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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 사물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서 DNN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클라우드에 의지하지 않고 높은 인식 정확도를 위해서 큰 규모의 연산이 가능하고 다

수의 DNN을 처리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내부에는 다양한 수준의 우선순위

를 갖는 DNN들이 존재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필수에 관련된 DNN들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이들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DNN이 동시에 실행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DNN을 스케

줄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낮은 우선순위의 DNN이 먼저 실행되고 있어도 높은 우선순위의 DNN이 이를 선

점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의 안전 필수 응용의 빠른 응답 특성을 보장한다.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상용보드

에서 최대 76.6% 성능이 향상되었다.

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autonomous things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and 
DNNs are widely used in embedded systems such as drones and autonomous vehicles. Embedded systems that can 
perform large-scale operations and process multiple DNNs for high recognition accuracy without relying on the cloud are 
being released. DNNs with various levels of priority exist within these systems. DNNs related to the safety-critical 
applications of autonomous vehicles have the highest priority, and they must be handled firs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iority-based scheduling framework for DNNs when multiple DNNs are executed simultaneously. Even if a low-priority 
DNN is being executed first, a high-priority DNN can preempt it, guaranteeing the fast response characteristics of 
safety-critical applications of autonomous vehicles. As a result of checking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the 
performance improved by up to 76.6% in the actual commerci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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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 딥 러닝(Deep Learning)은 컴

퓨팅 시스템의 연산 처리 속도 발전으로 최근 음성인식 

[1], 이미지 분류 [2], 객체 인식 [3] 등의 분야에서 뛰어

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딥 러닝은 보통 DNN(Deep 
Neural Network)을 모델로 사용하며 최근에 이를 사용

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

터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연

산이 필요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

에서의 DNN 연산 처리 기법은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경로를 계획하고 주행 결정을 내리

기에 앞서 차량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주행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상태까지 살피는 능력

이 요구된다.
자율주행차는 이동성 향상 및 안전성을 보장해야하

기 때문에 제한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 안에서 여러 종

류의 DNN 모델들을 적절한 시간 안에 연산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NN은 입력층에서 은닉층을 지나 

출력층으로 연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보통 한 프로

세스에 하나의 DNN 모델을 실행한다 [4-6]. 자율주행

에서는 안전 운행을 위한 인지, 판단, 제어 시스템 등의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실시간성 응용과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전자의 상태를 추정

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등의 비실시간성 응용들이 있다. 
실시간성 응용과 비실시간성 응용에 활용되는 DNN 모
델들은 각각 다른 타이밍에 연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동

시에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안전에 직결되는 높

은 우선순위의 응용들이 사용하는 DNN 모델들은 낮은 

우선순위의 다른 응용들이 사용하는 DNN 모델들보다 

DNN 연산용 하드웨어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DNN 연산용 하드웨

어 자원을 DNN 모델들에 할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보다 

가 더 높은 우선순위의 DNN 모델이며 이 도착하

고 실행되는 도중에 가 도착한 경우를 표현한다. 

이 때 는 DNN모델이 도착한 시간부터 수행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1의 윗부분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높은 

우선순위의 가 순차적으로 의 연산이 완료

된 후 실행이 시작된다. 반면에 그림의 아래 부분은 우

선순위를 고려한 그림이다. 이 먼저 도착해서 실

행 중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가 도착하면 하드

웨어 자원을 에게 먼저 할당하여 의 실행

이 완료하고 나서 남아 있는 의 연산을 실행한다. 

따라서 가 짧아져 안전에 관련된 DNN 모델들의 

응답특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DNN 모델들 간의 스케줄링 특성이 가능해지

려면 두 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로 다양한 우

선순위의 DNN 모델들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할 때, 우
선순위에 기반을 둔 DNN 연산용 하드웨어 자원 스케줄

링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로 먼저 수행 중인 낮은 우선

순위의 DNN 모델이 나중에 도착한 높은 우선순위의 

DNN 모델에 선점(preemption)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만족하는 우선순위에 기반

을 둔 멀티 DNN 모델들의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제안

한다. 

Ⅱ. 연구 배경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DNN 연산용 하드웨어 자원인 

GPU에 대하여 논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NVIDIA(사) GPU의 구조와 연산 방식에서의 특징적인 

면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기존의 기술 동향을 제시하

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한다.

2.1. 병렬처리를 위한 GPU의 하드웨어 구조 

GPU는 하나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직렬 프

Fig. 1 Comparison of priority-based scheduling and non 
priority-based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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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인 CPU와 달리 대량의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하

나의 명령을 각각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대량의 출력 데

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다. GPU는 구조적으로 여러 개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Streaming Multiprocessor, 이
하 SM)로 구성된다. 호스트인 CPU는 디바이스 측인 

GPU에 커널(kernel) 형태로 명령어(instruction)를 전달

하며 이때 전달된 명령어는 여러 개의 SM에서 분산되

어 병렬로 처리된다. 쓰레드(thread)는 최소 명령어 처리

단위를 뜻하며 쓰레드의 집합은 블록(block), 블록의 집

합은 그리드(grid)라 한다. 한 커널(kernel)에 하나의 그

리드가 할당되며, 커널은 각 SM에 분산되어 할당되고 

SM 내부에서 블록단위로 스케줄링 된다 [7]. 
이때 GPU에 전달되는 커널의 크기에 따라서 모든 

SM이 같은 명령어(instruction)를 수행할 수도 있고, 어
떤 SM들과 그 외 다른 SM들에 서로 다른 명령어 수행

을 할당할 수도 있다. 이는 NVIDIA(사) GPU 내부에서 

지원하는 HyperQ [8] 기술로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GPU라도 현재 SM들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커널을 동시에 수행시킬 수 있다 [7].

2.2. 병렬처리 및 선점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CUDA API [9]는 GPU에서 여러 개의 kernel을 동시

에 실행할 수 있도록 CUDA 스트림(stream)을 제공한

다. 스트림은 앞서 설명한 HyperQ를 활용하여 다중 워

크로드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적 큐(queue)
이다. 각 스트림은 id로 구별할 수 있고 만약 이 id를 인

자로 명시하지 않고 생략한다면 커널은 디폴트 스트림

으로 할당된다. 디폴트 스트림에 할당된 커널은 다른 스

트림에 할당된 커널과 동시 실행이 불가하다. 하지만 id
를 명시한 다른 스트림에 속한 커널들은 병렬적으로 동

시에 실행할 수 있다 [10]. 
스트림은 H(high), L(low)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가

질 수 있고 이는 프로그래머가 부여할 수 있다. L 우선순

위를 가진 스트림에 할당된 커널이 실행되는 중간에 H 
우선순위를 가진 스트림의 커널이 GPU에 전달되면, 이 

커널은 L 우선순위 커널을 선점할 수 있다. 이때 SM 내
부에서의 커널은 블록 단위로 스케줄링 되므로, 선점이 

일어나는 시점은 L 우선순위의 현재 연산 되고 있는 블

록이 실행을 마칠 때이다. 그 후 바로 H 우선순위 커널

의 첫 번째 블록이 해당 SM을 점유하게 된다. 
그림 2는 SM 두 개로 구성된 GPU에서 스트림의 우

선순위에 따른 커널 간 선점이 발생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Ki:j는 커널 i의 j번째 블록을 나타낸다. 현
재 스트림 1은 L 우선순위, 스트림 2, 3은 H 우선순위가 

할당되어 있고 K1, K2, K3은 각각 8, 4,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커널의 각 블록은 같은 쓰레드 개

수로 구성되어 그 크기가 같고, 하나의 SM은 한 번에 두 

개의 블록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K1 커널이 먼저 GPU에 전달되어 K1의 4개의 블록(0, 

1, 2, 3)이 SM0, SM1에 분산되어 할당된다. 실행 도중 H 
우선순위 스트림의 K2가 도착하면 K1의 남은 4개의 블

록(4, 5, 6, 7)을 H 우선순위 스트림의 K2의 4블록(0, 1, 
2, 3)이 선점한다. 물론 이때 블록 단위 스케줄링 특성으

로, K1의 0, 1, 2, 3 블록의 실행 완료 시간보다 K2의 도

착시각이 빨라도 K1의 0, 1, 2, 3블록의 실행이 끝날 때

까지 선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어서 K2의 모든 블록

의 실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K1이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K3에 밀려 K1의 남은 4블록(4, 5, 6, 7)은 K3가 완료된 

후 SM에 할당되어 실행할 수 있다. 

2.3. 기존 기술과 비교 

2.3.1. DART
DART(DNN scheduling framework with analyzable 

real-time guarantee)는 데이터 병렬화가 있는 파이프라

인 기반 DNN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이다 [11]. 이 프레임

워크는 멀티 DNN 환경에서 각각의 DNN을 RT(real-time)

Fig. 2 Priority-based GPU scheduling with CUDA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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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E(best-effort)의 2개의 클래스로 분류한다. 시스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는 H와 L의 2단계로 관리한다. RT 
클래스의 DNN들은 같은 H의 우선순위를 갖지만 세부

적으로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다. BE 클래

스의 DNN들은 RT 클래스와 달리 모두 동일한 우선순

위를 갖고 있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레

임워크는 모든 DNN에게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DNN이 차등

적으로 DNN 가속기인 GPU를 점유할 수 있다.

2.3.2. 우선순위 기반 다중 DNN 처리 프레임워크

우선순위 기반 다중 DNN 처리 프레임워크는 DART
에서 사용하는 H 와 L 사이에 M(middle) 단계를 추가하

여 전체적으로 H, M, L 3단계의 우선순위를 형성한다 

[12]. 이는 멀티 DNN을 호스팅하는 프로세스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GPU에 커널 형태로 전달되는 수

준에서는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프레임워크는 [12]보다 더 세분화된 우선순위를 

프로세스에게 부여할 수 있고, GPU 내부에서는 전달된 

커널의 우선순위 즉, H와 L에 따라서 L 우선순위의 커

널은 H 우선순위 커널에게 선점될 수 있어서 더 정밀하

게 멀티 DNN들의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Ⅲ. 우선순위기반 멀티 DNN 스케줄링 프레임
워크

본 절에서는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멀티 DNN의 연산

을 스케줄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시스템을 모

델링하고 동작 방법을 설명한다.

3.1. 시스템 모델링 및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우선순위 기반 멀티 DNN 스
케줄링 프레임워크 구조를 그림 3에서 보여준다. 이 프

레임워크는 크게 4개의 기능 요소로 구성되고, 이들은 

각각 DNN 모델 집합, 우선순위 큐와 우선순위 스트림 

집합, 워커 쓰레드 풀(pool)이다. 
DNN 모델 집합은 현재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응용들

이 사용하는 모든 개의 DNN 모델들을 나타낸다. 각

각의 DNN 모델들은 
 




⋯ 
로 나타내며 는 해당 모델의 총 레이어 

개수, 는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이때 하나의 DNN 
모델 내부의 모든 레이어는 같은 가 부여되며 각각

의 DNN 모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 

≤가 부여된다. 
우선순위 큐는 현재 GPU에 커널 단위로 요청된 모든 

레이어 연산을 임시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값이 클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우선순위 큐는 항상 큐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레이어 중 

가장 값이 큰 레이어를 워커 쓰레드 풀에 전달한다. 
이때 우선순위 큐의 특성상 항상 큐의 top에 가장 큰 

값을 가진 레이어가 위치한다. 
우선순위 스트림 집합은 현재 사용되는 모든 스트림

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나의 DNN 모델당 하나의 스트

림을 매핑하며 식별자인 로 구별한다. 다시 말해서 


∈

는 에 할당된다. 각 스트

림은 H와 L중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H의 우선순위

Fig. 3 Priority-based multi-DNN Schedul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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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스트림인 streamH가 개, L의 우선순위를 가진 

스트림인 streamL이 개인 스트림 집합은  

⋯⋯

으로 표현된다. 이때, ≤ ≤  을 만족한다. 어떤 

커널 K1이 streamL에 할당되어 먼저 실행되고 있어도 

streamH에 할당된 커널 K2가 GPU에 전달된다면 K2가 

K1을 선점한다. 
워커 쓰레드 풀은 개의 CPU에 각각 하나씩 고정

(pinning)된 개의 쓰레드로 구성된다. 우선순위 큐에서 


가 전달되면 먼저 우선순위인 값을 확인한 

후 값과 대소를 비교한다. 그 후 Stream Mapper를 

통하여 적절한 스트림에 
를 할당한다. 여기에서 

값은 streamH의 총 개수인 를 의미한다.

3.2.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동작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먼저 

앞서 설명한 응용의 실시간성과 비실시간성 특성을 파

악한 후 해당 응용이 사용하는 DNN 모델에 값을 

부여한다. 우선순위가 부여된 여러 개의 
모델

들은 레이어로 순서 즉, 


 ⋯ 
 

의 순서로 우선순위 큐에 전송된다. 우선순위 큐는 항상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레이어를 찾아내어 워커 쓰레드 

풀에 전달한다. 워커 쓰레드 풀은 전달된 
의 

값과 값을 비교하여   인 경우 

로, 그 반대의 경우는 에 할당한

다. 스트림을 통하여 GPU에 해당 레이어의 연산에 해당

하는 커널이 전송되면 GPU는 스트림의 우선순위를 고

려하여 각 SM에 적절하게 스케줄링을 한다.
그림 3은 전체적인 동작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모델의 한 레이어인 

가 현재 우

선순위 큐 내부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유하여 워

커 쓰레드 풀로 전송된다. 이 후   관계를 만

족하여 Stream Mapper는  신호를 수신한다. Stream 

Mapper는 
를 와  신호에 근거하여 H 우선

순위를 가진 에 매핑 한다. 이때, DNN 모델 

집합으로 하여금 다음 수행할 레이어인 
를 우

선순위 큐에 전송하게 한다. 워커 쓰레드 풀에서 일어나

는 이러한 과정은 비동기식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큐의 top에 연산해야 하는 레이어가 존재하고 

워커 쓰레드 풀의 임의의 한 쓰레드가 유휴(idle) 상태가 

될 때마다 top에 위치한 레이어가 이 쓰레드에 전달된

다. 이 후 해당 레이어 
를 스트림에 매핑한 직후

에 DNN 모델 집합에서 
가 우선순위 큐에 전송

되므로 
의 모든 레이어들은 순차적으로 연산

될 수 있다. 

그림 3의 예에서는 현재 
가 에 할

당되어 GPU에 전송되는 시점 전에  ~ 를 다른 

커널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 

에 L 우선순위 스트림에서 할당된 kernel들이 수행

되고 있고, 새롭게 입력된 
의 블록 크기가  

~ 에서 수용 가능한 크기보다 클 때는  ~ 

에 할당된 커널의 블록 단위 연산이 종료하면 바로 이어

서  ~  중 적절한 숫자의 SM에 할당된다. 반대

로 
의 블록 크기가  ~ 에서 수용 가능

한 크기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바로  ~ 에서 연

산을 시작한다. 
의 마지막 j번째 레이어 


의 연산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추론(inference)

된 결과를 출력한다. 

Ⅳ. 실  험

본 절에서는 제안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의 실용성

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험들과 이들의 결과 및 분

석된 내용을 설명한다. 

4.1. 실험 대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NVIDIA(사)의 Jetson AGX Xavier 보
드를 실험에 사용했다. 이는 대표적인 오토노머스 머신

용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13]. 표 1은 해당 시스템의 구

체적인 사양을 나타낸다.

CPU 8-Core ARM v8.2 64-Bit CPU,
8MB L2, 4MB L3 Cache

GPU 512-core Volta GPU with Tensor cores

Memory 16GB 256-bit LPDDR4x
2133MHZ – 137GB/s

Table. 1 Jetson AGX Xavier platfor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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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제안하는 스케줄링 프레임워

크와 범용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Multi-DNN 
스케줄링 기법을 비교한다. 이들은 각각 우선순위를 고

려하지 않고 DNN 모델들의 레이어 연산이 요구되는 순

서대로 실행하는 방식과 다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 

(TensorFlow 혹은 Pytorch 등)에서 모델을 형성한 후 별

도의 프로세스 형태로 구동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들

을 각각 FMSF(FIFO-based multi-DNN scheduling 
framework), MPSF(multiple DNN process based scheduling 
framework)으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에 

표기하였다. PMSF(priority based multi-DNN scheduling 
framework)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나

타낸다. 
실험에서 사용한 DNN 모델은 DenseNet201 [14], 

ResNet152 [15], VGGNet16 [2], AlexNet [4] 4종류를 

사용했으며, 응용 프로그래머가 값을 정의하면 프

레임워크 내부에서 자동으로 streamH의 개수가 결정되

도록 하였다.

4.2.1. 다수의 동일 DNN 모델 수행

그림 4는 복수 개의 동일 종류 DNN 모델을 동시에 

수행시킬 때 H 우선순위 모델들의 서로 다른 스케줄링 

프레임워크 환경 하에서의 수행시간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4의 (a)는 DenseNet201 30개 중 우선순위가 H인 

DNN 모델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값을 설정하

여 수행한 결과이며, (b)는 ResNet152 17개 중 우선순위

가 H인 경우가 8개가 되도록 설정한 결과이다. 그림의 

(a)를 예를 들면, 우선순위 H인 모델이 11개이므로 

값이 11이 되고, 이때 y축에 나타낸 값은 
 ~


 의 연산이 모두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 DensNet201의 경우 

FMSF와 비교했을 때 약 53.8%, PMSF와 비교했을 때 

약 74.1%의 수행 시간이 단축되었다. (b) ResNet152의 

경우 FMSF보다 약 41.7%, PMSF보다 약 72.7% 단축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와 동일한 환경 하에서 우선순위가 H

인 DNN 모델들의 수행시간 분포를 박스 플롯(box plot)
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H 우선순위를 갖는 

모델들의 수행시간 평균값을 비교하면 PMSF가 FMSF, 
MPSF보다 각각 70.7%, 83.2%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MPSF와 비교하였을 때 최대수행시간과 최소 

수행시간의 차이는 DenseNet201의 경우 1.1초에서 0.6
초로 줄어들고 ResNet152의 경우에는 1.02초에서 0.19
초로 줄어들었다.

그림 6은 H 우선순위 DNN 모델이 L 우선순위 모델

을 선점하는 예를 NVIDIA(사)의 Visual Profiler [16] 프
로그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림 

별 커널의 수행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림의 Stream 33, 34, 35 는 우선순위가 H인 스트림이

고, Stream 36 은 우선순위가 L인 스트림이다. 그림의 

kernel start가 가리키는 시점에서 Stream 36의 

forward_maxpool_layer 커널이 먼저 GPU 내부의 SM
을 점유한 후 시작되었다. 이 후 그림의 점선 박스 내의 

우선순위가 H인 스트림의 커널들이 실행 요청된다. 이
때 Stream 36의 forward_maxpool_layer 커널은 점선 박

스 내의 커널들에 의하여 선점을 당한다. 따라서 

Storage 32GB eMMC 5.1

Linux version 4.9.140

CUDA CUDA v10.0.166

Fig. 5 Comparing the end time distribution of H priority 
DNN models when all DNN models are identical

Fig. 4 Comparing the end time of the last finished H 
priority DNN model when all DNN models are iden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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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_maxpool_layer 커널의 완료 시점은 kernel end
시점으로 지연된다. 

4.2.2. 다수의 다중 DNN 모델 수행

다음으로 DenseNet201, ResNet152, VGGNet16, 
AlexNet 4종류 모델들을 복수 개로 형성한 후 동시에 수

행되는 환경에서, H 우선순위를 갖는 모델들이 모두 끝

나는 시간과 이들의 수행 시간 분포를 비교하였다. 이때 

DenseNet201은 18개, ResNet152 4개, VGGNet16 2개, 
AlexNet 1개를 사용하여 총 25개의 DNN 모델을 구성

하고 이들 중 DenseNet201 모델 9개만 H의 우선순위를 

갖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7은 이의 결과를 나타내며 

PMSF는 FMSF와 비교 시 61.8%, MPSF와 비교하면 

76.6%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은 그림 7과 같은 환경 하에서 수행시간 분포

를 박스 플롯(box plot)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값과 전체적인 수행 시간이 PMSF가 가장 

작고 H 우선순위를 갖는 모델들의 수행시간 평균값 또

한 PMSF가 FMSF, MPSF보다 69.8%, 80.7%로 개선되

었다. 특히 MPSF와 비교했을 때 최대 수행시간과 최소 

수행시간의 차이가 1.2초에서 0.2초로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수 개의 동일한 DNN 모델들을 수행하

는 환경과 다양한 종류의 DNN 모델들이 수행되는 환경 

모두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H 우선순위로 지

정한 DNN 모델들의 응답특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

다. 또한 이들의 수행 시간 분포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

듯이 동일한 H 우선순위 DNN 모델들이 일정한 수행 시

간을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여러 종류의 우선순위를 

갖는 DNN 모델들이 사용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에

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프레

임워크를 적용하면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DNN 모델들

이 H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경우 빠른 응답특성과 일정

한 수행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최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자율 사물 분야에서 

DNN 기술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높은 인식 정확도

와 다양한 기능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DNN 모델들이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 내부에 동시 탑재되어 가는 경

향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필수적인 응용들이 사용하

는 DNN 모델의 연산은 실시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러 수준의 우선순위로 구성된 DNN 모델들이 수행될 Fig. 7 Comparing the end time of the last finished H 
priority DNN model using various kinds of DNN models

Fig. 8 Comparing the end time distribution of H priority 
DNN models using various kinds of DNN models 

Fig. 6 Illustration of the impact of preemption when kernels in streamH and streamL are concurrently launched 
using Visual Profil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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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높은 우선순위의 안전 필수 응용의 DNN 모델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

케줄링 프레임워크는 DNN 모델들의 레이어들을 실시

간으로 입력으로 받아 우선순위 큐로 1차적으로 연산 

순서를 결정한다. 이후 CUDA 스트림의 우선순위 기반 

선점 기능을 통하여 GPU 내부에서 2차적으로 우선순위

가 높은 DNN 모델의 레이어가 낮은 순위 레이어의 연

산보다 먼저 수행되게 한다. 실험 결과 높은 우선순위의 

DNN 모델들 중 마지막 모델의 완료시간은 최대 76.6% 
감소하였고, 높은 우선순위 모델들의 수행시간 편차 또

한 최대 81.4% 감소하였다. 향후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

에서 보다 더 많은 DNN 모델 기반 응용들이 요구 되고 

모델 복잡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기술에 DNN 모델 경량화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결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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