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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에 등장한 컴퓨팅 시스템에서 데이터 집약적 응용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quality-of-service(QoS)와 best-

effort(BE) 응용들 간의 성능 간섭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리눅스

커널의 completely fair scheduler(CFS)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수행 환경에서 성능 고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지만, 메모리 접근 경합과 불충분 한 캐시 제공 범위로 인해 메모리

관련 간섭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비록 많은 메모리 인지 성능

고립화 메커니즘들이 학계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대다수의 메커니즘들이

하드웨어에 기반한 해결책, 유연하지 않은 자원 관리 또는 비효율적인

사용률 조절 기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널리 배포된 리눅스와 같은 운영

체제에서 사용되기 어렵다.

본 학위논문은 리눅스가 탑재된 COTS(commercial off the shelf)

SoC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QoS 응용이 함께 수행되는 다른 응용들과의

메모리 관련 간섭으로부터 영향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메모리 인지

비례 공정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행 중인

태스크의 CPU 사이클로부터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을

분리한다. 그리고 그 태스크가 바람직한 양의 CPU 사용률을 제공받도록

그 태스크에게 CPU 시간을 보상해준다. 제안된 접근 방식은 메모리

하드웨어 자원의 정적 할당 또는 파티셔닝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런타임 오버 헤드만으로 QoS 응용의 성능을 향상한다는

관점에서 적응성,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최소한의

커널 수정만으로 커널 스케줄러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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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다. 본 학위논문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리눅스의 CFS에

구현하고 최종적인 산출물을 mCFS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의 유용성과 효과를 검증한다.

주요어 : Memory-related interference, backend stall cycle, 

operating system, Linux, CFS

학   번 : 2013-30734



iii

목   차

초록 ........................................................................................... i

목차 ......................................................................................... iii

표 목차 ..................................................................................... v

그림 목차 ................................................................................. v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6

제 2 절 연구 내용 .......................................................................9

제 3 절 논문 구성 .....................................................................10

제 2 장 관련 연구................................................................... 11

제 1 절 공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11

제 2 절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14

2.1 예방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 .........................14

2.2 보상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 .........................18

제 3 장 배경 지식................................................................... 23

제 1 절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 ...........................23

제 2 절 Carmel PMU 소개 .......................................................24

제 3 절 CPU 사이클의 분류......................................................28

제 4 절 리눅스 커널의 CFS......................................................30

제 4 장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에 관한 지표 정의와 검증 ......... 34

제 1 절 백엔드 스톨 사이클 분류와 지표 정의 .........................34

제 2 절 지표에 대한 실험적 검증..............................................37

제 5 장 문제 정의................................................................... 44



iv

제 1 절 대상 시스템과 태스크 모델 ..........................................44

제 2 절 문제 정의 .....................................................................49

제 6 장 메모리 인지 비례공정 스케줄링.................................. 51

제 1 절 mCFS 아키텍처 ...........................................................51

제 2 절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 기법.........................................54

제 3 절 User와 interfacing......................................................61

제 4 절 커널 모듈과의 interfacing ...........................................62

제 7 장 실험적 평가 ............................................................... 64

제 1 절 실험 환경 .....................................................................64

제 2 절 실험 결과 .....................................................................67

제 8 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v

표 목차

[표 1] 코어 당 PMU에서 제공되는 선별된 이벤트 목록.......... 47

[표 2] 언코어 PMU에서 제공되는 선별된 이벤트 목록 ........... 60

[표 3] 각 나이스 값 별 가중치............................................... 88

[표 4] SPEC CPU2017 벤치마크 619.lbm_s, 620.omnetpp_s, 

623.xalancbmk_s에 대한 설명 ............................................. 47

[표 5] NVIDIA Jetson AGX Xavier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사양 ................................................................................ 60

[표 6] 용어 설명 .................................................................... 88

[표 7] SPEC CPU2017 벤치마크 600.perlbench_s, 

602.gcc_s, 631.deepsjeng_s, 648.exchange2_s에 대한 설명

............................................................................................... 60

[표 8] 벤치마크 프로그램 별 메모리 집약도 ........................... 88



vi

그림 목차

[그림 1]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한 성능 지연 정도.................. 11

[그림 2]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의 CPU Complex와

GPU........................................................................................ 11

[그림 3] Arm v8.2 Carmel 코어에서 파이프라인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15

[그림 4] 메모리 접근 경합 생성기의 CUDA 스레드 개수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 .............................................................. 16

[그림 5] 619.lbm_s 구동 시 메모리 관련 경합에 관련된 간섭의

양에 따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간의 관계............................ 21

[그림 6] 620.omnetpp_s 구동 시 메모리 관련 경합에 관련된

간섭의 양에 따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간의 관계 ................ 23

[그림 7] 623.xalancbmk_s 구동 시 메모리 관련 경합에 관련된

간섭의 양에 따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간의 관계 ................ 11

[그림 8] NVIDIA Jetson AGX Xaiver에서 CPU의 가용 동작

주파수 별 상대적인 성능 ......................................................... 15

[그림 9] mCFS 아키텍처........................................................ 16

[그림 10] 600.perlbench_s 구동 시 T에 따른 MAPE........ 21

[그림 11] 602.gcc_s 구동 시 T에 따른 MAPE.................... 23

[그림 12] 619.lbm_s 구동 시 T에 따른 MAPE.................... 11

[그림 13] 620.omnetpp_s 구동 시 T에 따른 MAPE............ 15

[그림 14] 631.deepsjeng_s 구동 시 T에 따른 MAPE........ 16



vii

[그림 15] 648.exchange2_s 구동 시 T에 따른 MAPE........ 21

[그림 16] 런처 프로세스의 의사 코드..................................... 23

[그림 17] 캐시 경합 생성기의 메모리 인스트럭션과 산술적

인스트럭션의 비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 11

[그림 18] 메모리 경합 생성기의 CUDA 스레드 개수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 .............................................................. 15

[그림 19] QoS 응용의 메모리 집약도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 ................................................................................ 16

[그림 20] QoS 응용이 623.xalancbmk_s일 때, QoS 응용들과

BE 응용들 간의 비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 21

[그림 21] QoS 응용이 YOLO 얼굴 검출 응용일 때, QoS 응용들과

BE 응용들 간의 비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 23

[그림 22] QoS 응용의 메모리 집약도에 따른, CFS가 탑재된

시스템 대비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BE 응용의 성능 저하

비율 ........................................................................................ 21

[그림 23] CFS가 탑재된 시스템 대비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BE 응용의 성능 저하 비율 ...................................................... 23



1

제 1 장 서론

최근 딥 러닝 기반 응용을 필두로 데이터 집약적 응용들이 최신

컴퓨팅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응용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대개 사용자 응답성에 민감한 QoS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만 한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자들은 기반 시스템의 제한된 비용,

크기, 무게 그리고 전력량 내에서 그 응용들에게 충분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1][2].

QoS 와 BE 응용들은 다양한 컴퓨팅 자원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응용 간에 피치 못하게 성능 간섭이 존재한다. 그러한 QoS 응용에 대한

간섭은 그 응용의 응답 시간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그 응용에 부여된

QoS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QoS 응용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성능 고립화

기법들이 제안되어 오고 있다.

산업계의 광범위한 사용 사례에서 성능 고립화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리눅스 커널은 버전 2.6.23 릴리즈부터 CFS(completely fair

scheduler)를 제공해왔다 [3][4][5][6]. CFS는 거대한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데스크탑, 스마트폰 같은 소형 장치에 이르는 수많은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 비례공정 스케줄러로써 활용되어오고 있다. 10여년 동안

CFS의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리눅스 커널은 최근 들어 등장한

방대한 메모리 트래픽을 생성하는 응용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본 학위논문이 제안하는 접근 방식은 이러한

리눅스 커널의 한계점으로부터 기인한다.

CFS는 태스크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실행 중인 태스크들 간에 CPU

사이클을 공정하게 분배한다. 하지만 CFS는 수행 중인 태스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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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경합과 불충분한 캐시 커버리지(cache coverage)로 겪는

간섭을 고려하지 못 한다. 이는 CFS에서 태스크가 얻는 절대적인

물리적 성능이 그 태스크에게 할당된 CPU 사이클 개수에 비례함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CFS는 시스템에서 수행 가능한 태스크들의 가중

성능(weighted performance)이 동일하도록 태스크들을 스케줄링한다.

그러나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이 존재할 때, 태스크는 CPU 사이클을

할당 받더라도 수행 도중 스톨(stall)되어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낭비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스톨 사이클들을 커널 스케줄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QoS 응용들에게 정확한 성능 고립화를 제공할 수

없다.

본 학위논문은 QoS 응용들이 시스템 상에서 함께 수행되는 다른

응용들로부터 발생하는 메모리 관련 간섭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도록

개선하는 메모리 인지 비례 공정 스케줄링(memory-aware fair share 

schedul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리눅스 커널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CFS에 적용하였다. 이 최종 결과를

mCFS(memory-aware CFS)로 명명하였다.

메모리 인지 성능 고립화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대의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해져서 총체적으로 완벽히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어진 응용이 겪는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CPU 스톨 사이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응용의 메모리

관련 CPU 스톨은 다른 응용들과의 메모리 관련 간섭뿐만 아니라

응용의 코드 자체의 메모리 접근 패턴(memory access pattern)

특성에도 기인한다. 예를 들어, 순차적 메모리 접근 패턴을 갖는 응용은

캐시 경합 없이도 그 수행 과정 동안 캐시 미스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 고립화 메커니즘은 그 고유한 CPU 스톨에 관련하여



3

응용에게 보상해주면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성능 고립화

알고리즘은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과 고유의 스톨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mCFS는

기반 마이크로 아키텍처 상에서 정성적 분석과 다수의 응용들을

수행하여 얻은 정량적인 분석으로 도출된 수식을 런타임에 사용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파이프라인 모델에서 쉽게 측정

가능한 요소들로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을 모델링하여 앞서

언급된 수식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백엔드 스톨이 캐시

미스와 메모리 접근 경합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종속성(data dependency) 그리고 파이프라인 내의 마이크로

연산(micro operation)들 간에 내부 자원 경합에 의한 것임에 주목한다.

전체 백엔드 스톨에서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을 선별해내기

위해 앞서 언급된 수식은 측정된 백엔드 스톨에서 추정된 고유의 스톨을

뺀다.

고유의 메모리 관련 스톨을 추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주어진

응용의 평균 IBSR(intrinsic backend stall rate)를 소개한다. 그 평균

IBSR은 응용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고립된 상태로 혼자 구동될 때,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백엔드 스톨 사이클의 비율이다. 이것은 주어진

응용의 고유한 메모리 접근 패턴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한 값이다. 그

평균 IBSR은 각 응용마다 오프라인에 측정될 수 있다. 그 백엔드 스톨

사이클 개수는 현대의 SoC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PMU(performance monitoring unit)를 통해 쉽게 측정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구간 [��, ��]에 대하여 그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 사이클 ��
�(��, ��)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 ��)가 백엔드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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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개수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_���� ∙ (�� − ��)

본 연구는 4장과 6장에서 이 수식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mCFS의 핵심은 태스크 스케줄러에서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고려하여 가상 런타임(virtual runtime)을 계산하는 것이다. 태스크의

가상 런타임은 태스크의 누적 CPU 시간을 그것의 가중치(weight)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CFS에서 한 CPU 코어의 런큐에 있는

태스크들은 그 코어를 경합하고 가장 작은 가상 런타임을 갖는 태스크가

그 코어를 얻는다. 수행 중인 태스크의 가상 런타임을 계산할 때,

기존의 CFS는 CPU 스톨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 태스크가

물리적으로 사용한 CPU 시간만을 고려한다. 그러한 기존의 가상

런타임의 개념은 한 태스크가 받은 메모리 관련 간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메모리 인지 방식으로 태스크의 가상 런타임을

재정의하고 그 새로운 개념을 CFS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고려하여 가상 런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mCFS는 CPU 시간 실질화(CPU time actualization)라고

명명된 연산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태스크의 물리적인 CPU 

시간으로부터 태스크의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 시간이 추정된다.

태스크의 기존 CPU 시간은 항상 실질적인 CPU 시간(actualized CPU

time) 보다 크기 때문에 태스크는 충분한 양의 실질적인 CPU 시간을

받을 때까지 더 빨리 구동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 mCFS는 그 태스크를 구동하는 코어의 상대적인

성능(relative performance)에 따라 실질적인 CPU 시간(act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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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time)을 조정한다. 이 단계는 현대의 SoC들에서 사용되는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을 고려하기 위해

수행된다. 왜냐하면 DVFS는 런타임에 코어들의 동작 주파수(operating 

frequency)를 변경하기 때문에 태스크는 그 동작 주파수에 따른 성능

조정 없이 성능 변동성(performance variability)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mCFS는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가상

런타임(actualized scaled virtual runtime)을 연산한다. 이를 위해

mCFS는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actualized scaled CPU 

time)을 그 태스크의 가중치로 나눈다.

mCFS의 장점은 세가지이다. mCFS는 적응적(adaptive)이다.

왜냐하면 정적인 메모리 자원 할당 또는 성능 고립화를 위한 메모리

분할(memory partitioning)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mCFS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자원 요구량에 다라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mCFS는 효과적(effective)이다. 본 학위논문은 실험을 통해

함께 구동되는 응용들의 조합 상에서 기존 CFS에 비해 mCFS가

YOLO(you only look once) 기반 얼굴 검출 응용의 성능을 약 67%

개선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서도 유사한 성능 개선을 얻었다. 세번째, mCFS는

효율적(efficient)이다. 이는 CPU 유휴화(CPU idling) 또는 리퀘스트

조르기(request throttling)과 같이 시스템에 과도한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런타임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법은 오직

무시할 만한 런타임 오버헤드로 약 0.091%만을 요구한다.

본 학위논문은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 상의 리눅스

커널 4.9.108 상에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였다. Xavier 시리즈 So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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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딥러닝 응용들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성능 고립화

메커니즘은 그러한 SoC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능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SPEC 2017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광범위한 실험들과

그 측정 결과를 통해 mCFS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mCFS의

구현물을 포함하는 커널 패치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에 사용된

워크로드 생성기(workload generator)와 런처 커맨드(launcher 

command) 그리고 실행 스크립트(running script)까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7].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자율주행과 같은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mission-critical

service)를 실현하기 위해 고성능 멀티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 고성능화 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서로 다른

중요도(criticality)를 갖는 응용들을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 상에

통합(consolidation)하여 구동하려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mixed-criticality system(MCS)라 불린다 [8].

대표적인 MCS들 중 하나는 InfoADAS이다. 이 시스템은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ADAS)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9]. ADAS는 주행 중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안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운전자의 운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엄격한 시간 제약사항이 요구되는 서비스들의

구동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로는

adaptive cruise control(ACC), lane keeping assist system(L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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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e centering system(LCS)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탑승자에게 다양한 편의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편의

장치이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로는 웹 브라우저, 비디오 재생기, 음악

재생기 등이 있다.

개발자가 이러한 MCS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들 중 하나는 응용들 간에 체계적으로 성능 고립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MCS에서 다양한 중요도 레벨을 가진 응용들이 CPU,

GPU, 메모리 등과 같은 컴퓨팅 자원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 성능을 간섭하여 서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용들 간에 공유되는 자원들 중 하나는 메모리이며, 응용들 간에

메모리를 공유하여 발생하는 간섭 문제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딥 러닝과 같은 데이터

집약적인 응용들을 구동하는 것이 더 많이 요구됨에 따라 메모리 관련

간섭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0][11]. 메모리 관련 간섭 문제는

서로 다른 응용들이 캐시, 시스템 버스,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 하드웨어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때 발생한다.

메모리 관련 간섭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중요도가 높은 응용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다.

딥 러닝을 구동하기 위한 최첨단(state-of-the-art) 임베디드

시스템들 중 하나인 NVIDIA Jetson AGX Xavier에서 응용은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그림 1은 NVIDIA Jetson

AGX Xavier에서 응용이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해 지연된 정도를

나타낸다. 수평 축은 실험에 사용된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각 벤치마크

프로그램 별로 메모리 관련 간섭의 유무를 나타낸다. 사용된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메모리 집약도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SPEC CPU20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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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lbm_s, 623.xalancbmk_s, 602.gcc_s, 600.perlbench_s,

648.exchange2_s이다. 수직 축은 메모리 관련 간섭의 유무에 따른 각

벤치마크의 응답 시간을 나타낸다. 각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지연 정도는

각각 231.17%, 196.73%, 186.92%, 135.77%, 27.46%이다. 메모리

집약도가 클수록 지연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pollo 개방형 자율 주행 플랫폼 [12] 및 ROS (로봇 운영 체제) 

[13]를 포함하여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은

이러한 성능 고립화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리눅스 커널은 성능 고립화를 위해서 버전 2.6.23 릴리즈부터

CFS(completely fair scheduler)를 제공해왔다 [3][4][5][6].

CFS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 데스크탑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그림 1.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한 성능 지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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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에 이르는 수많은 리눅스 장치에서 비례공정

스케줄러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십년여 동안 CFS가

산업계에 크게 기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관련 간섭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학위논문의 목적은 응용들 간에 메모리 관련 간섭으로부터 성능

고립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하드웨어로부터

메모리 관련 간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그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성능 고립화에 활용되는 리눅스의 CFS를 개선한다. 각각에 대하여 본

학위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로부터 메모리 관련 간섭에 관한 정보를 추출함에 있어서,

본 학위논문은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을

정의하였다. 이를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정성적 분석에서 본 연구는 백엔드 스톨 사이클을 고유한

백엔드 스톨 사이클과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인지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 본 연구는 메모리 관련 간섭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가

증가함을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은 하드웨어의 수정 없이 COTS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크다.

그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성능 고립화에 활용되는 리눅스의

CFS를 개선함에 있어서 본 학위논문은 크게 세가지를 기여한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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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러가 달성해야 할 목표인 메모리 인지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정의하고 수식화 하였다. 이는 메모리 관련 간섭을 반영하여 비례공정

스케줄링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다음으로 CFS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CFS를 확장하여 mCFS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가상 런타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mCFS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벤치마크들 중 하나인 SPEC 

CPU2017과 현실적인 워크로드로 YOLO 기반의 얼굴 검출 응용을

사용하였다.

제 3 절 논문 구성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멀티 코어

아키텍처에서 메모리 인식 성능 고립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조사하고 대표적인 기술을 mCFS와 비교한다. 3장은 독자들에게

mCFS의 기술적 배경 지식을 제공하여 제안된 접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4장은 실제 메모리 관련 스톨을 추정하기위한 지표를

정의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5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멀티

코어 아키텍처 상에서 메모리 인지 공정성 개념을 정의한다. 6장은

제안된 해결책의 접근 방식과 그 구현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7장은

실험을 통한 평가와 검증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결론으로

이 논문을 마친다.



11

제 2 장 관련 연구

GPU(graphics processing units)와 NPU(neural processing units)

등이 탑재된 이기종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데이터 집약적 응용들이

구동됨에 따라 공유되는 메모리 자원에 대한 성능 간섭 문제가 학계에서

다뤄져 오고 있다.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이 발생했을 때, 지연 시간에

민감한 응용들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성능 변동성(performance

variability)을 고려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의 접근 방식들은 응용들 간에 메모리 자원을 고립화하는

방식에 따라 공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spatial memory 

resource isolation mechanism)과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temporal memory resource isolation mechanism)으로 구분된다.

본 2장은 각 기법에 대하여 차례로 상세히 기술한다.

제 1 절 공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

공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은 함께 구동되는 다수의 응용들

간에 성능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용들 간에 공유되는 메모리 자원을

물리적으로 파티셔닝(partitioning)하는 기법이다. [14] 연구에서 제안된

응용 인지 메모리 채널 파티셔닝(application-aware memory channel 

partitioning) 기법은 서로 심각하게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응용들의 메모리 접근을 완화하기 위해 그들을 서로 다른 메모리

채널들에 매핑하여 메모리 접근 간섭 문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이

기법은 우선 응용들을 메모리 집약도(memory intensity)와 로우 버퍼

히트 비율(row-buffer hit ratio)에 따라 분류하고, 가용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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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들을 분할하여 각 응용에게 할당한다. 이 기법은 메모리 집약적이고

로우 버퍼 지역성(row-buffer locality)이 높은 응용에게 우선적으로

채널을 할당하여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완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처리율(throughput)을 높인다.

이와 유사하게 [15]의 접근 방식은 운영체제 수준(operating 

system level)에서 제공되는 페이지 컬러링(page coloring)에 기반한

뱅크 수준의 파티셔닝 기법(bank-level partitioning mechanism)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전체 뱅크들의 집합에서 일부 부분 집합을

스레드 또는 코어에게 할당한다. 이를 통해 이 기법은 태스크들 간의

메모리 내의 로우 버퍼 경합(row buffer contention)을 줄여서 전체

메모리 시스템의 처리량을 높인다.

[16]의 utility-based cache partitioning (UCP)은 캐시 미스 발생

횟수를 줄여 처리량을 높일 수 있도록 캐시를 다수의 응용들에게

파티셔닝 한다. 이를 위해 UCP는 미리 각 응용 별로 utility를 측정한다.

Utility는 캐시에 서로 다르게 설정된 두 가지 way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 미스 횟수의 차이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런타임에 구동되는 각

응용들을 파악하고, 전체 캐시 미스 발생 횟수를 줄이는 캐시 별 way를

정한다. 이 기법은 적은 런타임 오버헤드만을 수반하여 동작한다.

[17]의 OS 기반의 캐시 파티셔닝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OS가 스레드들의 speedup이 동일하도록 캐시를 파티셔닝한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는 OS에게 캐시의 하드웨어 구조, 캐시 사용률, 캐시

파티션 할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OS는 이를 활용하여

동적으로 스레드들 간의 speedup 차이가 작아지도록 캐시를

파티셔닝한다.

[18]의 COLORIS는 정적인 캐시 파티셔닝 기법이 필연적으로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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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캐시 파티션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캐시 파티셔닝

기법을 추가하였다. 이 기법은 런타임에 과도하게 할당된 캐시 파티션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할당된 캐시 파티션을 재조정한다.

[19]의 decoupled DMA(DDMA)는 CPU와 IO 장치 간의 메모리

경합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를 dual-data-port로 구성하여 CPU와 IO 

장치가 사용하는 메모리 채널을 분리하는 하드웨어 기법이다. DDMA는

IO 장치와 CPU 간의 메모리 채널 경합을 막아 전체 시스템의 처리량을

높인다.

[20]의 Kpart는 하이브리드 캐시 파티셔닝 공유 기법(hybrid 

cache partitioning-sharing technique)을 제안한다. 우선 이 기법은

응용들이 하나의 파티션을 공유할 경우 발생하는 성능 손실량을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치에 기반하여 응용들을 클러스터들로 그룹화하여

성능 손실량이 적도록 클러스터들에게 파티셔닝 된 캐시를 할당한다. 그

성능 손실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들은 추가로 DynaWay를 제안하였다. 

DynaWay는 그 성능 손실량을 추정하기 위해 COTS 시스템의 PMU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사용하여 응용들이 수행되는 동안 각

응용의 캐시 수요량을 측정한다. 이 기법도 역시 적은 런타임

오버헤드만으로 구동된다. 이러한 캐시 분할 기법은 공간적 성능

고립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법들 중 하나이다.

공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는 메모리 관련 간섭을 예방하여 줄이는

기법이다. 하지만 빈번하게 과도한 자원 프로비저닝(resource 

provisioning)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메모리

자원들은 완전히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분할된 메모리

자원들이 응용들 간에 적응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메모리

자원들이 심각하게 낭비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분할된 메모리 자원이

동시에 수행되는 다수의 응용들에게 할당되면 그들 간의 메모리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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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합은 여전히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다.

제 2 절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
.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은 응용들이 캐시와 메모리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는 시간을 구분하여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막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미리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피할지 아니면

허용할 지에 따라 예방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prevention-based temporal memory resource isolation 

mechanism)과 보상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compensation-based temporal memory resource isolation 

mechanism)으로 구분될 수 있다.

2.1 예방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

예방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은 공정하지 않은 양의

메모리 자원 경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코어에서 태스크들이

수행되는 것을 제한한다. [23]의 비율 기반의 방식(rate-based 

approach)은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낮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초래한 메모리 자원 경합에 의해 지연된다면, 그 낮은 우선순위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코어의 처리율(processing rate)을 낮춘다. 이를

통해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에 의해 지연되는

시간을 줄인다. 이 방식은 그 코어의 처리율을 제어하기 위해서 클록

위상 변조(clock modulation)와 주파수 스케일링(frequency scaling)

기법을 활용한다.

[24]과 [25]의 MemGuard는 태스크의 메모리 요청(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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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이 주어진 서비스 비율(service rate)로 처리되는 전용 메모리

시스템에 비해서 태스크의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average memory 

access time)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동작한다. 이를 위해, 이 메커니즘은

각 코어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마다 특정 메모리 접근 한도(memory 

access quota)를 할당한다. 그리고 어떤 코어의 메모리 접근 한도가

고갈되면 해당 주기의 남은 시간동안 그 코어가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이 기법은 태스크 스케줄러를 통해 그 남은 시간

동안 코어를 유휴 시간(idle time)을 할당하여 어떠한 태스크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26]의 기법은 메모리 컨트롤러의 리퀘스트 버퍼(request 

buffer)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리퀘스트들의(outstanding requests)

개수를 사용하여 중요한 태스크 그룹(critical task group)이 겪는

메모리 접근 간섭의 양을 추정한다. 이 기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리퀘스트들의 개수에 비례하여 메모리 접근 간섭의 양이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에 기반하여, 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태스크

그룹과 중요한 태스크 그룹이 서로 다른 코어에서 동시에 구동 될 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리퀘스트들의 개수가 특정 임계값 이상이면, 메모리

접근 간섭이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태스크

그룹(normal task group)으로부터 생성되는 메모리 리퀘스트

비율(memory request rate)을 줄인다. 이를 통해 중요한 태스크

그룹의 메모리 리퀘스트들이 일반적인 태스크 그룹에 의해 생성된

메모리 리퀘스트들과의 메모리 접근 간섭에 의해 지연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태스크 그룹의 메모리 리퀘스트 비율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파수 스케일링 기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법은 런타임에 일반적인 태스크 그룹을 수행하는 코어를 식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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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의 주파수를 낮추거나 높인다.

[27]의 메모리 대역폭 인지 스케줄링(memory bandwidth-aware 

scheduling) 기법은 전체 처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수행

중인 스레드들 간에 메모리 접근 경합에 의해 지연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스레드들을 스케줄링한다. 이를 위해 이 기법은 동시에 수행 중인

스레드들이 요구하는 총 메모리 대역폭을 추정하고, 그 추정량이 총

가용 메모리 대역폭을 넘지 않도록 스레드들을 멀티 코어에서

스케줄링한다.

[28]의 MISE-QoS와 MISE-Fair은 각각 특정 응용의 QoS를

보장하거나 응용들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memory-

interference-induced slowdown estimation (MISE)라는 지표를

제안하고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를 사용하여 메모리 리퀘스트를

스케줄링한다. 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MISE를 추정하기 위해 런타임에

응용들이 함께 구동될 때 측정된 shared-request-service-rate

(SRSR)와 응용이 혼자 구동될 경우의 alone-request-service-

rate(ARSR)를 추정한다. 그리고 이들 간의 비율을 활용한다.

[29]의 캐시 hierarchy 경합 인지 스케줄링 기법은 시스템

처리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캐시 경합을 줄이도록 스레드들을 멀티

코어에서 스케줄링한다. 이를 위해 각 태스크들이 요구하는 캐시

미스율을 추정하고 그 양이 많은 태스크들을 한 코어에 모아

스케줄링하여 캐시 경합을 줄인다. 각 태스크들이 요구하는 캐시

미스율은 사전에 미리 측정된 캐시 미스율로부터 추정된다.

[30]의 memory-aware load balancing(MLB)은 시스템 처리량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 이주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기법은

동적으로 메모리에 경합의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메모리 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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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들을 특정 코어로 이주한다. 메모리 경합의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LLC(last level cache) 미스 횟수를

모니터링한다.

[31]은 GPU가 요청한 메모리 리퀘스트의 중요도(criticality)를

기준으로 메모리 리퀘스트를 스케줄링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CPU-GPU heterogeneous 시스템에서 3D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율(frame rate)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3D 렌더링

파이프라인(3D rendering pipeline)에서 병목(bottleneck)인

기능으로부터 요청된 메모리 리퀘스트를 중요하다고 정의한다.

[32]의 BWLOCK은 멀티 코어를 사용하는 소프트 실시간(soft 

real-time)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법은 개발자가 실시간

태스크의 코드에 메모리 집약적인 코드 영역을 명시해준다. 그리고

실시간 태스크가 그 코드 영역을 수행하고 있을 때 비실시간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CPU를 유휴 상태로 만든다. 이를 통해 실시간 태스크가

메모리 경합에 의해 지연되는 시간을 제거한다.

[33]의 GPU 응용이 수행되는 동안 CPU에서 수행 중인 메모리

집약적 태스크의 CPU 점유율을 낮추어 CPU의 메모리 리퀘스트

생성률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GPU 커널이 메모리 경합에의해 지연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개발자는 GPU 응용의 수행 여부를

명시적으로 커널에게 제공한다. GPU 응용이 수행 중이면 커널은 메모리

집약적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낮추어 CPU 점유율을 낮춘다.

[34]는 GPU에서 수행되는 3D 렌더링 응용이 CPU와 메모리 접근

경합이 발생하더라도 그 응용의 QoS를 보장하도록 메모리 리퀘스트를

스케줄링한다. 이를 위해 GPU에서 수행되는 3D 렌더링 응용이 요청한

프레임의 렌더링 시간이 데드라인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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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가 LLC에 요청하는 리퀘스트 생성률을 제한한다.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CPU의 메모리 리퀘스트의 우선순위를 GPU의 메모리

리퀘스트 보다 높여서 스케줄링한다. 반대의 경우, 메모리 컨트롤러는

GPU가 메모리 리퀘스트의 우선순위를 CPU 메모리 리퀘스트보다

높여서 스케줄링 한다.

[35]도 [34]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법을 제안되었다. 

GPU에서 수행되는 응용이 요청한 프레임의 처리 시간이 데드라인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메모리 컨트롤러는 GPU가 요청한 메모리

리퀘스트의 우선순위를 CPU가 요청한 리퀘스트와 같거나 높게

설정하여 스케줄링한다.

공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과 같이 예방 기반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도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예방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 기법도 응용들의 메모리 접근에 대한 불공정함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거나 적절히 갱신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일부 태스크들의 수행을

제한하여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태스크의 메모리 요청 비율을

제어하기 위해 메모리 요청 조이기(memory request throttling)이

사용되면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파수 스케줄링을 통해 메모리 요청 조이기가 사용되면, 그

주파수가 낮아진 코어에서는 메모리 요청 비율 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당

산술적 연산(arithmetic instruction)의 처리 비율도 주파수에 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2.2 보상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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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법에서, 기대되는 양의

진전(progress)을 만들지 못한 태스크들은 그들이 지연된 만큼 보상을

받는다. [36]에서 소스 조이기(source throttling) 기법은 태스크의 지연

정도로부터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불공정성을 추정한다. 그리고

가장 성능이 저하된 코어에게 간섭을 일으키는 다른 코어들의 동작

주파수를 낮춘다. 이를 통해 그 다른 코어들이 단위 시간당 메모리

시스템에 주입할 수 있는 메모리 요청 개수를 제한하여 그들의 공유

메모리 시스템 사용 빈도를 낮춘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코어들 간에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37]에서는 공정한 progress 프로세스

스케줄링(fair-progress process scheduling) 기법은 가중치를 갖는

태스크들이 동시에 수행될 때, 그들이 같은 양의 저하(slowdown)

정도를 가지도록 태스크들을 스케줄링한다. 이 기법은 런타임에 모든

태스크들의 progress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스 조이기 기법[18]과

동일하게 태스크의 지연 정도를 지표로 사용한다. 그 지표를 활용하여

지연 정도가 큰 태스크에게 더 많은 CPU 시간을 할당한다.

[38]에서 제안된 캐시 공정 알고리즘은 만약 태스크가 공정하게

캐시를 할당 받은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수행했어야 할 인스트럭션

개수보다 더 적게 수행했다면, 그 태스크의 CPU 타임 슬라이스(CPU 

timeslice)를 증가시킨다. 이 알고리즘은 두 태스크들이 서로 다른

코어에서 함께 구동될 때 유사한 캐시 미스 비율을 겪는다면 그들은

캐시-친밀한(cache-friendly) 관계로 상정한다. 그리고 캐시-친밀한

관계로 두 태스크가 서로 다른 코어에서 구동되면 그들은 공정하게

캐시를 할당 받은 상태로 상정한다. 이 비율로부터 태스크의 공정한

캐시 미스 비율을 추정한다. 이 알고리즘은 실험 데이터로부터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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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함수(linear approximation function)을 사용하여 그 공정한 캐시

미스 비율(cache-fair miss rate)을 얻는다. 그리고 이 비율을 사용하여

각 태스크가 단위 시간당 수행했어야 할 인스트럭션 개수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추정된 인스트럭션 개수를 매

스케줄링 틱마다 실제로 수행된 인스트럭션 개수와 비교하여 그

태스크의 다음 타임슬라이스를 결정한다.

[39] 연구에서 제안된 Dike 기법은 이기종 멀티코어

시스템(heterogeneous multicore system)을 위한 경합 인지

스케줄러(contention-aware scheduler)를 제안하였다. 이 스케줄러는

수행 시간을 고정된 길이의 퀀텀(fixed-length quantum)들로 나눈다.

Dike는 매 퀀텀 마다 모든 태스크들의 메모리 접근 비율(memory 

access rate)을 측정한다. 그리고나서 임의의 태스크들을 다른 코어로

이주하였을 때 변경될 경합 정도에 따른 잠재적인 성능과 공정성 개선

정도를 예측한다. 그 예측된 잠재적인 성능 상에서 얻는 이득이

손해보다 크고 공정성도 개선된다면 그 태스크들을 코어 간에

이주시킨다. 이러한 태스크를 이주를 통해 태스크들 간의 공정성을

달성한다.

[40]의 stall-time fair memory scheduler(STFM)은 서로 다른

스레드 간의 메모리 관련 지연 정도(memory-slowdown)이

동일해지도록 메모리 리퀘스트를 스케줄링하는 메모리 접근

스케줄러(memory access scheduler)를 제안한다. 메모리 관련 지연

정도는 스레드가 혼자 구동될 때의 스톨 시간 대비 다른 스레드들과

함께 구동될 때 스톨 시간의 비율이다. STFM은 런타임에 최대 메모리

관련 지연 정도를 가진 스레드와 최소 메모리 관련 지연 정도를 가진

스레드 간의 비율이 일정 임계치 이상이면,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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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

[41]의 distributed intensity(DI) 기법은 스레드들의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한 캐시 미스율이 동일해지도록 스레드를 스케줄링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 DI는 사전에 미리 스레드 별로 혼자 구동 시

발생하는 캐시 미스율을 측정한다. 그리고나서 런타임에 스레드의 캐시

미스율을 측정하고 미리 측정된 캐시 미스율과의 차이값을 계산하여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한 캐시 미스율 증가량을 얻는다. 이를 기반으로

스레드들의 그 증가량이 동일해지도록 스레드를 스케줄링한다. 그리고

[42]에서는 non uniform memory access (NUMA) 메모리 구조를

가진 시스템으로 DIO를 확장한 DI-NUMA를 제안하였다.

[43]와 [44]의 progress 인지 스케줄러는 태스크들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태스크 간의 progress 차이가 작아지도록 태스크들을

스케줄링한다. Progress는 어떤 한 태스크가 혼자 구동될 때 측정된

IPC에 비해 다른 태스크들과 함께 구동될 때 측정된 IPC의 비율의

누적량이다. 이 기법은 주기적으로 progress가 느린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높여 태스크들 간의 progress 차이가 작아지도록 한다.

그리고 이 기법은 태스크가 혼자 구동될 때의 IPC 값을 얻기 위해 어떤

태스크가 한 코어에서 수행될 때, 다른 코어에 유휴 태스크를 강제로

구동하여 그 태스크의 IPC 값을 얻는다.

[45]의 deadline-aware memory scheduler for heterogeneous 

systems(DASH)는 하드웨어 가속기들에서 수행되는 응용이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CPU-가속기 heterogeneous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데드라인을

만족시키면서 CPU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ASH는

메모리 리퀘스트를 보낸 응용의 데드라인과 메모리 집약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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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리퀘스트를 스케줄링한다.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은 보상 기반의 시간적 메모리 자원 고립화에

속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연구들의 한계점을 해결한다. 앞서 언급된

연구들은 세 가지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선

[36][37][38][39][40][41][42][43][44][45] 연구들은 비대칭적인

멀티코어 아키텍처(performance-asymmetric multicore architecture)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없다. [36][38][39][43][44] 연구들은 시스템

처리량을 상당히 저하시킨다. [36]는 특정 스레드가 사용하는 메모리

대역폭을 줄이기 위해 CPU 주파수를 줄이거나 메모리 리퀘스트를

주입한다. [38]은 메모리 접근 패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빈번하게

PMU로부터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읽는다. [39]은 태스크의 progress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코어 간에 태스크 이주를 이용하였다. 태스크

이주는 추가적인 캐시 미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오버헤드가 수반될 수 있다. [43][44]는 태스크의 progress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제로 유휴 태스크를 구동한다. 마지막으로

[36][37][38][39][40][41][42][43][44][45] 연구들은 NVIDIA 

Jetson AGX Xavier와 같은 최신 COTS 시스템 상에 구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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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배경 지식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된 mCFS는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을 대상으로 설계되고 개발되었다[46]. 본 3장에서는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 상의 구성 요소들과 Xavier SoC 제품군의

Carmel PMU(performance monitoring unit) 그리고 리눅스의 태스크

스케줄러인 CFS가 기술된다.

제 1 절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

NVIDIA Xavier 시리즈 SoC는 그림 2과 같이 하나의 CPU 

complex와 하나의 GPU를 포함한다. CPU complex는 네 개의 Arm 

클러스터들(Arm cluster)을 포함한다. 각 클러스터는 두 개의 2.26GHz 

Arm v8.2 Carmel 코어와 두 코어 간에 공유되는 2MB L2 캐시 한

그림 2.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의 CPU Complex와 GPU.



24

개를 포함한다. 클러스터의 각 코어는 128KB L1 인스트럭션 캐시와

64KB L1 데이터 캐시를 포함한다. L2 캐시는 코어 별 L1 캐시에

대하여 포괄적 캐시(inclusive cache)이다. CPU complex에는

독점적으로 L2 캐시들에 대하여 빅팀 캐시(victim cache)로 사용되는

4MB L3 캐시가 한 개 있다. 네 개의 클러스터들은 캐시 일관성(cache 

coherence)을 지원하는 SCF(system coherence fabric)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클러스터는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으며 대칭적인 멀티

프로세싱(symmetric multi-processing)을 지원한다.

GPU는 여덟 개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streaming 

multiprocessor; SM)와 한 개의 복사 엔진(copy engine)으로 구성되며

NVIDIA의 Volta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SM에는 64개의 1.377GHz 

CUDA 코어, 여덟 개의 텐서(Tensor) 코어 및 한 개의 128KB L1 

캐시가 있다. 그리고 GPU에서 SM과 복사 엔진 간에 공유되는 512KB 

L2 캐시가 있다.

CPU complex와 GPU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해 메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 Jetson AGX Xavier 플랫폼에는 256 비트 2,133MHz 

LPDDR4x DRAM이있는 16GB 주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다.

제 2 절 Carmel PMU 소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해결책의 핵심 기능들 중 하나는 런타임에 수행

중인 각 태스크에 대하여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 정도를 얻기 위한

지표를 런타임에 측정하는 것이다. 제안된 접근 방식은 추가적인

하드웨어 수정 없이 오직 SoC의 하드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성능 모니터링 메커니즘에만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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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 Jetson AGX Xavier는 코어 당 PMU(per-core PMU)와

언코어 PMU(uncore PMU)로 구성된 PMU (performance monitoring 

unit)를 제공한다. 코어 당 PMU는 각 코어마다 존재한다. Arm PMUv3 

설계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Carmel PMU라고도 불린다 [47]. 

표 1. 코어 당 PMU에서 제공되는 선별된 이벤트 목록.

이벤트

번호

이벤트

기호
설명

0x01 L1I_Cache_REFILL
Level-1 인스트럭션 캐시의 누적

리필 횟수

0x02 L1I_TLB_REFILL Level-1 TLB의 누적 리필 횟수

0x03 L1D_Cache_REFILL
Level-1 데이터 캐시의 누적 리필

횟수

0x04 L1D_Cache
Level-1 데이터 캐시의 누적 접근

횟수

0x08 INST_RETIRED
수행 완료된 인스트럭션(retired 

instruction)의 누적 횟수

0x11 CPU_CYCLES CPU 사이클의 누적 횟수

0x12 BR_PRED
분기 예측(branch prediction)의 누

적 횟수

0x13 MEM_ACCESS 누적 메모리 접근 횟수

0x14 L1I_Cache
Level-1 인스트럭션 캐시의 누적

접근 횟수

0x23 STALL_FRONTEND
파이프라인 모델의 프론트엔드에서

카운팅 된 누적 스톨 사이클 횟수

0x24 STALL_BACKEND
파이프라인 모델의 백엔드에서 카운

팅 된 누적 스톨 사이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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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코어 PMU는 CPU 코어의 외부에 존재하며 SCF에 연결된 클러스터

또는 모든 코어들 간에 공유된다.

표 1은 코어 별 PMU에서 제공되는 일부 선별된 이벤트 목록을

나타낸다. 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머는 IPC(instruction per cycle), 

캐시 미스 발생 횟수, 프론트엔드 스톨 사이클 수와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등을 포함하여 SoC 플랫폼의 다양하고 유용한 성능 지표들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코어 당 PMU의 이벤트 카운터를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래머는 Arm 

PMUv3에서 제공하는 32 비트 MSR 및 MRS 명령을 통해 다양한

PMU 레지스터를 읽거나 쓴다. PMU로부터 원하는 이벤트를 읽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1) PMU 초기화 작업

PMU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하나인

performance monitors control register(PMCR)를 사용하여 0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한다. 각 이벤트 카운터는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떤

이벤트를 카운팅 할 지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비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performance monitors count enable set register 

(PMCNTENSET)에서 이벤트 레지스터 번호에 해당하는 비트를 0으로

설정한다. NVIDIA AGX Jetson Xavier SoC에서는 코어마다 일곱 개의

이벤트 카운터들이 제공되며, 각 이벤트 레지스터 번호는 0부터

6까지이다.

(2) 이벤트 카운터 활성화 작업

이벤트 카운터를 통해 어떤 이벤트를 카운팅 할 지 설정하고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는 performance monitors event 

counter selection register(PMSELR)의 [0:41] 비트에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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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이벤트 카운터 번호를 쓴다. NVIDIA AGX Xavier SoC에서는

코어마다 존재하는 일곱 개의 이벤트 카운터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설정된 이벤트 카운터가 카운팅 할 PMU 이벤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performance monitors event type select register (PMXEVTYPER)의

[0:7] 비트에 특정 이벤트 번호를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그 이벤트

카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PMCNTENSET의 이벤트 레지스터

번호에 해당하는 비트에 1을 기록한다.

(3) 이벤트 카운터 읽기 작업

프로그래머가 그 활성화 된 이벤트 카운터로부터 카운팅 된 이벤트

발생 횟수를 읽기 위해서, 우선 PMSELR의 [0:4] 비트에 읽고자 하는

이벤트 카운터 번호를 쓴다. 그리고 나서 performance monitors 

표 2. 언코어 PMU에서 제공되는 선별된 이벤트 목록.

이벤트

번호

이벤트

기호
설명

0x16 L2D_Cache
Level-2 데이터 캐시의 누적 접근

근 횟수

0x17 L2D_Cache_REFILL
Level-2 데이터 캐시의 누적 리필

횟수

0x19 BUS_ACCESS 시스템 버스에 대한 누적 접근 횟수

0x1d BUS_CYCLES 누적 시스템 버스 사이클 횟수

0x2a L3D_Cache_REFILL
Level-3 데이터 캐시의 누적 리필

횟수

0x2b L3D_Cache
Level-3 데이터 캐시의 누적 접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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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event count register (PMXEVCNTR)로부터 카운팅 된

이벤트 횟수 값을 읽는다.

표 2는 언코어 PMU에서 제공되는 일부 선별된 이벤트 목록을

나타낸다. 언코어 PMU는 코어 별 PMU와 다르게 코어 간에 공유되는

자원인 L2 캐시, L3 캐시, 시스템 버스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제공한다.

L2 캐시는 시스템 상에 네 개가 존재하며, 각 캐시에서 관련된

이벤트들이 카운팅 된다. L3 캐시와 시스템 버스는 시스템 상에 하나만

존재하며, 각 구성 요소 별로 이벤트가 카운팅 된다. 하지만 제조사가

이 이벤트들을 읽기 위한 API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응용 개발자들은 이

이벤트들을 사용할 수 없다.

제 3 절 CPU 사이클의 분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CPU는 종종 유용한 작업을 실행하지

못한 채로 CPU 사이클 횟수를 낭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24].

그 낭비되는 CPU 사이클은 프론트엔드 또는 백엔드 스톨 사이클로

구분된다. 이들은 그림 3에 기술된 것처럼 Arm v8.2 Carmel CPU와

같이 비순차 마이크로아키텍처(out-of-order microarchitecture)인

현대의 슈퍼스칼라(modern superscalar) 아키텍처에서 파이프라인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부터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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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는 인스트럭션 페처(instruction fetcher)와 인스트럭션

디코더(instruction decoder)로 구성된다. 명백하게 프론트엔드는

인스트럭션을 페치(fetch)하고 백엔드에 이슈(issue) 되어야 하는

마이크로 연산(micro-operation)의 순서대로 디코드(decode)한다.

프론트엔드는 분기 예측기(branch predictor), 인스트럭션 캐시 (I-

cache) 그리고 인스트럭션 TLB(I-TLB)를 사용하여 백엔드에게

마이크로 연산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백엔드는 마이크로 연산 스케줄러(micro-operation scheduler),

정수 레지스터 파일(integer register file), 부동소수점 레지스터

파일(floating point register file), 정수 연산기(integer execution unit),

그림 3. Arm v8.2 Carmel 코어에서 파이프라인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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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소수점 연산기(floating-point execution unit), 메모리 로드/스토어

연산기(load/store unit), 데이터 캐시(D-cache) 그리고 데이터

TLB(D-TLB)를 포함한다. 백엔드는 우선 프론트엔드로부터 이슈 된

마이크로 연산 큐에서 버퍼링 된 마이크로 연산들을 스케줄링한다.

그리고 원시 코드로부터 도출된 데이터 의존성과 제어 의존성에 일관된

순서로 그 마이크로 연산들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백엔드는 수행된

결과를 레지스터 파일들과 데이터 캐시에 라이트-백(writeback)한다

[48].

인스트럭션 캐시 미스, 인스트럭션 TLB 미스 그리고 분기 예측

실패(branch misprediction)는 파이프라인의 초반부에 CPU 스톨을

초래한다. 이 현상은 프론트엔드 스톨로 불린다. 이와 유사하게

파이프라인 내에서 수행 유닛들과 메모리 자원에 대한

가용성(availability)의 부재는 프론트엔드로 부터 이슈된 마이크로

연산들이 백엔드에서 리타이어링(retiring)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톨은 백엔드 스톨로 언급된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스톨 사이클들과 달리, 파이프라인에서

마이크로 연산들이 리타이어링 되면 그 CPU 사이클은 실질적인 연산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사이클이다. 이러한 사이클은 리타이어드

인스트럭션 사이클(retired instruction cycle)로 불린다. 프론트엔드

스톨은 매 CPU 사이클마다 프론트엔드로부터 마이크로 연산들을

백엔드에게 이슈 할 수 없어서 마이크로 연산이 이슈 되지 않으면

카운팅된다 [23]. 백엔드 스톨은 매 CPU 사이클마다 백엔드에서 더

이상 마이크로 연산들을 더 이상 리타이어링 할 수 없어서 마이크로

연산이 백엔드로 이슈되지 않으면 카운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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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리눅스 커널의 CFS

CFS는 리눅스 커널 2.6.23 릴리즈 이후로 메인라인 태스크

스케줄러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CFS는 다수의 수행 가능한

태스크들(runnable tasks) 간에 공정성(fairness)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점이 그 이전 리눅스 커널 버전에서 사용되었던

스케줄러들과 구분된다. 리눅스에서 태스크 스케줄러의 공정성은

태스크들의 물리적인 수행 시간이 그들의 가중치(weight)에 비례한다는

속성으로부터 정의된다 [3][4][49]. 따라서, CFS에서 가중치는 각

태스크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속성이다. 전통적인 리눅스 커널과

일관적인 방식으로 유저들이 각 태스크에 대하여 가충치 값을 명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CFS는 나이스 값을 활용한다. 전통적인

리눅스에서 나이스 값들은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 3. 각 나이스 값 별 가중치.

나이스

값

가중치

값

나이스

값

가중치

값

나이스

값

가중치

값

나이스

값

가중치

값

-20 88761 -10 9548 0 1024 10 110

-19 71755 -9 7620 1 820 11 87

-18 56483 -8 6100 2 655 12 70

-17 46273 -7 4904 3 526 13 56

-16 36291 -6 3906 4 423 14 45

-15 29154 -5 3121 5 335 15 36

-14 23254 -4 2501 6 272 16 29

-13 18705 -3 1991 7 215 17 23

-12 14949 -2 1586 8 172 18 18

-11 11916 -1 1277 9 137 19 15



32

사용되었다. CFS에서 그 나이스 값은 특정 가중치 값과 매핑된다.

나이스 값은 정수 값으며, 그 범위는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20, 19]이다. 각 나이스 값에 매핑되는 가중치 값도 정수 값이며, 그

범위는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88761, 15]의 범위를 가진다. 표 3은 각

나이스 값 별 가중치 값을 나타낸다.

태스크들 간에 공정성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CFS는 가상

런타임(virtual runtim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가상 런타임은

태스크마다 부여되는 속성이며, 가중치에 반비례하는 태스크의 누적

런타임으로 정의된다. 만약 특정 시점에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모든

태스크들의 가상 런타임 값들이 동일하다면, 그 시점에 태스크들은

정확히 공정한 양의 CPU 시간을 할당 받은 것이다. 따라서, CFS는

수행 가능한 태스크들의 가상 런타임 값들 간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태스크들을 스케줄링한다.

��가 나이스 값 0에 매핑되는 가중치 값이라고 하자. 그리고 ��는

태스크 �� 의 가중치 값이라고 하자. ��(�)는 시각 �에서 태스크 �� 의

물리적인 런타임의 누적량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CFS에서 시각 �에서

태스크 ��의 가상 런타임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태스크의 가상 런타임이 작을수록 그 태스크는 더 많이 스케줄링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FS는 적은 런타임 오버헤드만으로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타임 슬라이스는 각

태스크에게 부여되는 속성이며, 그 태스크가 선점되지 않은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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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것이 허용되는 시간 구간이다. CFS에서 태스크의 타임

슬라이스 길이는 그 태스크의 가중치에 비례한다. 태스크 �� 의 타임

슬라이스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 은 수행 가능한 태스크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태스크 �� 의

가중치는 �� 이며, � 는 주어진 워크로드에 따라 정해진 상수이다.

리눅스에서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_��ℎ��_�������
���_����������� × �

				
if	� < ��_�������,

otherwise

�은 태스크의 개수이며, ������_��ℎ��_������� , ��_������� , 그리고

���_�����������는 현재 리눅스 커널 구현 상에서 각각 6, 8 그리고

0.75로 시스템에 부여된 상수들이다.

CFS는 분산된 런큐(distributed runqueue) 구조를 가지는 대칭적

멀티프로세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리눅스 커널은 각 코어마다

소속된 런큐를 관리하며 각 코어의 CFS 인스턴스가 독립적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한 코어의 런큐는 수행 가능한 태스크들의

리스트를 관리한다. 이 태스크들은 그들의 가상 런타임이 오름 차순으로

정렬된다.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가 자신의 타임 슬라이스를 모두

소진했을 때, CFS는 가상 런타임 값이 가장 작은 태스크인 런큐의

첫번째 태스크를 선택하고 그것을 디스패치하여 수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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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에 관한 지표 정의

와 검증

커널에서 실용적이면서 구현 가능한 메모리 인지 비례 공정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복잡한

멀티코어 프로세서 내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가늠하기 위한 정확한 지표를 정량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잘 정의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 시스템의

SoC에서 제공하는 성능 모니터링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런타임에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본 학위논문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현대

SoC들의 PMU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계산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 정의한다. 그 지표를 제안하기 위해 본

학위논문은 우선 NVIDIA Xavier series SoC 등의 현대 CPU 

아키텍처의 PMU에서 제공되는 지표들 중 하나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나서 실험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안된 지표를 정당화한다.

제 1 절 백엔드 스톨 사이클 분류와 지표의 정의

앞서 언급됐듯이 현대 SoC 아키텍처에서 파이프라인의 백엔드는

정수 연산 유닛 또는 고정소수점 연산 유닛 등을 통해 산술적인

마이크로 연산들을 수행한다. 또한, 백엔드는 L1, L2, L3 캐시 그리고

메모리로 구성된 메모리 계층 구조(memory hierarchy)를 활용하는

메모리 로드/스토어 유닛을 사용하는 메모리 마이크로 연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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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다. 백엔드가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상황은 그 이유에

따라 네 가지 경우들로 구분될 수 있다.

1) 만약 산술적 연산 유닛이 이미 다른 마이크로 연산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면, 백엔드는 그 처리 되어야하는 마이크로 연산에

의해 현재 요구되는 마이크로 연산을 처리하는 것은 지연된다.

주로, 긴 처리 시간이 요구되는 분할(divide) 마이크로 연산은

이러한 직렬화(serialization)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백엔드에서 발생하는 스톨은 일반적으로 수 개의 CPU 

사이클 동안만 지속된다 [48].

2) 인스트럭션 간에 데이터 종속성(data dependency)이 존재할 때,

레지스터에 저장된 피연산자(operands)들이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백엔드는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백엔드

스톨은 그 지속 시간이 짧으며 단 수 개의 CPU 사이클 동안만

발생한다 [48].

3) 시스템에서 태스크가 단독으로 실행되더라도 백엔드는 데이터

캐시 미스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백엔드 스톨은 메모리 접근 시간(memory access 

time)에 비례하며, 무시할 수 없는 개수의 CPU 사이클 동안

지속된다 [48].

4) 시스템에서 수행중인 태스크가 동시에 다른 코어에서 수행 중인

다른 태스크들과 캐시를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데이터 캐시 미스가 발생할 수 있다. 백엔드는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 캐시 미스를 처리하는 동안 대기해야 한다. 코어들 간에

심한 메모리 접근 경합이 발생하면 이러한 백엔드 스톨에 의한

대기 시간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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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 경우들에 속하는 벡엔드 스톨은 데이터

의존성과 태스크 자체의 고유한 캐시 사용 패턴과 같은 태스크 고유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백엔드 스톨을 고유한 백엔드

스톨(intrinsic backend stall)이라고 정의한다. 마지막 네번째 경우에

속하는 백엔드 스톨은 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다수의 태스크들 간에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백엔드

스톨을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genuine memory-

related backend stall)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전체적인 백엔드 스톨 횟수는 고유한 백엔드

스톨과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횟수의 합이다. 본

연구는 이들을 정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1. 시간 구간 [��, ��] 동안 태스크 �� 의 고유의 백엔드 스톨

사이클 횟수와 메모리에 관련된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횟수를 각각 ��
∗(��, ��)와 ��

�(��, ��)라고 하자. 시간 구간 [��, ��] 동안

태스크 ��의 정의에 따라 총 백엔드 스톨 개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본 학위논문은 주어진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의 지표로 ��
�(��, ��)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 절에서

이렇게 제안된 지표가 메모리 인지 비례 공정 스케줄링에서 ��
�(��, ��)

이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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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표에 대한 실험적 검증

본 연구는 SPEC CPU2017의 43개 벤치마크들 중 메모리 집약적

벤치마크 프로그램들(memory-intensive benchmark program)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사용하여 제안된 지표의 타당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50][51]. 선정된 벤치마크들은 619.lbm_s, 

620.omnetpp_s 그리고 623.xalancbmk_s이다. 표 4는 각

벤치마크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본 연구는 NVIDIA Jetson AGX 

Xavier 플랫폼에서 이 벤치마크들을 구동하였다.

표 5는 NVIDIA Jetson AGX Xavier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세 사양을 제공한다. 실험 중에 메모리 접근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신중하게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

표 4. SPEC CPU2017 벤치마크 619.lbm_s, 620.omnetpp_s, 

623.xalancbmk_s에 대한 설명.

벤치마크 설명

619.lbm_s

이 벤치마크는 압축할 수 없는 유체를 3D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Lattice Boltzmann 

Method (LBM)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수

행하며, 응용 분야는 유체역학이다.

620.omnetpp_s

이 벤치마크는 10Gb 이더넷 네트워크의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응용 분야는 컴

퓨터 네트워크이다.

623.xalancbmk_s

이 벤치마크는 W3C recommendation인 XSL 

transmation (XSLT)의의 구현물인 Xalan-

C++ 버전 1.10의 각종 기능들을 구동하며,

응용 분야는 XSLT를 사용하여 XML을

HTML로 변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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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서 CPU, GPU 그리고 EMC(external memory controller)의

동작 주파수를 최대로 고정하였다. 이들의 최대 동작 주파수는 각각

2.265GHz, 1.377GHz 그리고 2.133GHz이다. NVIDIA Jetson AGX

Xavier가 제공하는 sysfs 파일들을 사용하여 CPU, GPU 그리고

EMC의 동작 주파수가 설정될 수 있다.

본 실험의 조작 변인은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의 양이고 평가 지표는

각 벤치 마크의 전체 실행 동안 메모리 관련 백엔드 스톨 사이클

횟수이다. 메모리에 관련 간섭의 양은 각 캐시 미스를 처리할 때 캐시

표 5. NVIDIA Jetson AGX Xavier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사양.

분류 설명

HW

CPU
8-core ARM v8.2 Carmel 64-bit CPU, 

8MB L2, 4MB L3 캐시

GPU 512-core Volta GPU

Memory 16GB 256-Bit LPDDR4x, 137GB/s

Storage 32GB eMMC 5.1

SW

Kernel Linux 4.9.108

OS Ubuntu 18.04.1 LTS

SW package JetPack 4.1.1

C library GNU C library 2.27

GPGPU library CUDA 10.0

C compiler GNU Arm compiler 7.4.0

GPGPU compiler CUDA v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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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수와 메모리 액세스 빈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캐시 경합 생성기와 메모리 접근 경합 생성기로 구성된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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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경합 생성기는 각 로드/스토어 인스트럭션에 대한 캐시 라인

리필을 발생시키도록 개발된 간단한 C 프로그램이다. 두 연속적인

로드/스토어 인스트럭션들 사이에 산술적인 인스트럭션들을 삽입하여

캐시 미스 발생 빈도를 제어하여 캐시 경합 발생 정도를 조절하였다.

캐시 경합 발생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의 테스트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캐시 경합 생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가지 테스트 인스턴스와

로드/스토어 인스트럭션과 산술적인 인스트럭션의 비율이 각각 1:15, 

1:10, 1:5 및 1:1 인 네 가지의 테스트 인스턴스들을 생성하였다.

산술적인 인스트럭션 대비 로드/스토어 인스트럭션의 비율이 커질수록

캐시 경합을 더욱 크게 발생시킨다.

그림 4. 메모리 접근 경합 생성기의 CUDA 스레드 개수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
그림 5. 619.lbm_s 구동 시 메모리 관련 경합에 관련된 간섭의 양에

따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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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접근 경합 생성기는 GPU가 메모리에 접근하여 메모리 접근

경합을 발생시키도록 개발된 간단한 CUDA 프로그램이다. 각 CUDA 

스레드는 8MB의 메모리 읽기와 4MB의 메모리 쓰기를 차례로 반복하여

수행한다. CUDA 스레드 수를 조절하여 GPU가 단위 시간당 요청하는

메모리 접근 수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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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의 메모리 관련 간섭에 대한 조작 변인을 만들기 위해, 본

학위논문은 각 캐시 경합 인스턴스에 대해 두 가지의 메모리 접근 경합

경우를 조합하였다. CUDA 스레드 개수가 0으로 메모리 접근 경합이

없는 경우와 CUDA 스레드 개수가 64개로 메모리 접근 경합이 최대인

경우이다. CUDA 스레드 개수를 64 개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가용

메모리 대역폭이 포화되어 메모리 접근 경합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4은 CUDA 스레드 개수에 따른 메모리 접근 경합 생성기의

메모리 사용 대역폭을 나타낸다. 수평 축은 CUDA 스레드 개수이며,

수직 축은 메모리 사용량 대역폭이다. CUDA 스레드 개수가 64개

이상이 되면 메모리 사용 대역폭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의조작 변인은 캐시 경합 생성기와 메모리

그림 6. 620.omnetpp_s 구동 시 메모리 관련 경합에 관련된 간섭의

양에 따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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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합 생성기에 대한 테스트 인스턴스의 10 개의 고유한 조합들로

구성된다.

각 실험을 수행할 때마다, 본 연구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코어 7에

고정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캐시 경합 생성기의 인스턴스를 각

코어들에 하나씩 할당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캐시

경합 생성자 간에 L1, L2 그리고 L3 경합을 함께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메모리 접근 경합 생성기의 인스턴스를 GPU 상에서

구동하였다. 표 1에 나타났듯이 각 코어 별 PMU 이벤트들 중에 본

연구는 각 실험마다 벤치마크가 수행되는 시간 구간 동안의 누적

STALL_BACKEND 이벤트 발생 횟수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상 시스템의 한 코어에서

그림 7. 623.xalancbmk_s 구동 시 메모리 관련 경합에 관련된 간섭의

양에 따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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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 백엔드 스톨

사이클 개수를 측정하였다. 그 측정된 개수를 고유한 백엔드 스톨

개수로 사용하였다. 정의에 따라 그 개수는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고유한 백엔드 스톨 개수이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된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의 양을 서로 다르게 부여한 상태에서 각 벤치마크를 완료할 때까지

수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실험 시행마다 벤치마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백엔드 스톨 사이클 개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각각 619.lbm_s, 620.omnetpp_s, 

623.xalancbmk_s 구동 시 측정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수평 축은

조작 변인인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의 양을 나타낸다. 수직 축은 상단에

고유한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와 하단에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수로 구동되는 총 백엔드 스톨 수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로부터 메모리 관련 간섭 정도가 커질수록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관련 간섭에 있어서 메모리 접근 경합에 비해 캐시

경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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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문제 정의

본 5장에서는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메모리 인지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나서 문제를 수식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들을 표 6에 요약하였다.

제 1 절 대상 시스템과 태스크 모델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동일한 코어들의 집합 � 로 구성된

대칭적인 멀티코어 프로세서(symmetric multicore processor)이다.

대상 시스템은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메커니즘이 동작한다. DVFS 메커니즘은 전력

소모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동작 주파수를 낮추도록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DVFS 메커니즘 하에서 mCFS가 동작하기 위해서

mCFS는 각 코어에서 수행 중인 태스크의 가상 런타임을 계산할 때, 각

코어의 동작 주파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성능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작 주파수와 상대적

성능(relative performance) 간의 매핑인 �: � → � 를 사용한다. � 는

대상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 은

상대적인 성능 값들의 집합이다. � 에서 ���� 가 최저 주파수일 때,

상대적인 성능 �(�) 는 기준이 되는 성능 �(����) 대비 속도

향상(speedup) 비율이다. 그림 8은 그 매핑 테이블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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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응용 모델에서 응용은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는 리눅스 프로세스이다. 리눅스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유저

표 6. 용어 설명.

용어 정의

� 코어들의 집합

� 각 코어에 허용된 동작 주파수의 집합

�(�)
동작 주파수 � ∈ � 에서 상대적인 성능(relative 

performance)

� QoS 태스크들의 집합

� Best-effort(BE) 태스크들의 집합

�� � ∪ �에 속한 태스크

�� 태스크 ��의 가중치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CPU 시간

��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실질화 된 CPU 시

간(actualized CPU time)

��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actualized scaled CPU time)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CPU 사이클 수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총 백엔드 스톨 사

이클 수

��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고유한 백엔드 스

톨 사이클 수

��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 의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 ��)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ASVR

���,�(�)�
시간 구간 [��, ��] 에서 태스크 �� 와 태스크 �� 간의

ASVR 차이값

����(�) 시간 구간 [��, ��]에서 가장 큰 ���,�(�)�

��(�, ��, ��)
동작 주파수가 � ∈ �이고 시간 구간 [��, ��]에서 태스

크 ��의 IBSR

���(�) 동작 주파수가 � ∈ �일 때, 태스크 ��의 평균 IB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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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스레드(user-level thread)로 구성된다. 유저 레벨 스레드는

커널에 의해 스케줄링 되는 커널 레벨의 기본 단위인 태스크로 1:1로

매핑된다. 응용은 프로그래머의 결정에 따라 QoS 응용이거나 BE

응용으로 설정된다. 정의에 따라 QoS 응용에 속한 모든 유저 레벨

스레드들은 QoS 태스크들이 된다. QoS 응용의 코드를 QoS 응용인

리눅스 프로세스로 구동하기 위해서 전용 런처 프로세스(dedicated

launcher process)가 사용된다. 응용 개발자는 그 전용 런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QoS 응용을 구동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BE 응용은 기존의 리눅스 응용이며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구동되더라도 기존의 CFS의 스케줄링 정책과 동일하게

스케줄링 된다.

그림 8. NVIDIA Jetson AGX Xaiver에서 CPU의 가용 동작 주파수 별

상대적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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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의된 태스크 모델에서 � 는 QoS 태스크들의

집합이고, � 는 BE 태스크들의 집합일때, 대상 시스템은 � 개의

태스크들로 구성된 집합 � ∪ � = {��, ��, … , ��} 을 구동한다. 시스템

개발자는 앞서 언급된 대로 태스크들을 구분한다. QoS 태스크들은

mCFS에 의해 스케줄링 되는 반면 BE 태스크들은 기존 CFS에 의해

스케줄링 된다. 이러한 정책은 BE 태스크들의 성능이 저하되더라도

QoS 태스크들은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스크들 간에 CPU 대역폭을 할당하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따라서, QoS 태스크들의 성능 고립화를 위해서 BE

태스크들이 희생되어야 한다.

� ∪ � 에 속한 태스크 �� 는 고정된 가중치 값 �� 을 갖는다. 앞서

언급됐듯이 CFS에서 태스크의 가상 런타임은 태스크의 누적 런타임을

그 태스크의 가중치로 나눈 값이다. CFS는 공정성의 지표로 가상

런타임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CFS에서 메모리 인지 공정성(memory-aware 

fairness)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수행된 연구에서 정의된

SVR(scaled virtual runtime) 개념을 확장하였다 [5][6].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ASVR (actualized scaled virtual runtime)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어진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 의 실질화 된 CPU 

시간 개념을 소개한다. 그리고나서 본 연구는 그 시간 구간동안 동작

주파수에 따라 실질화 된 CPU 시간을 스케일링한다. 마지막으로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actualized scaled CPU time)을 그

태스크의 가중치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ASVR을 계산한다. 이 ASVR을

사용하여 메모리 인지 공정성을 정의하고 문제를 간단히 수식화 한다.

본 연구에서 태스크 �� 의 CPU 시간과 CPU 사이클 수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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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 ��)로 표현된다.

정의 2. 시간 구간 [��, ��]이 주어졌을 때, 이 구간의 종단 시각에서

태스크 �� 의 실질화 된 CPU 시간(actualized CPU time) ��
�(��, ��)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 −
��
�(��, ��)

��(��, ��)
� 														��	�� ∈ �

	��(��, ��)																																																		��	�� ∈ �

BE 태스크의 실질화 된 CPU 시간은 기존의 CPU 시간과 동일하다.

이는 BE 태스크들이 메모리 관련 간섭으로부터 보상 받지 않기

때문이다. QoS 태스크의 실질화 된 CPU 시간은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시간으로부터 추정된 CPU 시간이다. 앞서

언급됐듯이 ��
�(��, ��)는 [��, ��]에서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동작 주파수에 따라 실질화 된 CPU 시간을

스케일링한다.

정의 3.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일 때, 태스크 ��의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actualized scaled CPU time)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본 연구는 차례로 다음과 같이 ASVR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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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 태스크 �� 의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가상 런타임(actualized 

scaled virtual runtime; ASVR)은 다음과 같다.

��(��, ��) =
1

��
∙ ��

��(��, ��)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태스크들의 ASVR이 동일하도록 스케줄링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 대칭적인 멀티코어 시스템을 위해 완벽한

메모리 인지 공정성(perfectly memory-aware fairness)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5. 메모리 인지 완벽한 비례공정 스케줄러(memory-aware

perfectly fair-share scheduler)는 시간 구간 [0, �]에서 임의의 태스크

��와 ��가 다음을 만족하는 것이다.

��
��(0, �)

��
��(0, �)

=
��
��

제 2 절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 ∪ �에 속한 임의의 한 쌍의

태스크들 간에 ASVR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 구간

[0, �]에서 두 태스크 ��와 �� 간에 ASVR 차이를 �(�,�)라고 하자. 이 때,

최대 ASVR 차이값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51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목적은 ����(�) 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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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메모리 인지 비례공정 스케줄링

본 연구는 QoS 태스크들을 함께 수행되는 다른 태스크들과의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메모리 인지 공정성을

리눅스 커널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COTS 시스템에

탑재된 기본적인 프로세서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만을 사용하며,

하드웨어를 수정하지 않고 리눅스 커널의 CFS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수정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1 절 mCFS 아키텍처

본 절은 mCFS의 커널 레벨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그림 8에

기술되었듯이, mCFS는 CFS 태스크 스케줄러, ASVR 갱신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두 개의 커널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가상

런타임 갱신기(virtual runtime updater)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CFS

태스크 스케줄러의 컴포넌트들은 수정하지 않았다.

ASVR 갱신기는 기존의 가상 런타임 갱신기를 대체한다. 이 ASVR 

갱신기는 각 코어마다 존재하며, 각 코어에 대한 리눅스 커널의 매

스케줄링 틱마다 호출된다. 매 호출마다 ASVR 갱신기 내의 다섯 개의

컴포넌트들이 동시에 수행된다.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들의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가상 런타임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ASVR 

갱신기는 CPUFreq 가버너를 통해 코어의 현재 동작 주파수를 얻는다.

그리고 PMU 드라이버를 통해 몇 가지 PMU의 이벤트 카운터들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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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R 갱신기는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기(memory-related 

interference estimator), 상대적인 성능 추정기(relative performance 

estimator), 실질화 된 CPU 시간 계산기(actualized CPU time 

그림 9. mCF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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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or),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 계산기(actualized scaled 

CPU time calculator), ASVR 계산기(actualized scaled virtual 

runtime calculator)로 구성된다.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기는 마지막 스케줄링 틱 구간 [��, ��] 동안

수행된 태스크 ��에 대하여 런타임에 발생한 메모리 관련 간섭의 양을

추정한다. 입력으로 CPUFreq 가버너로부터 코어의 동작 주파수 �와

PMU 드라이버를 통해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 ��) 를 받는다.

이러한 입력들로부터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
�(��, ��) 를 추정한다. 수행된 태스크 �� 의 종류에 따라 출력값이

달라진다. 수행된 태스크 �� 가 QoS 태스크이면 ��
�(��, ��)를 제공하는

반면, BE 태스크이면 ��
�(��, ��)으로 0을 제공한다.

상대적인 성능 추정기는 매 스케줄링 틱 마다 그 마지막 스케줄링

틱 구간 [��, ��] 동안 사용된 코어의 동작 주파수 �로부터 그 코어의

상대적인 성능을 추정한다. 입력으로 앞장에서 언급된 동작 주파수와

상대적 성능 간의 매핑 테이블 �: � → �을 사용하여, 상대적인 성능을

추정한다.

실질화 된 CPU 시간 계산기는 매 스케줄링 틱 마다 그 마지막

스케줄링 틱 구간 [��, ��] 동안의 CPU 시간인 �� − ��에서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해 지연된 시간을 제거하여 실질화 된 CPU 시간 ��
�(��, ��)을

계산한다. 앞서 언급된 정의 2에 따라, 이 계산기는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에 의해 지연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PMU 드라이버로부터 그

구간 동안 카운팅 된 CPU 사이클 수 ��(��, ��) 와 메모리 관련

추정기로부터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
�(��, ��)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 두 값들로부터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해 지원된 시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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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 계산기는 매 스케줄링 틱 마다 그

마지막 스케줄링 틱 구간 [��, ��] 에 대하여 계산된 실질화 된 CPU 

시간을 스케일링한다. 이를 위해 이 계산기는 실질화 된 CPU 시간

��
�(��, ��)과 상대적인 성능 추정기로부터 상대적인 성능 �(�)을 입력으로

받는다. 앞서 언급된 정의 3에 따라 이 두 값을 곱하여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 ��
��(��, ��)을 계산한다.

ASVR 계산기는 매 스케줄링 틱 마다 그 마지막 스케줄링 틱 구간

[��, ��]에 대하여 계산된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 ��
��(��, ��)를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가상 런타임 ��
��(��, ��)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이

계산기는 실질화와 스케일링 된 CPU 시간 ��
��(��, ��)를 입력으로 받는다.

정의 4에 따라 ��
��(��, ��)를 태스크 ��의 가중치 ��로 나누어 ��

��(��, ��)을

계산한다.

이러한 ASVR 갱신기의 다섯 개의 컴포넌트들 중에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기는 자세하게 설명할 가치가 있다

제 2 절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 기법

��가 스케줄링 틱 구간의 길이라고 하자. 임의의 시각 �에 스케줄링

틱 ��가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정의 1에 기반하여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기는 아래와 같이 ��
�(� − ��, �)를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1)

이러한 수식이 실현 가능 하려면,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기는

기존에 PMU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 − ��, �) 와 ��
∗(� − ��, �) 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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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 ��(� − ��, �) 는 PMU의 "STALL_BACKEND"

이벤트를 모니터링하여 쉽게 얻을 수 있지만, ��
∗(� − ��, �)는 PMU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
∗(� − ��, �) 를

런타임에 측정하기 위해서 PMU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의 조합으로

변환한다.

본 연구는 동작 주파수 � ∈ �가 주어졌을 때, 태스크 �� 의 IBSR 

(intrinsic backend stall rate)를 정의하며 시작한다. 수식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6. 동작 주파수가 � ∈ � 일 때, 시간 구간 [��, ��]에서 태스크

��의 고유한 백엔드 스톨의 비율(intrinsic backend stall rate; IBSR)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2)

수식 (2)는 ��(�, � − ��, �)를 사용하여 ��
∗(� − ��, �)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의의 시간 구간 [��, ��]에 대하여

��(�, ��, ��) 값을 미리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 ��, ��) 근사값인 평균 IBSR ���(�)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정의 7. 충분히 긴 시간 �가 주어졌을 때, 태스크 ��의 평균 IBS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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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의 ��(�, ��, ��) 에 그것의 근사값인 ���(�) 을 대입하여

��
∗(��, ��)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 ∙ (�� − ��) (4)

그러므로,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기는 다음의 수식대로 각 스케줄링

틱이 발생한 시각 �마다 ��
�(� − ��, �)을 계산한다.

��
�(� − ��, �) = ��(� − ��, �) − ���(�) ∙ �� (5)

태스크가 충분히 큰 스케줄링 틱 구간 동안 수행될 때, 메모리 관련

간섭 추정기는 각 스케줄링 틱 구간의 고유한 백엔드 스톨 사이클

카운트 ��
∗(� − ��, �)를 누적하며 여러 번 더한다. �번째 스케줄링 틱의

경우, 누적된 고유한 백엔드 스톨 사이클 카운트는 대략적으로 � ∙ ���(�) ∙

�� 가 된다. � 가 충분히 크면 추정된 고유의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

� ∙ ���(�) ∙ �� 가 실제로 고유한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에 충분히

가까워진다. 본 연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우선 본 연구는 주어진 시간 구간 [��, ��]이 � 보다 충분히 크면,

아래 수식과 같이 ���(�)가 ��(�, ��, ��)에 가까워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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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양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수식

(6)을 정당화한다. 이를 위해 코어 7에서 벤치 마크 프로그램인

600.perlbench_s, 602.gcc_s, 619.lbm_s, 620.omnetpp_s, 

631.deepsjeng_s, 648.exchange2_s 중 하나를 고정하고 메모리

관련 간섭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였다. 표 7은 실험에 사용된 다섯 가지

표 7. SPEC CPU2017 벤치마크 600.perlbench_s, 602.gcc_s, 

631.deepsjeng_s, 648.exchange2_s에 대한 설명.

벤치마크 설명

600.perlbench_s

이 벤치마크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

하나인 Perl v5.22.1을 사용하여 세 가지 Perl 

스크립트들을 실행한다. (1)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인 SpamAssassin을 사용하여 이메일들

중 스팸 여부를 확인한다. (2) 오픈 소스 소프

트웨어인 MHonArc를 사용하여 랜덤으로 생성

된 이메일을 HTML로 변환한다. (3) specdiff

라는 CPU2017 도구를 수행한다. 이 벤치마크

의 응용 분야는 Perl 인터프리터이다.

602.gcc_s

이 벤치마크는 GCC 버전 4.5.0인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C 코드를 컴파일하며, 응용 분야는

GNC C 컴파일러이다.

631.deepsjeng_s

이 벤치마크는 2008 World Computer 

Speed-Chess Champion인 Deep Sjeng 

WC2008 소프트웨어를 구동한다. 이 소프트웨

어는 주로 알파-베타 가지치기(Alpha-beta 

pruning)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응용 분야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분야이

다.

648.exchange2_s

이 벤치마크 프로그램은은 9x9 스도쿠 퍼즐

문제를 생성하며, 최대 여덟 깊이(8-depth)의

회귀 함수를 사용한다. 응용 분야는 깊은 회귀

함수 구동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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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CPU2017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이 경우, 백엔드

스톨은 고유한 백엔드 스톨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 실험 설계에서

측정된 백엔드 스톨 ��(��, ��) 은 고유의 백엔드 스톨 ��
∗(��, ��) 과

동일하다. 본 연구는 각 벤치마크의 총 수행 시간 ������ 동안 벤치 마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수행 중일때,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의 증가량을 1ms마다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 	��와

�를 변경하며 수많은 IBSR 값 ��(�, ��, �� + �)을 반복적으로 계산하였다.

� 을 1부터 2의 배수로 늘려가며 조정하였다. 또한 전체 실행 시간

��(�, 0, ������) 에 대한 IBSR도 계산하였다. ��(�, ��, �� + �) 가

��(�, 0, ������) 에 얼마나 가까운 지 분석하기 위해 이들 사이의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계산하였다. MAPE는 각

�에 대하여 측정된 ��(�, ��, �� + �)이 ��(�, 0, ������)에 비하여 오차율을

계산하고, 그 모든 �에서 계산된 오차율들의 절대값에 대한 평균값이다. 

그림 6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가 벤치 마크의 전체 실행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MAPE가 줄어든다. � 가 128s를 초과하면 MAPE가

충분히 작아진다. 모든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서 유사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

CFS에서 태스크는 그 태스크에게 주어진 모든 스케줄링 틱 구간

동안 비선점적(non-preemptive)으로 수행된다. 태스크 �� 가 수행된

1 ≤ � ≤ �에 대해 � 스케줄링 틱 구간 [��, �� + ��]이 주어졌을 때, �가

� ∙ �� ≥ �와 같이 충분히 큰 경우 수식(4)에 의해 다음의 수식이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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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00.perlbench_s 구동 시 �에 따른 MAPE.

그림 11. 602.gcc_s 구동 시 �에 따른 MAPE.

그림 12. 619.lbm_s 구동 시 �에 따른 MAPE.

그림 13. 620.omnetpp_s 구동 시 �에 따른 M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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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0, � ∙ ��) 	 ∙ � ∙ �� ≈ ���(�) ∙ � ∙ �� (7)

따라서, Eq. (7)은 본 연구의 주장을 증명한다.

본 학위논문은 다양한 벤치마크로부터 측정된 MAPE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 를 얻기 위한 � 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유저들은 먼저 MAPE에 대한 임계 값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

다음 임계 값을 만족하는 �를 선택할 수 있다. 실험에서 본 연구는 임계

값으로 5%를 선택하고 � 에 대해 128을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100초보다 큰 값이면 충분하다.

그림 14. 631.deepsjeng_s 구동 시 �에 따른 MAPE.

그림 15. 648.exchange2_s 구동 시 �에 따른 M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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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유저와 인터페이싱

메모리 인지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통해 QoS 태스크가 메모리 관련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므로, mCFS는 QoS 응용과 BE 응용을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래머가 mCFS에게 QoS 응용에 대해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 런처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런처 프로세스의

의사 코드는 그림 7에 나와 있다. 이 런처를 통해 기존의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mCFS를 리눅스 커널에 적용할 수

있었다.

런처 프로세스는 QoS 응용을 실행하기 위한 파일의 경로, 매개

변수 그리고 평균 IBSR 값으로 구성된 세 가지 인자들을 입력 받는다. 

런처는 두 단계로 동작한다. 먼저 write() 시스템 호출을 통해 평균

IBSR 값을 /proc/pid/ibsr 파일에 저장한다. 여기서 "pid"는 런처

프로세스의 메인 태스크 ID이다. write() 시스템 콜이 호출되면 입력된

평균 IBSR 값을 런처 프로세스의 task_struct 인스턴스에 복사하는

콜백 함수가 호출된다. task_struct는 리눅스에서 태스크 별로

관리되는 자료 구조이다.

둘째, 런처 프로세스는 QoS 응용을 실행하기 위해 fork()를 통해

해당 태스크를 생성하고 QoS 응용의 코드를 수행한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그 프로세스에 저장된 평균 IBSR 값이 자식 프로세스의

task_struct 인스턴스에 복사되도록 fork() 시스템콜 코드를 약간

수정하였다. BE 태스크의 평균 IBSR 값은 0으로 설정되는 반면, QoS 

태스크의 평균 IBSR 값은 0 보다 큰 값이므로, mCFS는 QoS 태스크와

BE 태스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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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커널 모듈과의 인터페이싱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mCFS는 두 가지 커널 컴포넌트들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한다. 그 커널 컴포넌트들은 PMU 드라이버와

CPUFreq 가버너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mCFS는 CPUFreq 가버너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읽는다. 리눅스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가버너들 중에서 본

연구는 mCFS를 위해 schedutil 가버너를 채택하였다. 이는 리눅스

v4.7에 새로 추가된 CPUFreq 가버너이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가버너이기 때문이다 [52][53]. 이 schedutil 가버너의

목적은 그 이전 버전까지 기본적으로 사용되던 on-demand 가버너와

마찬가지로 코어 사용률 히스토리에 따라 코어의 동작 주파수를

동적으로 적절히 변경하는 것이다. schedutil 가버너는 on-demand

가버너의 조악한 응답성에 관련된 한계점을 개선하였다 [53]. on-

demand 가버너는 코어 사용률 히스토리를 얻기 위해 스케줄링 틱과

동기화 되지 않은 독립적인 타이머 핸들러를 사용한다. 그 주기는 보통

int main(int argc, void *argv[]) {

// Pass the list of IBSRs to kernel

fd = fopen("/proc/pid/ibsr", "w+");

fwrite(argv[2], 1, strlen(argv[2]), fd);

fclose(fd);

// Construct a command to run the QoS app

// Run the command

system(app_cmd);

}

그림 16. 런처 프로세스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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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또는 수백 ms로 설정된다. 하지만 코어 사용률 히스토리는 보통

수 ms 단위인 스케줄링 틱 마다 달라진다. on-demand 가버너는 그러한

코어 사용률 히스토리를 그 수십 또는 수백 ms 마다 수행되는 타이머

핸들러를 통해 읽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변하는 코어 사용률 패턴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는 조악한 사용자 응답성을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schedutil 가버너는 매 스케줄링 틱마다 코어 사용률의

히스토리를 수집한다. 그리고 태스크 생성과 종료와 같이 코어 사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도 코어 사용률 히스토리를

수집한다.

정의 3에 따르면, 태스크 �� 의 ASVR은 시간 구간 [��, ��]에 걸쳐

정의되고 해당 구간의 끝 시점에 계산된다. 이를 위해서 그 주어진 시간

구간에서 태스크 �� 를 구동하는 코어의 동작 주파수가 일정해야 한다. 

mCFS 구현 상에서 [��, ��] 는 스케줄링 틱 구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schedutil 가버너는 대부분 스케줄링 틱 시점에 동작 주파수를

조정하므로 앞서 언급된 요구 사항을 보장한다. 산발적인 동작 주파수

조정의 빈도는 주기적인 동작 주파수 조정 빈도와 비교할 때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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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실험적 평가

이 장에서는 mCF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들에 대해

기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실험 설계를 설명한다. 그리고나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제 1 절 실험 환경

4장에서 사용된 실험 설계와 동일한 실험 환경을 사용하였다. 본

학위논문은 QoS 응용으로 SPEC CPU2017의 다섯 가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과 YOLO 기반의 얼굴 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4]. 

다섯 가지 벤치 마크 프로그램들은 619.lbm_s, 623.xalancbmk_s, 

602.gcc_s, 600.perlbench_s 그리고 648.exchange2_s이다. 표

8은 벤치 마크 프로그램의 중요한 속성들 중 하나로 각 벤치마크의

메모리 집약도(memory intensiveness)를 나타낸다. 상단에 위치한

벤치마크일수록 가장 메모리 집약적인 벤치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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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성으로 각각 세 번씩

표 8. 벤치마크 프로그램 별 메모리 집약도.

벤치마크 프로그램
총 CPU 사이클 수 대비

메모리 접근 사이클 수의 비중

619.lbm_s 11.831%

623.xalancbmk_s 5.645%

602.gcc_s 3.303%

600.perlbench_s 0.455%

648.exchange2_s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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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1) 메모리 관련 간섭 없이 수행되는

경우에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응답 시간, (2) 기존의 CFS가 탑재된

시스템 상에서 메모리 관련 간섭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응답 시간 그리고 (3)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메모리

그림 17. 캐시 경합 생성기의 메모리 인스트럭션과 산술적

인스트럭션의 비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

그림 18. 메모리 경합 생성기의 CUDA 스레드 개수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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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간섭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응답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는 두 가지 조작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우선 QoS 응용과

BE 응용의 비율을 1:1부터 1:5까지 다양하게 변경하였다. 둘째, 동일한

BE 응용을 수행하면서 QoS 응용을 변경하였다.

본 실험에서 mCFS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과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성능 지표가 사용되었다. CFS에 비해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QoS 응용의 성능이 개선된 정도에 대한 백분율을

측정하였다. 이 백분율은 CFS가 탑재된 시스템에 상에서 측정된 지연

정도(slowdown) 비하여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측정된 QoS 

응용의 지연 정도의 개선 정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CFS가 탑재된 시스템 상에서 측정된 지연 정도는 앞서 언급된 (1)에서

측정된 응답 시간 대비 (2)에서 측정된 응답 시간의 지연 비율이다.

mCFS가 탑재된 시스템 상에서 측정된 지연 정도는 앞서 언급된

(1)에서 측정된 응답 시간 대비 (3)에서 측정된 응답 시간의 지연

비율이다. 이와 유사하게, CFS에 비해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BE 

응용의 성능이 저하된 정도에 대한 백분위수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모든 QoS와 BE 응용들이 비례공정 스케줄링을 통해

CPU 시간을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 코어 7에 QoS 응용들과 BE 

응용들을 고정하여 수행하였다. 충분히 큰 양의 메모리 관련 간섭을

생성하기 위해 나머지 코어에서 캐시 경합 생성기를 실행하고 GPU에서

메모리 경합 생성기를 수행하였다.

캐시 경합 생성기의 메모리 인스트럭션과 산술적인 인스트럭션의

비는 1:1로 설정하였다. 그림 17은 캐시 경합 생성기가 시스템 상에서

혼자 한 코어에서 구동될 때, 메모리 인스트럭션과 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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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트럭션의 비에 따라 그 생성기가 사용하는 메모리 대역폭을

나타낸다. 이 생성기는 최대 32.73GB/s를 사용한다. 메모리 경합

생성기의 CUDA 스레드 개수는 64개로 설정하였다. 그림 18은 메모리

경합 생성기가 시스템 상에서 혼자 GPU에서 구동될 때, CUDA 스레드

개수에 따라 그 생성기가 사용하는 메모리 대역폭을 나타낸다. 이

생성기는 최대 95.53GB/s를 사용한다. NVIDIA Jetson AGX 

Xavier에서 제공되는 최대 메모리 대역폭은 137GB/s이므로 앞서

언급된 생성기들을 함께 구동하여 충분한 양의 메모리 관련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 2 절 실험 결과

본 연구는 mCFS가 탑재된 시스템 상에서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mCFS를 통해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mCFS를 통해 BE 응용의

성능 저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은 QoS 응용의 메모리 간섭 정도에 따른 성능

개선 정도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은 각각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현실적인 워크로드(realistic workload)를 사용하여, 메모리

관련 간섭의 양은 고정한 채로,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가중치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를 확인하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실험은

각각 메모리 간섭 정도와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가중치에 따른 BE 

응용의 성능 저하 정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실험의 목적은 QoS 응용이 더 많은 양의 메모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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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에 의해 지연될수록 mCFS가 더 많은 양의 CPU 시간을 QoS 

응용에게 보상하여 성능 고립화를 달성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648.exhange2_s를 수행하는 BE 응용과 다섯 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수행하는 QoS 응용의 조합으로 하나씩 각각을

실행하였다. 그림 19는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CFS가 탑재된

시스템에 비해서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는 QoS 응용의 성능 개선

비율이 10.11% 부터 42.52%까지 QoS 응용의 메모리 집약도에 따라

증가한다. 이 결과는 mCFS가 QoS 응용이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해 더

많이 지연될수록 그 QoS 응용의 성능을 더 많이 개선하기 때문이다. 

QoS 응용의 메모리 집약도가 클수록 시스템 상에 메모리 트래픽이

그림 19. QoS 응용의 메모리 집약도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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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져서 QoS 응용은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해 성능이 더욱 저하된다.

이에 따라 mCFS는 QoS 응용이 메모리 관련 간섭에 의해 성능이 더욱

저하될수록 더 많은 양의 CPU 시간을 보상한다. 이에 따라 QoS 응용의

성능도 더 크게 개선된다.

두 번째 실험은 메모리 관련 간섭의 양은 고정한 채로,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가중치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를 검증한다.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가중치는 QoS 응용과 BE 응용 간의 비를 1:1

부터 1:5 까지 변경하여 조정하였다. 본 연구는 QoS 응용과 BE 

응용으로 각각 623.xalancbmk_s와 648.exchange2_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대비 BE 응용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림 20. QoS 응용이 623.xalancbmk_s일 때, QoS 응용들과 BE 

응용들 간의 비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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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exchange2_s의 인스턴스 개수를 늘려가며 실행하였다. 그림

21은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mCFS는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가중치가 작아질수록 QoS 응용의 성능을 더욱 개선한다. 이는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가중치가 작아질수록 mCFS가 더 적극적으로 QoS 

응용에게 CPU 시간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mCFS의

복원력(resilience)을 나타낸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QoS 응용에게

보상해주는 CPU 시간의 양을 결정하는 정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mCFS는 QoS 응용의 가중치에 상관 없이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에 의해

지연된 절대적인 양만큼 QoS 응용에게 보상해준다. 따라서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가중치가 작을수록 절대적으로 보상받은 양에 의한 성능

개선 정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mCFS는 전체 대비 QoS 응용의

그림 21. QoS 응용이 YOLO 얼굴 검출 응용일 때, QoS 응용들과 BE 

응용들 간의 비에 따른 QoS 응용의 성능 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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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작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QoS 응용의 성능을 보장해준다.

본 연구는 YOLO 기반의 얼굴 검출 프로그램을 QoS 응용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21은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1에 기술된 실험 결과는 그림 20의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다.

앞서 언급됐듯이 mCFS에 의한 BE 응용의 성능 저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추가 실험들이 추가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은 그림 19의 실험과 동시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QoS 응용으로 실행하면서

648.exchange2_s를 BE 응용으로 실행하였다. 이 때 BE 응용의 성능

저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2은 성능 저하 정도의 범위가

그림 22. QoS 응용의 메모리 집약도에 따른, CFS가 탑재된 시스템 대

비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BE 응용의 성능 저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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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부터 37.73%까지 QoS 응용의 메모리 집약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그림 19의 실험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그림

19에서 QoS 응용은 자신의 메모리 집약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CPU 시간을 보상받게 되는데, 그 보상받는 CPU 시간은 BE 

응용으로부터 빼앗아오는 양이다. 따라서 QoS 응용이 CPU 시간을 보상

받는 양이 증가할수록 BE 응용이 CPU 시간을 빼앗기는 시간은

증가한다.

다음 실험도 그림 20의 실험과 동시에 수행되었다. QoS 응용과 BE 

응용의 비율이 1:1부터 1:5까지 변경되면서 BE 응용의 성능 저하

정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23는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에서 BE 

응용의 비율이 증가하면 각 BE 응용의 성능 저하 정도가 줄어든다.

그림 23. CFS가 탑재된 시스템 대비 mCFS가 탑재된 시스템에서 BE 

응용의 성능 저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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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결과는 QoS 응용에게 CPU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BE 

응용의 CPU 시간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 빼앗기는 양이 여러 개의 BE 

응용들 간에 분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mCFS의 아키텍처에서 오직 ASVR 갱신기 만이 커널

스케줄러에 추가적인 런타임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런타임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프로그램

619.lbm_s를 실행하는 동안 ASVR 갱신기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3,624ns를 얻었다. ASVR 갱신기는 스케줄링 틱 핸들러에

의해 4ms마다 호출되므로 추가 런타임 오버 헤드는 약 0.091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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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본 학위논문은 QoS 응용의 성능이 함께 구동되는 다른 응용들과의

메모리 관련 간섭에 더 적게 저하되도록 메모리 인지 비례공정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동적으로 수행 중인

태스크에 대하여 메모리 관련 간섭으로부터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을 구분한다. 그리고나서 태스크가 너무 지연되기 전에 정당한 CPU 

점유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태스크에게 메모리 관련 간섭에 관련된 CPU 

시간을 보상해준다.

태스크의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스톨 양을 계산하기 위해

알고리즘은 우선 태스크의 평균적인 IBSR을 정의한다. 이 IBSR을

사용하여 태스크의 고유한 백엔드 스톨의 양을 추정하고 태스크의 전체

백엔드 스톨 양에서 제거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

정도에 따라 태스크의 물리적인 CPU 시간을 줄여서 태스크의 실질화

된 CPU 시간을 얻는다. 불가피한 DVFS에 의해 야기되는 비대칭적인

코어 간의 성능 비대칭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태스크를

호스팅하는 코어의 상대적 성능에 따라 실질화 된 CPU 시간을

스케일링한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그 태스크가 CFS에

스케줄될 수 있도록 가상 런타임을 계산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보상에 기반한 시간적인 메모리 자원 고립화

기술이다. 결과적으로, 유연하지 않은 자원 관리, 비효율적인 수행

조이기 또는 잠재적으로 낭비적인 수행 제한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멀티 코어 아키텍처의 성능 비대칭성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오직 소프트웨어 기반의 해결책이므로 커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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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으로 수정하여 리눅스 커널의 CFS에 알고리즘이 구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최종적인 결과를 mCFS라고 명명했다. 또한 mCF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mCFS가 QoS 응용을 메모리에 관련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적응성, 탄력성 및 효율적이다. 본 연구는 Github 

[9]를 통해 mCFS의 소스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된 mCFS는 향후 x86 등과 같은 다른 CPU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연구가 확장될 수 있다. x86 아키텍처의 경우에

PMU가 제공하는 이벤트들은 ARM 아키텍처의 PMU가 제공하는

이벤트에 비해 더욱 상세한 이벤트들을 제공한다. 특히 스톨 사이클은

더 다양한 이벤트 타입들로 세분화되어 제공된다. ARM 아키텍처

PMU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스톨 사이클만 제공하는 반면 x86 

아키텍처 PMU는 그 스톨 사이클을 세분화 하여 로드 유닛, 스토어

유닛 등 각 장치 별 스톨 사이클 개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백엔드 스톨 사이클 수를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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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mory-Aware Fair-Share 

Scheduling for Refined Fairness in 

the Linux Kernel

Jungho Kim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formance interference between QoS and best-effort 

applications is getting more aggravated as data-intensive 

applications are rapidly and widely spreading in recently emerging 

computing systems. While the completely fair scheduler (CFS) of 

the Linux kernel has been extensively used to support performance 

isolation in a multitasking environment, it falls short of addressing 

memory-related interference due to memory access contention and 

insufficient cache coverage. Though quite a few memory-aware 

performance isolation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in the 

literature, many of them rely on hardware-based solutions, 

inflexible resource management or ineffective execution throttling,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be used in widely deployed 

operating systems like Linux running on a COTS SoC platform. We 

propose a memory-aware fair-share scheduling algorithm that can 

make QoS applications less susceptible to memory-related 

interference from other co-running applications. Our algorithm 

carefully separates the genuine memory-related stall fr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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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task’s CPU cycles and compensates the task for the 

memory-related interference so that the task gets the desired 

share of CPU before it is too late. The proposed approach is 

adaptive, effective and efficient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rely on 

any static allocation or partitioning of memory hardware resources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of QoS applications with only a 

negligible runtime overhead. Moreover, it is a software-only 

solution that can be easily integrated into the kernel scheduler with 

only minimal modification to the kernel. We implement our algorithm 

into the CFS of Linux and name the end result mCFS. We show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approach via extensive experiments.

Keywords : Memory-related interference, backend stall cycle, 

operating system, Linux, 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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