resources. 

Unlike the traditional assumption that a computational unit is implemented with a 

pre-fixed number of parallel threads, recent finding says that it can have multiple 

runtime parallelization options resulting in multi-version execution times. With 

freedom of choosing version and local deadline, assuming multi-version execution 

times tasks can improve scheduability. 

This paper proposes a scheduling algorithm for a set of multi-phase sporadic 

parallel tasks with multi-version execution times on multicore. After allocating 

version and local deadline by solving optimization problem, the schedule algorithm 

can then schedule multi-phase workload by using optimal sequential sporadic task 

scheduling algorithm. 

Experimental study says that proposed algorithm can successfully schedule up to 

600% more tasks compared with the LLREF algorithm assuming single version 

executi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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