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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머신 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머신 러닝 기술들이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에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기술이 제공하지 못했던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고, 이와 함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술이 실현되었다. 최근 산업계는 ADAS를 

내비게이션, 미디어 재생기, 소셜 네트워크 등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에게 정보와 오락성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차량 서비스인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와 함께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다.  

 

머신 러닝 기반 ADAS 응용들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응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GPU 가속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차량내 시스템은 공급 받을 수 있는 전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CPU와 GPU가 하나의 

보드에 통합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는 하나의 물리 메모리를 

CPU와 GPU가 공유하는 아키텍처로, CPU와 GPU가 각각이 별개의 

메모리를 가지는 아키텍처 대비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키텍처는 CPU에서 동작하는 인포테인먼트 응용과 

GPU를 사용하는 ADAS 응용 간의 과도한 메모리 경쟁을 유발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높은 응답성을 제공해야 하는 ADAS 응용에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야기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커널 레벨에서 ADAS와 

같이 응답성에 민감한 응용들을 식별한다. 그리고 해당 응용이 

GPU를 사용할 때 메모리 간섭이 발생할 경우, 인포테인먼트와 같이 

메모리 간섭을 유발하지만 응답성에 민감하지 않은 응용들의 메모리 

접근을 제한한다. 메모리 접근 제한의 대상은 throttling 대상 

응용이 동작하는 CPU이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을 검증한 결과, 

기법 적용 이전 대비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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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사용자 응답성; CPU-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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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머신 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는 InfoADAS는 Informational Advanced Driving Assistant 

System의 약어로 운전자의 주행을 돕기 위한 정보 또는 편의를 

위한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최근 산업계에서는 

비용절감과 저전력 요구사항 만족을 목적으로 InfoADAS를 

구성하는 Infotainment system과 ADAS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Infotainment system은 차량용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응용으로 네비게이션, 

미디어 재생기, 소셜네트워크 등이 있다. 한편 ADAS는 서라운드 뷰, 

보행자 감지, 차선 감지 등의 기능으로 운전자는 차량 운행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정적인 차선 유지를 도모하는 등 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보조한다. 그런데 ADAS는 사용자 응답성에 민감하다. 이는 

사용자의 안정적인 주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nfoADAS는 ADAS의 빠른 응답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한다.  

 

InfoADAS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은 ADAS 응용의 응답 

속도 저해하는 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메모리는 CPU 뿐만 아니라 GPU, 네트워크 등 

다양한 I/O 장치로부터 메모리 요청을 받는다. 그런데 ADAS 

응용이 상당한 메모리 접근을 필요할 경우, 해당 메모리 요청은 

다른 CPU 코어에서 동작하는 태스크 혹은 수많은 다른 I/O 

장치들의 메모리 요청과 함께 메모리에 보내질 수 있다. 이때 

메모리 간섭이 발생하고 이는 ADAS의 응답속도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InfoADAS의 

빠른 응답성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메모리 간섭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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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간섭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개선하거나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연구로 나뉜다. 먼저 메모리 

컨트롤러를 개선하는 연구는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메모리 요청들을 

스케줄링한다[4][7][8]. 메모리는 CPU, GPU,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I/O 장치로부터 받은 메모리 요청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를 

기반으로 요청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메모리 컨트롤러는 

운영체제의 스케줄러와 연동하기 때문에 기존 메모리 컨트롤러의 

스케줄링 정책을 개선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에 의해 스케줄링 된 태스크의 메모리 요청이 

다른 I/O 장치의 요청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 메모리 

컨트롤러의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해당 태스크의 메모리 접근을 

위한 stall cycle이 늘어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메모리 컨트롤러는 운영체제 스케줄러와 정보를 주고 받아야하는데, 

이 또한 과도한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운영체제를 개선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운영체제를 개선을 통해 메모리 간섭을 줄이는 연구가 상당수 

제안되고 있다.  

 

기존 연구 중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메모리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스크들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태스크의 수행을 처리 단계와 메모리 단계로 나눈다. 

그리고 동시에 수행되는 태스크가 동시에 메모리 단계를 수행하지 

않도록 스케줄링하면 메모리 간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연구에서의 주장이다. 그 이유는 메모리 단계를 수행중인 태스크가 

동시에 수행될 때, 메모리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태스크가 동시에 메모리 단계를 수행하여 메모리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다. 먼저 태스크가 다중 코어에서 태스크가 

동작하는 경우, 여러 코어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태스크가 메모리 

단계를 수행하는 경우 CPU내에서 코어 간 메모리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태스크 수행의 일부를 GPU가 대신 처리할 때, GPU에서 

CPU와 동시에 메모리 단계를 수행하여 CPU와 GPU간의 메모리 

간섭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태스크의 수행 단계를 

정밀하게 나눌 수 있다면, 해당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메모리 간섭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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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는 발생 가능한 메모리 간섭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다. 이는 태스크의 수행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태스크 수행 단계 구분을 위해 예측 

가능한 수행 모델 (Predictable Execution Model)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태스크들의 수행이 어떠한 순서로 얼마만큼의 

양을 가질지 런타임 이전에 미리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런타임 이전에 태스크들이 어떻게 수행될 지 알 수 없다. 즉, 

경우에 따라 메모리 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태스크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메모리 간섭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방법은 C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와 GPU를 사용하는 

태스크의 메모리 간섭을 막기 때문에, 다양한 I/O 장치의 

동시다발적인 메모리 접근으로 인해 메모리 간섭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InfoADAS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간섭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메모리 간섭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nfoADAS 시스템에서 메모리 간섭이 발생할 때, 

메모리 간섭에 의한 ADAS의 지연 단축을 위한 CPU throttling 

기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안하는 기법의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절에서는 기존의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절감 연구들의 흐름과 

이들이 갖는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본 학위논문의 연구 

동기를 밝힌다. 이어서, 2절은 본 논문의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은 본 논문의 구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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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동기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머신 러닝을 사용하면서 컴퓨팅 

가속기와 같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 자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효율적 메모리 자원 사용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자원에 동시에 접근 가능한 컴퓨팅 프로세서 및 I/O 장치들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메모리 자원 사용 순서를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연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CPU, GPU,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장치로부터 전달받은 메모리 요청들을 스케줄링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메모리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높은 우선순위의 

메모리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스케줄링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스케줄링 정책이 

운영체제의 스케줄러와 연동될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를 잘못 

고려하기 쉽다. 그 이유는 운영체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스케줄링 정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정책과 그 시점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메모리 요청 

순서에 대한 메모리 컨트롤러의 스케줄링 결과가 운영체제의 태스크 

스케줄링 결과와 반대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태스크의 

우선순위 역전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에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운영체제 

스케줄러와 정보를 주고 받도록 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메모리 요청에 대한 처리 순서를 결정한 첫번째 방식과 달리, 

두번째 방식은 메모리 요청 순서 조정을 시도한다. 즉, 해당 방식은 

운영체제의 우선순위 기반 태스크 스케줄링을 이용하여 메모리 요청에 

대한 순서를 간접적으로 조정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태스크들의 처리 단계와 메모리 단계를 판별한 후, 이들의 수행할 때에 

메모리 단계가 동시에 수행되지 않도록 스케줄링한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수행 모델 (Predictable Execution Model)을 사용하여 태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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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처리 단계와 메모리 단계로 나누는 작업을 선행한다. 태스크의 

수행을 위의 두 단계로 나눈 후, 동시에 수행되는 태스크가 모두 메모리 

단계이지 않도록 스케줄링하여 메모리 간섭을 줄인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보통 확률적으로 제거 가능한 메모리 간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잘못된 예측으로 제거하지 못한 메모리 간섭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다양한 컴퓨팅 프로세서를 

지원함과 동시에 효울적인 메모리 자원 배분하는 기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까지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한 실용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메모리 간섭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InfoADAS에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해당 도메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적용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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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태스크의 CPU 점유율 조정을 통해 해당 

태스크의 메모리 사용률을 간접적으로 조정하여, 메모리 간섭에 의한 

ADAS의 수행 지연을 단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CPU throttling 

기법을 제안한다. CPU throttling 기법은 throttling 대상 태스크들에 

대하여 throttling 허용 범위 안에서 CPU 사용률을 하향 조정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일정 임계 값 이상의 메모리 간섭이 발생했을 때, 

throttling 대상 태스크들을 선정한다. throttling 대상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응용 개발자가 운영체제에게 전달한다.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y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발생을 예측 

y Throttling 대상 태스크의 식별 

y 대상 태스크의 throttling 방법 결정 

y Throttling 기법 적용 및 해제 시점 결정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메모리 간섭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런타임에 메모리 간섭 정도를 측정하기위한 수단으로 메모리 

간섭(Memory Interference)에 대한 측정기를 제안하고 이를 시스템 

컴포넌트로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처리되지 않은 메모리 요청의 

개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미처리 메모리 요청이 특정 임계 

값 이상이 될 경우, 미래에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한다. 해당 임계 값은 대상 시스템에서의 실험을 통해 적정 값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MIL 예측기 컴포넌트로 구현된다. 

 

두번째 문제는 두 가지 세부 문제로 구성된다. 하나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태스크를 throttling 대상 태스크와 비대상 태스크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이 런타임에 throttling 대상 태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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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는 것이다. 태스크들을 throttling 대상 태스크와 비대상 태스크로 

구분하기 위해 시스템은 throttling 태스크 식별을 위한 정보를 응용 

개발자로부터 전달받는다. 그 다음으로 런타임에 throttling 대상 

태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이 관리하는 태스크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구조에 throttling 대상 정보를 추가한다. 이 추가된 정보는 CPU 

throttling 기법이 적용될 때, 기법 적용 대상 태스크만 선별해야 할 때 

사용된다. 이는 태스크 식별기 컴포넌트와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정보 

관리자 컴포넌트로 구현된다. 

 

세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PU frequency control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기법은 throttling 대상 태스크의 수행을 

제한할 때, 최저 CPU frequency로 throttling 양을 정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메모리 간섭 정도를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메모리 간섭 정도가 임계 값 이하일 경우, throttling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CPU throttling을 막는다. 이는 

throttling 방법 결정기 컴포넌트로 구현된다. 

 

네번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제안하는 기법은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예측 결과를 사용한다. throttling 적용 시작 시점은 주기적으로 

측정한 메모리 간섭 정도가 일정 임계 값을 초과한 경우이다. 한편 적용 

해제 시점은 throttling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제안 기법은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throttling 

기법을 적용한다. 이는 throttling 시점 결정기 컴포넌트로 구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InfoADAS 동작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한 CPU throttling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에는 NVIDIA 

사(社)의 Jetson Tegra X2 보드를 사용하였다. 이 보드의 운영체제로는 

Ubuntu 16.04를 탑재하였다. 실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모델링하여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ADAS의 지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버헤드도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한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이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줄이는 매우 

실용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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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 구성 
 

 

본 학위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기위해 필수적인 배경 지식과 연구의 기저가 되는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연구를 통해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를 명확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결방안의 유용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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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한다. 먼저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GPU의 기본적인 특징과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CPU와 GPU의 상호작용 모델과 CPU와 GPU의 

메모리 접근 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들의 흐름에 대해 소개한다. 

 

 

 

제 1 절 GPU 구조 
 

 

그림 1은 일반적인 GPU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으로, 

수많은 SM (Streaming Multiprocessors)와 그들이 사용하는 

메모리로 구성된다. 그리고 SM은 크게 프로세싱 장치와 메모리로 

구성된다. 먼저 SM의 프로세싱 장치로는 SP (Scalar Processor)와 

SFU (Special Function Unit)가 있다. SP는 단정밀도 부동소수점 

연산을 지원하는 SISD (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그림 1. GPU의 하드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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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이다. 그리고 SFU는 사인, 코사인, 제곱근 연산과 같은 

특수한 연산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SM 내부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는 

CUDA 커널의 명령어를 임시로 저장해 놓기 위한 instruction 

buffer와 커널들이 공유하는 읽기 전용의 데이터 캐쉬 그리고 

SP들이 공유하는 L1 캐쉬(shared memory)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SM이 많고 적음에 따라 GPU의 성능이 

달라지는 확장성을 가진다. 즉, GPU 구조의 장점을 활용하여 GPU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병렬화 작업이 필요하다. 멀티스레딩의 정도를 

높일수록 GPU 수행의 성능은 좋아진다. 이는 GPU에서 수행되는 C 

언어 기반 함수인 커널(kernel)은 수행될 때 여러 thread block이 

나누어 수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thread block은 프로그래밍 

목적에 따라 묶은 동일한 양의 thread 들의 그룹을 의미하며, 이 

개수는 일반적으로 응용 개발자가 설정하지만, CUDA 라이브러리와 

GPU 내부에서 분할되어 수행된다. 그리고 동시에 수행되는 

thread들은 공통의 instruction을 함께 처리한다. GPU에서 수행되는 

커널 함수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Linux 커널과 용어 혼동을 막기 

위해, 뒤에서는 CUDA 커널이라 한다. 

그림 2. PASCAL GPU Streaming Multiprocesso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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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NVIDIA Jetson TX2 보드의 GPU는 

PASCAL로 그림 1에서 보이는 GPU의 기본 구조와 유사하다. 

하지만 GPU 성능 향상과 배정밀도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구조적, 

기능적으로 추가된 컴포넌트들이 있다. 그림 2는 Pascal 메모리의 

SM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개괄적으로 나타낸다.  

 

구조적으로 추가된 컴포넌트를 프로세싱 장치와 제어 장치, 

메모리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프로세싱 장치는 기존의 SP에 

double point 연산을 목적으로 하는 DP (Double Point) 유닛이 있다. 

다음으로 제어 장치로는 CUDA의 작업 처리 기준인 워프(warp)를 

스케줄링하는 워프 스케줄러가 있다. 더불어 워프 스케줄러의 

정책에 따라 프로세싱 장치와 메모리 제어권을 CUDA 커널에게 

넘겨주어, CUDA 커널이 프로세싱 장치 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돕는 

SM 디스패처(dispatcher)가 있다. 마지막으로 PASCAL에 추가된 

메모리로 레지스터 파일과 Tex (Texture memory)가 있다. 

레지스터 파일은 레지스터의 집합으로 SP가 서로 공유하며 나누어 

사용한다. 그리고 Tex는 읽기 전용 프리패치(pre-patch) 캐쉬로 

연속된 CUDA 배열을 빠른 속도로 읽는데 효과적이다. 

 

위에서 설명한 요소 외에도 부가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추가된 

요소로 TDP (Thermal Design Power)가 있다. TDP는 수많은 GPU 

코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PASCAL의 SM은 간단한 데이터 경로를 구성하여 SM 내부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 소모량이 적다.  

 

기능적으로 추가된 부분은 먼저 SM 스케줄러와 워프 스케줄러, 

atomic 메모리 연산 등이 있다. 먼저 SM 스케줄러는 load/store 

등의 연산의 수행을 겹치도록 파이프라이닝하여 성능 향상 및 소모 

전력 감소를 도모한다. 그리고 워프 스케줄러는 processing block 

당 한 개 존재하며, 클럭당 두 개의 워프 instruction을 수행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GPU에서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thread들의 

동시 다발적 메모리 접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위해 atomic 메모리 

연산을 지원한다. 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lock을 사용하여 구현하지 

않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여 lock contention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버헤드가 적은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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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PU/GPU 상호작용 모델 
 

 

CPU와 GPU는 협력적 수행을 위해 상호작용한다. 본 절에서는 

CPU와 GPU의 다양한 상호작용 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CPU와 

GPU 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사용한다. 

 

y Pinned host memory: GPU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CPU의 

page-locking 메모리 영역 

y 커맨드 버퍼: CPU가 GPU에게 작업 요청을 할 때 보낼 커맨드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 

y CPU/GPU 동기화: CPU가 GPU의 수행 진척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Pinned host memory는 쉽게 설명하면 GPU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CPU 메모리이다. 일반적으로 CPU와 GPU는 각각 

자신의 메모리를 사용하며 동작한다. 그런데 GPU가 CPU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어야한다. 이때 사용되는 CPU의 메모리 영역이 pinned 

host memory로, 이는 non-pageable memory이다. 다시 말해서 

page-locking되어 메모리에서 스토리지로 page in/out이 불가능한 

메모리 영역이다. 해당 메모리 영역은 운영체제에 의해 사용되는 

kernel memory이며, 다른 하드웨어 peripheral들이 CPU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게 해준다. 아래 그림 3은 CPU와 GPU의 

pinned host memory를 통한 통신을 보여준다. 

  

그림 3. GPU의 CPU 메모리 영역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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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PU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메모리는 

storage로 page in/out이 가능한 pageable 메모리이다. GPU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CPU는 GPU가 읽어갈 데이터를 pageable 

메모리에서 non-pageable 메모리인 pinned host memory로 

데이터를 복사한다. 그 후 GPU가 pinned host memory 영역에서 

GPU 메모리로 데이터를 읽어간다. NVIDIA GPU는 host가 

pageable 메모리가 아닌 pinned memory를 할당 받아 사용하도록 

하여 CPU가 pageable 메모리에서 pinned memory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작업을 제거하는 방법의 최적화 기법을 제공한다. CUDA 

응용 개발자의 경우, cudaMallocHost라는 CUDA API를 통해 

pinned host memory를 할당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로 CPU가 CPU 작업의 일부를 GPU에 맡길 때 사용하는 

커맨드 버퍼(command buffer)에 대해 설명한다. CPU는 위에서 

설명한 pinned host memory를 통해 GPU 커맨드를 보낼 수 있다. 

이때 커맨드 버퍼를 사용하고, 이는 pinned host memory의 일부 

영역이다. CPU가 커맨드 버퍼에 GPU가 수행할 커맨드를 씀과 

동시에 GPU는 쓰여진 커맨드를 읽어간다. 읽어가는 구조는 위의 

그림 3에서의 방식과 동일하다. 커맨드 버퍼의 메모리 공간은 

CPU와 GPU의 concurrency를 목적으로 재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CUDA 커널을 수행하는데 수천 개의 CPU 사이클이 걸린다. 

이때 CPU cycle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GPU가 커맨드를 수행할 때, 

CPU는 이 후 수행할 GPU 커맨드를 커맨드 버퍼에 미리 쌓아 놓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4. CPU와 GPU의 협력적 수행을 위한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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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CPU가 GPU의 요청에 대한 처리 완료 여부를 

알아내는 CPU/GPU 동기화에 대해 설명한다. CUDA 응용이 메모리 

복사나 커널 수행 등의 작업을 할 때. 특정 CUDA 드라이버는 

pinned host memory에 있는 sync location을 확인하여 GPU의 

진척 정도를 확인한다. CUDA 커널의 수행 완료 여부는 GPU가 

CPU에게 자신의 작업에 대한 진척도를 알려준다. 그림 4는 pinned 

host memory 내에서 GPU 수행 진척을 CPU에게 알리기 위해 

GPU와 CUDA driver가 사용되는 커맨드 버퍼와 sync location에 

대해 보인다. GPU의 수행은 sync location의 값을 현재 진척 정도로 

갱신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ync 

location의 값은 현재 GPU에서 처리하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3으로 고정된다. 수행을 마치고 4번 커맨드의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sync location의 값을 4로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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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PU/GPU의 메모리 사용 구조 
 

 

CPU와 GPU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구조는 CPU와 GPU가 

각자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구조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CPU와 GPU의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discrete memory, CPU와 G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구조를 unified memory라고 하겠다. GPU의 

사용 목적은 기본적인 그래픽스 연산 처리와 CPU의 수행을 돕는 

범용 계산 처리(General Purpose Computing)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GPU의 사용 목적에 따른 discrete memory 구조와 unified 

memory 구조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두개의 구조에 

사용되는 주소 체계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구조인 unified memory 구조에서 CPU, GPU의 

메모리 접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먼저 GPU 사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픽스 연산의 수행이다. 

이러한 그래픽스 연산 결과값은 프레임 버퍼에 기록되는데, 이 

프레임 버퍼의 사이즈는 시스템이 지원하는 해상도에 맞는 픽셀 

수와 같다. 즉, 시스템이 높은 해상도를 지원할수록 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GPU는 더 많은 메모리 집약적인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게다가 3D 게임과 같이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단위 시간당 많은 

그래픽 처리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인 GPU의 수행에 

극도로 많은 메모리 접근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unified memory 

구조는 위와 같은 메모리 집약적 처리를 CPU와 G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환경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discrete memory 

구조 대비 GPU 사용 성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 및 제조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한편, GPU는 기본적인 그래픽 처리 외에 범용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GPGPU (General-Purpose GPU)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unified memory 구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CPU의 범용 처리를 GPU가 대신할 때, GPU는 많은 양의 메모리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즉, GPU는 병렬 처리를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는 CPU대비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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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렬 처리의 성능이 좋기 때문이다. 이때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GPU의 수많은 코어는 동시다발적으로 메모리 접근을 

한다. CPU와 GPU가 메모리를 공유하는 환경에서 위와 같은 GPU의 

특성은 CPU와의 메모리 자원 경합을 유발하며, 그에 따라 CPU와 

GPU 모두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전력 사용에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 GPU가 범용 처리를 목적할 때, unified memory 

구조는 전력 소모량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모리 주소 체계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메모리 구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discrete memory 

구조를 사용한다. 이는 CPU와 GPU가 분리된 메모리를 사용할 때 

많은 전력소모량을 요구하지만, 메모리 사용에 대한 성능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러한 discrete memory 구조에서 CPU와 GPU는 서로 

다른 주소 체계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CPU는 GPU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데이터의 읽거나 쓸 수 없고 이는 GPU 또한 

마찬가지다.  

 

 

GPU는 CPU에서와 같이, GPU를 위한 별도의 가상 메모리 주소 

체계를 사용한다. 또, GPU 안에 는 GPU의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메모리 주소 변환 하드웨어가 내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메모리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 메모리 

공간보다 많은 논리 메모리 공간을 갖는 이점과 메모리 접근에 대한 

그림 5. CPU와 GPU의 가상 메모리 주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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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GPU에서 가상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가 크다. 실제로 GPU 메모리에서는 

demand paging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가상 메모리 

주소는 물리 메모리에 매핑 된다. 즉,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의 

크기가 같다. 위와 같이 CPU와 GPU의 메모리가 구분된 환경에서 

CPU와 GPU가 병렬적 수행할 경우, CPU와 G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복사가 필요하다. 위의 그림 5는 CPU와 GPU가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체계를 사용할 때, CPU와 GPU간의 메모리 복사 과정과 

각각의 가상 주소 변환 과정을 나타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필요한 메모리 복사는 GPU의 수행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inned memory를 

활용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Pinned memory는 CPU와 GPU가 

동시에 접근 가능하고 paging이 불가능한 CPU 메모리이다. CPU와 

GPU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하여 특정 가상 주소에 매핑된 

pinned memory에 접근 가능하다. 아래 그림 6은 CPU와 GPU의 

페이지 테이블에 매핑된 pinned host memory와 이를 이용한 

CPU와 GPU간의 통신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unified memory 구조의 경우, GPU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를 CPU와 공유하여 

사용한다. 이는 사용성 측면에서의 제약이 있지만, discrete memory 

그림 6. Pinned host memory와 가상 주소의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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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대비 전력 사용량 및 제조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크다.  

 

Unified memory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UMA (Unified 

Memory Address)를 가상 주소 체계로 사용한다. 이는 GPU와 

CPU가 함께 사용하는 주소 체계로, CPU와 GPU는 같은 가상 주소 

공간에 대해 메모리를 할당 받는다. 메모리 공간 할당은 CPU에 

먼저 할당이 되고 남은 공간에 대해 GPU가 가상 메모리 공간을 

할당 받아, CPU와 GPU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그런데 해당 구조는 

CPU와 GPU가 같은 주소 체계를 사용하지만, 이들이 각자의 메모리 

영역을 모두 공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CPU와 GPU는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의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CPU와 GPU가 공유하는 pinned host 

memory에 매핑된 가상 주소는 CPU와 GPU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는 실제 메모리 영역에 접근할 때,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에 의해 

하나의 물리 주소로 변환된다. 정리하면 unified memory 구조에서 

GPU는 CPU가 할당 받은 메모리 영역에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discrete memory 구조와 공통된다. 반면 해당 구조에서 CPU는 

GPU가 할당 받은 모든 메모리 영역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7은 

unified memory 구조에서 UMA를 사용할 때,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 과정을 보인다.  

 

 

 

그림 7. Unified Memory 구조에서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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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unified memory 구조는 하나의 물리 메모리 

공간을 CPU와 GPU가 공유하고, 동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iscrete memory 구조 대비 메모리 자원 경쟁이 심하다. 이는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응용에 지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메모리 버스 대역폭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넓은 메모리 대역폭이 

메모리 자원 경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CPU와 GPU가 협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메모리 사용 구조 등을 설명했다. 다양한 메모리 사용 구조 중 

InfoADAS 시스템에서는 unified memory 구조가 필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시스템은 전력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Discrete 

memory 구조는 일반적으로 많은 전력 사용을 요구하여, 차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 얻는 

이점도 있다. CPU와 GPU가 하나의 물리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간에 불필요한 메모리 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메모리 자원 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서, 뒤의 4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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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InfoADAS가 사용하는 unified memory 구조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연구된 기존 

기법들을 소개한다. 해당 기법들은 메모리 자원 사용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메모리 컨트롤러 레벨과 

커널 레벨로 나뉠 수 있다. 또 메모리 컨트롤러 레벨에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메모리 

요청을 스케줄링 하는 방법과 메모리 요청 클라이언트들 중 지연이 

허용되는 클라이언트의 메모리 요청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커널 

레벨에서 시도하는 방법은 태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메모리 간섭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과 메모리 간섭을 막기 위해 CPU의 수행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3.1 메모리 컨트롤러 레벨의 연구 

 

CPU와 GPU간의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모리 컨트롤러 레벨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메모리 

컨트롤러 스케줄러에서의 방법과 메모리 요청 클라이언트 throttling 

방법이 있다. 먼저 메모리 컨트롤러 스케줄러에 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모든 메모리 요청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메모리 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한다. 이때, 메모리 컨트롤러 

스케줄러는 받은 메모리 요청들에 대하여 처리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메모리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메모리 요청 클라이언트들 중 수행 지연이 허용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법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메모리 요청 처리 순서를 

정하기 위해 보관할 수 있는 메모리 요청의 개수는 제한되어있다. 

메모리 컨트롤러에 더 이상 메모리 요청을 쌓을 수 없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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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우선순위의 메모리 요청은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스케줄링 

조차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는 메모리 컨트롤러에 과한 

오버헤드를 줄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메모리 요청 클라이언트를 throttling 하는 방법도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감당 불가능한 양의 메모리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지연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메모리 요청에 대하여 지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의 메모리 요청 클라이언트가 지연 

가능 메모리 요청과 지연 불가 메모리 요청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이전의 지연 가능 메모리 요청의 지연이 

지연 불가 메모리 요청에 전파(propagation)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커널 레벨의 연구 

 

CPU와 GPU간의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널 레벨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태스크 스케줄링에 

의한 방법과 CPU throttling 방법이 있다. 먼저 태스크 스케줄링에 

의한 방법은 태스크의 수행 예측을 기반으로 메모리 간섭의 발생을 

막는다. 이를 위해 모든 태스크의 수행을 예측하여 연산 작업과 

메모리 접근 작업으로 나눈다. 그리고 C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와 

G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의 수행이 메모리 접근 작업으로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링 한다. 태스크 수행 예측이 성공할 경우, 메모리 

간섭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측이 실패할 경우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태스크 수행 예측 

기반 스케줄링 방법은 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한편, CPU throttling 방법은 GPU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동작할 때, 지연 가능한 태스크의 CPU utilization을 

낮추는 방법으로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줄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메모리 간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메모리 

간섭을 유발하는 태스크의 CPU utilization이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이 감소할 수 있지만, 해당 태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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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를 점유할 때 여전히 메모리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메모리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 양은 변하지 않고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방법은 CPU를 

비효율적으로 throttling한다. 즉, 메모리 간섭의 발생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GPU를 사용하면 CPU를 

throttling하기 때문에, 메모리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도 CPU의 

수행을 제한하게 된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커널 레벨 CPU throttling 

연구와 다른 throttling 시점 설정과 throttling 방법으로, InfoADA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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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설명과 해결 방안 개관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안하는 해결 방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을 운영체제 레벨에서 해결한 기법을 

제안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에서는 제안 솔루션을 

적용할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한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하여 간략히 개관한다.  

 

 

 

제 1 절 시스템 모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기 위한 타겟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InfoADAS 시스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구성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화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서 CPU가 GPU에 범용 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한 GPU의 수행을 모델링 한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상세 구조는 제조사 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차량용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한다. 그림 8은 대상 시스템에 

SMP (Symmetric Multi-Processing) 구조를 구성하는 CPU 

클러스터들과 그 클러스터들간의 협력적 수행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CCPLEX (CPU Complex)라고 

부른다.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ADAS를 위한 전용 CPU 

클러스터를 사용한다. 이는 빠른 응답성을 보장 받아야하는 ADAS 

응용이 그렇지 않은 응용들과 CPU 자원 경쟁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대상 시스템의 CCPLEX에서 클러스터들은 하나의 공유된 

물리 메모리를 공유하지만 각 클러스터의 메모리 채널 대역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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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그리고 각 CPU 클러스터들은 서로 on-chip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는다. 

 

여기서 CPU 내부(Last Level Cache)에서 외부와 연결하는 

버스는 FSB (Front-Side Bus)라고 불린다. FSB는 Intel 사에서 

제조하던 일부 칩에 사용한 용어로 최근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CPU의 외부 접근을 위한 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CCPLEX의 두 CPU 클러스터는 서로 각기 다른 

FSB 대역폭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8에서와 같이 한 

클러스터의 channel당 대역폭은 16B이지만, 다른 클러스터의 

channel 대역폭은 32B일 수 있다.  

 

 

다음으로 InfoADA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GPU의 구조는 

NVIDIA의 PASCAL 구조를 예시로 사용하여 설명한다. 그런데 

해당 구조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SM(CUDA 멀티프로세서)의 내부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PASCAL은 56개의 SM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SM에는 64개의 

CUDA 코어들이 있어, 총 3584개의 CUDA 코어를 가진다. 여기서 

CUDA 코어는 SP와 같다. PASCL SM의 내부 구조는 앞서 2장 

1절에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드웨어 구조와 해당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SM에 대해 상세 

그림 8. InfoADAS 시스템에서 CCPLEX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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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다. 그림 2에서 PASCAL SM의 내부 구조를 설명한다. SM 

내부에는 256KB의 레지스터 파일과 64KB의 공유 메모리가 있다. 

이를 사용하는 block의 최대 쓰레드 개수는 1024개이며, block은 

SM에 최대 32개까지 존재한다. 또한 SM의 스케줄링 단위인 워프 

사이즈는 쓰레드 32개이다. 따라서 한 SM에서 최대 1024개의 

워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어서 뒤에서는 대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구조를 설명한다. 

그리고 CPU와 GPU등 메모리 접근 장치들의 메모리 접근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메모리 접근 시간과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그림 9는 NVIDIA Jetson TX2 내에서 실제 메모리 사용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적 요소와 메모리 사용 과정을 보인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unified memory 구조를 사용하여, GPU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를 

CPU와 공유하여 사용한다. 위와 같은 구조는 자동차와 같이 전력 

사용에 제한이 있는 InfoADAS와 같은 환경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장점이 더 부각된다.  

 

 

그림 9. InfoADAS 시스템에서 메모리 사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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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접근은 MC (Memory Controller)와 EMC (External 

Memory Controller)를 통해 가능하다. MC는 전체 시스템에 하나 

존재하며 시스템 내 메모리를 접근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 메모리 

요청을 받는다. 메모리 요청은 MC 내부에 있는 요청 버퍼(request 

buffer)에 쌓이고, 주기적으로 MC는 쌓인 메모리 요청을 네 개의 

EMC에게 분산 수행시킨다. 이 과정에서 MC는 버퍼에 쌓인 메모리 

요청에 대해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각 EMC는 실제 메모리와 하나의 

채널로 연결되어있으며,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메모리 요청들의 메모리 

접근 시간을 최적화한다. 

 

CPU의 메모리 접근 과정은 아래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 Host to MC: CPU가 메모리 요청을 MC에게 전달  

② MC to Memory: 메모리 요청에 대한 EMC의 처리 

③ EMC to Host: EMC의 메모리 접근 결과 CPU에게 전달 

 

메모리 접근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가장 먼저 CPU는 

메모리 요청을 MC에게 전달하고 MC는 해당 메모리 요청을 버퍼에 

삽입한다. 그리고 EMC는 MC로부터 메모리 요청을 전달받고 실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EMC는 

메모리에서 읽거나 쓴 결과를 CPU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은 메모리 

접근 과정은 GPU나 다른 메모리 접근 장치들의 메모리 접근 과정과 

그림 10. InfoADAS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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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세가지 메모리 접근 과정 각각에 소요된 

시간의 합을 메모리 접근 시간이라 정의한다. 

 

본 절에서는 InfoADAS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범용 

처리를 위한 NVIDIA GPU (GPGPU)의 수행 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아래 그림 11는 InfoADAS 시스템을 계층적 소프트웨어 구조로 

나타낸다. 응용 계층은 caffe와 같이 ADAS 응용이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 

계층으로부터 GPGPU를 사용하기위한 CUDA 라이브러리를 

제공받는다. CUDA 라이브러리는 일반 CUDA 라이브러리와, CUDA 

런타임, CUDA driver API 계층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InfoADA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뒤에서는 CPU로부터 요청 받은 

작업을 처리하는 GPU의 수행을 모델링한다. 모델링에 대한 요약은 

그림 11과 같다. GPU의 수행은 여러 소프트웨어 계층을 거친다. GPU 

그림 11. GPU의 수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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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계층은 응용 계층과 GPU 라이브러리 계층, 

GPU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이 있다.  

 

GPU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CPU의 작업 요청 

② GPU의 작업 처리 

③ CPU에게 작업 결과 전달 

 

CPU는 GPU에 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GPU에 요청할 작업에 

관한 데이터 관리와 GPU와 상호작용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CUDA 컨텍스트와 CUDA channel은 요청 작업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필수인 요소들이다. CUDA 컨텍스트는 CUDA 라이브러리에서 

관리되며 CUDA 드라이버 API 계층 아래에서 수행되는 모든 

리소스와 그 동작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다. 또 하나의 Linux 태스크는 

동시에 하나의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CUDA channel은 

CPU/GPU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료구조로 CUDA driver에서 

관리한다. 이는 CUDA 컨텍스트와 일대일 매핑되며, CPU가 GPU에게 

작업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 각 channel에는 GPU에 요청할 GPU 

커맨드들이 커맨드 버퍼에 저장되어 있으며 channel은 최대 

128개까지 존재한다.  

 

CPU가 GPU에 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CPU는 요청할 CUDA 작업이 사용하는 CUDA channel의 커맨드 

버퍼에 GPU command를 삽입한다. 그리고 커맨드 버퍼가 차있는 

channel이 시스템상에 존재하는지 모든 channel을 검사한다. 만일 

존재하는 경우, GPU에게 메모리 맵 입출력을 통해 알려준다. GPU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를 감지하고, GPU 커맨드에 대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CPU 메모리에서 읽어온다. 이때 사용되는 CPU 

메모리는 pinned host memory이고 CUDA 커널이나 block 정보, 

커널이 처리할 데이터 등을 가져온다.  

 

GPU가 작업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CPU로부터 가져온 후, SM 

스케줄러와 워프 스케줄러 등에 의해 실제 GPU를 수행할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후, GPU 하드웨어 내 디스패처에 의해 CUDA 커널의 

수행을 마칠 때마다 CPU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해당 CUDA 커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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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완료를 알린다. 이때 수행 결과를 CPU 메모리 영역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결과값을 CPU에게 전달한다. 

 

 

제 2 절 문제 설명 
 

 

본 절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이 해결하려는 메모리 자원 경쟁 문제를 명확이 정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InfoADA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에 대해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을 유발하는 메모리 자원 

경쟁 대상에 대해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풀어야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다.  

 

본 논문의 대상 시스템은 많은 장치들이 하나의 물리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하는 unified memory 구조를 사용한다. 이는 앞서 

정의한 메모리 접근 시간을 구성하는 세가지 메모리 접근 시간 모두에 

지연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 

(Memory Interference Latency, MIL)이라 명명한다. 이는 아래 세 

가지 지연의 합과 같다.  

 

① Host to MC 지연: MC에 메모리 요청을 보내지 못하는 시간 

② MC to Memory 지연: MC의 요청 버퍼에 쌓여있는 메모리 요청 

중,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메모리 요청들을 처리하는 시간  

③ EMC to Host 지연: MC가 CPU에게 결과를 보내지 못하는 시간 

 

Host to MC 지연은 CPU나 GPU와 같은 Host가 MC에게 메모리 

요청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MC 

to Memory 지연은 MC의 요청 버퍼에 쌓여 있는 메모리 요청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다른 메모리 요청의 처리를 기다리는 데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EMC to Host는 MC가 CPU에게 

결과를 보내지 못하고 기다리는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MIL을 구성하는 세가지 지연은 상황에 따라 그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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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다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MC to Memory 지연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임의의 메모리 

요청에 발생하는 메모리 지연시간 𝑀𝐼𝐿을 정의할 수 있다.  

 

𝑀𝐼𝐿 ≈  ∑ 𝑡𝑖

𝑛

1

 

 

이 때 𝑛 은 MC의 요청 버퍼에 남아있는 메모리 요청 중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메모리 요청의 수이다. 그리고 𝑡𝑖는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메모리 요청 중 𝑖번째로 처리해야하는 메모리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EMC가 메모리에서 읽거나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MC의 요청 버퍼에 남아있는 메모리 요청들을 미처리 

요청(Outstanding request)이라 명명한다.  

 

정의 1. (Outstanding request) Outstanding request (미처리 요청)는 

MC의 요청 버퍼에 쌓여있고 MC에 의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메모리 

요청을 의미한다. 

 

MIL의 발생 상황은 요청 버퍼가 가득 차지 않은 경우와 가득 찬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요청 버퍼가 가득 차지 않은 경우, 

Host to MC 지연과 EMC to Host 지연은 MC to Memory 지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실제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시스템 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지연 시간은 

짧기 때문이다.  

 

한편 요청 버퍼가 가득 찬 경우도 마찬가지로, MC to Memory 

지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EMC to Host 지연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Host to MC의 비중은 커질 수 

있다. 이는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지연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득 찬 요청 버퍼에 여유 공간이 생길 때까지 시스템 버스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st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메모리 요청이 MC에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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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Host에게 큰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다음으로 MC에게 미리 쿼리를 보내 메모리 

요청을 저장할 공간을 예약한 후, 그 공간에 메모리 요청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메모리 요청을 위해 최소 한번 이상의 쿼리를 

보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마지막 방법은 위와 

같은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메모리 요청에 대한 결과를 MC가 

host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다. MC가 메모리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메모리 요청을 다시 보낼 시간을 Host에게 알려주고 Host는 그 

시간 이후에 다시 메모리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지금까지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에 대해 정의하고 그 지연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뒤에서는 InfoADAS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지연을 유발하는 메모리 자원 경쟁 대상에 대해 

정의한다. InfoADAS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ADAS 응용은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입력 데이터가 시스템에 전달되면, 

일련의 태스크들이 ADAS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스크들의 수행 시퀀스를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Critical task chain)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 체인에 속해있는 

태스크들을 크리티컬 태스크(Critical Task)로 정의한다. 반대로 속하지 

않은 태스크들은 제안 기법에서 크리티컬 태스크의 메모리 사용 보장을 

위해 CPU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희생 태스크(Non-critical 

task)라고 명명한다. InfoADAS 시스템에서 GPU를 사용하는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으로 인해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의 성능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의 2. (CRITICAL TASK CHAIN) Critical task chain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는 입력 장치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태스크부터 

출력장치에 해당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태스크까지의 태스크 

수행 시퀀스이다. 이는 입력부터 출력까지 빠른 응답시간을 요구한다. 

 

정의 3. (CRITICAL TASK) Critical task (크리티컬 태스크)는 time-

critical task chain에 나타나는 태스크이며, CPU와 GPU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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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 (NON-CRITICAL TASK) Non-critical task (희생 태스크)는 

critical task chain에 나타나지 않는 태스크이며, CPU만 사용하고 

GPU는 사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IL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은 GPU를 

사용하는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메모리 간섭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CPU와 GPU가 메모리 자원을 경쟁하는 

상황에서, MIL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CPU에서의 

메모리 접근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 중, CPU와 GPU 동작 중인 

태스크의 속성을 알아야한다.  

 

결론적으로, 본 학위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GPU에서 동작하는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대하여, 제안하는 MIL 기반 CUP throttling 기법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y Throttling 적용 대상 태스크 식별 

y Throttling 적용 시점 결정 

y Throttling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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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결 방안 개관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IL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에 대해 

개관한다. 이 기법은 세 개의 핵심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은 앞서 정의한 세부 문제들을 해결한다.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은 다음과 같다. 

 

y Throttling 적용 대상 태스크 식별기 

y Throttling 적용 시점 결정기 

y Throttling 방법 결정기 

 

이들 컴포넌트들은 모두 커널 계층에 존재한다.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hrottling 적용 대상 태스크 

식별기의 기본 동작은 응용 개발자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 

커널에게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태스크 식별기는 태스크가 생성되고 대상 시스템에서 수행될 때, 

현재 CPU 혹은 GPU를 사용하고 있는 태스크가 크리티컬 태스크인지 

희생 태스크인지를 식별한다.  

 

이어서 throttling 적용 시점 결정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를 throttling 적용 시점으로 결정한다. 우선 MIL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야한다. 그 다음으로 GPU 수행 태스크가 바뀌는 시점에 

크리티컬 태스크가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throttling을 시작한다. Throttling을 시작하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 throttling을 중단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throttling 중단 시점이 다를 수 있다. 크리티컬 태스크가 

수행을 마치는 경우에는 throttling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 하지만 

크리티컬 태스크가 수행 중이고 바로 이전 MIL 예측 주기에서 MIL이 

예측되었다면, 다음 MIL 예측 주기에서 MIL이 예측되지 않더라도 

throttling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throttling 방법 결정기는 throttling이 시작될 때,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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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가 동작하는 CPU frequency를 최저치로 낮춘다. Throttling이 

끝날 때에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다. 먼저 G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가 바뀌는 시점에 희생 태스크가 다음 태스크로 수행되는 경우, 

CPU throttling을 즉각적으로 멈춘다. 한편, GPU에서 크리티컬 태스크가 

여전히 수행 중이고 MIL이 측정되지 않을 경우, 일정 짧은 기간 동안 

최저 frequency로 희생 태스크가 동작하는 CPU throttling을 지속한다. 

이는 MIL이 측정되지 않는 원인이 throttling을 했기 때문 인지, 

태스크가 더 이상 메모리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2는 MIL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네 가지 핵심 컴포넌트에 더해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정보 관리자 (Critical task chain Information Manager)와 MIL 

예측기가 있다.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관리자는 시스템의 동작 중,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y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의 시작, 종료시점을 커널에 등록 

y 크리티컬 태스크에 의해 새로운 크리티컬 태스크가 생성 

그림 12. MIL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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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크리티컬 태스크가 희생 태스크와 IPC를 수행 

y 크리티컬 태스크가 수행을 종료 

 

먼저 응용 개발자가 커널에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의 시작 시점을 

등록하는 경우 태스크 체인에 속하는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반대로 태스크 체인의 종료 시점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 등록된 태스크 

체인 정보를 삭제한다. 그리고 등록된 크리티컬 태스크가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는 경우, 그 태스크를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추가한다. 

또한 크리티컬 태스크와 IPC를 하는 태스크에 대해 크리티컬 태스크의 

요청을 처리할 때까지, 해당 태스크를 임시로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태스크가 수행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 

태스크를 포함한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서 삭제된다.  

 

이어서 MIL 예측기는 주기적으로 현재 MIL을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MIL이 발생할지를 예측한다. 

예측에 대한 결과는 throttling 적용 시점 결정기에게 전달되며, 

이는 throttling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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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 
 

 

 

본 장에서는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기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의 핵심 알고리즘들을 다룬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절에서는 CPU에서의 동작이 제한되는 태스크들을 판별하는 

throttling 대상 태스크 판별기를 설명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실제 

throttling 기법의 적용 시점과 적용 해제 시점을 결정하는 throttling 

적용 시점 결정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throttling이 시작된 후, throttling 정책에 따라 throttling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throttling 정도 결정기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Throttling 적용 대상 태스크의 식별 
 

 

Throttling 적용 대상 태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정보를 판별해야한다. 첫번째로 CPU를 사용하는 태스크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의 식별은 해당 태스크가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커널은 

응용 개발자로부터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크리티컬 태스크와 희생 태스크를 

식별한다. 두번째로 희생 태스크의 수행 시점을 식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CPU의 수행 태스크가 바뀌는 시점에 다음 수행될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태스크를 수행하는 

GPU 또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크리티컬 태스크가 항상 

GPU에서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CPU를 사용하는 태스크의 식별에 대해 설명한다.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희생 태스크는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속하지 

않는 모든 태스크이기 때문에, 먼저 크리티컬 태스크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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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가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y 응용 개발자가 크리티컬 태스크 정보를 커널에 전달 

y 크리티컬 태스크로부터 새로운 크리티컬 태스크가 생성 

y 희생 태스크가 크리티컬 태스크와 IPC를 수행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속하는 태스크들에 대한 

정보는 수행 이전에 응용 개발자가 커널에게 알려준다. 해당 

태스크들은 태스크 체인의 수행 시작을 담당하는 태스크와 수행 

종료를 담당하는 태스크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태스크들은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크리티컬 태스크에 의해 생성된 

태스크는 빠른 응답성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포함된다. 한편, 크리티컬 태스크가 희생 태스크와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을 할 경우, 해당 희생 

태스크는 크리티컬 태스크의 요청을 처리할 때까지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포함 된다. 이는 희생 태스크의 수행 지연이 크리티컬 

태스크의 수행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Throttling 대상 태스크 식별기는 희생 태스크의 수행 

시점을 식별하기 위해 TASKIDENTIFICATION으로 명명된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그림 13은 해당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이 

그림 13. TASK IDENTIFICAT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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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CPU 수행 태스크 변경 

시점에 𝜏𝑖 가 다음 수행할 태스크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알고리즘은 먼저 𝜏𝑖가 희생 태스크인지 확인한다. 만일 𝜏𝑖가 희생 

태스크일 경우, 현재 GPU를 사용중인 태스크가 크리티컬 

태스크인지 확인한다. 현재 크리티컬 태스크가 GPU에서 

수행중이라면 참을 반환한다. 반대로 𝜏𝑖가 희생 태스크가 아니거나 

크리티컬 태스크가 GPU에서 수행 중이 아니라면 거짓을 반환한다.  

 

 

제 2 절 Throttling 적용 시점의 결정 
 

 

Throttling 적용 시점 결정기는 다음 두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 대하여 throttling 시점을 정한다. MIL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 크리티컬 태스크가 GPU에서 수행 중일 경우 

throttling을 시작한다. MIL 정보는 주기적으로 동작하며 MIL을 

측정하는 MIL 예측기를 통해 갱신된다. 크리티컬 태스크가 

GPU에서 수행 중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앞 절에서 설명한 

태스크 식별기로부터 제공받는다. 뒤에서 MIL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MIL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MIL의 측정을 런타임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MIL 측정을 위해 모든 메모리 사용을 추적하는 것을 

오버헤드가 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메모리 사용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MIL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정보는 미처리 요청(outstanding request)의 개수이다. 본 

학위논문은 MIL에 미처리 요청의 수가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뒤에서 실험을 통해 참임을 보인다. 미처리 요청 수에 대한 측정은 

비교적 짧은 주기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주기 값은 

시스템에 많은 오버헤드를 주지않으면서 MIL과의 비례관계를 

추출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측정된 결과는 미래의 MIL 

발생을 예측할 때 사용된다.  

 

MIL의 예측은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9 

패턴을 가진 메모리 접근 특성을 반영한다[1]. 다시 말해 메모리 

접근 특성에 따라 MIL 또한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MIL이 한번 발생하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MIL 

측정 주기에 MIL이 임계 값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다음 주기까지 

MIL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14는 THROTTLINGTIME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주기마다 

불리며, 미처리 요청 개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미처리 요청 

개수를 바탕으로 MIL을 예측한다. 해당 알고리즘의 출력은 MIL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throttling 적용 시점이다.  

 

 

정리하면 throttling 적용 시점 결정기는 MIL 예측기의 예측 

결과와 throttling 대상 태스크 식별기의 식별 결과를 바탕으로 

throttling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 그런데 throttling 기간은 

수차례의 주기 동안 지속된다. 이는 throttling 방법 결정기의 

동작과 관련이 있다. 한편, throttling 기간 동안 MIL 측정값이 임계 

값 보다 크면 그 측정 주기부터 throttling 기간을 다시 시작한다. 

 

그림 14. THROTTLINGTIME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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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hrottling 방법 결정 
 

 

Throttling 방법은 throttling 정책을 기반으로 MIL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의 적용 시의 throttling 양과 기법 해제 시점을 

결정하고, 기법 해제 시 frequency를 초기값으로 복구한다. 

Throttling 방법 결정기는 이전 장에서 설명했던 throttling 시점 

결정기로부터 기법 적용 시점을 전달받아 throttling을 시작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기법 적용을 해제한다. 구체적으로, 

throttling 양은 CPU를 throttling 적용 시간 동안 CPU 

frequency를 최저치로 낮춘다.  

 

Throttling 적용 해제 시점을 결정하는 정책은 throttling 조건 

두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throttling 적용을 해제한다. 

Throttling 조건 두가지를 상기해보면, MIL 측정값이 임계 값 

이상이고 크리티컬 태스크가 GPU에서 수행 중일 때이다. 이 

조건에서 크리티컬 태스크가 더 이상 GPU에서 동작하지 않는다면, 

throttling은 MIL 측정값에 상관 없이 즉각적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MIL 측정값의 경우 측정값이 임계 값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한번에 

해제되지 않는다.  

 

크리티컬 태스크가 GPU에서 수행 중일 때의 throttling 적용의 

해제는 MIL 측정 주기마다 측정값이 5회 이상 연속으로 임계 값 

이하로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MIL 측정값이 임계 값 

이하로 내려간 이유가 throttling에 의한 것인지 throttling 대상 

태스크의 메모리 접근이 감소함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메모리 접근 패턴에 있다. 메모리 접근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MIL 

측정값이 임계 값을 넘으면 일정 기간 동안 MIL 발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throttling 적용 해제 시점은 MIL 예측 이후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MIL 측정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즉, throttling 적용 

기간 중 MIL 측정값이 임계 값을 넘을 때마다 throttling 적용 시작 

시점은 갱신된다. 따라서 throttling 적용 해제 시점 또한 해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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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는 GPU에서 크리티컬 태스크가 

지속적으로 수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림 15는 THROTTLINGPOLICY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주기마다 불리며, 미처리 요청 개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미처리 요청 개수를 바탕으로 MIL을 예측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throttling 시작 시점일 경우 최저 frequency로 

그림 15. THROTTLINGPOLICY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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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ttling하고 throttling 적용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throttling을 해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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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구현과 실험적 평가 
 

 

 

 

본 장에서는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을 실제 

InfoADAS 시스템에 구현하고 그 유용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1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구현 상의 특이점에 대해서 기술한다. 

2절에서는 기법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실험 설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응답시간 개선 

효과와 그 때의 오버헤드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제 1 절 MIL 인지 기반 CPU Throttling 기법의 구현 
 

 

본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실제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세 개의 핵심 컴포넌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MIL 예측기,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관리자 컴포넌트의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컴포넌트들을 

InfoADAS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NVIDIA Jetson TX2 플랫폼 위에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Linux 커널 4.4.38 버전을 사용하는 

Ubuntu 16.04를 수정하여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들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 

구현되었다. 먼저 MIL 예측기와 태스크 식별기는 Linux 커널과 

GPU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분산되어 구현되어 있다.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정보 관리자와 throttling 시점 결정기, throttling 방법 

결정기는 Linux 커널 내부에 구현되었다. 뒤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 

구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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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관리자의 구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관리자 

컴포넌트는 Linux 커널 내부에 구현되었으며,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모든 태스크들에 대해서 크리티컬 태스크 여부를 수집한다. 

크리티컬 태스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응용의 시작 시점에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정보를 알고있는 

응용 개발자가 시스템 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커널에 알려준다. 

이를 전달받기 위한 일부 시스템 콜을 기존 리눅스 커널에 

추가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런타임에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될 때, 이를 추가한 커널 컴포넌트가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런타임에 크리티컬 태스크 

정보를 갱신하는 경우는 세 가지 있다. 먼저 태스크가 생성되거나 

수행을 마칠 때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그리고 태스크 간 통신을 하는 경우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새 태스크를 추가 한다. 이와 같이 두가지 크리티컬 

태스크 정보 수집 방법은 수집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 Throttling 대상 태스크 식별기의 구현 

 

해당 컴포넌트는 Linux 커널 내부에 구현되었다. 이는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 관리자로부터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 그리고 CPU와 GPU 각각에서 수행 중인 태스크에 대해 

크리티컬 태스크 체인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C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의 식별 방법과 G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 식별 방법은 

다르게 구현되었다.  

 

먼저 C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의 식별을 위해 스케줄링 

주기마다 다음에 수행될 태스크의 정보를 확인한다. 한편 GPU에서 

동작 중인 태스크의 식별을 위해서는 GPU의 하드웨어적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앞서 설명한 GPU의 수행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GPU는 수행할 커널 정보와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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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등을 CPU의 메모리로부터 읽어간다. 하지만 실제 수행은 

GPU 하드웨어 안에 있는 SM 스케줄러와 워프 스케줄러가 

관리한다. 이때 GPU는 CPU에게 커널 수행 결과만 알려주기 때문에, 

CPU에서는 GPU 내부 스케줄러가 어떤 Linux 태스크가 요청한 

GPU 커널을 수행 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GPU 

스케줄러에 의해 수행할 커널이 결정되고 GPU가 이를 실제 

수행하기 전에 CPU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메커니즘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 받아야한다.  

 

본 학위논문은 이러한 하드웨어적 한계를 고려하여 짧은 주기로 

현재 GPU에서 수행중인 CUDA 커널을 요청한 태스크 정보를 

확인한다. GPU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행하는 CUDA 컨텍스트가 

바뀌는 시점에 해당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메모리 공간에 

기록해 놓는다. CUDA 컨텍스트는 앞의 3장 1절 시스템 모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PU 수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행을 요청한 CPU 태스크의 

정보를 담고있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CUDA 컨텍스트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은 CPU에서 접근 가능한 GPU의 메모리 

공간이다. CPU는 메모리 맵 I/O를 통해 해당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CUDA 컨텍스트 정보를 읽어올 수 있다.  

 

GPU 수행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CUDA 컨텍스트 정보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PU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CUDA 

컨텍스트 중, 현재 GPU에서 동작하고있는 CUDA 컨텍스트를 찾고 

이와 매핑된 Linux 태스크를 찾는다. 이러한 처리는 GPU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수행된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CPU와 GPU에서 

동작하는 태스크 정보를 얻어온 후, 해당 태스크가 희생 

태스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throttling 대상 태스크 식별 

작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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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 예측기의 구현 

 

MIL 예측기 컴포넌트는 Linux 커널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중에서도 메모리 컨트롤러 드라이버에 분산되어 구현되었다. 메모리 

컨트롤러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미처리 요청 개수를 레지스터에 

기록하는데, 그 레지스터의 값을 읽을 수 있도록 가상 레지스터를 

제공한다. 가상 레지스터는 메모리에 실제 물리 레지스터를 

매핑하여, CPU에서 해당 레지스터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가상 레지스터에 읽기나 쓰기 연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Jetson TX2의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가상 

레지스터는 읽기만 허용한다. 

 

MIL 예측기는 주기적으로 위의 가상 레지스터에 메모리 맵 

I/O를 하여 현재 메모리 컨트롤러의 미처리 요청 개수를 읽는다. 또 

MIL 예측기의 주기적 동작을 위해 Linux 커널이 제공하는 

HRTimer(High Resolution Timer)에 새로운 타이머 이벤트를 

등록하며, 해당 타이머의 동작 주기는 1ms이다. 동작 주기마다 MIL 

예측기는 미처리 요청의 개수가 임계 값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임계 

값을 넘을 경우 MIL의 발생을 예측한다.  

 

 

� Throttling 시점 결정기의 구현 

 

Throttling 시점 결정기 컴포넌트는 Linux 커널 내에 구현된다. 

이는 MIL 예측기로부터 현재 GPU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GPU에서 크리티컬 태스크가 동작할 때 메모리 

컨트롤러의 미처리 요청의 수가 임계 값보다 크면, 현 시점을 

throttling 시작 시점으로 설정한다. 이때 throttling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면, throttling 시작 시점을 현시점으로 갱신한다. 

따라서 GPU에서 지속적으로 크리티컬 태스크가 동작할 경우, 해당 

시작 시점으로부터 최소 5번의 MCL 측정 주기 이후에 throttling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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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ttling 방법 결정기의 구현 

 

Throttling 방법 결정기는 Linux 커널의 performance 

frequency governor의 정책을 수정하여 구현했다. 구체적으로 

frequency를 수정하기 직전에 4.3절에서 설명된 알고리즘을 

수행하도록 수정하였다. Linux 커널의 performance frequency 

governor는 대상 CPU 클러스터를 최대 frequency로 설정한다. 

그런데 본 구현이 적용된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CPU 

클러스터에 대해 최대 frequency를 유지하게 하지만, throttling 

적용 상황에서는 최저 frequency로 낮춘다. 

 

위의 frequency 설정은 throttling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Throttling이 미적용 상태일 때 적용 시점 결정기가 시작 

시점을 알려주면, 그 즉시 희생 태스크가 동작하는 CPU의 

frequency를 낮춘다. 그러나 throttling이 이미 적용중인 상태이면 

frequency를 변경하지않고 throttling 시작 시점과 throttling 

기간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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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설정 
 

 

본 절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의 

설정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구현하고 실제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실험 환경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InfoADAS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Jetson TX2 보드를 사용하였다. 

Jetson TX2는 두개의 CPU 클러스터와 하나의 NVIDIA GPU를 

탑재하고 있다. CPU는 ARM 사의 A8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빅 코어 

A57 클러스터와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NVIDIA에서 제작한 

수퍼 코어 denver2 클러스터로 구성된다. GPU는 NVIDIA의 

PASCAL 아키텍쳐를 사용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앞 절에서 

설명한대로 수정된 Linux 커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가지 실험을 수행했다. 먼저 첫번째 

실험은 MIL과 미처리 요청의 수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4장 2절에서 제시한 MIL에 미처리 요청의 

수가 비례한다는 가정이 참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어서 제안하는 

기법에 의한 ADAS 응용의 성능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ADAS 응용의 end-to-end 

응답 시간을 보여주는 FPS (Frame Per Second)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대표적인 ADAS 응용인 Object detection 응용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end-to-end 응답 시간은 입력 이미지 
표 1. 실험 환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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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부터 해당 영상 안의 사물들을 인지한 결과를 

출력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나머지 하나는 제안하는 기법이 

야기하는 오버헤드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측정 대상으로 총 

세가지의 오버헤드를 평가했다. 하나는 MIL 측정에 발생하는 

오버헤드이다. 다른 하나는 GPU에서 수행중인 태스크를 식별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드이다. 마지막으로 CPU 클러스터의 frequency를 

수정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측정하였다.  

 

 

제 3 절 실험 결과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네 가지 실험들의 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한다. 이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제안 기법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 실험 1: MIL과 미처리 요청 수의 상관관계 분석 

 

이 실험의 목적은 MIL과 미처리 요청의 수가 비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CPU와 GPU 각각에서 

메모리 접근을 하는 워크로드를 만들었다. 각 워크로드는 

연속적인 메모리 접근 연산을 수행하며 그 연산 중간에 산술 

계산을 수행한다. 이때 산술 연산 대비 메모리 접근 연산 양이 

늘어남에 따라 워크로드의 메모리 사용 대역폭이 늘어난다. 본 

실험에서는 CPU와 GPU 각각의 컴퓨팅 장치에서 동작하는 

워크로드의 메모리 대역폭이 증가할 때 평균 미처리 요청 개수를 

확인했다.  

 

실험 결과 아래 그림 16, 17에서와 같이 메모리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 컨트롤러에 남아있는 미처리 요청의 평균 

개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x축은 워크로드의 메모리 

대역폭(MBps) y축은 해당 메모리 대역폭에 대한 평균 미처리 

요청 수를 의미한다. 또한 CPU와 GPU 두 컴퓨팅 장치 모두 

이러한 비례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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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2: 실제 사용 환경에서 ADAS 응용의 성능 향상 효과 평가 

 

실험 2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솔루션의 적용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솔루션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용 

환경을 설계하였다. 우선 인포테인먼트 응용으로 소셜 네트워크, 

웹 서핑, 화상채팅, 비디오 등의 응용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ADAS 응용으로 대표적인 object detection 응용인 Faster-

RCNN과 Yolo를 사용하였다. 이들 모두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런데 같은 응용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달라진다. 이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그림 16. CPU에서 memory bandwidth 사용량과 미처리 요청 수 간의 관계 

그림 17. GPU에서 memory bandwidth 사용량과 미처리 요청 수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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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ADAS 응용에서 이미지 하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metric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아래 그림 18에서와 같이 모든 경우에 대해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는 각 응용을 약 50번 수행했을 

때의 평균 수행 시간을 계산했다. x축은 성능 측정 대상 응용 

5개에 대해 각각 솔루션 적용 전후에 대해 나타낸다. y축은 

ADAS 응용의 수행시간으로 초당 처리한 이미지 프레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솔루션 적용 유무에 따른 ADAS의 수행시간 

성능 향상 정도가 각 응용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딥러닝 기반 

object detection 응용마다 메모리 접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메모리 접근이 많은 응용은 메모리 경합에 따른 지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루션 적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성능 향상 

정도가 가장 큰 응용은 Tiny Yolo로 약 30.2%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림 17. 솔루션 적용 효과 측정 



 

 52 

� 실험 3: 제안된 기법 적용으로 인한 오버헤드 측정 

 

제안 기법 적용에 따른 런타임 오버헤드 측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제안 기법은 주기적으로 동작한다. 이를 위해 추가된 

타이머 핸들러의 동작에 대한 오버헤드는 약 9.09us 소요된다. 또 

제안 기법 적용에 따라 CPU의 frequency를 조정하는 kthread를 

생성하였다. 해당 태스크의 동작에 따른 오버헤드 측정 결과 최대 

343us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4ms 주기로 추가되는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전체 오버헤드는 0.88%로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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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InfoADAS 시스템에서 메모리 간섭이 발생할 때, 

메모리 간섭에 의한 ADAS의 지연 단축을 위한 CPU throttl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메모리 간섭을 모니터링하고 

메모리 간섭이 발생할 때, throttling 조건을 만족하는 CPU를 판별해 

throttling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의 throttling 

조건으로 우선 크리티컬 태스크가 GPU에서 동작하고 CPU에서 희생 

태스크가 동작해야 한다. 그리고 메모리 간섭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때 제안 기법이 동작한다. 이를 위해 제안 메커니즘은 

크리티컬 태스크와 희생 태스크를 식별한다. 그리고 CPU와 GPU에서 

현재 동작중인 태스크가 크리티컬 태스크인지 희생 태스크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메모리 간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주기적으로 메모리 컨트롤러의 미처리 요청 개수를 확인한다. 

실험결과 ADAS 응용마다 성능 개선 정도는 달랐으나, 기존 시스템에 

비해 발생하는 지연이 모두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안 기법이 

갖는 오버헤드 또한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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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ing Memory Interference of 
InfoADAS Applications via CPU 

Throttling Mechanism 
 

Eunseong Le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machine learning technology develops and its results become 

more accurate, a variety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re being 

integrated into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These attempts have 

created new demand for autonomous vehicles that conventional 

technologies have not been able to offer, and ADAS (Autonomous 

Driving Assistance System) technology has been realized. Recent 

industries are integrating ADAS into a single computing system, 

along with Infotainment, an existing vehicle service that provides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capabilities to drivers and vehicle 

occupants, including navigation, media players, and social networks. 

   The use of GPU accelerators is essential for machine learning-

based ADAS applications to provide the level of responsiveness that 

users expect. However, the in-vehicle system is limited in the power 

that can be supplied, so CPU-GPU integrated architecture using 

relatively low power is required. This is an architecture in which one 

physical memory is shared between the CPU and the GPU, and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CPU and the GPU can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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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an architecture in which each memory is separate. 

However, this architecture causes excessive memory contention 

between the CPU-based infotainment application and the GPU-

based ADAS application. This results in a delay due to memory 

interference in ADAS applications that must provide high 

responsiveness to the user. 

   In this paper, we propose MIL (Memory Interference Latency) 

based CPU throttling method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posed 

technique identifies applications that are sensitive to responsiveness, 

such as ADAS, at the kernel level. Based on the above identification 

information, if memory interference occurs when the application uses 

the GPU, memory access is restricted to applications that cause 

memory interference like infotainment but are not sensitive to 

responsivenes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delay due to 

memory interference is greatly reduce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technique. 

 

 

Keywords : ADAS(Autonomous Driving Assistance System), User 

responsibility, CPU-GPU integrated architecture, Memory 

interference, CPU Throttl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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