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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리눅스의 기본 스케줄러인 CFS는 리눅스의 보급과 더불어 기업용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의 규모가 극도로 커짐에 따라 CFS에 의해 스케줄링된 태스크들은 종종 심

각한 기아 현상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CFS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멀티코어에서 공정성 보장의 실패에 있음을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virtual runtime 

기반의 로드 밸런싱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태스크들의 진행 속도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태스크 이주를 수행한다. 우리는 제안된 메커니즘을 리눅스 커널 상에 구현하고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CFS로 스케줄링된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 차이는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데 반해 제안된 기법은 virtual runtime의 차이를 상수로 바운드할 수 있음을 보였다. 

1. 서  론 

 

CFS(complete fair scheduler)[1]는 2.6.23 커널 

이래로 리눅스의 주된 태스크 스케줄러로서 사용되어 

왔다. CFS의 목적은 태스크들의 가중치(weight)에 

비례하여 CPU 시간을 할당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이는 기존 스케줄러에 비해 높은 

반응성과 공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CFS는 모바일 

장치에서부터 대규모의 클라우드 서버까지 다양한 

분야의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불행히도 CFS는 시스템의 규모가 극도로 커짐에 

따른 scalability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천에서 수만 개의 태스크가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CFS에 의해 스케줄링되는 태스크들은 종종 

심각한 기아현상을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CFS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평적인 

평가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규모 시스템에서 scalability 

지원 미흡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3][4]. 

본 논문에서 우리는 CFS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멀티코어에서 다양한 가중치를 갖는 태스크들을 처리할 

때 CFS가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인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CFS로 스케줄링된 태스크들이 멀티코어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는 CPU 시간 분포를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분석에 기반하여 우리는 virtual 

runtime에 기반한 새로운 로드 밸런싱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이 메커니즘은 주기적으로 태스크들을 

이주하여 임의의 두 태스크의 virtual runtime 차이를 

상수로 바운드한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CFS의 동작원리를 명확히 분석한다. 이어서 

3장은 멀티코어에서 CFS가 공정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인다.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virtual runtime 기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5장은 제안된 메커니즘의 구현과 

실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CFS의 분석 

 

CFS는 태스크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공정성을 

달성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태스크의 가중치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각 태스크에 부여되는 nice 값에 



의해 정해진다. Nice 값은 -20과 19 사이의 정수로서 

작은 nice 값은 큰 가중치에 상응한다. 

CFS는 SMP(symmetric multi-processor)를 지원하기 

위해 각 CPU마다 태스크의 실행큐를 유지한다. 실행큐 

내의 태스크들은 각 태스크에 부여된 virtual runtime이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된다. 이때 virtual runtime은 

태스크의 가중치에 의해 역으로 스케일링된 누적 실행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CFS에서 시간 t에 태스크 τi의 

virtual runtime VR(τi, t)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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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0은 nice 값 0의 가중치를, ωi는 태스크 τi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또한 PR(τi,t)는 시간 t일 때 태스크 

τi의 실제 누적 실행시간을 의미한다. 

CFS는 실행큐 내의 모든 태스크들에게 가중치에 

비례하는 time slice를 할당하여 태스크가 이 기간 동안 

선점 당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한다. CFS에서 

태스크 τi의 time slice TSi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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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는 실행큐 내에 있는 실행 가능한 태스크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P는 주어진 작업량에 대해서 상수이다. 

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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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실행큐 내의 실행 가능한 태스크의 개수를 

의미한다. sysctl_sched_latency, nr_la tency, min_granularity 
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상수이며 현재 리눅스 상에는 6, 

8, 0.75로 정의되어 있다. 

태스크가 자신에게 할당된 time slice를 소진하면, 

NEED_RESCHED flag가 설정된다. 스케줄링 주기마다 

CFS는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을 

갱신하고 NEED_RESCHED flag를 확인한다. 만약 이 

flag가 설정되어 있으면 CFS는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를 선점하고 실행큐 내의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을 갖는 태스크를 스케줄링 한다. 

CFS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CPU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로드 밸런싱을 수행한다. CFS는 

실행큐 마다 load 값을 유지하여 시스템 내의 실행큐에 

대해 균형을 맞춘다. 실행큐 Qi의 load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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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i는 실행큐 Qi 내의 실행 가능한 태스크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CFS가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실행큐 내의 태스크들이 모두 수행을 종료하여 

실행큐가 유휴 상태가 되었을 때, (2) 태스크가 새롭게 

생성되거나(fork, exec) 수면 혹은 대기 상태에서 깨어날 

때(wakeup), (3) 서로 다른 실행큐 사이에 load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경우, 실행큐 Qi가 유휴 

상태가 되었을 때 CFS는 load가 가장 큰 실행큐 

Qbusiest를 찾아 태스크들을 Qi로 이주시킨다. 이 때 

CFS는 이주시킨 결과가 더 큰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을 

만큼의 태스크들을 한번에 이주시킨다. 두 번째 경우, 

CFS는 새로 생성되거나 깨어난 태스크 τi를 load가 

가장 작은 실행큐 Qidlest에 이주시킨다. 이때 태스크 τi의 
virtual runtime은 이주된 Qidlest에서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설정되어 τi가 빠른 
응답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 번째 경우, 

CFS는 실행큐 Qi에 대해서 특정 주기마다 load가 가장 

큰 실행큐 Qbusiest로부터 태스크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주시킨 결과가 더 

큰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을 만큼의 태스크를 한번에 

이주시키며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주기는 Qi와 

Qbusiest의 캐시 locality에 따라 다르다. 현재 리눅스 

상에는 최소 1분에 한번씩은 주기적인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3. 멀티코어 환경에서 CFS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CFS가 멀티코어에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인다. 

임의의 시간 구간 [t1, t2]에서 태스크 τi의 이상적인 

실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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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는 시스템 전체의 실행 가능한 태스크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M은 CPU의 개수를 나타낸다. 

반면 CFS는 임의의 구간 [t1, t2]에서 태스크 τi에게 

다음의 실행시간을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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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i는 τi가 속한 실행큐 내의 태스크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t2-t1)은 P의 배수라고 

가정한다. 

CFS가 멀티코어에서 공정한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실행큐의 load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스크의 개수와 가중치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실행큐의 load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림 1은 멀티코어에서 CFS가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예를 보인다. 이 예에서 CPU의 개수는 두 

개이고 태스크들은 CFS의 로드 밸런싱 정책에 따라 

최대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태스크들은 무한 

루프를 수행하는 CPU 바운드 태스크들이다. 이 경우 



어떤 태스크를 어떤 CPU로 이주시켜도 더 큰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에 CFS는 더 이상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태스크 τ1는 나머지 

태스크들보다 3배 더 높은 가중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배 더 많은 CPU 시간을 할당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τ1를 제외한 나머지 태스크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CPU 시간을 할당 받지 못하여 

반응이나 처리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4. Virtual Runtime 기반 로드 밸런싱 

 

이 장에서 우리는 CFS가 멀티코어에서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virtual runtime 기반 

로드 밸런싱을 제안한다. 

제안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의 개괄은 그림 2와 

같다. 이 알고리즘은 매 λ마다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알고리즘의 목적은 임의의 두 태스크 (τi, τj)에 대해서 

virtual runtime의 차이가 상수로 바운드될 수 있도록 

태스크를 CPU에 할당하는 것이다. Virtual runtime의 

정의에 의해서 태스크들이 자신의 가중치에 비례한 

만큼 CPU 시간을 할당 받았다면 모든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은 동일하다. 따라서 virtual runtime의 

차이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는 것은 공정한 스케줄링의 

달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두 

CPU의 실행큐 내의 태스크 집합을 취합하여 virtual 

runtime이 큰 순서대로 정렬한다. 정렬된 태스크 집합 

Φ'는 PARTITION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이 빠른 태스크 

집합 φfast와 진행이 느린 태스크 집합 φslow로 분할된다. 

이 때 φfast의 가중치 합은 시스템 전체의 평균 가중치 

합보다 크도록, φslow의 가중치 합은 시스템 전체의 평균 

가중치 합보다 작도록 분할한다. 이러한 분할은 로드 

밸런싱을 수행한 후에 φfast에 속한 태스크들의 진행을 

느리게 하고 φslow에 속한 태스크들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 이는 어떠한 임의의 두 태스크에 대해서 특정 

상수 값 이상 virtual runtime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PARTITION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φfast와 φslow는 

MIGRATION 알고리즘을 통해 각 태스크 집합이 어떤 

CPU에서 수행될지 결정된다. MIGRATION 알고리즘은 

태스크 이주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 이주를 

수행시킨다. 그림 3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한다. 

Input:
Φ: Set of tasks {τ1, τ2, …, τn},
W: ΦR (weights of tasks)
φ1, φ2: Set of tasks running in CPU 1 and 2 (φ1∩φ2=ϕ, φ1∪φ2=Φ)

LOAD-BALANCE(Φ,W,φ1,φ2)
1 Φ′ sort Φ by decreasing order of virtual runtime
2 (φslow, φfast)  PARTITION (Φ′,W)
3 MIGRATION (φ1,φ2,φslow,φfast)

PARTITION(Φ′,W)
1 φslow  ϕ, φfast  ϕ, 
2 List L  Φ′
3 Integer S = 0
4 WHILE S < (1/2)Σk∈Φ′W(k)
5 t  remove head of L
6 S = S + W(t)
7 φslow φslow∪{t}
8 φfast tasks in L

MIGRATION(φ1,φ2,φslow,φfast)
1 δf-1φfast – φ1, δf-2φfast – φ2, δs-1φslow – φ1, δs-2φslow – φ2
2 if |δf-1+δs-2| > |δf-2+δs-1| then
3 migrate δf-2 from CPU 1 to CPU 2
4 migrate δs-1 from CPU 2 to CPU 1
5 else
6 migrate δs-2 from CPU 1 to CPU 2
7 migrate δf-1 from CPU 2 to CPU 1
8 endif

 

그림 3. Virtual Runtime 기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 

 

 

그림 1. 멀티코어에서 CFS의 공정성 보장 실패의 예 

 

 

그림 2. Virtual Runtime 기반 로드 밸런싱의 개괄 

 



이 알고리즘은 2개의 CPU들를 위한 로드 밸런싱을 

지원한다. 우리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N개의 CPU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PU들을 로드 밸런싱 

시점마다 교차적으로 짝을 짓는다. 그림 3에서 보듯, 

kλ일 때와 (k+1)λ일 때 서로 다르게 짝을 지어 N개의 

CPU에서도 어떠한 두 태스크 쌍의 virtual runtime의 

차이가 상수로 바운드 될 수 있게 한다. 

 

5. 실험 및 검증 결과 

 

제안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2-CPU로 구성된 

데스크톱과 8-CPU로 구성된 서버에서 리눅스 2.6.38.8 

커널에서 실험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임의의 두 태스크의 최대 virtual 

runtime 차이 Dmax(t)을 측정하였다. Dmax(t)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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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실험에 사용한 태스크 집합의 명세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Dmax(t)의 값을 확인한 결과이다. 

로드 밸런싱 주기 λ는 3초로 설정하였다. 기존 리눅스 

2.6.38.8의 CFS는 이 태스크 집합에 대해서 Dmax(t)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CFS는 Dmax(t)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CFS가 공정성 보장을 

실패했던 그림 1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함을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해 다른 태스크들보다 

가중치가 3배 높은 태스크 τ1는 실제로 3배 더 많은 

CPU 시간을 할당 받았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우리는 리눅스 CFS의 동작원리를 분석하여 CFS가 

멀티코어에서 공정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분석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멀티코어 

리눅스에서 보다 향상된 공정성을 위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어떤 

CPU에 있는 어떠한 태스크에 대해서 virtual runtime의 

차이를 상수로 바운드한다. 우리는 실험 및 검증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멀티코어에서 공정성을 향상시킴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서, 우리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캐시 affinity를 고려한 태스크 이주를 지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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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알고리즘의 N개 CPU로의 확장 

 

 

그림 6. 멀티코어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공정성 달성 

 
그림 5. 리눅스 top 명령어를 통한 CPU 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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