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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컴퓨 의 발 과 상업 인 성공과 함께 클라우드 자원의 이용률을 최 로 유지하면

서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연구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자원의 사용률이 최 로 높

아지게 되면 에 지 소비량이 격하게 증가하여 많은 에 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자원의 사용율과 에

지 사용은 트 이드오  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원의 최  사용  효율 인 

에 지 사용을 해 에 지 소비가 최 이 되는 자원 이용률의 임계값을 찾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을 해 자원  가장 많은 에 지를 소비하는 CPU를 이용하 고, 력 측정을 해 

KEM2500 력계와 ThrottleStop_5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CPU 사용률이 약 90%일 때 

에 지 사용량이 격하게 증가하 으며, 기존의 평균 자원 이용률과 비교했을 때 12.3% 정도의 기

량이 더 소모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에서 CPU 자원의 이용률이 90%일 때 에 지가 

최 이라고 할 수 있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은 스토리지, 서버와 같은 IT 자원들을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요 을 지불하는 유형으

로, 네트워크와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성장 하 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 에서의 자원  에 지 리를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린 컴퓨

에 한 안으로 클라우드 컴퓨 이 두되면서 클라우

드 데이터 센터의 력 소비 개선과 운  비용을 이기 

한 자원  에 지 사용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자원의 사용률이 최 로 높아지게 되면 에 지 

소비량이 격하게 증가되어 많은 에 지를 사용하게 된

다. 반면 자원의 사용률을 낮추게 되면 에 지 소비량은 

어들지만, 클라우드에서의 자원 활용률이 낮아지게 된

다. 따라서 자원의 최  사용율과 효율 인 에 지 사용은 

트 이드오  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원과 에

지의 사용량에 한 균형을 하게 유지하는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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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클라우드 자원과 에 지 간의 균형이 유지되면 

력 에 지로 최 의 자원 활용이 가능해진다.

2. 련연구

2.1 에 지 소비 연구

  클라우드 컴퓨  분야를 비롯한 많은 연구 분야에서 효

율 인 에 지 소비는 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은 클러스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클러스터 

내의 일부 노드에서 에 지 소비를 낮추면 클라우드 시스

템의 체 인 에서 많은 에 지 감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Jian-Jia Chen[1]은 CPU와 주변기기의 주 수  압

을 낮춰서 력을 이는 동  압  주 수 스 일링

(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방법을 제안

하 다. Nedeljko Vasi [2]은 인터넷에서 높은 비율의 사

용량을 가지는 링크를 잠든 상태(Sleep)로 변경함으로써 

에 지 소비를 이는 방법인 EATe(Energy Aware 

Traffic engineering)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화된 

ETC(Energy Aware Task Consolidation) 기법을 제안하

다.  Muhammad Hamad Alizai[3]는 에 지 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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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H/W, S/W의 구성요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에 지 소비에 가장 많은 향을 주는 구성요소가 CPU임

을 실험으로 확인하 다. Ching-Hsien Hsu[4]는 CPU의 

이용률이 일정 수 을 넘어가면 더 많은 력을 소비하게 

되므로 다른 노드에 태스크를 이주함으로써 에 지 소비

를 이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CPU 이용

률이 80˞100%일 때 력 소비가 최 가 되었고, 따라서 

CPU 이용률의 임계값을 70%로 설정하 다. 반면, Young 

Choon Lee[5]는 노드나 클러스터는 유휴상태여도 기본

으로 소비되는 력이 있고, 데이터의 이주 없이 한 곳에

서 연산을 처리하면 데이터 처리시간이 오히려 감소하므

로 력을 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태스크들을 하나의 노드에 모아 최 의 CPU 이용률

로 최소한의 노드를 유지하도록 실험하 다. 

2.2. Intel 로세서의 구조  특징

  Intel 로세서는 16비트 PC 시 를 열었던 8086 CPU 

이후 지속 인 발 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tel 

로세서의 3세  아이비 릿지 코어인 i5-3570과 i7-3770 

로세서를 상으로 력 측정 실험을 하 다. 한 객

인 성능 비교를 해서 울 데일 코어 CPU인 

Core2duo-E8400 로세서를 함께 비교하 다. i5-3570과 

i7-3770은 64-bit 아키텍처이고 Core2duo-E8400은 32-bit 

아키텍처이다. 

Intel Core i5 Intel Core i7

(그림 1) Intel 로세서인 i5와 i7의 구조 

  Intel 로세서들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i5-3570 i7-3770
Core2duo-

E8400

L3 Cache 6MB 8MB 6MB

Trubo Boost O O X

SMT X O X

TDP 64W 77W 65W

제조년도 2012년 2012년 2008년

<표 1> Intel 로세서의 특징 

3. 성능 평가

3.1 실험 환경

CPU 이용률의 임계값을 측정하기 해 Intel의 

i5-3570, i7-3770 로세서 그리고 Core2duo-E8400 로

세서를 사용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하드웨어 사양은 

<표 2>와 같다.  

CPU 메모리 운 체제

Intel Core i5-3570
(3.4GHz x 4코어

Turbo Boost 3.8GHZ)
8GB Windows 8 Enterprise K

Intel Core i7-3770
(3.4GHz x 4코어

Turbo Boost 3.9GHZ)
16GB Windows 7 Enterprise K

Intel Core 
Core2duo-E8400
(3.0GHz x 2코어

Turbo Boost 제공안함)
4GB Windows 7 Enterprise K

<표 2> 실험을 한 하드웨어 사양 

CPU 력을 측정하기 해 KEM2500 력계를 사용하

다. 이 력계의 측정 오차는 ± 3% 이내이며 력계를 

통해 측정된 력은 CPU가 사용하는 력을 포함한 체 

시스템의 총 사용량을 나타낸다. 한 CPU 성능을 비교

하기 해 ThrottleStop_500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 다. 

이 로그램은 CPU Throttle을 제공해 주는 로그램으

로 Throttle은 사용되는 부품의 력 주 수를 동 으로 

낮춤으로써 소비 력을 조정할 수 있는 력 감 기술을 

말한다. 일반 으로 CPU의 클럭은 Multiplier × 

FSB(Front Side Bus)로 결정되나, 이 로그램에서는 

FSB를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Multiplier만 조 함으로써 

원하는 CPU의 클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Multiplier의 수치를 변경해 가면서 그에 따른 

력의 변화값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  

3.2 실험 결과

  각 CPU의 력 소비량을 비교하기 해 

ThrottleStop_500을 이용하여 CPU의 클럭을 증가시키면

서 이에 따른 력을 측정하 다. (그림 2)는 i5-3570에서

의 CPU 이용률에 따른 력 소비량(W)을 보여 다. i5의 

평균 력 소비량은 51.6875W이고, CPU 이용률에 따라 

최  33W, 최  74W가 소비되었다.   

  <표 3>에 i5-3570과 i7-3770에서의  CPU 이용률에 

한 구간별 표 편차를 정리하 다. i5-3570의 경우, 20˞
60% 구간에서는 표 편차가 약 0.5˞1.0로 수치의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70% 에서는 약 1.7, 80% 에서는 약 

2.0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90% 에서는 2.5의 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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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PU 사용량이 늘어

날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력이 소비되는 것을 뜻

한다. CPU 이용률이 100%인 경우 표 편차는 1.18로 감

소하 지만 력 소비는 늘어났다. 이는 Turbo Boost가 

사용되었으므로 CPU 클럭이 증가하여 더 많은 력이 사

용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2) i5-3570에서의 력소비량 

CPU 

이용률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i5-3570 0.50 0.50 1.04 0.76 0.76 1.70 2.08 2.50 1.18

i7-3770 1.25 1.32 1.32 0.76 0.50 1.37 1.50 2.80 3.74

* Turbo Boost를 사용했을 때의 표 편차를 말함.

<표 3> i5와 i7의 CPU 이용률 표 편차

  

  (그림 3)은 i7-3770에서의 CPU 이용률에 따른 력 소

비량을 보여 다. i7의 평균 력 소비량은 64.697W이고, 

CPU 이용률에 따라 최  45W, 최  94W가 소비되었다.  

  <표 3>의 CPU 이용률 표 편차를 살펴보면 i7-3770의 

경우 20˞80% 구간에서는 표 편차가 약 0.5˞1.5의 수치로 

수치의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90% 에서는 2.8의 수치

로 력 사용량이 격하게 치솟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100%의 CPU 이용률인 경우 i5와 다르게 표 편차가 3.74

로 크게 증가하 다. 이는 i7의 Turbo Boost 단계가 i5 보

다  더 많기 때문에 표 편차의 값이 증가하 고, 한 

Turbo Boost의 사용으로 CPU 클럭이 증가하여 더 많은 

력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i7-3770에서의 력소비량 

  

울 데일 코어는 아이비 릿지 코어와 다른 CPU 클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 로그램에서 용되는 

Multiplier의 수가 아이비 릿지 코어에 비해 제한된다. 따

라서 표 편차 없이 력의 증가량을 측정하 다. 한 울

데일 CPU에서는 Turbo Boost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

로 100% 이후의 과 측정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4)는 Core2duo-E8400에서의 CPU 이용률에 따른 

력 소비량을 보여 다. Core2duo의 평균 력 소비량은 

60.5W이고, CPU 이용률에 따라서 최  57W, 최  64W

가 소비되었다. 66˞83.3% 구간에서는 0.5˞1.5로 수치의 변

동이 거의 없었지만, 88.8% 이후부터는 3으로 력 사용

량이 격하게 증가하 다. 

(그림 4) Core2duo-E8400에서의 력소비량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CPU 자원과 에 지 사용량의 트 이오

 계를 알아보기 해 최  CPU 사용량에 한 에

지 사용량( 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 다. 이를 해 

KEM2500 력계를 사용하 고 CPU 력 소비를 확인하

기 해 ThrottleStop_500 로그램을 이용하 다. CPU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하스웰 코어를 제외한 Intel의 최신 

모델인 i5-3570과 i7-3770 로세서를 선택하 다. 한 

추가 인 비교를 해  울 데일 코어인 Core2duo-E8400 

로세서도 함께 평가하 다.

실험 결과, i5-3570 로세서에서는 CPU 이용률이 20˞
60%인 구간에서는 력 소비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90% 이후부터는 력이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7-3770 로세서에서는 CPU 이용률이 20˞80%일 

때 력 상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90˞100%, 그리고 

Turbo Boost를 사용했을 때 력이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ore2duo-E8400 로세서에서는 

CPU 이용률이 60˞83.3%인 구간에서는 력의 증가가 미

미하지만, 83.3% 이후부터 력이 격하게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 다.   

따라서 i5와 i7을 비교하면, 동일한 90%의 CPU 이용률

에서 력이 격히 증가하고, Turbo Boost를 포함한 

체 인 력이 i5보다 i7에서 더 많이 소비되었다. 한 i5

와 Core2duo를 비교하면, 약 90%의 CPU 이용률에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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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력이 격하게 증가하고, CPU 이용률이 100%로 동

일하더라도 사용되는 CPU 클럭의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

은 력이 소모되었다. 그러므로 태스크 이주를 한 

CPU 이용률의 임계값을 90%로 설정되는 것이 최 이라

고 할 수 있다.  

향후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타입  데이터 크기, 

시스템 변수들의 값을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력의 차이

를 비교하고, CPU의 이용률에 따라 동 으로 태스크를 

할당하여 에 지 소비를 이는 스 링 기법에 해 연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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