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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버  PC 시장에서의 멀티코어 로세서의 강세는 임베디드 기기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기

종 멀티코어 로세서를 탑재한 임베디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태스크 스 러 에서 멀티코

어 로세서는 태스크들이 효과 으로 스 링 될 수 있도록 코어를 선택하고 태스크의 이주를 통해 

다른 코어들과의 로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재 임베디드 기기의 태스크 스 러는 모든 코어에 

동일한 정책을 용함으로써 태스크의 특징에 따른 효과 인 자원 리를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어별로 스 링 정책을 리하는 기법을 용함으로써 태스크의 특징에 따른 코어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멀티코어 CPU의 비약 인 발 과 임베디드 환경의 한

계로 인해 스마트 기기에서 단일 코어 CPU의 사용이 

격하게 어들고 있다. 한 최근에는 서로 다른 처리 속

도를 가지는 이기종 코어[1][2]의 등장으로 멀티코어를 탑

재한 스마트 기기의 고성능화  에 지 최 화는 각 제

품의 차별화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정도로 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다양한 태스크를 합한 코어에 할당하고 코

어간의 태스크의 이동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역에

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태스크의 할당  이주의 주체

가 되는 운 체제의 태스크 스 러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임베디드 기기의 기본 

커 로 사용되는 리 스 커 의 경우 2.6.23 버 에서부터 

재까지 태스크 스 러로 CFS(Completely Fair 

Scheduler)[3]가  사용되고 있으며, 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

평성의 향상을 최  목 으로 하고 있는 CFS의 경우 단

일 코어 CPU를 기반으로 설계된 특징으로 인해 멀티코어 

환경에서 보장되지 않는 문제 [4]과 응답성[5][6]을 만족

시키기 쉽지 않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임베디드 리

스의 태스크 스 러에 한 새로운 리 기법 PCSP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한 2013년 기술 신사업 

(No. 10041332)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per Core Scheduling Policy)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

은 시스템 기반으로 리되는 CFS의 시스템 단 의 스

링 리 정책을 개별 코어 단 로 설정함으로써 태스크

들의 특성에 따른 코어 할당  이주정책을 설계할 수 있

게 되며, 다양한 워크로드가 동시에 최 화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CFS 스 러에 한 간략한 설

명과 멀티코어 시스템에서의 문제 을 보이고, 3장에서 코

어별 스 링 정책 설정 기법(PCS)에 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설명한다.

2. Completely Fair Scheduler (CFS)

   리 스 커 의 기본 스 러는 2.6.23부터 재까지 

CFS를 사용하고 있다. CFS는 칭 멀티코어 로세서

(SMP)를 지원하며, 각 코어별로 독립 인 실행 큐를 가지

고 기본 으로 코어별로 독립 인 스 링을 수행한다. 

CFS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FS에서는 모든 태스크

에 해 완벽히 공평하게 자원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

선의 목표로 한다. 즉, 이 의 O(1)[7]과 달리 태스크의 특

성에 따른 우선순 의 변화 신 모든 태스크들에 해 

최 한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한 정책을 따른다. 즉 –20 

~ 19까지의 nice값에 따라 태스크의 가 치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 수행 시간(vruntime)을 통해 태스

크간의 공정성을 보장한다[8]. 따라서 만약 실행큐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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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N개의 태스크가 모두 동일한 nice값을 가진다면, 모

두 동일한 time_slice를 가지게 된다. 한 nice 값에 의한 

가 치는 결국 time_slice를 가 치의 비율에 따라 가감되

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CFS에서 태스크에 한 

time_slice  vruntime에 축 되는 vtime_slice를 결정하

는 식은 <표 1> 과 같다.

period = sysctl_sched_min_granularity * nr_running  

(if, nr_nunning > sched_nr_latency)

또는

period = sysctl_sched_latency

(if, nr_running <= sched_nr_latency)

time_slice = period * (se->load.weight / cfs_rq->load.weight)

vtime_slice = time_slice * (NICE_0_LOAD / se->load.weight)

<표 1> CFS의 time_slice  vruntime 값의 계산

표에서 se->load.weight는 재 태스크의 가 치를 의미

하며 cfs_rq->load.weight는 태스크가 속한 코어의 실행큐

에 존재하는 모든 태스크들의 가 치의 합을 나타낸다. 

한, NICE_0_LOAD는 nice값이 0일 때의 가 치 값을 나

타내며 재 커 에서는 1024로 정의된다. 

결국 CFS에서 가 치의 역할은 time_slice에 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sysctl_sched_min_granularity  

sysctl_sched_latency이 체 스 러의 단  시간으로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의 태스크가 선 되지 않고 수행되

는 시간이 커짐을 의미하게 되므로, CPU 자원을 풍부하

게 사용되어야 하는 태스크에 유리해 질 수 있다. 반면, 

크기가 무 클 경우, 다른 태스크로의 환이 느리게 되

므로 반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특징에 맞는 라미터 설정이 요하다.

3. 코어별 스 링 정책 리 기법 (PCSP)

   CFS는 칭 멀티코어 로세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 러는 특정 코어에 태스크를 할당하고 코어들의 로

드에 따라 태스크의 이주를 수행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시

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동작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며, 

CFS에서의 로드는 각 코어의 실행 큐에 속한 태스크들의 

가 치의 합으로 정의된다. 로드 밸런싱은 기본 으로 가

장 로드가 큰 실행 큐의 일정 개수의 태스크를  로드가 

은 코어의 실행 큐로 이주시키는 동작으로 수행된다. 그

러나 태스크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실행 큐의 

로드 값만으로 태스크의 이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CPU 

바운드의 태스크와 IO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태스크가 동

시에 수행될 경우 비효율 인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게 되

며, 코어의 활용도도 떨어지게 되는 문제 을 가진다. 

한편,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응용은 모두 동

일한 우선순 인 nice값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 에

서 수행되는 로드 밸런싱으로 인해 모든 실행 큐에 동일

한 개수의 태스크가 수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와 같

이 커 에서 수행되는 태스크의 특성은 그림의 모양과 색

이 다르게 표 되는 것과 같이 다양하다. 특히 스마트 기

기와 같이 IO 주의 태스크가 많은 환경에서는 

sysctl_sched_min_granularity  sysctl_sched_latency가 

최 한 을수록 유리한 반면,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CPU 주의 태스크들의 처리량이 어들 수밖에 없다. 

(그림 1) CFS 스 러의 실행 큐 

 

이러한 문제 은 모든 코어에 동일한 스 링 단  시간

과 동일한 최소 보장 수행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각 코어에 서로 다른 값을 설정할 수 있고, 태

스크의 특징에 따른 코어 할당  태스크 이주 정책을 활

용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태스크에 최 화된 스 링 

정책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PCSP 

(per Core Scheduling Policy)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

링 리 기법을 제안하고 임베디드 리 스 커 의 CFS 

스 러에 용하 다. PCSP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로

드 밸런싱과 달리 태스크의 특성에 따른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FS의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빠른 응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태스크 이주 정책을 설

정할 수 있다. 

PCSP를 설정하기 해 우리는 커 의 sysfs를 통해 각 

코어별로 per_sched_min_granularity, per_sched_latency, 

per_sched_wakeup_granularity를 설정하고, CFS의 커  

라미터를 설정하는 procfs의 sched_tunable_scaling에 

“SCHED_TUNABLESCALING_EACH” 값을 개롭게 부여

하여 기존의 CFS 스 러에 PCSP의 용을 on/off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즉 사용자 로그램 혹은 커맨드 라인

에서도 PCSP를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 함으로써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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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태스크 특성에 따른 코어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표 2>는 PCSP을 구동하는 이다.

cd /sys/devices/system/cpu/cpu1

echo 18000000 > ./per_sched_latency

echo 2250000 > ./per_sched_min_granularity

echo 3000000 > ./per_sched_wakeup_granularity

echo 3 > /proc/sys/kernel/sched_tunable_scaling  

(3 : SCHED_TUNABLE_EACH)

<표 2> PCSP의 구동 

PCSP를 통한 다양한 로드 밸런싱 정책에 한 연구는 향

후 계획으로 세우고 본 논문에서는 PCSP기법이 용된 

커 에서 CPU 주의 태스크와 실시간성을 보장해야 하

는 동 상을 동시 수행함으로써 태스크 특성에 맞는 스

링이 용된 커 이 공평성과 실시간성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보인다.

(그림 2) PCSP를 용한 CFS 실행 큐 

4. 성능평가

   실험은 Exynos4412 Cotex-A9 Quad Core 1.4GHz를 

기반으로 한 타켓 랫폼을 사용하 고 리 스 커 은 버

 3.0.65를 사용하 다. 실험은 BFS[9]에서 사용한 latt 

벤치마크와 mplayer를 동시에 수행하여 mplayer의 

fps(frame per second)와 latt의 wakeup average  work 

average의 값을 측정하여 보았다. 

latt은 CFS와 BSF의 개발자인 Ingo Molnar와 Con 

Kolivas의 요청에 의해 커  해커인 Hens Axboe가 만들 

커  벤치마크로 태스크의 평균 latency (Wakeup 

Average)와 평균 작업 시간(Woak Average)을 측정할 수 

있다. latt의 기본 동작은 n개의 백그라운드 로세스를 

생성하고 임의의 데이터를 gzip으로 압축할 때의 latency

와 turnaround time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응용이 

동시에 수행되는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9]

와 동일 하게 latt과 함께 mplayer를 사용하 고 mplayer

의 경우 hardframedrop 옵션과 benchmark 옵션을 통해 

동 상 재생 시 fps를 측정한다. 실험에 사용된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latt –c32 “mplyaer –benchmark –hardframedrop trailer_480p.mov”

PCSP의 역할을 보다 직 으로 보이기 해 실험에 사

용된 타켓의 코어를 2개발 on시킨 후 진행 하 고, 실험

은 모두 3단계로 수행하 다. 

첫 번째 실험은 online 상태의 두 개의 코어에서 아무런 

설  변화 없이 실험을 수행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online cores : 0, 1
sched_latency (core 0) : 12ms, default
sched_latency (core 1) : 12ms, default
latt (core 0~1), mplayer (core 0~1)

Frame per Second 1.98 fps

Work Averages 1.36 ms

CPU를 주로 사용하는 latt의 경우 평균 수행 시간이 

1.36ms가 측정되었고, mplayer의 경우 1.98 fps를 보이고 

있다. latt의 경우 CPU를 유하는 시간이 커질수록 좋은 

결과를 보이겠지만, mplayer의 경우 1.98fps는 정상 인 

동 상 시청이 불가능한 수치이다. 결국 기존의 CFS 환경

에서 특성이 다른 태스크들이 동시에 수행될 경우 특정 

태스크에 유리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 cpu affinity를 부여하여 

latt은 0번째 core에서 수행하고 mplayer는 1번째 core에

서 수행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실험과 달리 mplayer에 해 core 0가 용으로 동작

하고 있기 때문에 118.12fps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반

면 CPU 바운드 태스크인 latt의 경우 2.1배의 성능 하

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동시에 수행되는 태스크가 존재할 

경우 태스크의 특징에 따른 코어 선택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online cores : 0, 1 
sched_latency (core 0) : 12ms, default
sched_latency (core 1) : 12ms, default
latt (core 0), mplayer (core 1)

Frame per Second 118.12 fps

Work Averages 2.861 ms

마지막으로 PCSP를 활용하여 core 0의 응답성을 높이고 

CPU 바운드인 latt이 수행될 core 1의 단  시간을 크게 

설정하 을 경우의 실험을 수행하 다. 즉 아래와 같이 

core 0는 기존의 1/4의 sched_latency를 설정하 고, core 

1에는 약 16배 이상의 sched_latency를 부여하 다.  실험 

결과 mplayer의 경우 약 20%의 성능 향상을 보 고, latt

- 459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의 경우 약 10%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 다. 결국 코어별

로 스 링 특성을 부여하고 태스크에 따라 코어를 할당 

받을 수 있는 PCSP를 활용할 경우 태스크의 특징에 따른 

코어 선택과 함께 태스크들의 특징에 따른 스 링 정책 

용이 각 태스크의 최  지워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nline cores : 0, 1 
sched_latency_core0 : 3ms
sched_latency_core1 : 200ms
latt (core 0), mplayer (core 1)

Frame per Second 144.62 fps

Work Averages 2.54 ms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리 스의 기존 스 러인 

CFS의 한계에 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코어별

로 스 링 정책을 부여할 수 있는 PCSP를 제안하 다. 

PCSP의 경우 기존의 스 러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

며, on/off 형식으로 용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향후 연구로 커

 스 러에서 실시간으로 태스크의 특성을 구분하는 

연구와 함께 통 으로 PCSP를 용하는 스 러에 한 

연구를 수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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