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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service level agreement)에 명시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 운영체제의 컴퓨팅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클라우드 서버 운영체제에 

비례공정 스케줄러(proportionally fair scheduler)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례공정 스케줄러란 가중치(weight)가 부여된 태스크(task)들에 

대하여 가중치에 비례하게 CPU 자원을 나누어 할당해 주는 스케줄러를 

말한다. 비례공정 스케줄러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각 태스크에 태스크의 

요구성능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각 태스크에게 일정량 

이상의 CPU 자원을 할당할 수 있어 성능 고립화(performance 

isolation)를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례공정 

스케줄러의 엄격한 공정성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때 공정성이란 

가중치에 비례하게 CPU 자원을 할당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례공정 스케줄러는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법과 함께 동작할 때 

원하는 수준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케줄러가 DVFS의 주파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코어간 성능 

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DVFS의 

주파수 변경이 스케줄러의 동작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건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 실패는 서비스 품질 보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코어간 성능 차가 존재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스케줄러와, CPU 주파수 가버너, 스케줄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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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주파수 가버너의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코어간 성능 차를 반영하여 스케줄링 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를 

도입하고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건을 훼손하지 않도록 

스케줄러의 정보를 인지하며 동작 하는 CPU 주파수 가버너를 설계 

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Linux kernel 위에서 구현하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프레임워크는 공정성 지표인 SVR 

값의 최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산하는 반면,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SVR 값의 최대 차이가 1ms이내로 바운드 됨을 확인 

하였다. 

더불어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평균 오버헤드는 0.13%로 측정 

되었으며, 소모 에너지는 평균 1.3%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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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갖는 다양한 이점으로 인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의 최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 1,9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 이는 2016년 전망치인 9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다수의 컴퓨팅 서버로 이루어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수준 협약서 

(service level agreement)에 명시되며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의 연구이다. 

클라우드 서버의 자원관리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비례공정 스케줄러를 널리 사용한다[2]. 

스케줄러란 CPU 자원을 관리하는 운영체제의 중요한 컴포넌트로써 

시스템에 존재하는 태스크(task)에게 CPU 자원을 분배하여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중 비례공정 스케줄러란 가중치(weight)가 부여된 

태스크들에게 그들의 가중치에 비례하게 CPU 자원을 나누어 할당하는 

스케줄러를 말한다. 비례공정 스케줄러가 태스크의 가중치에 비례하게 

CPU 자원을 정확히 분할 할당할 경우 태스크간 공정성이 보장되었다고 

한다. 

비례공정 스케줄러가 엄격한 공정성을 보장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태스크에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성능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CPU 

자원을 제공 할 수 있어서 성능 고립화(performance isolation)를 

비교적 쉽게 달성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비례공정 스케줄러의 엄격한 공정성 보장은 매우 

중요하며 비례공정 스케줄러의 엄격한 공정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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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H/W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 지면서 최근의 비례공정 

스케줄러의 연구는 주로 멀티코어 컴퓨팅 환경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멀티코어 환경에서의 비례공정 스케줄러는 스케줄러가 갖는 실행 

큐(run queue)의 구조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2]. 

하나는 단일 전역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이며, 다른 

하나는 코어 별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 공정 스케줄러이다. 

단일 전역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는 여러 코어에서 

동일 실행 큐에 접근하기 때문에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전역 락(global lock)을 사용한다. 이로 인하여 단일 전역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는 코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기화 문제로 인한 성능저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 공정 스케줄러는 각 코어 별로 

독립된 실행 큐를 갖는다. 독립된 실행 큐를 갖기 때문에 동기화의 

문제가 해결되어 높은 확장성을 갖는 이점이 있다. 

클라우드 서버에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Linux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례공정 스케줄러로 

CFS(Completely Fair Scheduler)를 사용한다. 

CFS는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 공정 스케줄러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 공정 스케줄러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동작 한다. 하나는 개별 코어 스케줄링이며 다른 하나는 

부하 분산 작업이다. 부하 분산 작업은 개별 코어의 실행 큐에 태스크를 

균등하게 분산 시키는 작업이다. 

CFS 역시 두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개별코어 스케줄링과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이다. CFS는 개별코어 스케줄링과 로드 

밸런싱을 통하여 태스크가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 받도록 

스케줄링 한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고객의 컴퓨팅 요구성능을 

만족시키는 것과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환경적인 측면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용비용 증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팅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전력관리 



 

 3 

기법으로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와 CPU 

주파수 가버너(governor)가 존재한다. 

DVFS는 코어의 동작 전압과 주파수를 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모 

전력을 조절 할 수 있는 H/W적인 메커니즘이며 CPU 주파수 가버너는 

DVFS 메커니즘에 적용할 주파수를 결정하는 S/W 컴포넌트이자 

정책이다. CPU 주파수 가버너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의 알고리즘에 따라 CPU 주파수를 동적으로 제어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성능을 보장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높은 에너지 효율 달성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버의 자원관리 프레임워크에 비례공정 스케줄러와 

함께 CPU 주파수 가버너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한다. 

불행하게도 CFS를 포함한 현존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는 CPU 

주파수 가버너와 함께 동작할 때 원하는 수준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케줄러가 주파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코어간 성능 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어의 성능은 동작 주파수에 

비례한다. 가중치가 같은 임의의 두 태스크에게 동일한 시간 동안 

CPU를 할당 하여도 CPU를 할당 받은 시간 동안의 코어 동작 주파수가 

서로 다르면 태스크의 진척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가중치에 

비례한 CPU 자원 할당이라는 공정성 측면에서 불공정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CPU 주파수 가버너가 스케줄러와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건을 훼손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CFS의 경우 로드 밸런싱을 통하여 태스크를 균등하게 

분배하는데 이때 코어의 성능이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해 변경 되면 

코어 별 로드가 같더라도 코어 안에 존재하는 태스크의 진척도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역시 불공정성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여 CPU 주파수 가버너를 

사용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엄격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코어간 성능 차를 반영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도입한다. 스케줄러는 동적으로 변하는 각 코어 별 동작 주파수를 

관측하고 관측된 주파수를 기반으로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산출 한다. 

가중치에 비례하게 CPU 자원을 할당 할 때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반영하여 할당한다[17]. 둘째,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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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CPU 주파수 가버너의 주파수 변경으로 인해 훼손 되지 

않도록 CPU 주파수 가버너의 주파수 가변 범위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스케줄러는 CPU 주파수 가버너에게 코어 별 부하 정보를 제공하며 

CPU 주파수 가버너는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파수 변경 시 공정성 

훼손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파수를 조절 한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Linux kernel 

에서 구현하였고 실험 결과 CPU 주파수 가버너를 사용하면서도 

공정성을 보장함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관련 연구와 배경 지식을 자세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을 상정하고,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5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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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와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저가 되는 기존 산-학계의 관련 연구와 

배경지식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한다. 

먼저 1절에서 관련연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다. 

관련 연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첫째는 DVFS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 기법의 관련 연구 이며, 둘째는 멀티코어를 위한 비례 

공정 스케줄링의 관련 연구이다. 

다음으로 2절에서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Linux의 비례공정 스케줄러 

CFS와 Linux에서 DVFS의 주파수 제어를 담당하는 CPU 주파수 

가버너에 대해 설명 함으로써 현존 시스템에서 비례공정 스케줄링과 

주파수 변경이 어떻게 수행 되는지 확인한다. 

 

제 1 절 관련 연구 
 

1.1. DVFS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 기법 
 

CPU의 컴퓨팅 성능이 향상되면서 CPU에서 소비되는 전력도 크게 

증가 하였다. CPU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증가는 심각한 발열, 배터리 

소모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는 컴퓨팅 

시스템의 대표적인 전력관리 기법이다. DVFS란 동적으로 CPU에 

공급되는 전압과 동작 주파수를 변경 가능하게 해주는 H/W 

메커니즘이며 이를 통하여 CPU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조절 가능하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CMOS로 이루어진 IC의 각 게이트(gate)에서 

소비되는 전력 P는 다음과 같다. 

 

 

 

C는 전기용량을 나타내며 V는 공급전압을 f는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DVFS를 통하여 전압과 동작 주파수를 낮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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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감소하고, 전압과 동작 주파수를 올리면 

게이트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증가한다. CPU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CPU의 DVFS 전력관리 기법은 크게 세 가지의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 CPU 에너지 효율 향상 

둘째, CPU 온도 제어 

셋째, CPU 전력 사용량 제한 

 

이중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DVFS를 통한 CPU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관련 연구를 설명한다. 

DVFS를 통한 CPU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연구는 DVFS에 적용할 

주파수에 대한 제어를 누가 담당 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스케줄러에 의한 DVFS 주파수 제어와, 별도의 S/W component를 

통한 DVFS 주파수 제어이다. 

스케줄러에 의한 DVFS 주파수 제어방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는 스케줄러가 DVFS 주파수 제어를 담당한다. 이 방식의 연구는 

주로 에너지 소비 최적 스케줄링을 다루고 있다[3][4][5]. 에너지 소비 

최적 스케줄링이란 스케줄러가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순서를 정하고, CPU의 

동작 주파수를 제어한다. 이를 위하여 워크로드의 주파수 별 성능-

에너지 프로파일링, 최적 동작 주파수 탐색 등의 작업을 진행 한다. 

성능-에너지 프로파일링 시 off-line phase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면서 진행 하는 방식과 on-line phase에서 PMU(Performance 

Monitoring Unit)등을 이용해서 진행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파일링을 진행 한다. 

에너지 소비 최적 스케줄링 방식의 DVFS 주파수 제어의 경우 대상 

시스템 및 수행 되는 워크로드에 따른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및 워크로드에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 할 수 있지만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 적이다. 

에너지 소비 최적 스케줄링 이외에 스케줄러에 의한 DVFS 주파수 

제어방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는 유휴 시간 동안의 CPU 동작 

주파수 하강 제어가 있다[6]. 스케줄러에 의하여 현재 시스템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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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의 부하 정도를 파악 하고 부하가 낮을 경우 CPU의 동작 

주파수를 하강 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범용 

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CPU 유휴 시간에 에너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스케줄러에 의한 DVFS 주파수 제어방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들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며 코어의 동작 주파수 변경에 따른 코어 간 성능 차 발생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별도의 S/W component를 통한 DVFS주파수 제어이다. 

많은 연구와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7][8][9]. DVFS의 

주파수 제어를 위하여 CPU 주파수 가버너(CPU frequency governor) 

라 불리는 S/W component를 두고 CPU 주파수 가버너의 내부 정책에 

의하여 CPU의 동작 주파수를 제어한다. CPU 주파수 가버너의 내부 

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주로 CPU 유휴 시간에 CPU 동작 

주파수를 하강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킨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Linux역시 CPU 유휴 시간에 CPU 동작 주파수를 

하강하는 ondemand, conservative CPU 주파수 가버너를 제공한다.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한 CPU 유휴 시간의 CPU 동작 주파수 하강은 

다양한 도메인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스케줄러에 의한 DVFS 주파수 제어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구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코어 간 성능 차 

발생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 멀티코어를 위한 비례공정 스케줄링 

 

비례공정 스케줄링의 연구는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존재하기 전부터 

다양하고 폭 넓게 연구되었다. 컴퓨팅 성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등장하게 되었고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위한 비례공정 

스케줄링의 연구가 진행 되었다. 

멀티코어를 위한 비례공정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실행 큐의 구조에 따라 단일 전역 실행 큐를 사용하는 방식과, 

코어 별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단일 전역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는[10][11][12][13] 

여러 코어에서 동일 실행 큐에 접근하기 때문에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전역 락(global lock)을 사용한다. 이로 인하여 

단일 전역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는 코어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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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동기화 문제로 인한 성능저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 공정 스케줄러는 각 코어 별로 

독립된 실행 큐를 갖는다. 독립된 실행 큐를 갖기 때문에 동기화의 

문제가 해결되어 높은 확장성을 갖는 이점이 있다.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 공정 스케줄러는 각 코어 별로 

존재하는 실행 큐에 태스크를 분배하는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공정성 보장과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 공정 스케줄러는 태스크를 분배하는 

알고리즘의 정책에 따라서 가중치 기반 방식[14][15][16]과 속도 기반 

방식으로[2][17][18] 나뉘어 진다[2]. 가중치 기반의 분산 실행 큐 비례 

공정 스케줄러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을 각 코어에 가중치의 

합인 로드가 같도록 태스크를 분배한다. 각 코어의 로드가 같도록 

태스크를 분배하고 균등하게 분배된 태스크를 각 코어에서 스케줄링 

함으로써 멀티코어에서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달성 한다. 

속도 기반의 분산 실행 큐 비례 공정 스케줄러는 가중치 기반 비례 

공정 스케줄러와 달리 태스크들의 진척 속도를 균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태스크를 분배 한다. 태스크를 각 코어에 분배할 때 태스크들의 진척 

속도를 고려함으로써 가중치 기반의 비례 공정 스케줄러 보다 더 엄격한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비례공정 스케줄러들은 태스크들에게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 함으로써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코어간 

성능의 차이가 존재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CPU 시간을 

가중치에 비례하게 할당 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보장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같은 CPU 시간을 할당 받아도 태스크가 수행 된 코어의 성능에 

따라 진척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 증가와, 휴대용 기기의 

보편화가 진행 되면서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에너지 효율 증가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고 이는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적용 및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Asymmetric Multicore 

processor)의 등장을 촉진 시켰다. 

DVFS가 적용된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와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는 코어간 성능의 차이가 존재하며 비례공정 스케줄러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코어간 성능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코어간 성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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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쉽지 않다. 더욱이 대부분의 스케줄러는 코어간 성능의 차이가 

존재하는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에너지 소모를 낮추고 

처리량(throughput)을 늘리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공정성 보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 되지 않았다[17]. 

K. Craeynest는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equal-progress scheduling을 제안하였다[19]. 

Equal-progress scheduling은 task가 동일한 CPU 시간을 할당 

받아도 big core에서 동작 할 때와 little core에서 동작 할 때 task의 

진척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스케줄링 시 반영한다. 

 각 task의 big core에서 할당 받은 시간과 little core에서 할당 

받은 시간을 누적하여 모니터링 하고 task가 little core에서 수행 될 

경우 더 많은 CPU 시간이 할당 되도록 스케줄링 한다. 

Equal-progress scheduling은 big core와 little core의 성능 차를 

반영하여 공정성을 보장하지만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에 따른 성능 차는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존재 한다. 

M. Kim은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SVR과 SVR밸런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17]. 

SVR과 SVR밸런싱 알고리즘은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코어의 아키텍처에 의한 성능 차와, 동작 주파수에 의한 성능 차를 둘 

다 고려하여 스케줄링을 진행하며,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속도 

기반의 비례공정 스케줄링으로 엄격한 공정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시스템에서는 코어의 동작 

주파수에 의한 성능 차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스케줄링 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한다. 

T. Li는 AMPS(Asymmetric Multiprocessor Scheduler)를 통해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22]. 

저자는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P로 정의하고 가중치의 합인 로드를 P로 

나눈 스케일 된 로드가 같도록 분배하는 asymmetry-aware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여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해당 방식의 스케줄링은 DVFS에 의하여 

코어의 성능이 동적으로 변하는 경우 코어의 상대적 성능 P가 계속 

변경되어 asymmetry-aware 로드 밸런싱을 통한 공정성 보장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DVFS에 의하여 코어의 성능이 동적으로 변경되는 

환경에서도 엄격한 공정성 보장을 제공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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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연구들 보다 개선 된 차별 점이 있다. 

 

제 2 절 배경 지식 
 

2.1. Completely Fair Scheduler 
 

본 단락에서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Linux의 비례공정 

스케줄러인 CFS를 분석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멀티코어에서의 비례공정 스케줄러의 동작 원리를 파악 한다. CFS는 

kernel version 2.6.23부터 Linux의 기본 스케줄러로 적용되었으며 

높은 효율성과 비례공정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도메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FS는 분산 실행 큐를 사용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로써 개별 

코어 스케줄링과 로드 밸런싱으로 불리는 코어 간 태스크 분산 작업을 

진행한다. 

  

2.1.1. 개별 코어 스케줄링 

 

개별 코어 스케줄링의 주된 목적은 코어 내에서 비례 공정 

스케줄링을 달성하는 것이다. 각 코어에서 코어 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에게 그들이 부여 받은 가중치에 비례하게 CPU 시간을 

할당하도록 스케줄링 한다. CFS의 개별 코어 스케줄링을 이해하기 

위하여 CFS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한다. 

 

· 태스크의 nice value 와 가중치 

 

Linux에서 각 태스크들은 우선순위(priority)를 갖는다. 우선순위는 

nice value라 불리며 -20에서 19까지의 정수 값을 갖는다. Nice 

value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하여 설정 가능하며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0을 초기값으로 갖는다. -20에서 19까지의 값 중 -20은 최대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19는 최소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그림 1. Linux의 nice value의 범위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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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에서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태스크에게 더 많은 CPU 시간을 

할당하고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태스크에게 더 적은 CPU 시간을 

할당한다. 이를 위해 CFS에서는 각 태스크들에게 가중치(weight)라 

불리는 정수형 값을 부여하며 부여된 가중치에 비례하여 CPU 시간을 

할당 한다. 

각 태스크의 가중치 값은 각 태스크가 부여 받은 nice value에 따라 

결정된다. Nice value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CFS는 

prio_to_weight[] 라는 변환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20~19의 nice 

value 값은 88761에서 15까지의 가중치 값으로 변환되어 각 

태스크에게 부여된다. 

CFS는 이 가중치 값에 따라 기본 우선순위 0에서 우선순위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10%의 CPU 시간을 사용하도록 스케줄링 하며 

반대로 우선순위가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10%의 CPU 시간을 

사용하도록 스케줄링 한다. 

 

· 태스크의 time slice 

 

각 태스크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가중치에 비례하여 CPU 시간을 

할당하기 위하여 CFS는 가중치 기반 라운드 로빈(Weighted Round 

Robin) 방식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가중치 기반 라운드 로빈 방식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먼저 각 

태스크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time slice를 산출한다. 

태스크가 스케줄링 되어 CPU를 점유하면 태스크의 time slice를 

모두 소진하기 전 까지는 non-preemptive하게 동작하고 time slice를 

모두 소진 하면 preemptive하게 동작 한다. 

CFS에서 time slice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태스크 i의 time slice는 한 라운드의 시간 P에 태스크 i의 가중치를 

곱하고 코어에 존재하는 모든 태스크의 가중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는 프로세서 p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의 집합을 나타내며, P는 

라운드 로빈 간격을 의미한다. 라운드 로빈 간격은 프로세서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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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태스크 집합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프로세서 p에 존재하는 

각 태스크는 한 라운드 P동안 적어도 한번은 스케줄링 된다. 

 

· 태스크의 가상 동작 시간(virtual runtime) 

 

CFS에서 각 태스크는 가상 동작 시간(virtual runtime)이라는 정수 

값을 갖는다. 

임의의 시간 t에서의 태스크 i의 가상 동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상 동작 시간은 임의의 시간 t동안 태스크가 할당 받은 CPU 

시간에 기본 우선순위의 태스크 가중치 값을 곱하고 태스크 i의 

가중치로 나눈 값이다. 

가상 동작 시간은 태스크가 할당 받은 CPU 시간에 가중치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갖는 태스크들 간에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이 할당 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 임의의 두 태스크가 동일한 가상 동작 시간을 갖는다면 두 

태스크는 가중치에 비례하게 CPU 시간을 할당 받은 것을 나타낸다. 

태스크의 가상동작 시간은 스케줄링 틱(tick)마다 호출되는 

스케줄러 코드에서 갱신된다. 스케줄러 코드는 현재 CPU를 점유하며 

수행중인 태스크의 가상동작 시간에 지난 스케줄링 틱 시간 동안 추가로 

할당 받은 CPU 시간을 누적하여 가상동작 시간을 갱신한다.  

 

· 개별 코어의 실행 큐 자료구조 

 

CFS의 코어 별 실행 큐는 레드-블랙 트리라고 불리는 자가 균형 

이진 탐색 트리 자료구조를 사용한다. 

레드-블랙 트리는 복잡한 자료구조이지만, 실 사용에서 효율적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상당히 우수한 실행 시간을 보인다. 트리에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O(log n)의 시간복잡도로 삽입, 삭제, 검색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레드-블랙 트리를 포함한 이진 탐색 트리는, 모든 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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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신이 가진 자료는 자신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sub) 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보다 작거나 같고, 자신보다 왼쪽에 위치한 부분 

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특정 값을 빠르게 찾아 낼 수 있으며, 각 구성원소 

(elements)간의 효율적인 in-order traversal이 가능하다. 

CFS는 레드-블랙 트리로 구성된 실행 큐에 가상 동작 시간을 

기준으로 태스크를 관리한다. 

그림 2는 가상 동작 시간에 따른 태스크들의 실행 큐 배치 예이다. 

레드-블랙 트리의 최 좌측 노드(left most)에는 항상 가상 동작 시간이 

작은 태스크가 존재한다. 

 

 

그림 2. 가상 동작 시간에 따른 레드-블랙 트리 구성 예 

 

· 개별 코어 스케줄링 알고리즘 

 

개별코어 스케줄러의 알고리즘은 스케줄링 틱에 의해 호출된다. 

스케줄링 틱이 발생하면 CFS는 현재 수행중인 태스크의 가상 동작 

시간을 갱신하고 그 태스크에게 허용된 time slice를 전부 소진하였는지 

확인 한다. 만약 태스크의 허용된 time slice를 전부 소진한 경우 실행 

큐 red-black 트리의 제일 왼쪽에 있는 노드에 존재하는 태스크 즉 

가상 동작 시간이 가장 작은 태스크를 수행시킨다. 

가상 동작 시간이 작은 태스크는 가상 동작 시간이 큰 태스크 보다 

우선으로 스케줄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상 동작 시간이 작은 

태스크 들이 가상 동작 시간이 큰 태스크를 따라 잡으면서 가상 동작 

시간이 같아 지도록 스케줄링 된다. 

이상으로 CFS의 개별 코어 스케줄링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로드 밸런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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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로드 밸런싱 

 

CFS는 개별 코어 스케줄링을 통하여 각 코어 내에서의 태스크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즉 각 코어 내에서 코어 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에게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 할 수 있다. CFS는 

추가적으로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전체 

코어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을 진행한다. 

로드 밸런싱의 키 아이디어는 각 코어의 로드를 같게 만들고 개별 

코어 스케줄링을 통해서 코어 내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면 전체 코어에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로드란 각 코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의 가중치의 합을 말한다. 이를 위해 로드 밸런서는 개별 

코어들의 로드가 최대한 같아 지도록 밸런싱 작업을 수행 한다. 

로드 밸런서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동작 한다. 

첫째는 주기적 로드 밸런싱이고, 둘째는 이벤트 기반 로드 

밸런싱이다. 

 

· 주기적 로드 밸런싱 

 

주기적 로드 밸런싱은 용어가 내포한 의미 그대로 주기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 한다. 로드 밸런싱의 주기가 로 설정 되어 있을 때 

스케줄링 틱 마다 의 시간이 경과 하였는지 체크한다. 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스케줄링 틱에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 수행을 트리거 

(trigger)한다.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이 수행 되면 먼저 로드의 불균형 정도를 

체크한다. 로드 불균형 정도는 다음과 같다 

 

 

 

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코어의 로드 값 중 가장 큰 값을 

의미하여 는 현재 코어의 로드를 의미한다. 

로드 불균형 정도가 임계 값을 초과하면 로드 밸런서는 로드 불균형 

정도가 임계 값 보다 작아질 때까지 태스크 이주를 실시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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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의 이주는 로드가 가장 큰 코어에서 현재 코어로 이루어 진다. 

만약 로드 불균형 정도를 체크할 때 로드가 가장 큰 코어가 현재 

코어이거나 로드 불균형 정도가 임계 값 이하인 경우 태스크 이주를 

실시 하지 않는다. 

 

· 이벤트 기반 로드 밸런싱 

 

이벤트 기반 로드 밸런싱의 경우 커널에 의하여 특정 이벤트가 발생 

하였을 때 수행 되며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코어가 새롭게 유휴(idle) 상태가 되었을 때,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 

되었을 때, 새로운 태스크가 실행 되었을 때, 블록(block) 되어 있던 

태스크가 깨어났을 때이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의도에 따라 해당 

이벤트 중 특정 이벤트에서만 로드 밸런싱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하다. 

이벤트에 의하여 로드 밸런싱이 수행 될 경우 이벤트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이 다르다. 임의의 코어 i가 유휴 상태가 됐을 때의 로드 

밸런서는 시스템에서 가장 로드가 큰 코어 j를 찾고 코어 j에서 코어 i로 

태스크를 이주시킨다.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 되었을 때, 실행 되었을 때, 블록 되어 있던 

태스크가 깨어났을 때의 로드 밸런서는 시스템 전체에서 로드가 가장 

작은 코어 i를 찾고 해당 태스크를 코어 i로 할당 한다. 

이상으로 CFS의 로드 밸런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CFS는 개별코어 스케줄링과 로드 밸런싱을 통하여 멀티코어 

프로세서 컴퓨팅 환경에서 태스크들에게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동작 한다. 

 

2.2. CPU 주파수 가버너 
 

본 단락에서는 Linux의 CPU 주파수 가버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DVFS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변경되는 동작 원리를 파악한다. 

 CPU 주파수 가버너는 DVFS 메커니즘에 적용할 주파수의 목표 

값을 결정하는 S/W component이자 정책이다. CPU 주파수 가버너의 

종류는 그 정책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Linux 또한 다섯 종류의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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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가버너를 제공한다. 

다섯 종류의 CPU 주파수 가버너는 performance, powersave, 

ondemand, conservative, userspace이다. 

이중 performance, powersave, userspace는 아주 단순한 

가버너이다. performance는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코어가 지원하는 

최대 주파수로 설정하여 최대의 성능으로 동작 하게 하는 가버너이고 

powersave는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코어가 지원하는 최소 주파수로 

설정하여 최소의 성능으로 동작 하게 하는 가버너이다. userspace 

가버너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CPU 주파수를 직접 설정하는 

가버너이다. 

다음으로 Ondemand 가버너와 conservative 가버너는 CPU 유휴 

시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가버너로써, 커널의 도움을 받아 개별 

코어의 사용률을 분석하고 사용률에 비례하여 CPU의 주파수를 

제어하는 가버너이다. 

Ondemand 가버너와 conservative가버너는 주기적으로 동작한다. 

가버너의 동작 주기 는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 할 수 있으며 

최소값은 수 us이며 초기 값은 10ms이다. 동작 주기가 짧아질수록 

사용률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연산 오버헤드가 증가하며 

반대로 동작 주기가 길어질수록 연산 오버헤드는 감소하지만 사용률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할 수 없다. 

Ondemand 가버너와 conservative 가버너는 설정된 주기 동안의 

사용률을 기반으로 다음 주기의 CPU 동작 주파수를 결정한다. 

CPU 사용률이란 다음과 같다. 

 

 

 

는 의 시간 동안 CPU가 동작한 시간을 의미한다. 

즉 CPU 사용률은 한 주기의 시간 동안 CPU가 유휴상태로 있지 

않고 동작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Ondemand 가버너의 경우 CPU 사용률을 기반으로 사용률이 상한 

임계치 보다 크면 해당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최대로 설정하고, 상한 

임계치 보다 작으면 사용률에 비례하여 동작 주파수를 설정한다. 

Conservative 가버너의 경우 CPU 사용률을 기반으로 사용률이 

상한 임계치 보다 크면 해당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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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하한 임계치 보다 작으면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킨다. 

CPU 주파수 가버너는 CPU의 주파수 제어를 위하여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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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을 설명하고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설명에 사용 될 수학적 표기법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대상 시스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한다. 

 

제 1 절 대상 시스템 정의와 수학적 표기법 정리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의 H/W와 S/W에 

대하여 상정한다. 

먼저 대상 시스템의 H/W를 상정한다.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상정한다.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란 같은 

아키텍처를 가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코어를 두 개 이상 포함하는 

프로세서를 의미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DVFS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상정한다. 프로세서의 코어 

집합은 이고 각 코어는 DVFS에 의하여 동작 주파수를 

로 제어 할 수 있다. DVFS에 의하여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각 코어간 성능 차이가 발생 한다. 

다음으로 대상 시스템의 S/W를 상정한다.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운영체제로 Linux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대상 시스템은 비례공정 스케줄러로 CFS를 사용하며 CPU 

주파수 가버너로 ondemand 가버너를 사용한다. 

 

그림 3. Linux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개략적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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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대상 시스템의 개략적 아키텍처이다. 

표 1은 본 논문의 남은 부분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문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수학적 표기법에 대한 총 정리 이다. 

 

표 1. 논문에서 사용하는 수학적 표기법 정리 

 
 

제 2 절 공정성의 정의 
 

본 절에서는 DVFS를 사용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다. 

 

· DVFS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공정성 

 

DVFS를 사용하지 않는 대칭형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즉 

개별 코어의 성능이 동일한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완벽한 공정성 

보장은 다음과 같다. 

 

정의 1. 완벽한 공정성은 다음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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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의의 시간 t에서 가중치 와 를 갖는 임의의 두 태스크 

와 는 정확히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 받는다. 이를 

만족하였을 때 완벽한 공정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를 보통 GPS 

(Generalized Processor Sharing)라 부른다[20][21]. 

하지만 완벽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작은 주기로 

태스크를 스케줄링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존하는 비례공정 스케줄러는 허용 가능한 스케줄링 

오버헤드 내에 GPS의 동작과 가깝도록 스케줄링 한다. 

 

· DVFS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공정성 

 

DVFS를 사용하지 않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정의 1을 

달성하게 하는 스케줄러는 완벽한 비례공정 스케줄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DVFS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중치가 같은 임의의 두 

태스크가 동일한 CPU 시간을 할당 받아도 각각 수행 된 코어의 성능에 

따라 각 태스크는 서로 다른 진척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DVFS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의 공정성은 DVFS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의 공정성과 다르게 정의 되어야 한다. 

Li et al. 는 비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아키텍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코어의 성능을 반영한 스케일 된 CPU 시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21]. 

 

정의 2. 임의의 시간 t 동안 태스크 i가 할당 받은 스케일 된 CPU 

시간 는 다음과 같다 

 

 

 

는 프로세서 p의 상대적 성능이고, 는 태스크 i가 코어 p에서 

할당 받은 CPU 시간이다. 

더불어 저자는 비 대칭형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완벽한 공정성은 

다음을 만족 한다고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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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3. 비 대칭형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완벽한 공정성은 다음을 

만족 한다. 

 

 

 

즉 임의의 시간 t에서 가중치 와 를 갖는 임의의 두 태스크 

와 는 정확히 가중치에 비례한 스케일 된 CPU 시간을 할당 받는다. 

DVFS를 사용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은 비 대칭형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과 마찬 가지로 코어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므로 DVFS를 

사용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의 공정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정의 4. DVFS를 사용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완벽한 

공정성은 다음을 만족 한다. 

 

 

 

· 대상 시스템에서의 공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 

 

대상 시스템은 DVFS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이며 

스케줄러로 CFS를 사용한다. 

CFS에서는 태스크가 가중치에 비례한 CPU 시간을 할당 

받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상 동작 시간(virtual runtime)을 

사용한다. 가상동작 시간에는 정의 2의 스케일 된 CPU 시간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상 동작 시간에 스케일 된 CPU 시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Kim et al. 은 정의 2를 더 확장시킨 SVR(Scaled Virtual 

Runtime)을 정의 하였다[17]. 

 

정의 5. SVR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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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은 태스크가 할당 받은 스케일 된 누적 CPU 시간을 가중치를 

나눈 값으로, 각 태스크의 SVR을 비교하면 정의 4의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 되었는지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절 문제 정의 
 

본 절에서는 대상 시스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기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인 CFS와 ondemand CPU 주파수 가버너의 

경우 왜 정의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본다. 

먼저 문제정의를 진행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시간 t에 시스템에 존재하는 태스크의 집합 

T중 임의의 두 태스크에 대한 SVR의 최대 차이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하여 코어의 성능을 반영한 비례 공정 스케줄링을 달성한다. 

 

기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인 CFS와 ondemand CPU 주파수 

가버너의 경우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그 

이유는 CFS와 CPU 주파수 가버너에 각각 존재 한다. 

우선 CFS는 첫째, 로드 밸런싱을 진행 할 때 코어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는다. 코어 별로 로드가 같도록 태스크를 분배하더라도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다르면 각 태스크의 수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 

일례로 코어가 2개 이고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2Ghz, 3Ghz로 

다른 상황을 가정한다. 각각 가중치 1024를 갖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태스크가 4개 존재한다고 할 때 CFS를 통하여 스케줄링 하면 

그림 4와 같이 동작 한다. 

로드 밸런서에 의하여 각 코어의 로드가 2048로 같도록 태스크들을 

코어 1과 코어 2에 분배한다. 태스크 1, 2는 코어 1에 배치되고 태스크 

3, 4는 코어 2에 배치 되었다고 가정한다. 

개별 코어 스케줄러는 가상 동작 시간이 낮은 태스크부터 차례로 

스케줄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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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FS의 스케줄링 예시 

 

태스크의 가중치와 로드를 기반으로 time slice를 산출하고 CPU를 

점유 중인 태스크는 산출된 time slice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non-

preemptive하게 수행 되도록 한다. 

코어 1과 코어 2는 로드가 같고 모든 태스크의 가중치가 동일 

하므로 코어 1의 개별 코어 스케줄러와 코어 2의 개별 코어 스케줄러는 

각 코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을 동일하게 스케줄링 한다. 

각 태스크는 동일한 가상 동작 시간 를 갖게 되지만 스케일 된 

가상 동작 시간  값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코어1 대비 코어 2의 

동작 주파수는 3/2배 크다. 따라서 코어 2에서 수행 되는 태스크 3, 4는 

코어 1에서 수행 되는 태스크 1, 2대비 대략 3/2배 빠르게 수행을 완료 

할 것이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 

둘째, CFS의 로드 밸런서는 코어간 로드의 불균형을 허용 한다. 즉, 

로드 밸런서는 코어 간 로드의 불균형 정도가 임계 값 미만인 경우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로드가 완벽히 같지 

않은 경우 로드가 작은 코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은 로드가 큰 코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 보다 더 많은 CPU time을 할당 받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시스템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의 가상 동작 시간에 

큰 격차가 발생한다. 로드 밸런서가 로드 밸런싱을 수행 시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고려하더라도 로드의 불균형을 허용하면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 

셋째, CFS의 가상 동작 시간은 태스크가 할당 받은 CPU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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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뿐 CPU의 동작 주파수에 따른 성능을 반영하지 않는다.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임의의 두 태스크에 대하여 동일한 CPU 시간을 할당 

하여도 동작 주파수가 다르면 태스크의 진척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 

일례로 코어 1에 가중치가 1024로 동일한 태스크 1과 2가 배치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해 주파수가 변경 

되어 round 1동안 태스크 1은 1Ghz로 태스크 2는 2Ghz로 수행 된다고 

가정한다. 

 

 

그림 5.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한 동작 주파수 차이 발생 예시 

 

round 1 동안 태스크 2는 태스크 1에 비하여 2배 빠른 CPU 동작 

주파수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태스크의 진척도는 대략 2배 앞서지만 

태스크 1과 태스크 2의 가상동작 시간은 동일하다. 가상 동작 시간이 

같아 지도록 스케줄링 하는 CFS는 진척도의 차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불공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CPU 주파수 가버너의 문제이다. 

CPU 주파수 가버너는 스케줄러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이로 

인하여 로드 밸런서가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때 코어의 성능을 반영하여 

태스크 들을 균등하게 분배하더라도 다음 로드 밸런싱 주기 전에 CPU 

주파수 가버너가 동작 하여 동작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불공정성이 

발생한다. 

일례로 코어가 2개 이고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1Ghz, 3Ghz로 

다른 상황을 가정한다. 각각 가중치 1024를 갖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태스크가 4개 존재한다고 할 때 CFS의 로드 밸런서가 코어의 

동작 주파수에 따른 성능 차를 고려하여 태스크 들을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그림 6과 같이 동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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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어의 성능을 고려한 로드 밸런싱의 예시 

 

코어 2의 동작 주파수가 3배 높으므로 3배 높은 성능을 갖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태스크를 코어 1과 코어 2에 

1:3으로 배치하면 태스크의 진척도가 균등해 질 수 있다. 

하지만 그림 7처럼 CPU 주파수 가버너가 로드 밸런싱 주기 내에 

CPU 주파수를 변경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해 주파수 변경이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 

로드 밸런싱 주기까지 부하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부하의 불균형 

시간이 많아 질수록 공정성이 훼손된다. 

 

그림 7.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한 공정성 훼손 예시 

 

앞서 설명한 문제로 인하여 기존 CFS와 CPU 주파수 가버너를 

사용할 경우 가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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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정성 보장 스케줄링 프레임워크 
 

 

본 장에서는 DVFS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SVR 기반 스케줄러,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 스케줄러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SVR 기반 

스케줄러는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반영한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진행하며,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는 SVR 기반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PU 

주파수를 가변 하도록 한다. CPU 주파수 가버너가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케줄러의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프레임워크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8은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개략적인 아키텍처이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한다. 

 

 

그림 8. 제안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개략적 아키텍처 

 

제 1 절 SVR 기반 스케줄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현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문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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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VR 기반 스케줄러를 도입한다. 

SVR 기반 스케줄러는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Kim et al. 에 의하여 

제안 되었으며 해당 연구는 비 대칭형 멀티코어에서 코어의 성능을 

반영한 공정성 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17]. 

DVFS에 의해 코어간 성능 차가 발생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SVR 기반 스케줄러를 도입하면 코어의 성능을 반영한 

공정성 보장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SVR 기반 스케줄러는 Linux의 CFS에 기반하여 CFS의 일부를 

대체 하여 동작 가능 하도록 고안 되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CFS의 가상 동작 시간을 스케일 된 가상 동작 시간 

(SVR)으로 확장 

둘째, CFS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SVR 기반 태스크 재 배치 

알고리즘인 SVR밸런싱으로 대체 

 

각각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한다. 

첫째, CFS의 가상 동작 시간이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VR 기반 스케줄러는 가상 동작 

시간을 SVR로 확장 시켰다. 

가상동작 시간을 SVR로 확장 시키기 위하여 SVR 기반 스케줄러는 

개별 코어 스케줄러 내에 performance estimator를 추가하였다. 

Performance estimator는 코어의 아키텍처와 동작 주파수를 

입력으로 받아 사전에 제작된 역량(capability)-상대적 성능(relative 

performance)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산출 

하여 출력 한다. 이후 개별 코어 스케줄러가 가상 동작 시간을 스케줄러 

틱 마다 갱신할 때 산출 된 상대적 성능을 바탕으로 스케일 하여 

갱신하도록 하였다. 

이때 코어의 역량-상대적 성능 매핑 테이블은 관리자에 의하여 

사전에 제작 되며 코어의 각 아키텍처 타입과 각 동작 주파수로 구성 

가능한 모든 조합에서 각각 SPEC benchmark suite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시간의 평균 값을 바탕으로 가장 낮은 성능을 1로 

기준으로 잡아 상대적 성능 값을 계산한다. 

그림 9는 역량-상대적 성능 매핑 테이블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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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역량-상대적 성능 매핑 테이블의 예 

 

기존 CFS의 개별 코어 스케줄러는 코어 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의 

가상 동작 시간이 같아지도록 태스크를 스케줄링 한다. 가상 동작 

시간을 SVR로 확장 시킴으로써 기존 개별 코어 스케줄러가 코어 내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의 SVR이 같아 지도록 태스크를 스케줄링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코어 내에서 태스크가 수행 된 

코어의 동작 주파수에 따른 상대적 성능을 고려한 비례 공정 스케줄링을 

달성 할 수 있다. 

둘째, CFS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SVR 기반 밸런싱 알고리즘으로 대체 

하였다. 

로드 밸런싱을 SVR 기반 밸런싱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코어의 동작 주파수에 따른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고려한 

부하 분산을 진행 한다는 것이며, CFS의 한계인 부하의 균등 분배 

불가시에 발생하는 가상 동작 시간 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하 분산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SVR밸런싱 알고리즘의 키 아이디어는 “매 주기 동안 SVR이 작은 

태스크들은 SVR 증가량이 크도록, SVR이 큰 태스크들은 SVR 증가량이 

작도록 주기마다 태스크를 재 배치하여 태스크들의 SVR의 차이를 

줄이는 것” 이다. 

태스크의 SVR 증가량은 태스크가 속한 코어의 스케일 된 로드에 

반비례 한다. 즉 태스크가 배치된 코어의 스케일 된 로드가 작으면 

SVR의 증가량이 크고 스케일 된 로드가 크면 SVR의 증가량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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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된 로드란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반영한 로드이다[17]. 

SVR밸런싱 알고리즘은 임의의 주기 람다 마다 SVR이 작은 

태스크들을 스케일 된 로드가 작도록 코어에 배치하고 SVR이 큰 

태스크들을 스케일 된 로드가 크도록 각 코어에 재배치하는 태스크 

이주를 실시한다.  

SVR밸런싱 알고리즘은 SORT, SPLIT, ADJUST로 이루어 지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만족 시키도록 태스크를 재배치 한다. 

 

(1)  코어의 집합 C에 속한 모든 코어에서, 에 속한 태스크의  

값은 에 속한 태스크의  값 보다 작다 

(2)  코어의 집합 C에 속한 모든 코어에서, 의 스케일 된 로드 

는 의 스케일 된 로드 보다 작다. 

(3) 코어의 집합 C에 속한 모든 코어에서, 와 의 차이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태스크의 가장 큰 가중치의 2배 보다 작다. 

 

저자는 알고리즘이 위의 세 속성을 만족 시키면 임의의 시간 t에서 

시스템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의 SVR값의 최대 차이 즉 가 상수로 

바운드 됨을 수학적으로 증명 하였다[17]. 

DVFS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SVR 기반 

스케줄러를 도입하면 코어의 동작 주파수에 따른 상대적 성능을 고려한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SVR 기반 스케줄러를 도입하는 것 만으로는 를 

상수로 바운드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CPU 주파수 가버너의 동작 주기는 SVR밸런싱 

알고리즘 동작 주기 보다 짧다. 이로 인하여 SVR밸런싱 동작 주기 내에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SVR 기반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속성 중 (2)가 보장 되지 

않는다. (2)가 보장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 될 경우  를 상수로 

바운드 할 수 없다. 

그림 10은 CPU 주파수 가버너의 동작 주기를 10ms, 100ms, 1s로 

변경 시키며 를 관측한 결과이다. CPU 주파수 가버너의 기본 

동작 주기는 10ms이며 SVR밸런싱 알고리즘의 기본 동작 주기는 

1s이다. 

 



 

 30 

 

그림 10. CPU 주파수 가버너의 동작주기에 따른  

 

관측 결과를 보면 CPU 주파수 가버너의 동작주기가 짧아질수록 

 가 상수로 바운드 되지 않고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기 위해서는 SVR 기반 스케줄러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SVR 기반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파수를 변경 하는 새로운 CPU 주파수 

가버너의 설계가 필요하다. 

 

제 2 절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의 목표는 CPU 주파수 

가버너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주파수를 변경하되 주파수 

변경으로 인해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때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 현상이란 SVR 밸런싱 알고리즘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 (2)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 현상이 누적되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를 통하여 다음 

조건이 항상 만족되도록 한다. 

 

코어의 집합 C에 속한 모든 코어에서, 의 스케일 된 로드 는 

의 스케일 된 로드 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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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현상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해 산출된 주파수의 재 조정작업이 필요하며 

이 때 발생 할 수 있는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은 SLA에 명시된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만족과 연관이 없지만 공정성 보장은 서비스 품질과 연관 되므로 

공정성 보장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은 

워크로드에 따라 향상 혹은 하락 할 수 있다.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의 전체 동작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의 동작 흐름도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는 먼저 기존 CPU 주파수 

가버너와 동일하게 코어의 사용률을 기반으로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1차로 정한다. 

1차로 정한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정해진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DVFS에 적용하기 전에 스케줄러로부터 각 코어의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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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전달 받는다. 전달 받은 로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코어의 스케일 

된 로드 를 산출하며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 현상이 발생 하는지 확인 

한다.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 현상이 발생 할 경우 1차로 산출된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재 조정 한다. 

제안하는 CPU 주파수 가버너는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 현상 

검출과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 재 조정을 위하여 그림 12의 수도코드를 

수행 한다. 

 

 

그림 12.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의 

주파수 재조정 수도코드 

 

주파수 재 조정 코드는 코어의 집합 C와, 각 코어의 로드 정보의 

집합 L, 1차로 정해진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 집합 F를 입력으로 받는 

다. 

이후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 를 바탕으로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계산하고 코어의 상대적 성능과 코어의 로드 를 바탕으로 스케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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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를 계산한다(line3~6). 

 코어에서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 현상이 발생 할 경우  

코어의 로드 정보와 주파수를 바탕으로 의 동작 주파수를 재 조정 

한다.(line7~15) 

제안하는 CPU 주파수 가버너는 스케일 된 로드의 역전현상 발생 

여부를 모든 코어에 대해서 검출 하고 주파수 재 조정 작업을 

진행한다.(line1~17) 

그림 12의 수도코드를 실행함으로써 CPU 주파수 가버너는 SVR 

기반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변경한다. 따라서 SVR 기반 스케줄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은 항상 보장되며 SVR 기반 스케줄러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하여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킬 수 있다. 

 

제 3 절 스케줄러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CPU 주파수 가버너가 스케줄러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PU 주파수 가버너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각 코어의 로드, 스케일 

된 로드, 코어의 상대적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는 스케줄러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목록과 설명을 

나열한 표이다. 

 

표 2. 스케줄러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목록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PU 주파수 가버너는 물론 향후 추가로 개발하는 CPU 주파수 

가버너에서도 스케줄러의 정보를 쉽게 획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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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및 검증 
 

 

본 장에서는 제안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공정성 보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먼저 1절에서 실험에 대한 

설정과 측정 지표를 설명하고 2절에서 실험 결과의 평가를 진행한다. 

 

제 1 절 실험 설정 
 

본 절에서는 실험을 진행할 실험환경을 설명 하고, 실험에 사용할 

워크로드와 측정 지표(metric)에 대한 설명을 진행 한다. 

먼저 실험 환경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실험환경은 표 3과 같다. 

H/W는 intel의 i7-4790을 이용하였다. I7-4790은 동일한 성능을 갖는 

코어가 4개 존재하는 대칭형 멀티코어 프로세서이며 DVFS를 통한 동작 

주파수 변경을 지원한다. 동작 주파수는 0.8~3.6Ghz 구간에 15개 

단계의 주파수 설정이 가능하다. 설정 가능한 주파수는 표 3에 

표시하였다. 실험 환경의 S/W는 운영체제로 Linux를 사용하며 kernel 

version은 4.1.45를 사용한다. SVR 밸런싱의 주기는 1초이며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의 동작 주기는 10ms로 설정 하였다. 

 

표 3. 실험 환경 설명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워크로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실험의 워크로드로는 synthetic workload를 사용하였다. Synthetic 

workload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하였다. 하나는 SPEC CPU 2006 

벤치마크를 통해 생성 하였고, 다른 하나는 컴퓨팅 연산과 sleep()을 

반복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생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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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CPU 2006 벤치마크를 통한 워크로드는 표 4에 표시된 

벤치마크 내의 test suites를 사용 하였으며 각각 20개의 태스크를 수행 

하였다. SPEC CPU 2006 벤치마크를 통한 워크로드는 CPU 

intensive한 워크로드로써 코어의 사용률이 워크로드 수행 내에 대부분 

최대치를 유지 한다. 이로 인해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하여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대부분 최대치로 설정 된다. 

 

표 4. SPEC CPU 2006을 통한 워크로드 

 

 

컴퓨팅 연산과 sleep()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워크로드는 

코어의 사용률이 다변화 되며 CPU 주파수 가버너에 의하여 주파수의 

변경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실행하는 태스크의 개수를 15개, 25개, 

35개, 45개로 각각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코어의 평균 사용률을 

4구간으로 나누어 대략 25%, 45%, 65%, 85%가 되도록 실험을 설정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워크로드에서 모든 태스크의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 

1024로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에서 측정하는 지표(metric)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제안하는 스케줄링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단위: 

ms)를 사용한다. 실험을 통해 가 발산하지 않고 상수로 바운드 

되는지 확인 한다. 

제안하는 스케줄링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 변화와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워크로드의 수행에 사용된 총 에너지 

(단위: J)와 수행 완료 시간(단위: s)을 사용한다. 

실험의 대조군은 기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이며 CFS와 ondemand 

CPU 주파수 가버너를 사용한다. 

 

 

제 2 절 실험 결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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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과 그림 14는 SPEC CPU 2006을 사용한 워크로드에서의 

의 측정 결과이다. 

 

그림 13. 태스크간 SVR 차이 측정 결과 (HMMER) 

 

 

그림 14. 태스크간 SVR 차이 측정 결과 (GCC)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동안 기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가 점점 커져 발산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경우 가 1ms 이내로 바운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 16, 17, 18은 CPU연산과 sleep()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 시켰을 때의 의 측정 결과 이다. 

SPEC CPU 2006을 사용한 워크로드의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경우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동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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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져 발산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경우 가 1ms이내로 바운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 사용률 다변화 워크로드 SVR 차이 측정 결과 1 

 

 

그림 16. 사용률 다변화 워크로드 SVR 차이 측정 결과 2 

 

 

그림 17. 사용률 다변화 워크로드 SVR 차이 측정 결과 3 

 



 

 38 

 

그림 18. 사용률 다변화 워크로드 SVR 차이 측정 결과 4 

 

표 5와 표 6은 각각의 워크로드에 대한 소모 에너지와 수행 완료 

시간의 측정결과 이다. 

 

표 5. 소모 energy와 수행 완료 시간 측정 결과 

(SPEC CPU 2006) 

소모 energy 수행 완료 시간 소모 energy 수행 완료 시간

Legacy Framework 2249 97 5196 263

Proposed Framework 2219 97 5290 265

Legacy 와의 차이 -1.33% 동일 +1.81% +0.76%

SPEC HMMER 20개 태스크 SPEC GCC 20개 태스크

 

 

표 6. 소모 energy와 수행 완료 시간 측정 결과 

(사용률 다변화를 위한 워크로드) 

소모 energy 수행 완료 시간 소모 energy 수행 완료 시간

Legacy Framework 861 J 107 s 1272 J 108 s

Proposed Framework 929 J 107 s 1289 J 107 s

Legacy 와의 차이 +7.90% 동일 +1.34% -0.93%

소모 energy 수행 완료 시간 소모 energy 수행 완료 시간

Legacy Framework 1597 108 1906 119

Proposed Framework 1581 109 1889 119

Legacy 와의 차이 -1% +0.93% -0.9% 동일

35개 태스크 (U:65%) 45개 태스크 (U:85%)

25개 태스크 (U:45%)15개 태스크 (U:25%)

 

 

6개의 워크로드에서 측정한 결과 소모 energy는 평균 1.30% 증가 

하였으며 수행 완료 시간은 평균 0.13% 증가 하였다. 

이는 코어의 성능을 반영한 비례공정 스케줄링 달성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 그 양은 크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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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DVFS를 지원하는 대칭형 멀티코어 컴퓨팅 시스템에서 

엄격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기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임의의 시간 t에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킨다. 

임의의 시간 t에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는 것의 의미는 

임의의 시간 t에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태스크에게 코어의 성능을 

반영한 정량적인 공정성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엄격한 공정성 보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 사용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스케줄링 프레임 

워크는 SVR 기반 스케줄러, 스케줄러 정보 인지 CPU 주파수 가버너, 

스케줄러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Linux 기반 하에 

구현을 진행 하였고 실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를 상수로 바운드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 하였지만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클라우드 서버와 같은 엄격한 공정성 보장이 필요한 현실의 시스템에 

적용하고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현실 세계의 워크로드와 함께 동작 시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실험해 보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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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eduling framework for 

guaranteeing fairness of 

multi-core computing systems 
 

Jaeryong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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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loud computing services market is growing steadily. The 

quality of services provided through cloud computing services is 

specified in the service level agreement and it is essential that the 

service providers ensure the quality of service specified in the 

service level agreement.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computing 

resource management of the cloud server operating system is 

highlighted. 

As part of ensuring service quality, a proportionally fair scheduler 

is widely used in the cloud server operating system. Proportionally 

fair scheduler is a scheduler that allocates CPU resources in 

proportion to the weight of tasks. Using a proportionally fair 

scheduler, it is possible to allocate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CPU resources to each task of a user by assigning a weight 

proportional to the required performance of the task, thereby 

achieving performance isolation relatively easily. To achieve this, a 

proportionally fair scheduler must ensure strict fairness. Fairness 

refers to allocating CPU resources in proportion to the weight. 

However, most proportionally fair schedulers do not guarante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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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d level of fairness when working with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techniques through DVFS (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The reasons for not guaranteeing fairn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eduler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cores caused by the frequency change of 

DVFS. Second, the dynamic frequency change of the DVFS is 

performed independently without considering the operation of the 

scheduler. So, the conditions for ensuring the fairness of the 

scheduler are undermined. Failure to guarantee fairness by the 

scheduler can lead to failure of guaranteeing quality of service. 

In this thesis, we propose a scheduling framework that guarantees 

fairness in multicore computing systems where there i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cores. 

The scheduling framework consists of a scheduler, a CPU 

frequency governor, and an interface for exchanging information 

between the scheduler and the CPU frequency governor. We 

introduced a proportionally fair scheduler that reflects the 

performance difference between the cores and designed a CPU 

frequency governor that recognizes the information of the scheduler 

so as not to impair the conditions for the fairness of the scheduler. 

To verify the proposed framework, we implemented it on the Linux 

kernel and experimented. The experiments show that the maximum 

SVR difference is under 1milliseconds in our framework, whereas it 

diverges indefinitely with time in the legacy framework. In addition, 

our approach incurs a run-time overhead of only 0.13% with an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of only 1.3%.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ost to pay for the fairness is not large. 

 

Keywords : Fair-scheduler, DVFS, fairness guarantee, 

 improve energy efficiency, multi-cor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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