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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lgorithm for 

task scheduling consisting of subtask partitioning 

and subtask priority scheduling steps in order to 

keep the peak power under the system specification.  

The subtask partitioning stepis performed to 

minimize the idle operation time for processors by 

dividing a task into multiple subtasks using the 

least square method developed with power 

consumption pattern of tasks. In the subtask priority 

scheduling step, a priority is assignedto a subtask 

based on the power requirement and the power 

variation of subtask so that the peak power violation 

can be minimized and the task can be completed 

within the execution time deadline. 

I. 서론 

  멀티코어를 가지는 모바일 시스템 등에서는 각 코어

들이 동시에 많은 연산을수행하여 높은 전력을 소비하

게 되면 시스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배터리의 공급 
전력 한계에 가까운 시점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 소모

되는 전력이 배터리의 순간 최대 공급 전력의 80% 이

상이 되면 배터리의 라이프타임이 줄어들고[Ref] 과열

로 인해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문제 [Ref] 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모되는 전력의 peak 
power constraint (PPC)를 규정하고 PPC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는 peak power violation (PPV)의 수를 최소화하

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1]. 
각 코어가 동시에 많은 연산을 할 때, 코어에 

유휴시간을 할당하는 방법과 낮은 동작 전압을 

공급함으로써 같은 시간에 할당되는 연산량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PPV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코어의 동작을 잠시 

멈추거나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스크의 

처리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코어에 유휴시간을 할당하거나 낮은 

동작 전압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delay penalty를 

최소화 하면서 PPV의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I. 본론

한 코어에서 소비전력이 높은 태스크가 수행 중일 때 

다른 코어에서는 소비전력이 낮은 태스크를 수행하고, 

순간소비전력이 증가하는 패턴의 태스크가 수행 중일 

때 다른 코어에서 감소하는 패턴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 PPV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하나의 태스크가 수행될 때 소비 되는 전력은 특정

한 패턴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연산량에 따라 불

규칙적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태스크 단위의 스케줄링

을 할 때,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갖는 태스크를 찾아

내어 피크 전력을 분산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치해석 에서 사용되는 curve fitting을 적용하여 

태스크의 소비 전력 패턴을 직선 혹은 곡선의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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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시키면, 태스크의 소비 전력의 변화를 증가하는 

패턴의 구간, 감소하는 패턴의 구간, 평탄하게 

소비하는 구간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 

패턴에 따라 subtask를 나눌 수 있다. 나누어진 

subtask는 특정한 소비 전력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 전력 패턴에 따라 상반되는 패턴의 subtask를 

함께 수행시킴으로써 피크 전력을 분산 시킬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공유 캐쉬나 메모리를 사용하면, 코어 

간에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delay는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소비 전력 패턴에 따라 나누어진 subtask들 중 

서로 상반되는 subtask들을 각기 다른 코어에서 함께 

수행 시키면 순간 소비 전력의 변동폭은 매우 

작아지고 피크 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코어에 유휴시간을 할당하거나 낮은 동작 

전압을 공급할 때의 delay penalty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태스크 단위로 수행 할 때보다 

촘촘하게 subtask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core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Core 1 Core 2

Shared Cache

Shared Memory

그림1. Shared cache and memory

Ⅲ.시뮬 이션

표 1. Simulation results

표 1은 이용 가능한 코어가 있을 때 대기 하고 있는 

태스크를 할당하는 Greedy dynamic scheduling (GD 

scheduling)과 PPV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동작 전압을 

떨어뜨리는 Voltage dynamic scheduling (DVS 

scheduling)을 제안하는 subtask scheduling와 비교 

평가한 결과이다. 각 코어에서 소비된 전력을 보면, 

subtask scheduling이 각 코어에서 거의같은 비율로 

전력을 소비한 반면, GD scheduling과 DVS스케줄링은 

각 코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비율이 불균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코어에 태스크가 균등하게 

할당되지 못하여 코어에서 유휴시간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성능의 감소로 이어진다.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을 완료 하는데 걸리는 시간 

(cycle 수)를 보면, DVS 스케줄링이 down voltage 

scaling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제안하는 subtask scheduling은 partition 단계에서 각 

코어의 유휴시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가장 적은시간을 

소비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생된 PPV cycle 수를 보면, 

DVS스케줄링과 POS스케줄링은 각각 0.02%와 0.04%로 

거의 모든 PPV를 제거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 하였을 

때, 약 98%이상의 PPV를 제거하였고 23%이상 빠른 

속도를 보였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peak power 
violation을 방지하기 위해 한 subtask scheduling을 제안

하였다. 실험결과,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peak power 
violations은 약 98% 이상 제거 되었고 태스크의 실행 
완료 시간은 최소 23% 이상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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