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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거대화 및 복잡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계층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채택한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성능 최적화는 개별 계층에서 타 계층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인접한 계층들의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론적 성능 최적화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계층적 

소프트웨어 구조에 기인하는 성능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 교차계층 최적화이다. 이는 전체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각 계층의 정보를 필요한 계층에 선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전체론적인 성능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차계층적인 최적화를 통하여 플랫폼의 전체론적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스케줄링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능 최적화 문제 중에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학위논문은 계층적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성능 최적화 문제를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스케줄링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내장형 사용자 

단말에서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를 위한 교차계층 자원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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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FTC)은 상위 

프레임워크 계층과 하위 Linux kernel 계층 사이의 교차계층적 

자원관리 기법이다. 상위 계층에서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 

런타임에 검출되고, 하위 계층에서는 이 중 사용자 반응성에 영향을 

끼치는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증진한다. 결과적으로, 이 

태스크들은 다른 태스크에 의해 선점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CPU를 

점유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우 작은 선점 지연시간을 보장한다. 둘째, 

Virtual Time-based Completely Fair Scheduler(VT-CFS)는 

Linux의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를 교차계층적으로 최적화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weighted fair queueing 방식의 스케줄링을 하여 

보다 높은 응답성을 보장한다. 또한, 상위 계층 FTC로부터 판별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이 바운드 된 실행 지연시간에 스케줄링 될 

수 있도록 그들의 virtual runtime을 조정한다. 

둘째, 본 연구는 멀티코어 스케줄링을 통해 비례공정성 최적화 

달성을 위한 Progress Balancing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태스크의 

상대적 진척 정도를 virtual runtime으로 정의하고, 이를 균등하게 

부하분산 하는 진척 기반 부하분산 기법이다. 구체적으로, Progress 

Balancing은 시스템 내 태스크들을 CPU 코어의 개수만큼의 태스크 

그룹으로 분할하고 상대적으로 진척이 빠른 태스크를 느린 코어에 

할당하고, 모든 코어들 간 로드 차이를 바운드 시킨다. 결과적으로,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는 작은 상수로 바운드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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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공정성의 최적화를 달성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들의 효용성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능 지표에 따라 선별된 대상 시스템에 

각 기법들을 구현하였다. FTC와 VT-CFS는 Android 스마트폰에 

구현되었다. 실험 결과, 기존 시스템 대비 무려 77.35% 더 짧게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용자 반응성의 최적화를 

달성하였다. 이 최적화 결과는 FTC가 선점 지연시간을 80.23%, 

VT-CFS가 실행 지연시간을 78.42% 감소시켰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또한, Progress Balancing은 Linux 기반 서버에 구현되었다. 

실험 결과, 모든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의 차이가 작은 상수로 

바운드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virtual runtime 차이의 바운드는 

서버 환경에서 호스팅 되는 사용자들에 모두 공정한 CPU 자원을 

보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스케줄링 기법이 대상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 최적화가 가능함을 보이며, 또한 

계속해서 다각화되고 복잡화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전체론적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실용적인 수단임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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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다각화되고 기대하는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그 규모가 거대해지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규모적∙구조적 변화 때문에 시스템을 

성능 최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설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을 계층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플랫폼을 계층화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성능 최적화의 문제를 분리하여 단순화 할 수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계층화는 개발 단계에서도 빠른 개발 주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계층 간 정의된 인터페이스만 변하지 않으면, 

각 계층의 개발자들은 타 계층을 신경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당 

계층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계층화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는 성능 최적화의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한다. 개별 계층에서의 성능 최적화는 인접한 계층들의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론적 성능 최적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계층들간 성능에 있어서 연관 관계가 

있다면 개별 계층에서 수행한 성능 최적화 결과가 타 계층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층적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routing 알고리즘은 상위 TCP 계층의 상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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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하기 때문에 현재 통신하고 있는 매체가 무선인지 유선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무선 망의 경우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발생하는 

RTO(retransmission time out)에 의한 ARQ(automatic repeat 

request) 메시지를 과도하게 유발, 망의 혼잡을 야기한다. 그 결과, 

이 메시지로 인해 망의 상태가 변하여 기껏 최적화한 최적 routing 

결과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작은 스케일의 내장형 단말에서부터 

큰 스케일의 서버까지 다양한 도메인에서 폭 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에 따른 다양한 성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잦은 내장형 

단말에서는 짧은 사용자 반응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많은 수의 

사용자들을 호스팅 하는 서버에서는 그들에게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이러한 성능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멀티코어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안하는 기법을 각 성능 척도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적용해 그 효용성을 검증한다. 먼저 본 논문의 

1절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는 최적화 한계와 본 논문의 연구 

동기를 설명한다. 이어서, 2절은 본 논문이 학술적∙기술적으로 갖는 

기여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은 본 논문의 구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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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동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전에 없이 복잡화되고 거대화 되어 그 구조가 

필연적으로 계층화됨에 따라,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고안되었다. 이들 연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계층화 원칙을 엄격히 지키며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성능 최적화의 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전체 플랫폼에 대한 성능 최적화 

문제를 각 계층의 훨씬 더 작은 문제로 분리하여 해결책을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각 계층의 성능을 

인접 계층에서 선별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최적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화의 한계가 있다. 둘째, 계층화 원칙을 다소 위배하며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인접하지 않은 계층 간의 

직접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두 계층 간 공유 변수들을 정의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최적화 방식은 교차계층 최적화라 

불린다. 교차계층 최적화는 플랫폼의 전체론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성능 최적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차계층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현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다양한 성능 최적화 문제 중 태스크 

스케줄링은 시스템 전체의 다양한 측면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작은 스케일의 내장형 사용자 단말에서 

스케줄링은 사용자 반응성과 에너지 효율성 등에 영향을 끼치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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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의 서버에서는 처리량과 비례공정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이 교차계층 최적화와 스케줄링에 

입각하여 현대의 계층적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적합한 성능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서로 다른 도메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적용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최적화 사례들을 제시하며 각 사례에 대한 연구 동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차계층 자원관리를 통한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 

첫 번째 사례는 내장형 사용자 단말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 대표적인 예인 Android에서 사용자 반응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최근, Android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 점차 복잡화, 다각화됨에 따라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에 대한 요구는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Android는 2.3 Gingerbread 버전 이래로 

향상된 사용자 반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 많은 혁신적 기능들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왔다. 또한, 4.1 Jelly Bean 버전에 이르러서는 

삼중 buffering, VSYNC를 이용한 화면 갱신, 사용자 터치의 예측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며 사용자 반응성 향상에 있어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1]. 이러한 가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반응성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증대하고 있다. 

Android에서 사용자 반응성은 사용자 상호작용에 대한 양단간 

사용자 반응 시간으로 정량화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Android는 

입력장치로부터 인가된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고, 몇몇 시스템과 

관련된 태스크들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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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출력장치에 출력한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데 있어 사용자는 

눈에 띄는 지연이 없기를 기대한다. 기존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용자는 양단간 반응 시간이 1초 이내로 

짧지 않으면 사용자 반응성에 대해 불만족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2]. 

불행히도, 이 같이 짧은 반응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Android의 

계층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서 매우 어려워졌다. 

일례로, Android에서 응용은 Dalvik Virtual Machine(VM)이라는 

Java 환경의 VM에서 수행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전경 응용은 더불어 복수의 배경 응용들과 함께 수행된다. 이러한 

다중작업 환경에서, 전경 응용의 사용자 상호적인 태스크는 배경 

응용의 배치 태스크들에 의해 심각하게 그 수행을 방해 받을 수 

있다. Android에서 배경 응용의 Dalvik VM에 의해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garbage collection 작업이 종종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의 

수행을 방해하여 사용자 반응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스케줄링을 통한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최적화 

두 번째 사례는 Linux 기반의 멀티코어 서버에서 비례공정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비례공정성은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실현하여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는 각 태스크에게 태스크의 상대적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Hadoop Fair 

Scheduler[3]와 Xen credit scheduler[4]을 비롯한 기존 서버의 

스케줄러들은 모두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핵심 기능으로 지원한다. 



 

 6 

멀티코어 환경에서 비례공정성은 부하분산을 도입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이 기법은 각 코어에서 스케줄링 되는 태스크들의 가중치 

합을 로드라는 값으로 유지하고, 모든 코어들의 로드를 균등하게 

만들어 단일코어에서의 비례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멀티코어에서 

비례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기법은 비례공정성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로드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태스크에게 상대적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Linux에서 태스크들의 가중치 값은 미리 정의된 양의 

정수 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값에 대한 양자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로드를 균등하게 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코어의 비례공정성 달성이 멀티코어에서 올바르게 

확장될 수 없는 것이다. 

 

제 2 절 논문의 기여 

 

본 학위논문에서는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멀티코어 스케줄링을 통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성능 최적화 연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내장형 

사용자 단말 플랫폼인 Android에서 사용자 반응성에 대한 최적화를, 

Linux 기반 서버 플랫폼에서 비례공정성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Android에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을 정의, 

Android의 구조에서 사용자 반응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교차계층 자원관리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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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또한, 멀티코어 서버에서의 비례공정성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Progress Balancing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주된 기술적∙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Formulation of a User-Interactive Task Chain 

본 연구에서는 Android에서 사용자 반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들의 수행 시퀀스인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을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Android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사용자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런타임 동작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사용자 반응성 문제를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에 대한 최적화 문제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선점 지연시간과 실행 

지연시간을 최적화해야 함을 정의하였다. 

 Analysis of Linux Completely Fair Scheduler 

본 연구에서는 Linux의 태스크 스케줄러인 Completely Fair 

Scheduler(CFS)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그 특성과 한계를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CFS는 비례공정성과 런타임 효율성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 Weighted Round Robin과 Weighted 

Fair Queueing의 hybrid적인 형태로 디자인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사용자 반응성과 

비례공정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스케줄링을 달성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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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의 개념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FTC)을 제안 

하였다. FTC는 Android의 상위 프레임워크 계층과 하위 

Linux kernel 계층 간의 선점 지연시간 최적화를 위한 교차 

계층 자원관리 기법이다. 상위 계층에서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 선정된 프레임워크 내 API들을 통해 검출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식별자를 포함 주어진 

사용자 입력에 대한 상호작용 패턴을 하위 계층 스케줄러에 

전달한다. 하위 계층에서는, 상위 계층에서 검출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 중 실제로 배경 태스크들과 CPU 자원을 

경합하는 태스크를 판별해, 이의 우선순위를 동적∙선택적으로 

증진시킨다. 그 결과, 이 태스크는 다른 비상호적 태스크들에 

의해 선점 당하지 않고 오래 CPU를 점유해 선점 지연시간이 

단축 된다. 실험 결과는 기존 Android와 비교하여 80.2%의 

선점 지연시간 단축을 달성함을 보인다. 

 Virtual Time-based CFS 

FTC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Virtual Time-based CFS를 

제안하였다. VT-CFS는 Linux CFS를 교차계층적 방식으로 

확장하여 태스크의 실행 지연시간을 최적화한다. 이는 기존 

CFS보다 짧은 빈도로 태스크의 선점 여부를 검사해 응답성 

있는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또한, 상위 계층의 FTC로부터 

판별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가 사용자 입력에 의해 깨어날 

때, 이의 virtual runtime을 선택적으로 조정하여 항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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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의 첫 번째 위치에 삽입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해당 태스크의 실행 지연시간이 단축 된다. 실험 결과는 기존 

CFS 대비 78.4%의 실행 지연시간 단축을 달성함을 보인다. 

 Identification of Multicore Fairness Problem 

본 연구는 Linux를 비롯, 많은 현대적 의미의 운영체제에서 

멀티코어를 위해서 차용하고 있는 가중치 기반의 부하분산이 

비례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문제는 

비례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서버 환경에서 매우 심각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정형적으로 분석,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Progress Balancing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rogress Balancing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태스크의 상대적 

진척 정도를 virtual runtime으로 정의하고, 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부하분산을 수행한다. 우리가 아는 한, 이 기법은 

태스크의 진척 정도를 기반으로 부하분산을 수행하는 최초의 

기법이다. Progress Balancing은 시스템 내 태스크들을 CPU 

코어의 개수만큼의 태스크 그룹으로 분할한다. 이 때, 진척이 

빠른, 즉 virtual runtime이 큰 태스크는 느린, 즉 큰 로드의 

코어에 할당하고 모든 코어들 간 로드 차이를 바운드 시킨다. 

이는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를 작은 상수로 바운드 

시켜 멀티코어 비례공정성의 최적화를 달성한다. 실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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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Balancing의 적용으로 인해 비례공정성의 지표인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는 작은 값으로 감소했으며, 

모든 태스크들은 자신의 상대적 가중치에 정교하게 비례하는 

만큼 CPU 시간을 할당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제 3 절 논문 구성 

 

본 학위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저가 되는 연구 동향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모델링 

하고 플랫폼 내부 스케줄러의 동작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어서, 

4장은 교차계층 자원 관리를 통해 내장형 사용자 단말에서 사용자 

반응성을 최적화하는 연구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5장은 스케줄링, 

구체적으로 말해, 멀티코어 부하분산을 통해 서버에서 비례공정성을 

최적화하는 연구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6장은 본 학위논문의 두 

최적화 연구사례들에 대한 실험적이고 분석적인 검증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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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저가 되는 기존 산∙학계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소프트웨어의 교차계층 최적화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이어,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비례공정 스케줄링 기법들을 

비롯해 비례공정성 지원을 위한 멀티코어 부하 분산 기법들을 

설명한다. 이들 연구는 본 학위논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된다. 이제 각 분야에 대해 하기 절에서 차례로 

소개한다. 

 

제 1 절 교차계층 최적화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전체 시스템을 계층으로 분할하고, 

각 계층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hierarchy를 정의한다. 각 

계층에서 인접하지 않은 계층의 직접적 접근은 통제가 되며, 근접한 

계층 간의 통신은 잘 정의된 procedure call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계층화 원칙(layering principle)이라 불린다. 

이와 같은 계층화된 아키텍처에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계층화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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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에 그 어떤 부가적인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별 계층에서 타 계층을 신경 쓰지 않고 최적화 가능하다. 

반면, 상위 계층의 성능은 하위 계층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만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화의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식은 계층화 원칙을 다소 위배하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계층 간의 직접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두 계층 간 공유 변수들을 정의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계층적 아키텍처를 위배한 최적화 

방식은 “교차계층 최적화”라 불린다. 교차계층 최적화는 어쨌든 

계층화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기존 계층화된 아키텍처의 독립적 

디자인 철학에 의한 장점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스템의 

전체론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성능 최적화가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교차계층 최적화에 대한 기존 관련 연구들에 대해 

설명한다. 본래 교차계층 최적화는 통신 분야에서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 특히 다 계층 간 congestion control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5-10]. 이 관련 연구들은 해결코자 하는 문제를 

Lagrange duality를 이용하여 convex function의 최소화 문제로 

모델링 하고 잘 알려진 최적화기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해결한다. 

이들은 이론적인 최적 해를 도출하지만, 모델링의 문제가 난해하고 

계산이 복잡하여 통신 분야의 congestion control, routing 문제 등 

특정 문제들을 제외하고 쉽게 적용될 수 없다. 대신, 산∙학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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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차계층 최적화의 개념을 공학적으로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플랫폼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Qian은 Android 내장형 사용자 단말의 계층별 radio 자원 

사용 패턴을 교차계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Application 

Resource Optimizer(ARO)를 제안하였다 [11]. ARO는 radio 

자원 채널 상태, transport 계층, application 계층의 정보를 사용자 

응용 계층에 전달하여 응용의 비효율적 자원 사용을 검출한다. 이를 

통해, 하위 계층의 radio 자원 채널 상태의 간섭, 응용의 송∙수신 

패턴에 따른 radio 상태의 변화, radio 자원의 에너지 및 성능 병목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TCP와 MAC 계층 사이의 

교차계층적 burst buffering [12], screen-off traffic 최적화 [13], 

신호 세기를 이용한 에너지 인지 packet 스케줄링 기법 [14] 등이 

있다. [15]에서는 내장형 사용자 단말에서의 무선 radio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인 Radio Jockey를 제안하였다. 이는 응용 

계층의 프로그램 수행 패턴을 system call trace를 이용하여 

추적하고, 통신이 실제 종료되는 시점을 예측하여 해당 시점에 하위 

네트워크 계층에서 fast dormancy를 호출함으로써 RRC(Radio 

Resource Control) tail 상태에 따른 radio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16]에서도 역시 fast dormancy를 교차계층적으로 이용해 동일한 

문제를 다룬다. Radio Jockey와 달리, 이 기법에서는 system call 

뿐만 아니라 소켓 API에 의해 호출되는 call stack 전체를 tracing 

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태스크 스케줄링과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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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에 있어 교차계층 최적화는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Shin은 

계층화된 시스템에서 태스크들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compositional 실시간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17, 18]. 

이는 상위 계층의 실시간 태스크들에 대한 매게 변수를 주기적으로 

하위 계층에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 태스크들의 

실시간 특성을 만족시킨 한다. [19]와 [20]는 가상화된 플랫폼에서 

상위 계층의 개별 guest VM의 QoS 시간 요구사항과 VM의 통신 

패턴을 하위 계층의 hypervisor에게 전달하여 연성 실시간성을 

보장한다. [21]에서는 solid state disk(SDD) 기반 시스템의 성능을 

교차계층적으로 향상 시켰다. 이는 버퍼 관리 계층(buffer 

management layer, BML)과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 진다. FTL은 페이지 

placement와 그 상태 정보를 BML에 전달하여 버퍼로부터 

페이지가 evicting될 때 병렬화를 극대화한다. BML 역시 병렬화의 

극대화를 위해 FTL로 하여금 논리적 블록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reposition 하도록 한다. [22]에서, Yoo는 NAND 플래시 기반의 

시스템에서 주어진 FTL request들의 최악수행시간(WCET)을 

예측하기 위한 교차계층적인 FTL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FTL 

request의 수행 시간은 물리 플래시 메모리의 런타임 resource 

availability에 의해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WCET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제안하는 FTL 아키텍처는 플래시 메모리의 런타임 

resource availability를 상위 FTL에 visible하게 만들고 이를 매개 

변수화하여 정확한 WCET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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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례공정 스케줄링 

 

최근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은 비례공정 스케줄링이다. 이 스케줄링 기법은 그 방식에 따라 

Weighted Round Robin(WRR) 기반 기법들[23]과 Weighted Fair 

Queuing(WFQ) 기반 기법[24]들의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보통 스케줄링 부하가 낮은 반면 낮은 비례공정성과 저열한 

사용자 반응성을 제공한다. 반면 후자는 높은 비례공정성과 향상된 

사용자 반응성을 제공하지만 다소 높은 스케줄링 부하를 야기한다. 

이어지는 세부 절들은 두 가지 스케줄링 기법들에 대해 다룬 기존 

연구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2.1 Weighted Round Robin 기반 기법들 
 

WRR 기반 스케줄링에서 태스크들은 같은 빈도로 weighted time 

slice 만큼 수행된다. 그림 1은 WRR 기반 스케줄링의 예를 도식화 

한다. 이 구체적 예시에서, 총 3개의 태스크들이 실행 큐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들의 가중치는 각각 3, 2, 1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각 태스크는 자신의 가중치에 비례하는 길이의 time slice를 

할당 받고, 주어진 time slice 동안 비선점적으로 CPU를 점유한다. 



 

 16 

 

그림 1. Weighted Round Robin 기반 스케줄링. 

이러한 형태의 스케줄링은 스케줄링 결정에 있어 상수 시간의 

복잡도를 갖지만, 이상적인 스케줄링 방식인 GPS[25]와 fairness 

lag[26]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태스크의 개수로 바운드 되기 

때문에 낮은 비례공정성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WRR 

기반 스케줄링은 태스크의 실행 지연 시간 역시 시스템 내 가장 큰 

가중치 값으로 도출되는 time slice의 길이로 바운드 되기 때문에 

낮은 사용자 반응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의 구조적 단순함과 이로 인한 런타임 효율성 덕분에 수 

많은 변종의 WRR 기반 태스크 스케줄러가 제안되어왔다 [27-31]. 

Deficit Round Robin(DRR)[29]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flow가 

주고 받는 다른 크기의 packet에 의해 야기되는 비례공정성 문제를 

다룬다. DRR는 이전 라운드에서 packet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를 

보낼 수 없는 경우, 보내지 못한 나머지를 다음 라운드에 계속해서 

보내게 한다. 이 과정은 기존 WRR의 동작과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DRR은 여전히 O(1) 시간 복잡도의 효율적 스케줄링을 보장하지만 

GPS와의 fairness lag이 가장 큰 가중치 값에 의해 도출되는 time 

slice의 길이로 바운드 되기 때문에 특정 작업부하 하에서는 여전히 

저열한 비례공정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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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R의 고질적 비례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RR의 

변종도 존재한다. Smoothed Round Robin(SRR)[27]은 기존 WRR 

기반의 비선점적 스케줄링에 의해 야기되는 비례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SRR은 Weight Matrix와 

Weight Spread Sequence의 개념을 사용하여 O(1)의 시간복잡도를 

보존하면서도 WRR보다 향상된 비례공정성을 달성한다. Virtual-

Time Round Robin[28]은 WRR과 WFQ의 개념을 혼재하여 보다 

작은 런타임 오버헤드로 높은 비례공정성 보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수행할 태스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round-robin 방식을 

차용하여 O(1)의 시간복잡도를 보장하며, 태스크들의 수행순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Virtual Time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공정한 

스케줄링을 달성한다. 이러한 혼합적인 방식은 본 학위논문의 대상 

태스크 스케줄러인 Linux CFS의 모태가 된다. Group Ratio Round 

Robin(GR3)[30]은 GPS와의 fairness lag을 O(N)로 바운드 

시키는 동시에 O(1) 시간복잡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초의 멀티코어 

WRR 기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GR3은 독자적 grouping 전략, 

ratio 기반 intragroup 스케줄링, O(N) fairness lag 바운드를 

보장하는 intergroup round-robin 기법에 기인하여 이를 달성한다. 

이렇듯 WRR 기반 스케줄링은 높은 런타임 효율성과 더불어 

적정한 수준의 비례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Linux 운영체제에도 

차용되었다. Linux kernel 2.6.23 이전에는, O(1) 스케줄러가 태스크 

스케줄러로써 사용되었다 [32]. 이 스케줄러는 CPU 코어 당 한 

쌍의 우선순위 배열, expired와 active 배열을 유지하고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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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시점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active 배열에 있는 태스크로 

하여금 CPU를 점유하게끔 한다. 만약 동일 우선순위 배열에 

복수의 태스크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round-robin의 형태로 

스케줄링 된다. 태스크에게 주어지는 time slice 길이는 태스크의 

우선순위에 비례하게 할당된다. 사용자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O(1) 스케줄러는 태스크가 I/O 집약적인지 혹은 CPU 집약적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이고 경험적 인자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인자들의 사용으로 인해 태스크의 특성이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작업부하 하에서 태스크들의 기아 현상(starvation)과 공정치 않은 

CPU 할당을 야기시켰다 [33]. [34]에서는, Linux O(1) 스케줄러의 

사용자 반응성 향상을 위해 Multi-level feedback queue(MLFQ) 

스케줄러가 제안되었다. 이는 태스크 분류를 위한 경험적 인자들의 

사용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태스크의 우선순위와 time slice의 상관 

관계를 반대로 사용했다. 다시 말해서, 이 스케줄러에서는 태스크의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짧은 time slice를 할당 받는다. 이러한 

시도는 실험적으로 사용자 반응성의 향상을 달성을 보였으나, CPU 

집약적인 작업부하 하에서는 오히려 저열한 성능(throughput)을 

보였다. 2.6.23 이후의 Linux kernel의 주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 

역시 WRR 방식으로 태스크 스케줄링을 하여 사용자 반응성과 

비례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였다 [35]. CFS는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을 비례공정성의 지표로 사용하긴 하지만, 오직 

다음에 수행할 태스크를 선택할 때만 사용한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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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의 핵심개념과 구체적 동작원리를 3.2절에서 설명한다. [36]은 

multi-threading 환경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CFS의 비례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의 가중치 재조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태스크들에게 한 프로그램 내에서 spawn되는 태스크의 

개수에 따라 이상적 time slice 값을 할당하여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성능 고립이 보장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추후에 Linux CFS가 

차용하는 그룹 스케줄링[37]의 모체가 된다. 

 

2.2 Weighted Fair Queueing 기반 기법들 
 

WFQ 기반 스케줄링에서 태스크들은 virtual time을 할당 받으며, 

시간 할당량(time quantum)이라고 불리는 주기 동안에 수행된다. 

태스크가 한 단위의 시간 할당량을 수행한 후, 태스크들의 virtual 

time이 계산되며 가장 작은 virtual time를 가지는 태스크가 다음 

시간 할당량 동안 수행된다. 그림 2는 WFQ 기반 스케줄링의 예를 

보인다.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총 3개의 태스크들이 실행 큐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들의 가중치는 각각 3, 2, 1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태스크는 매 시간 할당량 동안에 비선점적으로 CPU를 

점유하며 가중치가 높은 태스크는 보다 자주 시간 할당량을 할당 

받는다. 즉, 태스크 C보다 가중치가 3배 높은 태스크 A는 3배 더 

자주 시간 할당량을 할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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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eighted Fair Queueing 기반 스케줄링. 

이러한 형식의 스케줄링에서 태스크들은 그들의 virtual time에 

대한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스크 선택에 있어 O(log n)의 시간 

복잡도를 보인다. 여기서 n은 시스템 내 태스크의 개수이다. 반면, 

WFQ 기반 스케줄링의 GPS와의 fairness lag은 일반 작업부하 

하에서 상수로 바운드 되기 때문에 WRR 보다 향상된 비례공정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법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의 virtual 

time을 동적으로 조정해줌으로써 보다 짧은 사용자 반응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네트워크 packet 스케줄링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스케줄링의 측면에서 역시 다양한 

종류의 WFQ 기반 태스크 스케줄러가 제안되어왔다 [38-49]. 

Stride 스케줄링은 운영체제의 태스크 스케줄링을 위해 구현된 

최초의 WFQ 기반 알고리즘이다 [38]. 이는 기존 네트워크 분야의 

packet 스케줄링 기법에 기원을 둔 fair queuing 알고리즘[39]을 

차용했다. 실험을 통해 이 기법은 향상된 공정성과 짧은 반응시간을 

달성함이 증명되었다. Nieh와 Lam은 멀티미디어와 실시간 응용을 

위한 WFQ 기반의 스케줄러를 제안하였다 [40]. 기존 WFQ 기반 

기법과 다르게, 이 스케줄러는 실시간성에 대한 보장이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비례공정성의 지표로서 편향된 가상 종료시간(bi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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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finish time)을 사용하였다. 유사하게 Zhang은 강성 실시간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응용의 스케줄링을 위한 virtual deadline 

scheduling(VDS)을 제안하였다 [41]. VDS는 태스크들에게 가상 

마감시간(virtual deadline)을 할당하고 최단 가상 마감시간 우선 

(earliest virtual deadline first) 스케줄링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가중치에 비례하는 CPU 자원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WFQ는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다른 종류의 virtual runtime을 

비례공정 스케줄링의 지표로써 사용한다. Earliest Eligible Virtual 

Deadline First(EEVDF)[42], Surplus Fair Scheduling(SFS)[43], 

Borrowed Virtual Time(BVT)[44], Start-time Fair Queuing 

(SFQ)[45], Worst-case Fair Weighted Fair Queuing(WF2Q) 

[46]은 이들에 대한 대표적 예시들이다. [47-52]의 스케줄러들은 

virtual time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모두 상수로 바운드 되는 fairness lag과 O(log N)의 

시간 복잡도를 보이는 WFQ 기반의 스케줄링 기법들이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 Kolivas는 CFS의 변종으로써 BFS라고 

불리는 WFQ 기반의 스케줄러를 개발하였다 [53]. 이 스케줄러의 

목적은 보다 단순한 런타임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차용해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자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CFS와 달리 BFS는 

CPU의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위해 태스크의 virtual deadline[42]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태스크가 블록 될 때 해당 태스크의 virtual 

deadline을 갱신하고, 태스크가 wake-up될 때 보다 작은 virtual 

deadline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반응성이 향상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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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S는 중앙(centralized) 실행 큐 구조를 차용했기 때문에 복잡한 

부하분산 기법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BFS는 

Android Éclair에 스마트폰을 위한 태스크 스케줄러로 선정되었으나 

[54], 그 다음 버전인 Froyo에서는 다시 제외되었다. 이는 BFS의 

성능 향상이 실제 사용자에게 있어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BFS는 중앙 실행 큐 구조에 기반을 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scalability에 있어서 단점을 

지닌다. 

 

제 3 절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향상을 위한 스케줄링 

 

본 절에서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비례공정성 달성에 관해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에 대해 기술한다. 멀티코어 시스템이 일반화된 이래로, 

멀티코어 비례공정 스케줄링에 대해서 괄목할 만큼 수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분산 실행 큐 구조의 

기법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중앙 실행 큐 구조의 기법들[55-58]은 

CPU 코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기화(synchronization) 문제, 

일련화(serialization) 등으로 인한 심각한 성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분산 실행 큐 구조의 멀티코어 비례공정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해당 알고리즘이 차용하고 있는 부하분산 기법[59, 60]에 따라 (1) 

가중치 기반 기법들과 (2) 속도 기반 기법들의 두 분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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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중치(Weight) 기반 기법들 
 

가중치 기반 기법의 목적은 시스템의 실행 큐들 간 가중치 합, 즉 

로드 값을 동일하게 맞추는데 있다. Caprita는 Group Distributed 

Queues(GDQ)라는 멀티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61]. 

이는 코어 내에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태스크들을 스케줄링 한다. 

코어들 간 부하분산을 위해서 GDQ는 태스크들을 그들의 가중치에 

기반하여 그룹화하고, 태스크 그룹들의 가중치 합이 모든 CPU 

코어들에 대해서 균일하게 할당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태스크 

이주(migration)를 수행한다. 이와 유사하게, Linux O(1) 스케줄러 

및 CFS는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을 사용한다 [32, 35]. CFS의 

부하분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3.2절에서 하도록 한다. ULE 

스케줄러는 FreeBSD 운영체제에서 CPU 코어 간 로드를 균일하게 

만드는 주기적 태스크 이주 기법을 차용하였다 [62]. Linux CFS와 

달리, ULE는 코어 간 로드 차이가 아주 작다 하더라도 1초에 두 

번씩 로드가 가장 큰 실행 큐에서 가장 작은 실행 큐로 태스크들을 

이주시킨다. Oracle의 Solaris 10 운영체제에서는 CPU 코어 당 한 

개의 실행 큐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큐들 간의 로드를 분산시킨다 

[63]. [64]에서는 단일 ISA 지원 이종(heterogeneous) 멀티코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utilization 기반 부하분산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을 사용하면서 

CPU 코어들의 utilization 역시 균등하게 증가될 수 있도록 태스크 

이주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서 성능은 높지만 에너지 효율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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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코어의 사용을 최소한다. 

Delay 스케줄링[3]과 Quincy[65]는 큰 스케일의 멀티코어 

서버를 위한 가중치 기반 비례공정 스케줄링 기법들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비례공정성과 더불어 데이터 지역성(data locality) 역시 

고려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Delay 스케줄링은 특정 

작업(job)이 데이터 지역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실행을 지연시키고 다른 작업들을 대신해서 실행시킨다. 이 

방법은 데이터 집약적인 작업부하에 대해서 최적에 가까운 데이터 

지역성을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태스크 보다 훨씬 큰 단위인 

작업 단위의 스케줄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종종 비효율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비례공정성을 보인다. Quincy는 비례공정 스케줄링 

문제를 그래프 기반 최소 비용 문제로 모델링 하였다. 그래프에서 

node는 태스크나 이를 수행할 컴퓨팅 node를 나타내고, edge는 

node 간 데이터 지역성과 비례공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Quincy는 

모델링 한 문제를 풀기 위해 standard solver를 사용한다. 이는 

효과적으로 비례공정성과 데이터 지역성을 동시에 달성하긴 하지만, 

최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 초 이상의 검색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알고리즘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더욱 최근에는, 

Choosy라 불리는 단순화된 온라인 멀티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66]. 하지만 Choosy는 Delay 스케줄링과 유사하게 

태스크 단위가 아닌 사용자 단위의 최적 스케줄링을 찾기 때문에 

동일한 비례공정성 저하의 문제점을 상속받는다. [67]에서는 서버 

환경에서 가중치 기반의 부하분산 정책에 따른 비례공정성과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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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trade-off를 실험적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관과 달리 

로드를 의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비례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중치 기반 기법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4.3절에 상세히 

설명한다. 

 

3.2 속도(Speed) 기반 기법들 
 

속도 기반 기법들은 앞서 언급한 가중치 기반 기법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는 가중치가 아닌, 태스크들의 진행 

속도를 균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실행 큐에 태스크들을 분산한다. 

멀티코어 비례공정 스케줄링의 주류를 이루는 가중치 기반 기법과 

달리 이 기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존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Li는 속도 기반 기법의 일환으로 distributed weighted round 

robin(DWRR)을 제안하였다 [68]. DWRR은 시스템의 실행 가능한 

모든 태스크들이 동일 라운드 안에서 같은 상대적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round slice의 개념을 도입하여 CPU 코어 간 태스크 

이주를 수행한다. 즉, 모든 태스크들의 round slice가 소진되어 한 

라운드가 종료되면 태스크의 상대적 속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DWRR은 Linux O(1) 스케줄러와 동일하게 

CPU 코어 당 두 실행 큐를 사용하기 사용자 반응성에 문제점을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듯, O(1) 스케줄러에서 expired 실행 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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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 태스크들은 I/O 집약적 태스크들로 인해 심각한 기아 

현상을 겪을 수 있다. 후에 Li는 overlapping-ISA를 지원하는 

이종 멀티코어 아키텍처에 DWRR을 확장∙적용하였다 [69]. 이는 

태스크들이 동일 라운드 안에서 같은 상대적 속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DWRR과 동일하지만, 태스크들의 수행 시간이 

CPU의 성능에 따라 스케일링 된다는 점이 상이하다. Boneti는 단일 

프로그램 다중 데이터(single program multiple data: SPMD) 기반 

응용의 태스크 속도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Linux 기반 동적 

스케줄러를 제안하였다 [70]. 이는 한 주기 동안의 태스크의 

상대적 속도를 런타임에 검출하고 속도가 평균보다 느린 태스크를 

로드가 작은 코어에 할당하여, 다음 주기에 더 많은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법은 SPMD 기반 응용 수행 패턴에 의존적으로 

동작하며, IBM POWER5[71]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prioritization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키텍처 종속적이다. 보다 최근에는,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off by one 상태의 불균형 문제[72] 해결을 

위한 속도 기반 부하분산 기법을 제안하였다 [73, 74]. Off by one 

불균형 문제는 태스크의 수가 CPU 코어의 수보다 하나 더 많아 

어떠한 방식으로 부하분산을 해도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70]와 유사하게, 이 부하분산 기법은 속도가 가장 느린 

태스크를 가장 작은 로드의 코어에 주기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기법은 운영체제 kernel 공간이 아닌 사용자 

공간에 구현되었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가 다소 크며, 동일한 

우선순위의 병렬 응용에 대해서만 동작한다. [75]에서는 가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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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적합한 VM 인지 비례공정 스케줄러를 제안하였다. 이는 

특정 주기 동안의 n개 VM들에 대한 CPU 시간 사용 속도를 n 차원 

상태 벡터(status vector)로 모델링 한다. 또한, 해당 주기 동안 

VM들의 이상적인 속도를 공정 벡터 (fairness vector)로 정의한다. 

이어서, 이는 두 벡터들의 각도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VM을 

코어에 할당(allocation)한다. 

멀티코어 서버를 위한 속도 기반 멀티코어 비례공정 스케줄링 

기법의 일환으로, Huh는 virtual runtime-based task migration을 

제안하였다 [76]. 이는 임의의 태스크 간의 virtual runtime 차이를 

균등하게 하여 그 속도를 맞추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기법은 태스크의 진척(progress)을 균등히 하기 

때문에 기존 속도 기반 기법보다 정밀히 비례공정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속도 기반 기법은 이전 주기 동안의 순간적 

비례공정성을 고려하는 반면, 이 기법은 태스크의 전체 생명 주기 

동안의 비례공정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CFS와 마찬가지로, virtual 

runtime은 각 태스크의 상대적 진척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하지만 

[76]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 기법은 오직 인접한 두 

코어 간의 비례공정성만을 보장한다. 시스템 전체의 비례공정성은 

별도의 전역 부하 분산 정책을 필요로 한다. 둘째, CFS를 단일코어 

스케줄러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 값이 

올바르게 유지∙누적되지 못한다. 그 결과로, 태스크들이 동적으로 

생성되고 종료되는 환경에서는 비례공정성이 종종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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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모델 

 

 

현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이 다양해지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 소프트웨어의 계층화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계층화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각 계층은 

타 계층과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제공한다. 본 장은 이렇듯 

계층화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형화 된 시스템 

모델링을 수행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에서는, 현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계층적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각 계층 

별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해 기술한다. 2절에서,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태스크 스케줄링을 관장하는 스케줄러의 

개념 및 동작 원리를 상세히 살펴본다. 

 

제 1 절 계층적 아키텍처 

 

현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계층적 아키텍처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의 하단부에 묘사된 하드웨어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CPU코어들로 구성되는 멀티코어 

시스템을 가정한다. 하드웨어의 위에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계층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층별로 독립적이고 고유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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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계층적 아키텍처 모델링. 

플랫폼의 계층은 상위에서부터 하위로까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응용(application) 계층; 

 프레임워크(framework) 계층;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층. 

응용 계층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최종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다. 이 집합은 플랫폼의 도메인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데스크톱의 경우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웹 

브라우저 등이 응용 계층을 구성한다. 스마트폰 단말의 경우에 전화 

응용, SMS 응용 등이 응용 계층을 구성한다. 서버의 경우에 tenant 

소유의 virtual machine들이 응용 계층을 구성한다. 

프레임워크 계층은 하위 계층의 운영체제를 위한 응용의 표준 

구조를 구현하는 클래스와 라이브러리의 집합이다. 재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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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코드를 프레임워크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응용을 개발 시 

표준 코드를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응용 기본 구조의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의 응용의 

코드 구조가 명백하다는 점을 인지하자. 내장형 사용자 단말의 경우,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계층으로는 Android가 있다.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 OpenStack이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계층이다. 

운영체제 계층은 하드웨어 자원 할당을 비롯해 다양한 시스템 

기능을 제공한다. 운영체제 계층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은 시스템에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운영체제로써 Linux를 가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Linux는 

free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소스 개발의 가장 잘 알려진 표본이다. 

그 개방성과 적용가능성 덕분에 전 세계 산∙학계에 걸쳐서 Linux의 

성능을 보다 최적화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경주되고 있다. 따라서 

Linux의 성능을 최적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vendor 독립성, 보안∙안정성 덕분에 대형 서버 분야에서뿐 아니라 

데스크톱, 내장형 사용자 단말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제, Linux의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태스크의 수행을 관장하기 위한 태스크 스케줄러가 탑재되어있다. 

Linux는 CFS라고 불리는 태스크 스케줄러를 사용한다. 스케줄러 

내부에는, 시스템에 수행 대기 중인 태스크들을 저장하기 위한 실행 

큐가 있다. Linux에서는 개별 CPU 코어 당 독립적인 실행 큐를 

유지한다. 또한, 메모리 관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subsystem들 및 

native library들 등이 탑재되어 있다. Linux가 제공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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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들은 System Call interface(SCI)라고 불리는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위 계층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 2 절 Completely Fair Scheduler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은 태스크라는 주체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수행을 관장하는 태스크 스케줄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성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구성 요소이다. 본 

학위논문의 시스템 모델에서 운영체제는 Linux를 가정하고 있으며,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는 높은 효율성과 비례공정성을 제공하여 

2.6.23 kernel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도메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은 CFS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CFS의 디자인 철학과 목적, 실행 큐 구조, 

런타임 알고리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CFS가 멀티코어 

시스템을 위해 차용하고 있는 부하 분산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디자인 목적과 핵심 개념 

CFS는 각 CPU 코어에 대해 독자적 실행 큐를 유지하고, 해당 

코어 안에서 다른 코어들과 독립적으로 스케줄링 결정을 수행하는 

멀티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CFS의 주된 목적은 실행 큐 내의 

태스크들에게 그들에게 할당된 상대적 가중치에 비례하는 만큼의 

CPU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다. Linux 운영체제 내에서 태스크의 

상대적 가중치는 nice 값이라는 [-20, 19] 사이의 정수형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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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더 작은 nice 값은 더 큰 가중치에 해당한다. 

기본적 형태로써, CFS는 태스크들에게 그들의 상대적 가중치에 

비례하는 길이의 time slice 값을 할당하는 WRR 기반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태스크는 스케줄링 되어 실행 큐로부터 빠져나올 때, 

실행 큐의 맨 앞으로부터 빠져 나오기 때문에 태스크 선택에 있어 

시간 복잡도가 상수 시간, 즉 O(1)이다. 또한, 태스크가 CPU를 

점유하기 시작하면 해당 태스크의 time slice가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비 선점적(non-preemptive)으로 수행된다. 반면, 일반적인 

WRR 스케줄링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CFS는 태스크들에게 virtual 

runtime이라는 가상의 값을 할당하고 실행 큐에 virtual runtime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도록 태스크들을 저장한다.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은 태스크의 실제 실행시간을 그 태스크의 상대적 가중치에 

대해서 역으로 스케일링 한 값으로 정의된다. 

Linux에서 제어 그룹(control group)의 개념[77]을 도입함에 

따라, CFS는 태스크들을 그룹으로 묶고 태스크 그룹 간의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달성할 필요가 있어졌다. 이를 위해서, CFS는 태스크 

그룹에도 역시 비례공정의 지표인 virtual runtime을 할당한다. 

태스크 그룹의 virtual runtime은 해당 태스크 그룹 내의 모든 

태스크들에 대한 실제 실행시간의 합을 그룹의 상대적인 가중치에 

대해서 역으로 스케일링 한 값으로 정의된다. 그 다음, CFS는 

태스크들과 태스크 그룹들 모두에 대해 계층적 비례공정 스케줄링 

한다. 만약 특정 스케줄링 결정 시점에 어떤 태스크 그룹이 실행 큐 

내에서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 값을 가진다면, CFS는 그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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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virtual runtime 값을 가진 태스크를 스케줄링 한다. 

WRR 기반의 비례공정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한 instance로써, 

CFS는 time slice의 개념을 사용한다. 태스크의 time slice는 그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들에게 선점 당하지 않고 수행 가능한 시간 

구간으로 정의된다. CFS에서 태스크의 time slice의 길이는 해당 

태스크의 상대적 가중치에 비례한다. 태스크 
i pT  의 time slice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j p

i
i

jT

w
P

w







  


 

여기서 P는 round robin interval로써 주어진 작업부하에 대해 그 

값이 달라진다. 실행 큐 내의 태스크들은 구간 P  동안에 적어도 

한번은 스케줄링 된다. 만약 P가 너무 작게 정의되면 태스크들에게 

할당되는 time slice 역시 너무 작아져서 너무 잦은 문맥 교환을 

야기한다. 반대로 P 가 너무 크면 비례공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Linux 운영체제는 현재 작업부하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문턱 값 

sched_nr_latency를 사용한다. 만약 실행 큐의 태스크의 개수가 

이 문턱 값 이하이면, P는 sched_latency라는 작은 상수 값으로 

정의된다. 그렇지 않으면, P 는 태스크의 개수에 비례한 값으로 

정의된다. n이 
pq  내의 태스크들의 개수라 하면, P 의 값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otherwise

n
P


 


sched_latency sched_nr_latency

sysstl_sched_min_gran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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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_latency, sched_nr_latency, sysctl_sched_min_granularity는 

운영체제 컴파일 시간에 결정되는 인자들로, 만약 스마트폰을 위한 

설정으로는 6, 8, 0.75 밀리 초로 정의 된다. 

 실행 큐 구조 

CFS는 CPU 코어 별 실행 큐로 red-black tree라고 불리는 자가 

균형 이진 탐색 tree 자료구조를 사용한다. 명백하게, CFS는 이 

자료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시간복잡도의 측면에서 다음의 장점을 

가진다. 우선,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을 갖는 태스크, 즉 가장 

CPU 자원을 필요로 하는 태스크는 가장 왼쪽 node(leftmost 

node)에 저장되어 있음이 보장되기 때문에 스케줄링 시 상수 

시간에 빠르게 태스크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태스크가 실행 큐에 

삽입될 때, 이 자료구조의 사용으로 인해 O(log n) 시간에 virtual 

runtime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태스크의 삽입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 리스트 기반의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정렬하는데 

있어 O(log n2)의 시간복잡도가 필요함을 인지하자. 만약 red-black 

tree의 node가 태스크가 아닌 태스크 그룹이라면 이 node는 해당 

태스크 그룹에 대한 다른 red-black tree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저장하고 있다. 이 경우, CFS는 node가 태스크를 가리킬 때까지 

반복하여 탐색을 계속한다. 그림 4는 앞서 설명한 CFS의 실행 큐 

구조를 도식적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시스템 전역에는 

태스크 그룹 수준의 red-black tree가 존재한다. 태스크 그룹이 

계층화된다면 이 tree는 계층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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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FS의 실행 큐 구조: Red-Black Tree. 

지금까지 CFS의 핵심 개념과 더불어 실행 큐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CFS의 단일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멀티코어 부하분산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다. 

 단일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 

CFS의 단일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스케줄링 tick이라고 불리는 

주기적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 호출된다. Tick의 주기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운영체제 환경 설정 시 결정되는 매개 변수이다. 매 

스케줄링 tick 마다, CFS는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와 태스크 

그룹의 virtual runtime 값을 갱신한다. 그 후, 현재 수행 중이던 

태스크의 time slice 값을 스케줄링 tick 주기만큼 감소시킨다. 만약 

남아있는 time slice가 모두 소진되면, CFS는 현재 수행 중이던 

태스크를 선점시키고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을 갖는 태스크 

그룹 중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을 갖는 태스크를 찾아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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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종적으로, 선점 당한 태스크의 time slice를 다시 원래 

값으로 보충하고, 실행 큐 안에 삽입한다. 

이제 CFS가 태스크를 실행 큐에 삽입∙제거할 때 해당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태스크들이 

복수 라운드 안에서 스케줄링 될 때, CFS는 한 라운드에서 그들이 

수행되어야 할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 성능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CFS는 각 태스크의 누적 virtual runtime을 유지하는 대신에 실행 

큐 내의 태스크들의 상대적 순서만을 유지한다. 이는 CFS의 구현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CFS는 태스크가 실행 큐에 

삽입∙제거될 때 해당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태스크가 수행을 위해서 CFS로부터 선택될 

때, 해당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은 0으로 초기화된다. 시간 
1t 에 

임의의 태스크 
i 가 실행 큐로부터 삭제될 때, 

i 의 virtual runtime 

값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1 1 min 1( ) ( ) ( ) 0i ir t r t r t     

여기서 
min 1( )r t 는 시간 

1t 일 때의 최소 virtual runtime이다. 사실, 

i 는 스케줄링 시점에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을 가지기 때문에 

min 1( )r t 는 
1( )ir t 와 동일하다. 

이와 유사하게, 태스크 
i 가 시간 

2t 에 실행 큐로 삽입될 때, 

i 의 virtual runtime 값은 아래와 같이 반대로 조정된다. 


2 2 min 2( ) ( ) ( )i ir t r t r t   



 

 37 

i 는 시간 구간 
1 2( , )t t 에서 어느 정도 수행했기 때문에 

2( )ir t 는 항상 

양의 값임을 인지하자. 

 멀티코어 부하 분산 기법 

멀티코어 환경에서, CFS는 부하분산 기법을 수행해 CPU 코어들의 

로드를 균등하게 분산시킨다. 이를 위해서, CFS는 개별 실행 큐에 

대해 로드라고 명명하는 양의 정수 값을 유지한다.  

기본적으로, CFS는 선 정의된 특정 주기마다 부하분산 기법을 

각 실행 큐에서 실행 큐들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부하분산 주기는 

라고 명명한다. 매 마다, 현재 실행 큐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를 

계산하여 부하분산을 해야 할지를 검사한다. 
maxq 는 시스템 내의 

가장 큰 로드의 실행 큐이고, 
maxT 는 

maxq 에 삽입되어 있는 태스크 

집합을 뜻한다. 또한, 
max( )l q 은 

maxq 의 로드 값이다. 그러면, 현재 

실행 큐 
cq 의 불균형 정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maxmin( ( ) , ( ))   c avg avg cl l q l l l q  

여기서 
avgl 는 시스템의 평균 로드 값이다. 

CFS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할 때에 
maxq 에서 

cq 로 태스크들을 

이주시킨다. 

 max
min ( ( ))

2




 i T i

c

w
l  

상기 조건이 만족되면, CFS는 두 실행 큐 
max( , )cq q 의 불균형을 

해제하기 위해 복수의 태스크들을 한꺼번에 이주시킨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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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q 에서 
cq 로 이주시킨 태스크의 가중치 합이 

cl 보다 커질 때까지 

계속해서 태스크를 이주시킨다. 

앞서 설명한 주기적 부하분산 외에, CFS는 실행 큐가 비었을 때 

역시 추가적인 부하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종류의 부하분산 

정책은 ‘유휴 부하분산(idle balancing)’이라고 불린다. 태스크가 

수행을 종료하거나 블록 되었을 때, 실행 큐에 남아있는 태스크의 

개수를 센다. 만약 남아있는 태스크가 없다면, CFS는 유휴 

부하분산을 위한 코드를 호출하여 
maxq 로부터 태스크들을 빼앗아 

온다. 이때 빼앗아 오는 태스크의 양은 

cl 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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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차계층 자원관리를 통한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 

 

 

Android는 개방성(openness)과 빠른 개발 주기 덕분에 가장 널리 

배포된 내장형 사용자 단말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사용자 

반응성은 Android에서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사용자 반응성은 사용자 입력에 대한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을 통해 정량화 할 수 있다. 산∙학계에서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의 최적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ndroid의 내부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용자 사용 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졌다. 

일례로, Android는 하나의 사용자 상호적 전경 응용이 복수의 배경 

응용과 함께 수행되는 다중작업(multi-tasking)을 지원한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은 배경 응용들로부터 생성된 수 

십 개의 배치 태스크들에 의해 수행을 방해 받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최종 사용자에게 눈에 거슬릴 정도로 저열한 사용자 경험을 

겪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본 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차계층 자원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1)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FTC)과 (2) 

Virtual Time-based CFS(VT-CFS). FTC는 Android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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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과 Linux kernel 계층 간에서의 교차계층 자원관리 기법이다. 

상위 프레임워크 계층에서, 이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과 사용자 

상호작용 패턴을 검출한다. 하위 kernel 계층에서, 검출된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동적∙선택적으로 증진시킨다. 그 결과로, 이 태스크들은 

다른 배경 응용의 태스크들보다 더 큰 time slice를 할당 받아 선점 

당하지 않고 오래 수행이 가능해진다. VT-CFS는 기존의 CFS를 

교차계층적으로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preemption tick이라고 

불리는 time slice 보다 짧은 주기에 태스크를 선점적으로 스케줄링 

한다. 게다가, VT-CFS는 FTC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의 정보를 이용해 그 태스크가 실행 큐에 삽입될 때 첫 번째 

node에 위치하게 하여 보다 빨리 CPU를 점유할 수 있게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은 시스템 모델링에 기반을 

두어 대상 시스템을 정의한다. 2절은 본 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표기법과 핵심 용어들을 정의한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형화하여 기술한다. 4절과 5절은 앞서 

기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인 FTC와 VT-CFS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절은 제안한 기법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동작 예시를 통해 보인다. 

 

제 1 절 대상 시스템 정의 

 

Android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내장형 사용자 단말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Android는 계층적 아키텍처와 입력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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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과 결과의 rendering 과정 등을 포함하는 핵심 동작들을 

파악함으로써 이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본다. 

 Android 계층적 아키텍처 

그림 5는 Android의 계층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그 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들을 도식화 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Android는 Linux kernel, Android 런타임, native 라이브러리 

그리고 응용 프레임워크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그림 5. Android 플랫폼의 계층적 구조. 

(1) Linux Kernel: Android는 맞춤화된 Linux 3.0 kernel을 

운영체제로써 사용한다. Mainline Linux kernel과는 다르게, 

이 kernel은 이동통신 단말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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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성능 개선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wake lock이라 

불리는 공격적인 전력 관리 메커니즘, 물리 메모리 관리자, 

Binder라 불리는 효율적인 IPC 메커니즘 등이 이러한 성능 

개선에 속한다. 

(2) Android Runtime: Android는 응용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런타임 환경을 제공한다. 이 런타임 환경은 Dalvik 

VM과 표준 Java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구성된다. Android 

응용들은 Java 언어로 작성되고, Dalvik Executable(DEX) 

이진 코드로 컴파일 된다. 런타임에, 이들 응용은 Dalvik 

VM 위에서 수행된다. 

(3) Native Libraries: Android는 성능 향상을 위해 C/C++로 

작성된 라이브러리 세트를 제공한다. 이는 bionic libc라고 

불리는 표준 C 라이브러리, 2D/3D 그래픽 엔진 라이브러리, 

멀티미디어 codec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응용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응용들에게 노출된다. 

(4) Application Framework: Android의 응용 프레임워크는 

응용이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 

서버들의 세트로 구성된다. 이는 하위 계층의 Linux 장치 

드라이버를 통해 응용이 시스템의 각종 자원들을 사용 

가능하게 한다. 시스템 서버들의 예로는 프레임 버퍼를 

관리하는 window manager, content provider 그리고 telephony 

manag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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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플랫폼의 계층적 아키텍처 및 플랫폼 위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시스템 서버(system server) 

태스크, 커널(kernel) 태스크 그리고 응용 태스크. 구체적으로, 

시스템 서버는 Linux의 일반 태스크로 구현되고 CFS에 의해 

스케줄링 된다. 개별 시스템 서버는 특정한 시스템 리소스의 관리를 

담당하며, 각 장치들은 전용의 시스템 서버에 의해 배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는 응용 프레임워크에 의해 명세 된다. 예를 

들면, Surface Flinger는 프레임버퍼의 사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서버이다. 

커널 태스크 역시 Linux의 일반 태스크로 구현되며, 운영체제 

내부의 핵심 시스템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인터럽트 

관리, 태스크 스케줄링, IPC 등을 포함한다. 커널 태스크의 예로는 

인터럽트를 bottom half에서 후처리 하기 위한 soft-IRQ daemon, 

CPU들 간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한 migration 태스크, 시스템의 

lockup을 검출하기 위한 watchdog 태스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응용 태스크는 Java 기반의 Dalvik Virtual 

Machine(DVM) 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Linux의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하드웨어 자원에 접근 불가능 하다. 대신, 

이는 시스템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응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Android 응용은 하나의 주 

태스크와 복수 개의 작업자 태스크들로 나뉘어서 구현이 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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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태스크라고도 불리며, 사용자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면, 작업자 태스크는 응용이 해야 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작업자 태스크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잠재적으로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포함하여 

비트맵의 크기를 조정하는 등의 계산 집약적인 작업들을 수행한다. 

DVM은 별도의 독자적인 multi-threading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은 Linux kernel의 native multi-threading 모델을 사용한다. 

시스템 서버 태스크와 응용 태스크간의 통신은 Binder IPC 

메커니즘과 Input Channel이라고 불리는 UNIX socket을 이용한다. 

이중에 Input Channel을 이용한 통신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ndroid Jelly Bean에서는 사용자 

반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력 이벤트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서버 

태스크와 그에 상응하는 응용의 주 태스크 간의 IPC가 Input 

Channel을 통해 이루어진다. 

 핵심 내부 동작: 입력 이벤트 처리와 Rendering 

Android에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있어, (1) 입력 

이벤트 처리 과정과 (2) rendering 과정은 가장 중요한 내부 

동작들이다. 이제 이 내부동작들을 차례로 설명한다. 

입력 이벤트 처리 과정: 그림 6은 Android 플랫폼에서 사용자 

입력에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응용의 주 태스크까지의 이벤트 

전달 과정을 도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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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ndroid의 핵심 내부동작: 입력 이벤트 전달 과정. 

그림에서 보이듯, Input Reader와 Input Dispatcher 두 시스템 

서버가 입력 이벤트 처리를 관장한다. 사용자가 점이나 선을 

그리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터치 스크린 장치를 

통해 접촉을 한다 가정하자. 그러면, 터치 스크린 장치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 Linux kernel에 인터럽트를 인가한다. 

Kernel은 즉시 그 시점에 수행되던 태스크를 멈추고 해당 

입력에 상응하는 인터럽트 handler의 시작점으로 점프 한다. 

인터럽트 handler는 /dev/input/에 위치한 입력 이벤트의 

장치 파일에 가공되지 않은 입력 데이터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터치 스크린 장치에 대한 이벤트는 /dev/input/event3 

파일에 쓰여진다. 

Input Reader는 장치 파일에 저장된 입력 이벤트를 읽어 들여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 서버는 

장치 파일로부터 eventHub::getEvent()을 사용해 입력 

이벤트를 받아오기 위해 polling을 수행한다. 이어서, 가공되지 

않은 입력 이벤트를 메타데이터(metadata)로 변환한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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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메타데이터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과 터치가 발생한 위치를 포함한다. 차례로, Input Reader는 

Input Listen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InBoundQueue라는 

자료구조에 해당 메타데이터를 삽입한다. 최종적으로 Input 

Dispatcher라는 또 다른 시스템 서버를 깨운다. 

Input Dispatcher는 입력 이벤트를 전달할 응용의 주 태스크를 

판별하고, 타깃 태스크에게 그 이벤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 서버는 Input Reader에 의해서 깨어난 후에, 

주기적으로 InBoundQueue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읽어온다. 

Input Dispatcher는 사용자 상호작용이 발생한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를 판별한다. 이어서, sendMessage()를 통해 해당 

태스크에게 이벤트를 전달한다. Input Dispatcher와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 간의 통신은 Input Channel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Input Publisher와 Input Consumer는 Input Channel에서 제공하는 

양단간 인터페이스이다. Input Dispatcher는 Input Publisher를 

이용하여 Input Channel 반대편의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와 

통신한다. 예를 들면, 터치 이벤트에 대한 반응으로 Input 

Dispatcher는 Input Publisher가 제공하는 publishMotionEvent() 

함수를 호출하여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에 입력 이벤트를 

전달한다. 반면에 해당 응용의 주 태스크는 Input Channel의 

Input Consumer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Input Dispatcher로부터 

입력 이벤트를 받는다.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가 Input Channel을 통해서 마침내 입력 



 

 47 

이벤트를 받으면, 해당 응용의 이벤트 listener가 이를 

처리한다. 일반적인 응용은 복수의 view로 구성이 되며, 각 

view에는 일련의 이벤트 listener들이 할당되어 있다. 응용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는 사용자 입력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벤트 listener들을 명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nTouchListener와 onKeyListener는 각각 터치 

이벤트와 키 입력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listener이다. 

Rendering 과정: 그림 7은 Android 플랫폼에서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의 요청부터 운영체제 kernel의 프레임 버퍼에 까지 

이르는 rendering 과정을 도식화한다. 

Surface Flinger는 프레임 버퍼에 실질적 rendering을 수행하는 

시스템 서버이다. Rendering 동작은 크게 두 개의 원인에 의해 

시작된다. 첫째는 전경 응용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는 일반적인 

rendering 동작이다. 반면, 둘째는 VSYNC 타이밍에 의해 

시작되는 rendering 동작이다. 이는 화면의 고정된 프레임 

율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주기적인 rendering 동작으로, 

Android 4.1 Jelly Bean 이래로 추가 도입되었다. 이 두 

방식들은 오직 rendering을 시작하는 타이밍만 차이가 있기에, 

이 세부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rendering 동작에 

기반을 두어 설명한다. 



 

 48 

 

그림 7. Android의 핵심 내부동작: Rendering 과정. 

Android에서, 한 화면은 surface라고 불리는 구분된 메모리 

영역으로 구성된다. 응용이 특정 surface의 내용을 변경하면, 

해당 surface의 정보가 Binder IPC를 통해 Surface Flinger에 

전달된다. 그 다음, layer라고 불리는 특정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다. 동시에 응용의 주 태스크는 메시지 큐에 

rendering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저장한다. 메시지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화면 전체의 갱신을 위한 REFRESH 메시지, 화면의 

특정 부분만의 갱신을 위한 INVALIDATE 메시지. Surface 

Flinger는 onMessageReceived()을 호출하여 그 메시지를 

읽어 들인다. 만약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Surface 

Flinger는 handleRepaint()을 호출한다. 이 함수는 화면을 

구성하는 layer들을 일련의 임시 이미지들에 그리고, 모든 임시 

이미지들을 합성하여 한 화면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통합 이미지를 kernel 계층의 프레임 버퍼에 전달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응용, 프레임워크, kernel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용자는 화면에 출력되는 자신의 상호작용 결과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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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2 절 수학적 표기법과 용어 정의 

 

본격적으로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의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수학적 약어들에 대해서 정의한다. 본 장에서 사용될 

약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수학적 약어들은 핵심 용어들을 

정형화하여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표 1. 용어 설명 

약어 설명 

A  응용 태스크 세트 

S  시스템 서버 태스크 세트 

K  Kernel 태스크 세트 

im  i  번째 응용 iA 의 주 태스크 

i

jw  i  번째 응용 iA 의 j  번째 작업자 태스크 

F  전경 태스크 그룹 

B  배경 태스크 그룹 

( )iw   태스크 
i 에게 할당된 가중치  

  Preemption tick 주기 

( )ir t  시간 t 에서의 태스크 
i 의 virtual runtime 

xw  Nice 값 x 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 

 

앞서 언급했듯이, Android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은 

시스템 서버 태스크, 커널 태스크, 응용 태스크로 구분된다. S 와 

K 는 각각 시스템 서버 태스크와 커널 태스크로 구성되는 태스크 

세트이다. iA 는 i  번째 응용을 지칭한다. iA 는 하나의 주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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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와 복수개의 작업자 태스크 
1 2{ , , ,..., }i

i i i i

n
m w w w 로 구성 된다. 주 

태스크는 주로 입력 이벤트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며 응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반면, 작업자 태스크들은 주 태스크와 비 

동기적인 계산 집약적 작업들을 수행한다. 한 시점에,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응용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이 응용을 cA 라 정의한다. 

응용 cA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끊임없고 유려하게 동작시키기 

위해 Android에서는 cA 의 주 태스크 cm 와 시스템과 관련된 

태스크들 S , K  가 그 외 태스크들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한 

지분의 CPU 자원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Android 플랫폼에서는 시스템 내 모든 태스크들을 

크게 두 태스크 그룹들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이 태스크 그룹은 

각각 전경 그룹, 배경 그룹이라 불리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정의 1. (FOREGROUND GROUP) 전경 그룹 F 는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와 시스템 서버 태스크들 그리고 kernel 태스크들로 

구성된 태스크 세트이다. 

 { }cF m S K  

정의 2. (BACKGROUND GROUP) 배경 그룹 B 는 전경 응용의 

작업자 태스크들과 배경 응용의 모든 태스크들로 구성된 태스크 

세트이다. 

 ( { }) ( )c c k

k cB A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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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는 이 두 태스크 그룹들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고, 

이들을 스케줄링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반응성의 향상을 달성한다. 

구체적으로, 전경 그룹에 배경 그룹보다 10배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이들을 계층적으로 비례공정 스케줄링 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전경 그룹의 태스크들이 전체 CPU 대역폭의 9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용자 입력이 터치스크린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전달되면, 일련의 태스크들이 응답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스크들의 수행 시퀀스를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라고 정의하고 또한 이 체인에 속한 

태스크들을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라고 명명한다. 

정의 3. (USER-INTERACTIVE TASK CHAIN)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은 입력장치로부터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는 태스크부터 

출력장치에 해당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태스크까지의 

태스크 수행 시퀀스이다. 

정의 4. (USER-INTERACTIVE TASK)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에 나타나는 태스크이다. 

아래의 그림 8은 Android에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의 원은 개별 태스크를, 화살표는 태스크의 

수행 순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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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ndroid 플랫폼에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은 사용자 입력을 

담당하는 시스템 서버인 Input Reader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결과를 

화면에 rendering하는 시스템 서버인 Surface Flinger에서 끝난다. 

또한, 이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에 포함되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는 다음과 같다: Input Reader, Input Dispatcher,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 전경 응용의 작업자 태스크, Binder 태스크 그리고 Surface 

Flinger. 

 

제 3 절 문제 정의 

 

Android 플랫폼의 사용자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능 지표는 주어진 사용자 입력에 대한 ‘양단간 반응시간(end-

to-end response time)’이다. 양단간 반응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에 대해서 다음 두 종류의 지연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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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5. (PREEMPTION LATENCY) 선점 지연시간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가 자신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태스크들에 의해 

선점 당하는 누적 시간이다. 

정의 6. (DISPATCH LATENCY) 실행 지연시간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가 스케줄링 되어 실행 큐에 삽입된 시각부터 첫 번째 

명령어를 수행하는 시각까지의 지연시간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9는 Android에서의 양단간 반응시간, 

선점 지연시간, 실행 지연시간을 Gantt 차트에서 도식화한다. 

 

그림 9. Android 플랫폼에서 양단간 반응시간의 예. 

이 차트는 표현상의 문제로 단순화되었다. 사용자가 시간 
0t 에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전경 응용에 입력을 가하면, 일련의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수행을 걸쳐 시간 
9t 에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통보 

받는다. 이 구체적 예시에서, 양단간 응답시간은 
9 1t t 이고, 선점 

지연시간은 
5 4t t 이며, 실행 지연시간은 

3 2t t 와 
7 6t t 이다. 명백히 

알 수 있듯, 양단간 응답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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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에 대한 선점 지연시간과 실행 지연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Android 플랫폼에서는 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용자 반응성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경 응용의 작업자 태스크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배경 그룹에 할당되기 때문에 긴 

선점 지연시간이 야기될 수 있다. 만약 배경 그룹에 CPU 집약적인 

다른 태스크들이 존재한다면 사용자 상호적인 작업자 태스크들은 

CFS의 비례공정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몇 차례 선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체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 동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긴 선점 지연시간을 야기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는 이러한 

선점 지연시간의 문제를 보인다. 

예 1: 전경 응용 cA 가 다른 배경 응용과 함께 수행중인 예제를 

고려해보자. 배경 응용은 10개의 CPU 집약적 태스크들을 생성하고 

이들의 가중치는 모두 1이라 가정하자. 사용자가 cA 에 상호작용을 

수행하면, cA 의 주 태스크는 하나의 작업자 태스크 
1

cw 을 생성하고 

1

cw 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블록 된다. 
1

cw 의 가중치는 역시 1이고, 

주어진 작업을 완료하는데 3 밀리 초가 걸린다고 한다. 
1

cw 는 배경 

그룹에서 배경 응용의 10개 태스크들과 CPU 자원을 경합하며 수 

차례 선점 당하게 된다. 배경 태스크의 시간 할당량이 오직 1 밀리 

초라 하더라도 
1

cw 는 한 번 선점 당할 때 마다 무려 10 밀리 초를 

기다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구체적 예에서 
1

cw 는 20 밀리 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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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선점 지연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Android의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가 태스크들을 time 

slice 동안 비선점적으로 수행시키기 때문에 긴 실행 지연시간을 

야기시킨다. CFS는 태스크들을 virtual runtime 순서대로 정렬하고, 

이들을 WRR 방식으로 스케줄링 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는 사용자 입력에 의해 깨어나(wake-up) 실행 큐로 삽입될 

때 그 태스크보다 virtual runtime이 작은 다른 태스크들이 실행 큐 

내에 존재한다면 이들의 time slice가 모두 끝날 때까지 실행 큐 

안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 내 

태스크들의 긴 실행 지연을 야기한다. 다음의 예는 이러한 실행 

지연시간의 문제를 보인다. 

예 2: 이번에는 전경 응용 cA 가 30개의 배경 태스크들과 함께 

수행 중인 예시를 고려해보자. 이 배경 태스크들 중 한 태스크는 

오디오의 재생을 담당하는 중요한 것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 

값인 10을 할당 받았다. 이 태스크는 
a 라 명명한다. 반면, 나머지 

태스크들의 가중치 값은 모두 1이라 가정하자. 사용자가 시스템에 

입력을 인가하면, cA 의 주 태스크인 cm 가 깨어나서 실행 큐에 

삽입된다. 이 때 
a 가 실행 큐에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다면, cm 는 

WRR의 경우 
a 가 자신의 time slice를 모두 소진하거나, WFQ의 

경우 
a 의 virtual runtime이 cm 보다 커질 때까지 실행 큐 내에서 

대기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cm 는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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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지연시간을 경험한다. 특히 WRR 기반 스케줄링을 하는 경우, 

cm 의 실행 지연시간은 무려 10 밀리 초 이상이 된다. 

 

제 4 절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 

 

본 절은 Android에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의 선점 지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FTC)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기법의 

핵심은 배경 그룹에 속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동적∙선택적으로 증진시켜 하위 계층의 스케줄러인 CFS에서 이들이 

긴 time slice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배경 그룹에 속한 

비상호적(non-interactive) 태스크들의 수행을 다소 희생시켜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선점 지연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명백하게, 비상호적 태스크들은 과거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였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 태스크들은 터치 스크린, 

키보드를 비롯한 사용자 상호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다소 지체 되도 사용자가 느려짐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FTC의 동작은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을 런타임에 판별하는 단계; 

 판별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 중에 작업자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선택적으로 증진시키는 단계; 

 증진된 작업자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복원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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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응용 프레임워크 계층, 나머지 두 단계는 운영체제 

계층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이는 교차계층적 자원 관리 기법이다. 

사실, 운영체제 계층에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을 효과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Android 플랫폼에는 수 

많은 태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며, 이들의 CPU 사용 

패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선 1절에서 분석한 

Android 응용 프레임워크의 특정 런타임 동작을 이용하여 이를 

판별하고자 한다. Android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전기적 신호로 

입력 장치에 인가되면 Input Reader라 불리는 특정 시스템 서버 

태스크는 이를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신호는 다시금 

또 다른 시스템 서버 태스크인 Input Dispatcher에 의해서 사용자가 

현재 상호 작용하고 있는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에게 전달된다. 

Input Reader는 현재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의 시발점이며, Input 

Dispatcher는 현재 전경 응용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수정하여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에 등장하는 태스크들의 식별자를 하위 운영체제 계층에 넘겨 

주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Input Reader는 사용자의 입력을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할 때 다음 호출될 입력 관련 시스템 서버인 Input 

Dispatcher의 태스크 식별자를 Linux kernel에 전달한다. 이어서, 

Input Dispatcher는 자신이 수행되는 시점에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와 

작업자 태스크의 태스크 식별자를 Linux kernel에 전달한다. 또한, 

이 시스템 서버는 결과의 출력을 담당하는 Surface Flinger와 IPC를 

담당하는 Binder 태스크의 식별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kern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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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Android의 IPC 메커니즘인 

Input Channel와 Binder 드라이버를 수정하여 IPC 도중에 원하는 

인자들을 함께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기법은 단순하게 system call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자들을 전달하는 것보다 명백히 작은 런타임 

오버헤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은 어차피 

Input Channel이나 Binder를 통해 다른 태스크들과 통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0는 FTC의 동작을 도식화 한다. 

 

그림 10.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 

이제, 판별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으로부터 특정 작업자 

태스크의 태스크 식별자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본다. Android에서 응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자 태스크를 

생성 가능하다: (1) Android의 Thread 클래스의 start method를 

이용하는 방식 혹은 (2) AsyncTask 클래스의 doIn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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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이용하는 방식. 전자의 경우, start method 내부에서 

Java Native Interface(JNI)를 통해 kernel의 fork system call을 

호출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작업자 태스크의 식별자를 쉽게 검출 

가능하다. 태스크가 fork되면, FTC는 운영체제 계층에서 해당 

태스크의 부모 태스크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인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생성된 태스크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라 판별된다. 반면, 

작업자 태스크가 AsyncTask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면, 이는 

fork 프레임워크와는 독립적인 독자적 thread 모델을 사용한다. 

즉, 생성된 태스크는 응용의 주 태스크와 무관한 태스크 식별자를 

할당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yncTask 클래스를 수정해 

호출자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라면 클래스의 constructor로부터 

작업자 태스크의 식별자를 얻어서 운영체제 계층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이 올바르게 판별된 후에, FTC는 그 중 

작업자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선택적으로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서, 

CFS는 다음에 수행될 태스크의 식별자와 프레임워크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의 식별자들을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태스크가 Input Channel의 wait()에 의해 깨어나면, 

Linux kernel은 이 태스크의 식별자를 검출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식별자들과 비교한다. 만약 식별자들이 일치하면, 다음 

수행되기 위해 깨어난 태스크는 사용자 상호적인 것으로 체크한다. 

게다가, 체크한 태스크가 작업자 태스크라면 그 즉시 우선순위를 

증진시킨다. 추후에, Surface Flinger가 rendering 작업을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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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되어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이 종료되면 상승시켰던 

작업자 태스크의 우선순위는 즉각적으로 복원된다. 

이제, FTC가 사용자 상호적 작업자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FTC는 CFS 

하에서 사용자 상호적 작업자 태스크의 time slice가 미리 정의된 

매개변수인 target_slice 값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증진한다. 직관적으로, 이는 사용자 상호적 작업자 태스크가 주어진 

요청을 선점 당하지 않고 끝마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그 크기는 Android 플랫폼이 설치된 하드웨어의 성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패턴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상호작용 

패턴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1) 순간적 상호작용 패턴은 tap, 

double tap 등과 같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난다. (2) 연속적 상호작용 

패턴은 drag, scroll 등과 같이 짧게는 1초 길게는 수 초 지속된다. 

연속적 상호작용 패턴은 순간적인 것보다 오랜 CPU 수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FTC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긴 target_slice 값을 

할당한다. 최적의 target_slice 값을 결정하는 것은 trade-off 

분석을 수반한다. 값을 너무 작게 주면, 너무 많은 선점이 발생하여 

FTC의 효과를 잃게 되고, 너무 크게 하면 시간 민감도(time-

sensitivity)가 큰 태스크들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Linux kernel 

내부의 watchdog 태스크는 시간 민감도가 큰 태스크들이 지연되면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복구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은 실시간 태스크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의 

수행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자. 하지만, 이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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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분석은 극도로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학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target_slice 값을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스케줄링 주기인 5 밀리 

초마다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며 양단간 반응시간이 증가하는 값을 

찾았다. 본 연구의 경우, 그 결과 값은 순간적 상호작용 패턴과 

연속적 상호작용 패턴에 대해 각각 20 밀리 초와 30 밀리 초였다. 

작업자 태스크 i

jw 에게 target_slice보다 긴 time slice 값을 

할당하기 위해, FTC는 해당 태스크의 nice 값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우선 i

jw 에 할당될 새로운 가중치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k
kTi

j

w

w w
P





  


target_slice  

여기서 T 는 실행 큐에 저장된 태스크 세트를, P는 앞서 3.2절에서 

설명한 CFS의 매개 변수이다. 

target_slice가 결정되면 FTC는 i

jw 에 ( )i

jw w 와 동일하거나 

더 큰 가중치 값을 할당한다. Linux에서는 nice 값이 -20보다 더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계산된 ( )i

jw w  값이 nice 값 -20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보다 더 커지게 되면 nice 값 -20의 가중치인 

88761을 i

jw 에 할당한다. 

 

제 5 절 Virtual Time-based 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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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와 더불어, 본 절은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의 실행 지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안한 virtual time-based CFS(VT-CFS)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앞선 3절에서 설명하였듯, Android의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는 실행 큐 내의 태스크 개수와 그들의 가중치 

분포에 따라 다양한 길이의 실행 지연시간을 야기한다. 이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의 반응성을 심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VT-CFS는 

CFS의 런타임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실행 지연시간을 매우 작은 

상수 값으로 감소시킨다. VT-CFS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Preemption tick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빈번하게 태스크 

스케줄링을 수행; 

 상위 계층의 FTC로부터 판별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을 

특별하게 취급. 

Preemption tick의 주기는 CFS에서의 time slice 값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태스크들을 보다 선점적으로 스케줄링 가능하다. 그 

결과, VT-CFS는 WRR가 아닌 WFQ 방식으로 태스크를 스케줄링 

한다. FTC로부터 판별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는 사용자 입력에 

의해 블록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해당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을 

깨어난 실행 큐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는 깨어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이 실행 큐의 타 태스크들보다 우선적으로 

CPU를 점유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는 효과적으로 실행 지연시간 

감소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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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VT-CFS의 런타임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 코드를 

보인다. 

 

그림 11. VT-CFS 런타임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다음의 네 개의 인자들을 받는다. 

  curr
: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 

 
currg :  curr

의 태스크 그룹; 

 
currrq : 

currg 에 대한 태스크 수준의 실행 큐; 

 rq : system-wide 태스크 그룹 수준의 실행 큐. 

알고리즘은 preemption tick 마다 주기적으로 수행되며, 이 주기는 

 라 명명한다. VT-CFS는 CFS와 동일한 자료구조를 유지한다. 

실행 큐로써 red-black tree를 사용하며,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위해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을 유지한다. 알고리즘 1은 다음의 

subroutine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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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_curr(x,y) : 현재 태스크 x와 태스크 그룹 y 의 

런타임 통계를 갱신; 

 rq-> nr_running : 실행 큐 rq  내의 태스크 개수; 

 rq_of(x): 스케줄링 entity x의 실행 큐; 

 pick_first_entity(x) : 실행 큐 x  내의 가장 왼쪽 

node에 저장된 스케줄링 entity의 descriptor; 

 put_prev_task(x,y): 실행 큐 x에 태스크 y을 삽입; 

 pick_next_task(x): 실행 큐 x  내의 가장 왼쪽 node에 

저장된 태스크를 추출하고 그 descriptor를 반환; 

 context_switch(x,y) : 태스크 x 와 y  간의 문맥 교환 

수행. 

  마다, 라인 1에서 update_curr()을 통해  curr
와 

currg 의 

실제 누적 수행시간과 virtual runtime 값을 갱신한다. 라인 2에서, 

rq  내의 태스크 개수를 샌다. 만약 비어있지 않다면, VT-CFS는 

라인 3과 4를 걸쳐 virtual runtime이 가장 작은 태스크 그룹의 

virtual runtime이 가장 작은 태스크를 선택한다. 해당 태스크는 

 next
라 명명한다. 그 다음, 라인 5에서  curr

의 virtual runtime이 

여전히 제일 작은지 검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VT-CFS는 또 다른 

  동안 그 태스크를 수행한다. 반면, virtual runtime이 더 작은 

태스크가 존재한다면, 라인 6에서  curr
을 선점시키고 이를 

currrq 에 

삽입한다. 이어, 라인 7에서  next
을 실행시키기 위해 실행 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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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다. 마지막으로, 라인 8에서  curr
와  next

간의 실질적 문맥 

교환을 수행한다. 

CFS와는 다르게, VT-CFS에서는 태스크들이 round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virtual runtime을 가지고 CPU 자원에 대해 

경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virtual runtime의 누적된 값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VT-CFS는 태스크가 실행 큐로부터 추출되거나 삽입 

될 때 해당 태스크의 virtual runtime 값을 조정하지 않는다. 대신, 

VT-CFS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가 사용자 입력에 의해서 깨어날 

때 이들을 다르게 취급한다.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는 보통 오래도록 

블록 되어있다 깨어나기 때문에, 그 시점의 virtual runtime 값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i 의 

virtual runtime은 다음 수식과 같이 조정된다. 


0

*

20
( ) ( )

( 1)



   


i curr

w
r t r t

w
 

여기서 *( )currr t 는 현재 수행중인 태스크 
c 의 저장되어 있는 virtual 

runtime이다. 20w 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가중치 값을 

뜻한다. VT-CFS는 preemption tick 마다 스케줄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떠한 두 태스크들 간 virtual runtime의 차이는 20w 의 

가중치를 갖는 태스크의   동안의 virtual runtime 증가분보다 더 

작을 수 없다. 만약 
i 가   동안 시스템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라면, 조정된 virtual runtime 값 ( )ir t 는 
i 가 반드시 

실행 큐의 맨 앞에 위치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는 
i 가 다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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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이론적 실행 지연시간은  에 

바운드 된다. 만약 하나 이상의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이 깨어나면, 

이들이 모두 동일한 virtual runtime 값을 할당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들은 First-In-First-Out(FIFO)의 순서로 스케줄링 된다. 

Preemption tick 주기  는 VT-CFS에서 사용자 반응성과 

런타임 오버헤드의 trade-off를 관장하는 매개 변수이다. 이 값이 

작으면 짧은 실행 지연시간을 보장하는 반면 잦은 문맥 교환으로 

인해 큰 오버헤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trade-off 

분석을 6장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한다. 

 

제 6 절 동작 예시 

 

본 절은 제안한 FTC와 VT-CFS가 앞서 3절에서 정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예시를 통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예 1과 예 

2가 제안한 기법들에 의해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본다. 우선, 예 

1의 선점 지연시간 문제 해결에 대해 살펴본다. FTC는 전경 응용 

cA 의 작업자 태스크인 
1

cw 을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로 판별하고 

그의 우선순위를 증진시킨다. 이 구체적인 예에서는, 
1

cw 의 가중치가 

5이 되도록 우선순위가 증진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를 통해 
1

cw 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3 밀리 초보다 더 큰 time slice를 할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경 그룹의 다른 태스크들에 의해 선점 당하지 

않고 빠르게 수행 가능하다. 즉, 이 예에서 선점 지연시간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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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시스템에 긴급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실시간 태스크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이러한 실시간 태스크들은 굉장히 짧게 

수행되고 블록 되기 때문에 실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도 FTC는 

효과적으로 선점 지연시간 감소를 달성한다. 

그 다음에, VT-CFS가 예 2의 실행 지연시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본다. 예 2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재생을 담당하는 

a 는 가중치 10을 할당 받았으며 cm 가 깨어나서 실행 큐에 삽입될 

때 가장 작은 virtual runtime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예에서 preemption tick 주기  는 5 밀리 초라고 가정한다. VT-

CFS는  cm 이 삽입될 때, virtual runtime *( )cr t 을 조정하여 실행 

큐의 맨 앞에 위치되도록 조정한다. 따라서 다음 preemption tick 

주기에서, cm 는 지체 없이 CPU를 점유할 수 있다. 즉, cm 의 실행 

지연시간은 5 밀리 초보다 작은 값이 된다. 



 

 68 

제 5 장 Progress Balancing을 통한 비례공정성 

최적화 

 

 

서버 시스템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례공정 스케줄링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원제공(resource provisioning) 기법 중 하나이며, 개별 

사용자에게 가중치를 할당하고 그 가중치에 비례하는 만큼의 CPU 

자원을 할당한다. Linux의 CFS 역시 비례공정성 보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버를 위한 태스크 스케줄러로써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 

허나 CFS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례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공정성의 

지표인 virtual runtime의 개념이 멀티코어 환경으로 올바르게 

확장되지 못했다. CFS에서 virtual runtime은 실행 큐에 대해 

지역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실행 큐의 개수가 여러 개인 멀티코어 

환경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CFS는 멀티코어 환경을 위해 

가중치 기반의 부하분산 기법을 차용한다. 불행하게도, 실행 큐의 

가중치 합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비례공정성을 달성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CFS는 특정 작업부하 

하에서 저열한 수준의 비례공정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코어 부하분산 기법인 

Progress Balancing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기존 부하분산 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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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태스크의 상대적 진척(progress) 정도를 균등하게 한다. 이를 

위해, Progress Balancing은 주기적으로 태스크들을 CPU 코어의 

개수만큼 분할한다. 이때, 코어 간 로드의 차이를 바운드 시켜 한 

부하분산 주기 동안의 진척 속도를 제한하고, 더 빠른 진척을 갖는 

태스크들이 더 느린 로드의 코어로 할당되도록 하여 전체적인 진척 

정도가 모두 일정해지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임의의 두 태스크들 

간 virtual runtime 차이는 코어 간 로드 차이로부터 도출되는 일정 

상수로 바운드 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은 시스템 모델링에 기반을 

두어 대상 시스템을 정의한다. 2절에서는 본 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수학적 표기법과 핵심 용어들을 정의한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코자 하는 문제를 정형적으로 정의한다. 4절은 앞서 

기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인 Progress Balancing을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절은 Progress Balancing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동작 예시를 통해 보인다. 

 

제 1 절 대상 시스템 정의 

서버는 많은 수의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버의 관리자와 사용자는 

Service Level Agreement(SLA)에 의해 요구하고, 또한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을 문서적으로 명세 한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의 

성능은 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MIPS) 등으로 정량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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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이러한 환경에서의 단일 서버의 계층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도식화 한다. 

 

그림 12. 서버 내부의 계층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링.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서버는 호스트 운영체제로써 Linux를, 

hypervisor로 KVM(Kernel-based Virtual Machine)을 수행한다. 

KVM은 Linux 내부에서 kernel loadable 모듈로써 탑재 된다. 이는 

게스트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즉 VM들의 실제 하드웨어를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QEMU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호스트 

Linux는 시스템 자원을 VM들에게 할당하고 이들의 생명주기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libvirt라고 불리는 가상화 라이브러리를 

탑재한다. 이 라이브러리는 VM들에 대한 환경설정을 위한 CLI 

도구를 제공한다. 그림 12에서, 이는 virsh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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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프레임워크 계층에서는, OpenStack[78]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관리 소프트웨어가 서버에서 수행되는 VM에 대한 통합된 

자원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이는 Nova, Keystone, 

Glance, 그리고 Swift의 네 가지 핵심 모듈들로 구성된다. Nova는 

OpenStack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guest VM들의 생명주기를 

관리한다. Keystone은 중앙집권적 사용자 계정 관리 및 권한 제어 

도구이다. Glance는 VM의 등록(registration), 전달(delivery), 

그리고 스냅샷(snapshot) 같은 다양한 VM 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Swift는 VM에 저장장치를 할당/해제시킬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분산 객체 저장 인프라이다. 또한, OpenStack 소프트웨어는 

Horizon dashboard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런타임에 on-demand 방식으로 컴퓨팅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끔 한다. 

시스템 관리자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는 

개별 소비자(tenant)에게 하나 이상의 VM을 할당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SLA에 근거해 VM에 적절한 share 값과 하나 

이상의 가상 CPU (virtual CPU)를 할당한다. 이때, OpenStack에서 

제공하는 dashboard 인터페이스나 libvirt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CLI 도구를 사용한다. 호스트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각 

가상 CPU는 Linux 태스크이며, Linux의 control group 인프라에 

의해서 개별 VM 당 그룹으로 관리된다. 가상 CPU 태스크들은 

VM의 share 값에 의해 계산된 가중치 값을 할당 받는다. 그 후, 

호스트 운영체제의 스케줄러는 그 태스크들의 가중치 값에 의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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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제 2 절 수학적 표기법과 용어 정의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최적화의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와 그에 대한 수학적 

약어들을 정의한다. 본 장에서 사용될 약어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수학적 약어들은 핵심 용어들을 정형화하여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표 2. 용어 설명 

약어 설명 

( )iw   태스크 
i 에게 할당된 가중치  

  부하 분산 주기 

( )ic t  태스크 
i 가 [0, ]t  동안 받은 실제 CPU 시간 

( )ir t  시간 t 에서의 태스크 
i 의 virtual runtime 

min ( )jr t  시간 t 에서의 실행 큐 
jq 의 최소 virtual runtime 

( , )ir t t    시간 구간 ( , )t t   동안 
i  의 virtual runtime 증가분  

, ( )i jr t  시간 t 에서의 두 태스크 
i  and 

j  사이의 virtual runtime 차이 

max ( )r t  시간 t 에서의 가장 큰 
, ( )i jr t  

, ( , )i jr t t    ( , )ir t t   와 ( , )jr t t    사이의 차이 

xw  Nice 값 x 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 

maxw  시스템 내 가장 큰 가중치 값 

minw  시스템 내 가장 작은 가중치 값 

 

서버 플랫폼에서 태스크들은 관리자로부터 설정된 가중치 값을 

할당 받는다. 임의의 태스크  i
에 대한 가중치는 ( ) iw 라 명명한다. 

태스크  i
가 시간 구간 [0, ]t  동안 할당 받은 누적 CPU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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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t 라 하자. 그러면 비례공정 스케줄링은 다음과 같이 정량적으로 

정의 된다. 

정의 7. (FAIR-SHARE SCHEDULING) 만약 임의의 두 태스크  i
, 

 j
가 [0, ]t  동안 연속해서 수행되고 있을 때,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면 비례공정 스케줄링이 달성된 것이다. 


( ) ( )

( ) ( )






j j

i i

c t w

c t w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스크들이 그들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얼마나 많은 CPU 시간을 과거에 받았는지, 

따라서 미래에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필요하다. CFS에서는 이를 위해 virtual runtime이라는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위한 지표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정의 8. (VIRTUAL RUNTIME) Virtual runtime은 태스크의 실제 

수행시간을 태스크의 상대적 가중치에 역으로 스케일링 한 

값이다. 


0

( ) ( )
( )

i i
i

w
r t c t

w 
   

여기서 0w 는 Linux에서 nice 값 0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으로 상수 

1024에 해당한다. 

직관적으로 본다면, virtual runtime은 태스크의 진척 정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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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의 가중치로 정규한 값이다. 태스크의 상대적인 가중치만큼의 

충분한 CPU 시간을 할당 받지 못한 태스크는 다른 태스크보다 더 

작은 virtual runtime 값을 가진다. 즉, virtual runtime이 작을수록 

차후에 더 많은 CPU 자원이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이 값이 작은 

태스크들을 우선적으로 스케줄링 한다면 성공적으로 비례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 

비례공정성을 멀티코어로 확장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모든 

CPU 코어들에 대해서 작업 부하를 균등히 분할하고, 코어 내에서 

다른 코어들에 독립적으로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 CPU 코어의 작업 부하는 해당 코어의 실행 큐 내의 태스크들에 

대한 가중치 합으로 정의되고 이 값은 로드라고 명명된다. 

정의 9. (LOAD OF RUN-QUEUE) 한 실행 큐 
pq 의 로드 ( )pl q 는 

pq  내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태스크들의 가중치 합(weight-

sum)이다. 

 ( ) ( )

k p

p k

T

l q w






   

로드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기법을 소위 ‘부하분산(load balancing) 

기법’이라고 불린다. 이 기법의 핵심은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모든 CPU 코어들의 실행 큐들에 대한 로드 값을 비교하여 이들을 

모두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주기적인 부하분산의 경우 그 주기는 

라 명명하며 일반적인 경우 수 백 밀리 초에서 수 초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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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문제 정의 

 

본 절에서는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최적화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왜 현재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와 그 부하분산 기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본다. 우선, 대상 시스템에서의 

비례공정성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성능 지표를 정의한다. 그 

다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기술한다. 

주어진 태스크 세트 T에 대해, 
,| ( ) |i jr t 는 시간 t에서 임의의 

태스크 쌍 
i 와 

j  간의 virtual runtime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례공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성능 지표로써 가장 큰 
,| ( ) |i jr t  

값을 사용하며, 이를 
max ( )r t 라고 명명한다. 명백하게도, GPS와 같은 

이론적이고 이상적 스케줄러에서 
max ( ) 0r t  이 항상 참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케줄러를 구현하는 것은 각 태스크에게 무한하게 작은 

시간 할당량을 주어진다는 가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너무 

큰 문맥교환 오버헤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문제정의는 
max ( )r t  값을 작은 상수로 바운드 하여 

비례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코어의 수가 m개이고, 수행되고 있는 태스크들의 수가 k개인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어떤 가중치 분포는 GPS에서조차 
max ( )r t  값을 

바운드 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태스크 
1 와 

2 가 

두 개의 코어 위에 스케줄링 되는 시스템을 고려해보자. 이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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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2 의 가중치는 각각 1024와 110이라고 가정하자. 

max ( )r t 을 

바운드 하기 위해서 
1 는 

2 보다 약 10배 더 많은 CPU 시간을 

할당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 태스크는 오직 한 코어에서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 에게 10배 더 많은 CPU 시간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가중치 분포는 실행 불가능 가중치 

분포(infeasible weight distribution)이라고 불리고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정의 10. (INFEASIBLE WEIGHT DISTRIBUTION) m개의 코어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주어진 태스크 세트 T 내의 임의의 태스크 

i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태스크 세트는 실행 불가능 

가중치 분포를 가진다고 한다. 

 ( ) 1

( )
j

i

jT

w

w m










 

실행 불가능 가중치 분포를 보인다는 것은 해당 태스크 세트의 

CPU 요구가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가중치 분포를 조정하여 실행 

가능한 것으로 변경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중치 

조절에 대한 연구[30, 43]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본 학위논문에서는 오직 실행 가능한 가중치 분포의 태스크 

집합에 대해서만 비례공정성 달성을 실현한다. 

앞서 2장의 관련 연구에서 설명하였듯, 현재 Linux의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는 단순함과 효율성을 이유로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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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해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CFS의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은 
max ( )r t  값을 바운드 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FS의 비례공정 스케줄링 

지표인 태스크의 virtual runtime이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확장되지 않았다. 앞선 3장에서 살펴보았듯, CFS의 목적은 개별 

태스크에게 가중치에 비례하는 CPU 시간을 주는 것이다. 단일코어 

시스템에서 CFS는 virtual runtime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virtual runtime은 태스크가 

실행 큐에 삽입되거나 제거될 때 각 실행 큐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전역적인 비례공정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로드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은 태스크에게 가중치에 비례하는 

CPU 시간을 할당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에서는 과거에 진척 정도가 느린 태스크들이라 

할지라도 코어 간 로드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아무런 태스크 

이주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어의 로드 값은 

미리 정의된 가중치 값의 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기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양자화 오류라 

명명한다. 다음의 예시는 CFS의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에 

기인하는 문제에 따른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달성의 실패를 보인다. 

예 3: 2개의 코어로 구성된 시스템에 
1 , 

2 , 
3 , 

4 , 
5 의 5개 

태스크들이 수행 중이라 가정하자. 
1 의 가중치는 1024고, 나머지 

태스크들의 가중치는 335이라 한다. 또 이들은 모두 I/O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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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집약적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초기 설정으로, 
1 는 첫 

번째 코어에, 나머지는 두 번째 코어에 할당된다. 즉, 두 코어의 

로드는 각각 1024과 1340이다.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은 

태스크를 이주시키면 더 큰 부하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판단하고 

더 이상의 태스크 이주를 수행치 않는다. 결과적으로, 
1 는 

나머지보다 3.05배 가중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4배 더 많은 

CPU 시간을 할당 받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1 와 나머지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된다. 그림 13은 virtual runtime이 

발산하는 문제를 실제 시스템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그림 13. 태스크들 간 virtual runtime 차이가 발산하는 예. 

물론, 실제 시스템에서는 타깃 태스크 세트 이외의 몇몇 시스템 

서버 태스크들과 kernel 태스크들이 함께 수행되기 때문에 태스크 

이주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벌어져버린 virtual 

runtime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때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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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이주는 실행 큐들 간의 로드만을 동일하게 맞출 뿐, virtual 

runtime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태스크들 

간 virtual runtime 차이의 발산은 서버 시스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림 14는 그 문제를 실험적으로 

보인다. 

 

그림 14. 다섯 VM 간의 벤치마크 실험 결과. 

위 그림은 다섯 VM들 안에서 개별적으로 측정한 Phoronix Test 

Suite(PTS)의 결과이다. PTS 벤치마크는 apache HTTP 서버 

프로그램과 같은 실제 서버 응용을 모사하며 그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본 실험에서는 4개의 CPU 집약적인 test suite들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Crafty chess engine, C-ray tracer, Apache 

compilation 그리고 Linux kernel compilation이다. 모든 test 

suite은 초 단위로 계산되는 벤치마크의 수행시간을 결과로 

제공한다; 낮은 값이 높은 성능을 의미한다. 다섯 VM들은 모두 

1개의 virtual CPU를 할당 받았다. 이들 중 한 VM(VM1)은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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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VM들(VM2, VM3, VM4, VM5)은 모두 335의 share를 할당 

받았다. 즉, VM1은 다른 VM들보다 3.05배 더 높은 컴퓨팅 파워를 

할당 받은 것이며, 따라서 3.05배 더 높은 벤치마크 성능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대와는 다르게, 그림 14는 VM1이 3.8배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호스트 운영체제인 Linux 

kernel의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가 비례공정 멀티코어 부하분산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VM은 자신의 share에 비례하는 CPU 

시간을 할당 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가 발산되기 때문이다. 

 

제 4 절 Progress Balancing 

 

앞서 3절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버에 

적합한 멀티코어 비례공정 부하분산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기존 부하분산 기법과는 달리 가중치, 속도가 아닌 개별 태스크의 

진척을 균등하게 하여 단일코어의 비례공정성이 멀티코어 시스템에 

올바르게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며, Progress Balancing라 명명한다. 

Progress Balancing은 CFS의 부하분산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비례공정성 지표인 태스크의 virtual runtime 값을 올바르게 

누적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VT-CFS를 단일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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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으로 진척이 빠른 태스크를 느린 CPU 코어에 수행 

시켜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값이 바운드 함. 

Progress Balancing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우선, 시스템 

내의 모든 실행 큐의 로드 차이가 바운드 될 있게끔 태스크들을 

CPU 코어에 분포한다. 이어, virtual runtime 값이 큰 태스크들을 

더 큰 로드의 코어에 삽입하여, 다음 번 주기 동안에 이들의 virtual 

runtime의 진척을 느리게 한다. 직관적으로, 이는 진척 정도가 다른 

태스크들보다 빠른 태스크들을 더 무거운 코어에서 돌게 하기 

때문에 향상된 수준의 멀티코어 비례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좀 더 큰 시간 스케일에서 본다면 시스템 내의 태스크들에게 모두 

같은 상대적 진척 정도를 보장한다.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Progress Balancing 기법의 런타임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림 15는 Progress Balancing 기법의 전체 동작을 개관하여 

도식화 한다. 이 기법은 시간 t k 에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서 

k 는 양의 자연수이고, 는 부하분산의 주기이다. 

m 개의 CPU 코어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기법은 m 개의 태스크 

세트를 입력으로 받는다. 이 태스크 세트는 이전 주기 [( 1) , ]k k   

동안 m 개 코어에서 수행되었던 태스크 세트이다. 코어의 개수는 

2lm  라고 가정한다. Progress Balancing은 최종적으로 다음 주기 

[ , ( 1) ]k k   동안 수행이 될 m 개의 태스크 세트를 출력한다. 

매 부하분산 주기의 시작에서, Progress Balancing 기법은 

전체 태스크 세트 T 을 virtual runtime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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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하고, 결과를 분산 큐 H 에 저장한다. 그 다음, PARTITION과 

THROTTLE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15. Progress Balancing의 전체 동작에 대한 개관. 

PARTITION 단계에서는, 
2logl m  계층에 걸쳐서 PARTITION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한다. 마지막 l 계층의 PARTITION 알고리즘이 

모두 종료되면, m 개의 태스크 세트가 생성되고 이를 T  라고 

명명한다. 이어서, Progress Balancing 기법은 T  에 대해 

THROTTLE 단계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virtual runtime이 

작은 태스크 세트가 큰 태스크 세트보다 동등하거나 더 빠른 진척 

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T 의 CPU 대역폭을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83 

이 단계를 거쳐 CPU 대역폭이 조정된 m 개 태스크 세트는 CPU 

코어에 할당된다. 

 

4.1 PARTITION 단계 
 

우선, PARTITION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그림 

16에서 보듯, u  번째 계층에서는 12u  개의 병렬화 된 PARTITION 

알고리즘 인스턴스가 수행된다. i  번째 계층에서 수행되는 j  번째 

알고리즘의 의사코드는 그림 16에 상세 명시되어 있다. 알고리즘의 

목적은 입력 태스크 세트를 ,i j

lG , ,i j

sG 라고 명명된 한 쌍의 태스크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 때, 다음의 세 특성을 만족하도록 

한다. 

(1) ,i j

lG 에 속하는 모든 태스크들은 ,i j

sG 의 어떤 태스크보다 

동등하거나 더 큰 virtual runtime 값을 가진다; 

(2) ,i j

lG 의 로드 값은 ,i j

sG 보다 작지 않다; 

(3) ,i j

lG 과 ,i j

sG 의 로드 차이는 상수 max2w 에 바운드 된다. 

PARTITION 알고리즘의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i j

lG 의 태스크들은 로드가 더 큰 코어에서 수행시켜 이들의 virtual 

runtime이 다음 부하분산 주기 동안 더 천천히 증가하게 한다. (2) 

두 태스크 그룹 간 로드 차이를 바운드 시켜서,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 증가분의 차이 역시 바운드 시킨다. 

PARTITION 알고리즘은 다음의 두 인자를 입력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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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virtual runtime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태스크 세트; 

 : iw   : 가중치 함수, 여기서 은 자연수의 세트. 

 

그림 16. PARTIT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라인 3에서, 알고리즘은 H 안의 가중치 합, 즉 로드를 계산하여 

임의의 정수형 변수인 v 에 저장한다. 라인 4~7에서 while 루프를 

돌며 H 의 머리(head)로부터 태스크를 반복해가며 제거하여 ,i j

lG 에 

삽입한다. 루프는 ,i j

lG 의 로드가 v 에 저장된 전체 로드의 절반보다 

커지는 순간 종료된다. H 안의 남은 태스크들은 라인 8에서 ,i j

sG 에 

삽입된다. 

 

4.2 THROTTLE 단계 
 

PARTITION 알고리즘이 마지막 l 번째 계층에서 종료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j k 일 때, ,l j

lG  혹은 ,l j

sG 의 로드가 ,l k

lG  혹은 ,l k

sG 의 

로드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명백하게도, 이는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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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Progress Balancing의 궁극적 

목적은 virtual runtime이 큰 태스크 그룹, 즉 ,l j

lG , ,l j

sG 에게 ,l k

lG , 

,l k

sG 보다 더 큰 로드를 할당하여 이들의 미래 virtual runtime의 

증가분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THROTTLE 단계를 수행한다. 이 단계는 ,l j

lG , ,l j

sG 의 CPU 

대역폭을 감소시켜서 이들의 virtual runtime 증가분이 ,l k

lG , ,l k

sG 의 

증가분보다 커지지 않게 한다. 임의의 태스크 그룹 
iT 에 대한 CPU 

허용 대역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i
iT





  

여기서 
i 는   동안 태스크 그룹

iT 에게 허가된 CPU 시간이다. 

CPU 대역폭 ( )iT 는 THROTTLE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된다.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는 그림 17에 명시되어 있다. 입력으로 앞선 

단계에서 분할된 태스크 세트 
1 2{ , ,..., }mT T T T    을 받는다. i j 인 

경우, 
iT 의 virtual runtime 값은 절대로 

jT  의 그것보다 작을 수 

없음을 인지하자. 라인 1~7에서, THROTTLE 알고리즘은 우선 T 의 

CPU 대역폭 ( )T  을 다시 1로 보충하고, T  에 속한 각 태스크 

그룹이 할당되어 있는 실행 큐의 로드 값을 모두 계산한다. 라인 

8~12에서, 알고리즘은 T  을 위한 새 ( )T   값을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라인 9에서는 실행 큐 
jq 의 로드가 바로 인접한 실행 

큐 
1jq 
의 로드보다 큰지 검사한다. 만약 크면, 알고리즘은 

1j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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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대역폭 
1( )jT 
 을 조정하여 다음   동안의 

jT  와 
1jT 
 의 

virtual runtime 증가분이 동일해지도록 보장한다. 반면에 작다면, 

이는 태스크 그룹 쌍이 PARTITION 알고리즘의 특성이 만족되게 

분할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CPU 대역폭을 더 이상 

조절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태스크 그룹의 쌍 
2 1( , )m mT T 

  에서부터 

1 2( , )T T  까지 반복한다. 

 

그림 17. THROTTLE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태스크 그룹의 CPU 대역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PU bandwidth limit[79]라 불리는 Linux의 기능을 활용한다. 이 

기능은 quota와 period라 불리는 두 매개변수를 명시함으로써 

태스크 그룹 
iT 의 CPU 자원 사용에 대한 상한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 이 매개변수들은 제안하는 기법의 ( )iT 와 와 동일하다. 

이 기법으로 인해,   동안에 ( )iT  이상의 CPU 시간을 사용하려는 

태스크 그룹 
iT 는 설령 CPU가 유휴상태로 있다고 해도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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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iT   동안 블록 당한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태스크 그룹 

iT 의 허용 대역폭 ( )iT 가 7이고, balancing period 가 10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iT 는 마지막 3의 시간 동안 수행을 제한 받는다. 

이 balancing period 가 주어졌을 때 대역폭 ( )iT 는 THROTTLE 

알고리즘에 의해 쉽게 계산 되어진다. 

Progress Balancing은 매   마다 주기적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비례공정성이 이미 달성된 상황, 즉 virtual runtime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CPU 코어 간 불균형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임의의 두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는 0 혹은 

작은 상수에 수렴하지 못하고 작은 진폭으로 계속해서 oscillation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Progress 

Balancing이 호출되는 조건을 설정해 이미 virtual runtime 차이가 

특정 값 이하로 작아진 경우 기존 Linux의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런 minor한 개선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대신, Progress Balancing이 야기하는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의 oscillation에 대한 실험적이고 수학적인 

분석과 검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6.3절에서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6.4절에서는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virtual runtime 차이의 

oscillation에 대한 진폭이 특정 상수로 바운드 됨을 보인다. 

 

제 5 절 동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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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안하는 Progress Balancing의 동작을 두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먼저, PARTITION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코어가 

두 개인 경우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코어의 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THROTTLE 알고리즘의 라인 9의 조건이 항상 거짓이 되어서 CPU 

대역폭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THROTTLE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코어가 네 개인 경우를 설명한다. 

예 4: 그림 18은 CPU 코어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의 예로 본 

논문의 3장에서 제시했던 예 3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인다. 예 

3과 마찬가지로 
1 의 가중치는 1024이며 초기에 첫 번째 CPU 

코어에서 수행 중이고, 나머지 태스크들의 가중치는 모두 335이며 

두 번째 CPU 코어에서 수행 중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하분산 

주기 는 12 밀리 초라고 가정한다. 구간 [0,12]에서 
1 는 첫 번째 

코어를 독점하기 때문에 virtual runtime 값은 12가 된다. 다른 

태스크들은 3 밀리 초만큼 수행했기 때문에 virtual runtime 값이 

9.17이 된다. 즉 
1 보다 상대적 진척이 늦어진 셈이다. 시간 

12t  에 PARTITION 알고리즘은 태스크들을 1

1 2{ , }lG   와 

1

3 4 5{ , , }sG    로 분리하고 이들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코어에 

할당한다. 1

lG 의 로드가 1

sG 보다 크기 때문에 THROTTLE 단계를 

수행하지 않는다. 구간 [12,24] 에서 
1 은 8 밀리 초를 

2 는 4 밀리 

초를 수행했기 때문에, 
1(24)r 와 

2 (24)r 는 각각 20과 21.39가 된다. 

반면에, 나머지 태스크들은 모두 4 밀리 초만큼 수행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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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untime이 21.39가 된다. 명백하게도, 진척이 늦었던 

태스크들이 
1 의 진척을 따라잡았음을 알 수 있다. 시간 24t  에 

1 가 오히려 진척이 늦으므로, 1

2 3 4 5{ , , , }lG     와 1

1{ }sG  로 

분리된다. 이 과정을   마다 반복함으로써, 
max ( )r t 는 발산되지 않고 

작은 단위의 virtual runtime 값으로 바운드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Progress Balancing의 동작 예시: # of Cores=2. 

예 5: 이제 코어가 네 개이고, 총 10 개의 태스크가 수행 중인 

복잡한 경우를 고려해보자. 그림 19, 그림 20은 이 경우 Progress 

Balancing의 동작을 예시로써 도식화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 

태스크들의 가중치는 1024이고, 나머지 태스크 들의 가중치는 

335이다. 예 4와 동일하게 부하분산 주기  는 12 밀리 초라고 



 

 90 

가정한다. 초기 시간 0t  에 태스크들은 그림 19과 같이 할당되어 

있다. 구간 [0,12]  동안 
1 와 

6 의 virtual runtime은 12이고 

나머지들은 9.17이다. 따라서 PARTITION 알고리즘은 태스크들을 

2,1

1 6{ , }lG   , 2,1

2{ }sG  , 2,2

3 4 5 6{ , , , }lG     , 2,2

8 9 10{ , , }sG    로 

분리한다. 이 때, 2,1

sG 의 로드가 2,2

lG 보다 작기 때문에 THROTTLE 

단계에서 2,1

sG 에 대해 CPU 대역폭 2,1( )sG 을 335

1024
로 감소 시킨다. 

결과적으로 2,1

sG 는 다음 부하분산 주기 12 밀리 초 동안 

335
12 3

1024
   밀리 초만큼 밖에 수행할 수 없다. 구간 [12,24]  동안 

가장 진척이 빨랐던 
1 와 

6 는 가장 로드가 큰 첫 번째 코어에서 

수행되어 진척이 느려진다. 반면, 나머지 태스크들은 상대적으로 

로드가 작은 코어들에서 수행이 되어 진척이 빨라진다. 
2 는 두 

번째 코어를 독점함에도 불구하고 CPU 대역폭이 감소되어 2,2

lG 에 

속한 태스크들과 동일한 만큼의 진척밖에 하지 못한 점을 주목하자. 

이러한 과정을   마다 반복함으로써, 그림 20과 같이 
max ( )r t 는 

발산되지 않고 작은 상수 값으로 값에 성공적으로 바운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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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rogress Balancing의 동작 예시: # of Cores=4 (0~36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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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Progress Balancing의 동작 예시: # of Cores=4 (24~6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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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및 검증 

 

 

본 장은 제안한 교차계층 자원 관리와 스케줄링 기법의 유용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제 내장형, 서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각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개 절로 구성된다. 

먼저 1절은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두 가지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의 

소프트웨어적 명세와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환경에 대해서 기술한다. 

2절은 효과와 유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능 지표들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은 제안한 기법들을 구현한 결과를 

실험적∙분석적으로 검증한다. 

 

제 1 절 실험 환경 

 

본 연구의 목표는 (1) 교차계층 자원관리를 통해 Android 기반 

내장형 단말에서 사용자 반응성을 최적화하고 (2) 스케줄링을 통해 

멀티코어 서버 시스템에서 비례공정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학위논문에서 제시한 기법들은 각 문제에 적합한 실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구현되었다. 구체적으로, FTC와 VT-CFS는 

실제 Android 스마트폰 단말인 Galaxy Nexus GSM/HSPA+ 위에 

구현되었다. Android 버전은 사용자 반응성에 최적화가 되어있다고 

알려진 Jelly Bean 버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Progress Balanci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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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클라우드 관리 프레임워크인 OpenStack을 탑재한 8 코어 

서버에서 구현되었다. 이 때, virtual runtime의 올바른 추적을 위해 

단일코어 스케줄러로써 VT-CFS를 porting하였다. 구체적인 대상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적 및 소프트웨어적 구성에 대한 명세는 표 

3에서 보인다. 

표 3.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구성 

구분 설명 

교차계층 

자원관리를 

통한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 

하드웨어 

System on Chip Texas Instruments OMAP 4460 

CPU 1.2 GHz dual-core ARM Cortex-A9 

Main Memory 1 GB 

Storage 16 GB NAND Flash 

Display 4.65 in diagonal HD Super AMOLED 

소프트웨어 

OS Kernel Linux kernel version 3.0.31 

Android Framework Android 4.1.2 Jelly Bean 

Build Number JZO54K (485486) 

ROM yakju 

Progress 

Balancing

을 통한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최적화 

하드웨어 
CPU 2 x86 E5506 processors (2.13GHz) 

Main Memory 16 GB 

소프트웨어 

Host OS Linux version 3.5.0 

Hypervisor Kernel Virtual Machine (KVM) 

Guest OS Linux version 3.5.0 

Cloud Management OpenStack 

 

제 2 절 성능 지표 

 

본 절에서는 제안한 기법들을 상기 기술한 타깃 시스템에 구현했을 

때, 사용자 반응성과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최적화 달성의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 성능 지표를 정의한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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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들이 어떤 작업 부하 하에서 측정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교차계층 자원관리를 통한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 

Android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자 반응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성능 

지표로써 (1)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양단간 반응시간, (2)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선점 지연시간, (3) 실행 지연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지표들은 시간 수치들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사용자 

반응성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작업 부하를 수행시켰다. 

이 작업 부하는 모두 Google Play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잘 알려진 

응용들이다. 이들은 Aviary 사진 편집 프로그램[80], Anti-virus 

프로그램[81], 미디어 인코더[82], PI 벤치마크 프로그램[83]이다. 

Aviary는 임의의 사진에 대해 다양한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사용자와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응용은 전경 응용으로써 사용하며, 1개의 주 태스크와 2개의 작업자 

태스크들로 구성된다. 반면, 나머지 응용들은 모두 CPU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배치 처리 응용들이다. Anti-virus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저장장치의 사용자의 contents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이 응용은 1개의 주 태스크와 5개의 작업자 

태스크들로 구성된다. 미디어 인코더 응용은 AVI 형식의 동영상을 

MPEG 형식으로 변환한다. 이는 총 1개의 주 태스크와 9개의 

작업자 태스크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PI 벤치마크는 원주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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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이 응용은 1개의 주 태스크와 2개의 작업자 태스크들로 

구성된다. 

또한 제시한 기법들의 런타임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 잘 

알려진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hackbench[84]와 lmbench[85]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실험 결과를 

설명할 때 하도록 한다. 

 Progress Balancing을 통한 멀티코어 비례공정성 최적화 

서버 시스템의 멀티코어 비례공정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지표로써,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max ( )r t 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Progress Balancing의 효용성 검증을 위해, Progress Balancing을 

적용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max ( )r t  값을 

비교 측정하였다. 앞서 5.3절에서 설명했듯이,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스케줄러인 GPS에서는 
max ( )r t 가 항상 0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max ( )r t  값이 발산되지 않고 특정 선에서 바운드 

됨을 확인하고자 한다. 

max ( )r t 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작업 부하를 수행시켰다. 우선, 

서버 위에 두 개의 virtual CPU들을 탑재한 VM을 5개 설치하였다. 

각 VM은 무한 루프를 수행하는 CPU 집약적 응용들을 내부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때의 virtual CPU들의 
max ( )r t 을 측정하였다. CPU 

집약적 응용들은 nice 값 0로 설정되는 Linux의 native 태스크이며 

모두 동일한 무한 루프를 수행한다. 각 VM에는 이 태스크들이 총 

네 개가 병렬적으로 수행된다. Progress Balancing의 scalabil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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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Linux의 CPU hot-plug 기능을 이용, 

CPU의 개수를 변경시켜가며 
max ( )r t 을 측정하였다. 

또한, 
max ( )r t 을 바운드 시키는 것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VM에 Phoronix 

Test Suite[86]로부터 선정된 네 가지 real-world 벤치마크 test 

suite들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측정하였다. 선정된 test suite들은 

C-ray, 7-zip, himeno 그리고 Linux kernel compilation이다. 

이들은 모두 CPU 집약적 태스크들을 일괄적으로 생성하여 주어진 

작업을 병렬처리 한다. 

Progress Balancing이 야기하는 전체론적인 런타임 오버헤드의 

측정을 위해서 kernbench 프로그램[87]을 수행시키고 그 결과를 

CFS와 비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복수의 태스크들을 생성하여 

Linux kernel 소스를 병렬 컴파일 한다. 이 태스크들은 모두 nice 

값 0으로 설정된다. 실험에서는 컴파일 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을 

측정하여 기존 CFS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런타임 오버헤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태스크 이주 횟수 그리고 CPU utilization을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PARTITION 단계, 후자는 

THROTTLE 단계의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제 3 절 실험적 검증 결과 

 

본 절에서는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스케줄링을 통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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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성능 최적화 연구에 대한 실험적 검증 내용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본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3.1절에서는 FTC와 

VT-CFS의 실험적 검증 결과를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 감소로써 

확인한다. 3.2절에서는 Progress Balancing의 실험적 검증 결과를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감소로써 확인한다. 각 세부 절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들이 야기하는 런타임 오버헤드 역시 함께 

기술한다. 

 

3.1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 측정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 본 실험에서는 Aviary 

응용을 앞서 언급한 다른 CPU 집약적 응용과 함께 수행시켰다. 

Aviary 응용의 내부 동작들을 이해하기 위해, trace-cmd를 비롯한 

Kernel Shark 등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trace-

cmd를 통해 Aviary의 스케줄링 이벤트들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Kernel Shark를 통해 모니터링 한 결과를 Gantt 차트로 시각화 

하였다. 분석의 결과, Aviary는 다음과 같이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가 Aviary의 이미지 보정 아이콘을 탭(tap)하면, Android의 

입력 담당 시스템 서버인 Input Reader가 이를 읽어 들여서 시스템 

서버 Input Dispatcher에게 전달한다. Input Dispatcher는 Aviary의 주 

태스크를 깨워서 작업을 시작시킨다. Aviary의 주 태스크는 두 개의 

작업자 태스크들을 생성한다. 이들은 Android의 정책에 의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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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할당된다. 그 다음, 작업자 태스크들은 로딩 된 이미지의 

보정을 위해 일련의 이미지 처리 동작을 병렬적으로 수행한다. 보정 

작업이 끝나면, Aviary의 주 태스크는 Surface Flinger에 결과물을 

프레임 버퍼에 그려달라고 요청한다. 

양단간 사용자 반응 시간은 Input Reader가 사용자 입력을 읽는 

시각부터 Surface Flinger가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시각 

사이의 시간 구간을 측정해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실험은 

trace-cmd, Dalvik Debug Monitor Server, systrace를 사용하여 

스케줄링 이벤트가 발생한 시각을 읽는다. 이러한 측정은 50 차례 

반복되었으며, 평균 사용자 반응 시간을 취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을 

통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다음과 같이 달리해 사용자 반응 시간을 포함한 실행 지연시간, 

선점 지연시간을 비교하였다. 

 Legacy Android 4.1.2 Jelly Bean 

 Previous work in [88] 

 Proposed FTC and VT-CFS 

그림 21은 측정한 양단간 사용자 반응 시간의 결과를 보인다. 가로 

축은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세로 축은 실행 지연시간, 

선점 지연시간 그리고 양단간 반응 시간을 보인다. 

실험 결과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듯, 제안 기법은 양단간 반응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한다. 기존의 Android의 경우, 양단간 반응 

시간은 무려 4.36 초였고, 이 중 7.85%와 83.62%가 각각 다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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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 태스크들로 야기된 실행 지연시간과 선점 지연시간이었다. 

비교를 위해, 기존의 연구[88]의 이전 버전 FTC와 VT-CFS 역시 

대상 하드웨어에 구현하였다. 양단간 반응 시간은 4.206 초였으며, 

이는 기존 시스템 대비 겨우 3.53% 향상된 결과이다. 이는 선점 

지연시간이 0.5%밖에 감소되지 않은 사실에 기인한다. 기존 연구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직 전경 

응용의 주 태스크에 대한 선점 지연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림 21. 양단간 사용자 반응 시간 측정 결과. 

그림 21의 세 번째 구성을 확인해 보면, 제안한 FTC가 양단간 

반응시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실험을 위해, 두 개의 

target_slice 값을 설정한다. SLICE_INST는 순간적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 변수, SLICE_CONT는 연속적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 

변수이다. 양단간 반응 시간은 이 매개변수들을 각각 10와 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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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했을 때 1.41 초로 감소했고, 20과 30으로 설정했을 때 무려 

1.27 초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 Android Jelly Bean 대비 70.79% 

짧은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을 달성한 것이다. 선점 지연 시간이 

겨우 0.78 초밖에 되지 않음을 주목하자. 

이제 FTC와 VT-CFS를 통합한 결과를 살펴본다. 위 실험에서 

검증했듯, VT-CFS를 통해 보다 작은 실행 지연시간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양단간 반응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preemption tick 주기 값인  을 작게 하면 더욱 작은 실행 

지연시간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을 5와 10 

밀리 초로 설정하면 실행 지연시간은 각각 31.4와 73.9 밀리 초가 

된다. 그러나 양단간 사용자 반응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을 10 밀리 초로 설정했을 때 더 짧은 반응 시간을 달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너무 짧은   값은 VT-CFS로 하여금 빈번한 문맥 

교환에 기인하는 너무 큰 런타임 오버헤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실험을 통해서 VT-CFS가 야기하는 런타임 오버헤드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런타임 오버헤드 측정 

앞서 살펴보았듯, VT-CFS에서는 반응 시간과 문맥 교환 오버헤드 

간 성능 trade-off가 존재하며  가 바로 이를 조절하기 위한 매개 

변수이다.  가 어떻게 전체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VT-CFS의 단일 문맥 교환 오버헤드와 더불어 잘 알려진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의 문맥 교환 횟수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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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런타임 오버헤드 역시 측정하여 Android의 기존 스케줄러인 

CFS와 비교한다. 

VT-CFS의 전체적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hackbench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대상 시스템 Android 

스마트폰에서 수행시켰다. 이 벤치마크는 주어진 수의 태스크 쌍을 

생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100 바이트의 데이터를 파이프나 소켓을 

이용하여 주고 받도록 만든다. 벤치마크는 모든 태스크 쌍들이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에서는 200, 

400, 800 개의 태스크 쌍으로 구성된 태스크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 실험은 50 차례 반복되었으며, 수행 시 소요되는 누적 시간을 

계산하였다. 

표 4는 측정 결과를 보인다. 표에서 알 수 있듯, VT-CFS는 

 을 10으로 설정했을 때, 기존 CFS와 비교해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잇다. 

표 4. hackbench로 측정한 VT-CFS의 런타임 오버헤드 

# of pairs 

 
 

IPC 

model 

Legacy CFS 
(Baseline) 

The modified VT-CFS 

(ε= 10) 

The modified VT-CFS 

(ε= 5) 

200 

pairs 

400 

pairs 

800 

pairs 

200 

pairs 

400 

pairs 

800 

pairs 

200 

pairs 

400 

pairs 

800 

pairs 

Pipes 2.76 5.25 10.34 2.77 5.12 10.91 2.81 5.35 11.08 

Sockets 2.15 5.05 18.53 2.41 5.19 18.61 2.47 5.21 20.12 

 

VT-CFS의 선점적 스케줄링 방식이 야기하는 런타임 오버헤드는 

벤치마크 태스크들이 파이프, 소켓으로 통신했을 때 각각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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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와5.06%였다. 또한  을 5로 설정했을 때, 예상한 것처럼 

런타임 오버헤드가 증가하였다. 이 때 측정한 런타임 오버헤드는 

파이프, 소켓의 경우 각각 3.63%, 8.87%였다. 

단일 문맥 교환 오버헤드와 문맥 교환의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lmbench 3.0 벤치마크 suite의 lat_ctx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이 벤치마크는 고정된 크기의 독립적 메모리 공간을 

가진 복수의 태스크들을 생성한다. 태스크들은 파이프 링의 형태로 

서로 다른 태스크들과 연결되어 있다. 벤치마크는 각 태스크로 

하여금 연결된 태스크에게 토큰을 넘기고 문맥 교환을 수행한다. 이 

동작은 100 차례 반복되며 단일 문맥 교환에 소요된 평균 시간을 

측정한다. 그림 22는 메모리의 크기와 개수가 다른 태스크 세트에 

대한 결과를 보인다. 가로 축은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태스크들의 수, 

세로 축은 밀리 초 단위의 단일 문맥 교환 시간을 나타낸다. 기존 

CFS의 결과는 흑색 삼각형, VT-CFS의 결과는 백색 사각형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VT-CFS의 단일 문맥 교환 오버헤드는 기존 

CFS와 거의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VT-CFS가 야기하는 단일 문맥 

교환 오버헤드는 평균적으로 0.62%이다. 이러한 결과는 VT-

CFS가 단일 문맥 교환 오버헤드의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VT-CFS는 CFS와 달리 문맥 교환 시 태스크의 time 

slice를 계산하지 않는다. 반면 CFS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태스크를 유지한다. 따라서 그림 22에서 보면 태스크들의 수가 3, 6, 

13, 15개일 때 기존 CFS보다 오히려 적은 오버헤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연히 발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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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단일 문맥 교환 오버헤드 측정 결과. 

마지막으로, lat_ctx 벤치마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문맥 

교환의 횟수를 Linux의 perf stat 명령어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명령어는 프로그램의 performance counter 통계를 제공해준다. 표 

5는 스케줄러의 매개 변수 변경에 따른 문맥 교환 횟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보인다. 

표 5. lat_ctx로 측정한 VT-CFS의 문맥 교환 오버헤드 

 
Legacy CFS 

(Baseline) 

The modified VT-CFS 

(ε= 10) 

The modified VT-CFS 

(ε= 5) 

Average # of context 

switches 
11113.52 11324.52 12539.02 

Standard deviation 1131.36 528.02 422.95 

 

VT-CFS는 preemption tic 주기  을 5와 10 밀리 초로 설정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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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CFS와 비교하여 각각 12.82%와 1.89% 더 많은 문맥 교환을 

발생시켰다. 이 결과는 적절히 설정된   값은 양단간 사용자 반응 

시간을 크기 줄일 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런타임 

오버헤드만을 야기함을 의미한다. 

 

3.2 비례공정성 최적화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측정 

Progress Balancing가 태스크 간의 virtual runtime 차이를 바운드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한 5개의 

VM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VM은 2개의 virtual 

CPU를 탑재하고 있다. VM 중 하나는 1024의 share를 할당 받고, 

나머지는 모두 335의 share를 할당 받는다. 즉, 대상 시스템의 

호스트 운영체제 Linux kernel의 측면에서 보면, 가중치가 1024인 

가상 CPU 태스크들이 2개, 가중치가 335인 태스크들이 8개가 

수행되고 있는 셈이다. 각 VM에는 무한 루프를 수행하는 CPU 

집약적 태스크를 네 개씩 수행시켰다. 이들은 모두 일반 태스크들로 

VT-CFS에 의해 스케줄링 되며, nice 값은 모두 0으로 동일하다. 

실험에서는 이들을 약 30분간 수행시키고, Progress Balancing을 

적용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max ( )r t 을 비교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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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 of CPUs=2. 

 

그림 24.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 of CPUs=4. 

 

그림 25.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 of CPUs=8. 

그림 23에서부터 그림 25는 대상 시스템의 CPU 코어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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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며 
max ( )r t 을 측정한 결과이다. 가로 축은 밀리 초 단위의 

wall-clock 시간을, 세로 축은 
max ( )r t 을 나노 초의 단위로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기존의 CFS는 모든 경우 
max ( )r t 가 계속해서 

발산한다. 특히 그림 25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는 CPU 코어 개수가 

8개인 경우를 살펴 보면, 그림 23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는 2개인 

경우보다 확연히 
max ( )r t 가 빠르게 발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PU 코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태스크의 가중치에 대한 양자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CFS가 부하분산을 수행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안하는 Progress Balancing을 적용하면 
max ( )r t 가 

발산하지 않고 특정 상수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balancing period인 는 기존 CFS의 기본 부하분산 주기와 동일한 

1000 밀리 초로 설정하였다. 그림 23에서부터 그림 25의 오른쪽 

그래프들은 그 결과를 보인다. 모든 경우에, 
max ( )r t 가 성공적으로 

바운드 됨을 확인할 수 있다. 
max ( )r t 은 CPU 코어의 개수와 무관한 

상수로 바운드 되기 때문에 CPU 개수가 증가해도 일정한 
max ( )r t 을 

보인다. 다음 4절에서는 
max ( )r t 의 바운드를 수학적이고 분석적으로 

보인다. 

그림 26는 balancing period인 을 작게 설정할수록 
max ( )r t 가 

더 작은 상수로 바운드 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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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Balancing period 변화에 따른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그림에서는  가 500 그리고 1000 밀리 초로 설정된 경우, 각각 

검은 점선 그리고 회색 선으로 표시한다. 기존 CFS의 경우에, 

부하분산 주기를 기본 값인 1000 밀리 초로 설정하여 
max ( )r t 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검은 선으로 표시한다. 위 실험에서 이미 

검증하였듯이, CFS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max ( )r t 을 발산한다. 이는 

CFS 본연의 가중치 기반 부하분산 기법의 한계에 기인하는 결과로, 

부하분산 주기를 줄여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반면, Progress Balancing는 가 500과 1000으로 설정되었을 

때, 가장 높게 측정된 
max ( )r t  값은 1.6E+10와 5.5E+09 virtual 

runtime 시간 단위였다. 이 값은 nice 값 0인 일반 태스크의 실제 

수행 시간 5.5초와 16초와 동일하다. 또한 을 작게 할수록 
max ( )r t  

역시 작은 진폭으로 oscillation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6.4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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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에 따른 
max ( )r t 의 oscillation에 대한 진폭 변화를 수학적으로 

보인다. 

이제 
max ( )r t 을 바운드 시키는 것에 대한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앞서 설명했듯, 각 VM에는 PTS로부터 선정된 네 가지 

벤치마크 test suite들을 수행한다. 이 test suite들은 CPU 집약적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모두 소요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한다. 

즉, 본 실험의 목적은 각 VM이 자신의 상대적 share에 비례하는 

벤치마크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27은 

그 결과를 보인다. 가로 축은 각 VM을, 세로 축은 벤치마크의 

결과를 로그 스케일로 보인다. 먼저, 그림 27의 위 쪽 그래프는 

CFS에서 대상 벤치마크를 수행한 결과이다. 앞서 5.3절에서 

제기했듯이, CFS는 
max ( )r t 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각 VM의 상대적 

share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 할 수 없다. 즉, share를 3.05배 

더 많이 받은 VM1은 나머지 VM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3.8배 빨리 

벤치마크를 수행한다. 반면, Progress Balancing은 
max ( )r t 을 

성공적으로 바운드 하기 때문에 VM의 상대적 share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한다. 그림 27의 아래 쪽 그래프는 이를 검증한다. 

그림에서 보듯, share를 3.05배 더 많이 받은 VM1은 나머지 

VM들보다 평균적으로 3.04배 더 많인 CPU 시간을 할당 받는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VM들은 제안된 기법에 의해서 비례공정성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동일한 CPU 시간을 할당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멀티코어 비례공정성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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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입증한다. 

 

그림 27.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바운드에 따른 성능 비교. 

 

 런타임 오버헤드 측정 

Progress Balancing이 런타임에 야기하는 전체론적인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 시스템의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kernbench 

프로그램을 수행 하였다. 벤치마크는 복수의 태스크들을 일괄적으로 

생성해서 Linux kernel 소스의 일부분을 병렬적으로 컴파일 하고 

소요된 시간과 표준편차를 측정한다. 본 실험은 병렬화 옵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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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와 16개의 태스크들을 각각 생성한 후, 컴파일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기존 CFS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서 보인다. 

Progress Balancing이 야기하는 평균 런타임 오버헤드는 을 500 

그리고 1000 밀리 초로 설정한 경우 각각 4.80% 그리고 3.08%로 

관측되었다. 명백히 볼 수 있듯, balancing period  을 작게 하면 

보다 향상된 비례공정성의 달성을 위해 좀 더 많은 태스크 이주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버헤드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Progress Balancing의 런타임 오버헤드 

 Legacy CFS 
Progress Balancing 

( =500) 

Progress Balancing 

( =1000) 

8 tasks 

(-j8) 

Elapsed 

Time 

(seconds) 

42.963 44.744 43.88 

Std. Dev. 0.078 0.135 0.096 

16 tasks 
(-j16) 

Elapsed 
Time 

(seconds) 

41.944 44.041 43.649 

Std. Dev. 0.107 0.096 0.092 

 

Progress Balancing 하에서 상기 런타임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Progress Balancing은 

한 주기 동안에 PARTITION 단계를 걸쳐서 CFS보다 많은 태스크 

이주를 수행한다. 둘째, 이는 THROTTLE 단계를 걸쳐 CFS보다 좀 

더 작은 CPU 대역폭을 활용한다. 이 세부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검증한다. 

우선 PARTITION 단계에 대한 런타임 오버헤드를 기술한다. 표 

7은 kernbench를 수행하였을 때 한 balancing period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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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태스크 이주의 횟수를 평균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표 7. Progress Balancing의 태스크 이주에 따른 오버헤드 

 Legacy CFS 
Progress Balancing 

( =500) 

Progress Balancing 

( =1000) 

# of Task 
Migrations 

during   

8 tasks 

(-j8) 
3.2 4.5 5.8 

16 tasks 
(-j16) 

4.6 7.7 9.2 

 

결과에서 볼 수 있듯, Progress Balancing은 CFS보다 을 500과 

1000 밀리 초로 설정하였을 때 평균 56.4%과 92.3% 더 많은 

태스크 이주를 수행한다. 증가된 태스크 이주 횟수는 보다 최적화된 

비례공정성의 달성을 위한 trade-off이며 전체론적 성능에 있어서 

오직 5% 미만의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 

이제 THROTTLE 단계에 대한 런타임 오버헤드를 기술한다. 

이를 위해, kernbench를 수행하는 동안의 기존 CFS와 Progress 

Balancing에서의 평균 CPU utilization을 Linux의 htop 명령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단계는 비례공정성의 

최적화를 위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태스크 그룹의 CPU 대역폭을 

제한한다. 명백하게, 이는 시스템의 CPU utilization을 떨어트린다. 

이는 서버 시스템의 중요 성능 지표들 중 하나인 처리량 

(throughput)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표 8은 검증 결과를 보인다. Kernbench는 상당히 CPU 집약적인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CPU 대역폭 제어를 하지 않는 CFS에서는 

CPU utilization이 항상 100으로 유지하는 것을 인지하자.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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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 Progress Balancing은  을 500과 1000 밀리 초로 

설정하였을 경우, CFS 보다 평균 1.75%과 2.70% 더 낮은 CPU 

utilization을 보인다. 이는 오직 3% 미만의 CPU utilization 손실을 

통해서 비례공정성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Progress Balancing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표 8. Progress Balancing의 CPU Utilization 감소에 따른 오버헤드 

 Legacy CFS 
Progress Balancing 

( =500) 

Progress Balancing 

( =1000) 

CPU Utilization 
(%) 

8 tasks 

(-j8) 
100 98.4 97.4 

16 tasks 

(-j16) 
100 98.1 97.2 

 

 

제 4 절 분석적 평가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들 중 Progress Balancing의 

비례공정성 특성(property)에 대해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한다. 

구체적으로, 임의의 두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 값이 상수로 

바운드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의 약어들을 

정의한다. 주어진 시간 구간 [ , ]t t  에 대해서, 태스크 
i 의 virtual 

runtime 증가분은 ( )ir  라 명명한다. 또한, ( )ir  와 ( )jr   간의 

차를 
,| ( ) |i jr  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다음의 lemma가 성립된다. 

LEMMA 1: 임의의 태스크 세트 
pT 가 주어진 시간 구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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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다 가정하자. 그러면 태스크 
i pT  의 virtual runtime은 

아래와 같이 증가한다. 


0

( , ) ( ).
( )

i p

p

w
r t t T

l q
        

PROOF: 시간 구간 [ , ]t t   동안에, 태스크 이주는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구간  에 대해서, 태스크 
i 의 실제 수행시간의 

증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 )

i
i p

p

w
c t t T

l q


        

Virtual runtime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 t  에서 
i 의 virtual 

runtim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0

( ) ( ) ( , ).
( )

i i i

i

w
r t r t c t t

w
 


      

그러면, ( )ir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

( , ) ( ) ( ) ( ).
( )

i i i p

p

w
r t t r t r t T

l q
            

따라서 LEMMA 1은 참이다.      □ 

이제 Progress Balancing 기법이 임의의 두 CPU 코어 사이의 

로드 차이를 maxmw 로 바운드 함을 보인다. lG 는 l 번째 PARTITION 

알고리즘으로부터 도출된 태스크 그룹이라 명명한다. 또한 ( )ll G , 

( )ls G  그리고 ( )lp G 는 각각 lG 의 로드 값, sibling 태스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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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태스크 그룹이라 한다. 그러면, 다음의 lemma가 성립된다. 

LEMMA 2: 임의의 실행 큐 
pq 와 

qq  사이의 로드 차이는 다음과 

maxmw 로 바운드 된다. 

 max( ) ( )p ql q l q mw   

PROOF: 우선 임의의 l 번째 계층 두 태스크 그룹 l

iG 와 l

jG 에 

대해 2.5  인 경우, 다음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한다. 

 1 max( ) ( )l l l

i jl G l G w    

증명은 l 번째 계층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다. 귀납법의 

초기 상태로 1l  인 경우를 고려해본다. PARTITION 알고리즘은 두 

태스크 그룹의 로드 차이를 max2w 로 바운드 시킨다. 따라서 

부등식은 참이다. 이제 l k  계층에서 두 태스크 간 로드 차이가 

1 maxk w  로 바운드 되면, 1l k   계층에서 역시 maxk w 로 바운드 

됨을 보인다. 1ˆ k

lG  와 1ˆ k

sG  는 각각 1l k   계층에서 로드가 가장 큰 

태스크 그룹과 가장 작은 태스크 그룹이라 명명한다. 귀납적 가정에 

의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1 1 1 maxˆ ˆ( ( )) ( ( ))k k k

l sl p G l p G w     

( ( )) ( ) ( ( ))k k kl p G l G l s G  이기 때문에, 다음 두 식들을 도출할 

수 있다. 

 1 1 1ˆ ˆ ˆ( ( )) ( ) ( ( ))k k k

l l ll p G l G l 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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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ˆ ˆ ˆ( ( )) ( ) ( ( )).k k k

s s sl p G l G l s G     

그러면, 위의 부등식은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1 1 1 1 1 maxˆ ˆ ˆ ˆ( ) ( ( )) ( ) ( ( ))k k k k k

l l s sl G l s G l G l s G w         

PARTITION 알고리즘의 property (3)으로 인해서, 

max( ) ( ( )) 2k kl G l s G w  이다. max 1 maxkw w  이기 때문에,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된다. 


1 1 1 max

1 1 1 max 1 max

ˆ ˆ( ) ( ( ) 2 )

ˆ ˆ                  ( ) ( ( ) 2 )

k k k

l l

k k k k

s s

l G l G w

l G l G w w



 

  

   

 

   

 

 1 1 1 max5ˆ ˆ( ) ( )
2

k k k

l sl G l G w      

2.5  이기 때문에, 


1 1 maxˆ ˆ( ) ( ) .k k k

l sl G l G w    

그러므로, 1 1 max| ( ) (( )) |k k k

i jl G l G w   가 1l k   계층에서 참이 

된다. m개의 코어가 있을 때, 전체 계층은 
2logl m 만큼 존재한다. 

따라서, 

 2 2log logmax max max( ) ( ) 2 .
m m

p ql q l q w w mw     

위 부등식이 성립하며, 그러므로 lemma가 참이다.  □ 

이제 LEMMA 1, 2로부터 Progress Balancing의 다음 lemma들 

역시 성립함을 보인다. 5장에서 설명했듯이, Progress Balanci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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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CPU 코어 간 불균형을 유발시켜 큰 virtual runtime의 

태스크들을 큰 로드의 CPU 코어에 할당시킨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주기적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임의의 두 태스크 ( , )i j   간 virtual 

runtime의 차이 
, ( )i jr t 는 계속해서 oscillation이 발생한다. 6.3절의 

그림 26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다음의 LEMMA 3, 

4는 Progress Balancing에서 발생하는 
, ( )i jr t 의 oscillation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oscillation에 대한 진폭의 

크기가 특정 상수에 바운드 됨을 보인다. 

LEMMA 3: ( ) ( )i jr t r t 인 임의의 두 태스크들 ( , )i p j qT T   에 

대해, virtual runtime 증가분의 차이는 아래 같이 바운드 된다. 


0

,min
( , ) 0i j

w
r t t

w
        

PROOF: LEMMA 1에 의해, 
, ( , )i jr t t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0 0

, ( , ) ( ) ( )
( ) ( )

i j p q

p q

w w
r t t T T

l q l q
   

 
        

 

 

Case 1: ( ) ( )p ql q l q . 다시 두 경우가 발생한다. 

(i) ( ) ( ) / ( )q q pT l q l q  . THROTTLE 알고리즘의 라인 9의 

부등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CPU 대역폭 ( )qT 은 조정되지 않고 1로 

유지된다. LEMMA 2에 의해서, 두 태스크 간 로드 차이는 maxmw 로 

바운드 되기 때문에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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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max
( ) ( , ) 0.

( ) ( )
q i j

q q

w w
T r t t

l q mw l q
  

 
         

 

어떤 코어의 로드 값은 minw 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0 0

,max min
( ) ( , ) 0

( )
q i j

q

w w
T r t t

l q mw w
  

 
         

 

m이 무한대로 커지면, 다음의 부등식 역시 성립한다. 


0

,min
( ) ( , ) 0q i j

w
T r t t

w
          

CPU 대역폭 ( ) 1qT  이기 때문에,  


0

,min
( , ) 0i j

w
r t t

w
        

(ii) ( ) ( ) / ( )q q pT l q l q  . THROTTLE 알고리즘의 라인 9의 

부등식이 참이기 때문에, 
pT 의 CPU 대역폭을 ( ) / ( ) ( )p q ql q l q T 로 

조정한다. 그러면, 다음의 식이 참이 된다. 


0 0

, ( , ) ( ) ( ) 0
( ) ( )

i j q q

q q

w w
r t t T T

l q l q
   

 
         

 

 

Case 2: ( ) ( )p ql q l q . Case 1-(b)와 마찬가지로, THROTTLE 

알고리즘의 라인 9의 부등식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pT 의 CPU 

대역폭을 ( ) / ( ) ( )p q ql q l q T 로 조정한다. 따라서, 
, ( , )i jr t 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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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 , ) ( ) ( ) 0
( ) ( )

i j q q

q q

w w
r t t T T

l q l q
   

 
         

 

 

이는 LEMMA 3를 증명한다.     □ 

LEMMA 4: ( ) ( )i jr t r t 인 임의의 두 태스크들 ( , )i p j qT T   에 

대해, virtual runtime 증가분의 차이는 아래 같이 바운드 된다. 


0

, min
0 ( , )i j

w
r t t

w
       

PROOF: LEMMA 3과 유사하게 증명된다.    □ 

LEMMA 3와 4에 의해 시간구간   동안 임의의 두 태스크 간 

virtual runtime 차이 
, ( , )i jr t t   는 0 min/w w   이상 증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 ( ) 0i jr t  인 경우에는 

, ( , ) 0i jr t t    , 
, ( ) 0i jr t  인 

경우에는 
, ( , ) 0i jr t t    이 항상 성립한다. 따라서, virtual runtime 

차이 
, ( )i jr t 의 oscillation에 대한 진폭은 0 min/w w   이내로 바운드 

된다. 

이제 최종적으로 LEMMA 3와 4를 이용해 Progress Balancing 

기법의 비례공정성 달성을 아래의 theorem을 통해서 증명한다.  

THEOREM 1: Progress Balancing 아래서, 임의의 시간 t에, 두 

태스크 간 
max ( )r t  값은 아래와 같이 상수로 바운드 된다. 


0

, min
( ) .i j

w
r t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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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증명은 아래와 같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다. 초기 

조건 0t  에서, 모든 태스크들의 virtual runtime 값은 모두 0이다. 

따라서 이론은 참이다. 이제 임의의 k에 
,| ( ) |i jr k 가 상수 

0 min/w w 에 바운드 되면,  
,| (( 1) ) |i jr k    역시 그 상수에 바운드 

됨을 보인다. 

시간 ( 1)t k   일 때, 
, (( 1) )i jr k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 1) ) ( ) ( ) ( , ( 1) )i j i j i jr k r k r k r k k          


, , ,(( 1) ) ( ) ( , ( 1) )i j i j i jr k r k r k k        

임의의 시간 t k 에서, ( ) ( )i jr t r t 라고 가정하자. 즉, 부등식 

, ( ) 0i jr k  이 성립한다. LEMMA 3에 의해, 
, ( , ( 1) )i jr k k   은 음의 

상수로 바운드 된다. 따라서 임의의 두 태스크 쌍 ( , )i j  에 대해서 

0 min

, (( 1) ) /i jr k w w   을 만족한다. 반대의 경우, ( ) ( )i jr t r t 라고 

가정하자. 즉, 부등식 
, ( ) 0i jr k  이 성립한다. LEMMA 4에 의해 

, ( , ( 1) )i jr k k   가 양수로 바운드 되며 0 min

,/ (( 1) )i jw w r k    을 

만족한다. 이는 THEOREM 1이 항상 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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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논문은 전에 없이 거대화∙복잡화되는 현대 계층적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전체론적인 성능 최적화를 위한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들에 대한 

최적화 사례를 설명한다. 우선, Android 스마트폰 단말에서 사용자 

반응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교차계층 자원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째, FTC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 체인을 검출하고, 이들 중 비상호적 태스크에 

의해 선점되는 작업자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동적∙선택적으로 증진, 

이들의 선점 지연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둘째, VT-CFS는 

사용자 상호적 태스크들의 실행 지연시간 감소를 위해 WFQ 기반의 

스케줄링을 수행하고, 이들이 실행 큐로 삽입될 때 virtual runtime 

조정을 통해 보다 빨리 스케줄링 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Progress Balancing은 비례공정성 최적화를 위한 진척 기반의 

멀티코어 부하분산 기법이다. 이는 임의의 두 태스크들 간 virtual 

runtime의 차이를 작은 상수로 바운드 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태스크 이주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스케줄링 기법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기법을 최적화 

목적에 적합한 실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품 군에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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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교차계층 자원관리를 통한 사용자 반응성 최적화의 

검증을 위해, FTC와 VT-CFS는 Android 스마트폰에 구현되었다. 

실험 결과는 사용자 반응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척도인 양단간 

사용자 반응시간이 기존 시스템 대비 무려 77.35% 더 감소했음을 

보였다. 멀티코어 스케줄링을 통한 비례공정성 최적화의 검증을 

위해, Progress Balancing은 Linux/KVM 기반 서버에 구현되었다. 

실험 결과는 서버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에 대한 virtual runtime 

차이가 작은 값으로 성공적으로 바운드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이 상대적 가중치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만큼 CPU 시간을 할당 

받았음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더욱 발전∙확장시킬 수 있다. 

첫째, 비단 사용자 반응성 향상과 비례공정성 달성뿐 아니라, 다른 

성능최적화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대부분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은 하위 하드웨어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서 

속도, 용량의 측면에서는 이미 성능 최적화의 포화점에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기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음이 자명하다. 스마트폰 단말 시장에서만 봐도,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적어도 수 십 번 이상의 패치에 걸쳐 

에너지 소모의 최적화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의 최적화를 목적함수로 정의하여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스케줄링을 시도한다면 전체론적 성능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한 교차계층 자원관리와 스케줄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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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사례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Internet-of-Things 시대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 

하나인 wearable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점차 복잡화∙거대화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AUTOSAR에도 적용하는 등의 실험적 

시도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된 기법으로 미처 해결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탐색하고 정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제안하는 

기법들을 더욱 일반화하여 계층적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틀로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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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ing software platform is known to be a promising mean to 

deal with many problems incurred by its colossal and complex 

structure. In a layered structure, a performance optimization is 

performed locally at each individual layer independently from 

other layers, and restricted to use information provided from its 

adjacent layers. This leads many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achieving holistic system-wide performance optimization. A 

cross-layer optimization is an optimization paradigm which is 

proposed to solve such difficulties in layered software structure. 

It carefully delivers relevant information, which affects overall 

performance to other appropriate layers. Its objective is to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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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listic performance optimization by violating the layering 

principle to a certain degree. Recently, due to its effectivenes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emands and efforts to improve an 

overall performance using the cross-layer optimization. In 

particular, task scheduling in a layered software platform is one 

of the most crucial problems which can affect an overall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platform. 

This thesis proposes a cross-layer resource control and 

scheduling to solve two performance optimization problems in 

layered software platforms. First, we present a cross-layer 

resource control to optimize a user interactivity for embedded 

user equipment. The proposed one consists of two components. 

First, Framework-assisted Task Characterization (FTC) is a 

cross-layer scheme between Android application framework 

and its underlying operating systems kernel. At the upper level, 

it identifies user-interactive tasks using the notion of a user-

interactive task chain. It then enables the lower level scheduler 

to selectively promote the priorities of tasks appearing in the 

task chain. This effectively reduces the preemption latency of a 

user-interactive task since it can occupy a CPU longer without 

being preempted. Second, Virtual Time-based Completely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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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r (VT-CFS) is a cross-layer refinement of CFS in 

terms of interactivity. Specifically, it schedules a task in a WFQ 

fashion and allows a task to be preempted at every smaller 

period. It also adjusts the virtual runtime of the user-

interactive task identified by FTC to ensure that a dispatch 

latency of a user-interactive task is reduced to a small value. 

Second, we present Progress Balancing in order to optimize 

a multicore proportional fairness in a server. It defines tasks’ 

relative progress as virtual runtimes and periodically balances 

them. Specifically, it partitions runnable tasks such that a core 

with larger virtual runtimes receives a larger load and the load 

difference among cores is bounded. As a result, the virtual 

runtime difference converges to the balancing period multiplied 

by some constant derived from the bounded load difference. 

To show a viability and evaluate an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chemes, we have applied them to the target software 

platform product line. We have implemented FTC and VT-CFS 

into Android smartphone and empirically evaluated them with 

well-known benchmark programs and real-world applications. 

Results show that the end-to-end response time was reduced 

by up to 77.35% compared to the legacy one. Thi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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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s from the facts that the modified framework achieved 

80.23% shorter preemption latency than the legacy framework 

and that the VT-CFS yielded 78.42% shorter dispatch latency 

for user-interactive tasks than CFS. We have also implemented 

Progress Balancing into a multicore Linux-installed server. 

Experimental results report that virtual runtime difference 

between tasks is bounded by a small constant by adopting our 

scheme. Such bounding virtual runtime differences implies that 

tenants hosted from our target server are able to guarantee a 

use of fair amount of CPU resources. As suc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indicate, our cross-layer resource control 

and scheduling schemes effectively improve the overall system 

performance of the existing softwar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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