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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의 프로세서는 하나의 다이 위에 여러 개의 코어를 배치한 멀티코어 형태를 띠고 있다. 최
근에는 프로세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비대칭 멀티코어를 활용하여 동일한 성능을 유지

하며 소비전력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대칭 멀티코어의 장점을 최
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칭형 멀티코어와는 달리 실행해야 할 프로세스와 상이한 코어간의 작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기술인 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ANFIS)를 적용하여 각 프로세스에 
적합한 코어를 찾아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리
눅스의 CFS 대비 평균 35.4% 낮은 Energy Delay Product (EDP)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인
공지능을 적용한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인터넷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KCA-2012-12-921-05-001) 

1 서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의 사용량이 증
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IT 장비의 소비전력을 
낮추기 위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프로세

서 역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비전력을 낮
추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멀티코어 구조는 병렬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여러 
코어에서 분산 실행하여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으나 
프로그램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

을 포함하고 있어 코어 수에 비례하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소비 전력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

로써 하나의 다이 위에 상이한 성능을 가지는 코어를 
함께 구성하는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제안된 
바 있다 [1][2]. 

본 논문은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효율을 최
대한 높여 소비전력을 줄이면서 프로그램 실행 성능

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 스케줄러를 제안한다. 
비대칭 멀티코어의 경우 코어간 성능 및 소비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특성을 고려한 코어의 선

택이 필수적이다 [3][4].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Fuzzy Inference System (FIS)의 일종인 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ANFIS)를 이용해 실행중인 프
로세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프로세스에 알맞은 코어를 
선택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와 ANFIS 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3 절에서는 이를 활용한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용 
프로세스 스케줄러의 구조를 제안한다. 4 절에서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의 타당

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2 관련 연구 

2.1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 

Bokar 와 Chien 은 그들의 연구에서 앞으로 마이크

로프로세서가 발전해 나갈 방향 중 하나로 비대칭 멀
티코어 프로세서를 언급하였다 [5].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는 같은 종류의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를 사용하지만 클럭 속도, 캐시의 용량 등이 다
른 여러 종류의 코어를 하나의 다이 위에 구성한다.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코어들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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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단일 쓰레드 처리 성능이 높으면서 소비전력이 높
은 고성능 large-core 와 단일 쓰레드 처리 성능은 떨
어지나 소비 전력이 낮은 저전력 small-core 로 구분된

다. Large-core 는 다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소비

전력이 크기 때문에 소수를 배치하며 순차적으로 수
행되는 프로세스 처리 시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한 목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mall-core 는 이와 반대로 면
적이 작고 소비전력이 낮으므로 다수를 배치해 병렬

로 수행되는 프로세스 처리 시 높은 처리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두 종류의 코어는 ISA 가 동
일하므로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부
분은 large-core 를 이용하고 병렬처리가 가능한 부분

은 small-core 로 수행하여 소비전력과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1][2]. 

 
2.2 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ANFIS)는 FIS
의 일종으로, Jyh-Shing Roger 와 Jang 이 제안하였다 
[6]. FIS 란 fuzzy logic 을 기반으로 하는 intelligent 
system 이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어떠한 입
력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추론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fuzzy logic 을 기반으로 일련의 의사결

정을 내리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특
징을 갖게 된다.  

ANFIS 는 일반적인 FIS 가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결
과를 추론할 때 if-then rule 과 이에 대한 fuzzy 
membership function 를 이용하는데 반해, ANFIS 는 추
가적으로 adaptive network layer 를 결합시킨 형태를 가
지고 있어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3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기술은 하이브리드 인공지능을 적용한 비
대칭 멀티코어용 프로세스 스케줄러이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비대칭 멀티코어 시스템은 프로세스에 
적합한 코어를 선택하는데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
다. 이를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ANFIS 를 이용해 현재 수행중

인 프로세스가 large-core 에 적합한지 small-core 에 적
합한지 구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는 
모든 코어가 동일한 ISA 를 가지고 있으나 동작속도

와 캐시의 크기를 달리하여 코어의 성능에 차이를 둔 
프로세서이다. 높은 성능을 가지는 코어는 large-core 
group, 낮은 성능을 가지는 코어는 small-core group 으

로 구분한다.  
리눅스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CFS 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ANFIS 출
력을 이용하여 프로세서에 알맞은 코어 그룹을 선택

하고, CPU affinity 를 조절하여 그 그룹에서 우선적으

로 실행되도록 조절한다. 전체 스케줄링 시스템은 그
림 1 과 같다. 

 

ANFIS
CPU 

Affinity 
Manager

Linux CFS 
Scheduler

Execution 
time

Voluntary 
switch

Involuntary 
switch

Thread 
num.  

(그림 1) ANFIS 적용 스케줄링 시스템 

제안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의 입력은 다음과 같다. 

ü Execution time : 프로세스의 CPU 점유 시간 

ü Voluntary switch : 프로세스의 sleep state 로 

전환 횟수 

ü Involuntary switch : 인터럽트 등으로 프로세

스가 강제적으로 sleep state 로 전환 된 횟수 

ü Thread num. : 프로세스의 쓰레드 생성 수 

 

위의 네 가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ANFIS 에서 프로

세스에 적합한 코어 그룹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리눅

스 CFS 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작업이 수행될 때 반
영되어 각 프로세스 특성에 맞는 코어 그룹에서 수행

이 되도록 만든다. 
 

4 실험 

4.1 실험 환경 구성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구성하기 위해 풀 시
스템 시뮬레이터인 gem5 [7]를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프로세서를 모델링 하였다. 프로세서의 구성은 다음 
그림 2 와 같다. 

 

Large Core
2 GHz

Small Core
1.5 GHz

L2 Cache
(Shared)
512Kb

I-Cache
32Kb

D-Cache
32Kb

I-Cache
32Kb

D-Cache
24Kb

Small Core
1.5 GHz

I-Cache
32Kb

D-Cache
24Kb

 
(그림 2)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모델링 

실험용 프로세서는 하나의 large-core 와 8 개의 
small-core 로 구성된다. Large-core 는 Intel 사의 Xeon 
프로세서에 사용된 Nehalem architecture 를 모델로 구
성하였다. 동작속도는 2GHz 이고, I-Cache 32Kb, D-
Cache 32Kb 의 용량을 가진다. Small-core 는 Intel 사의 
Atom 프로세서를 모델로 구성하였다. 동작속도는 
1.5GHz 이며, 캐시 메모리는 I-Cache 32Kb, D-Cache 
24Kb 로 구성되어 있다. Large-core 는 small-core 에 비
해 동작속도가 빠르고 D-Cache 의 용량이 더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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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높은 성능을 가지지만 소비전력이 높다. 
 

4.2 ANFIS 설계 

본 연구에서는 MATLAB 의 ANFIS toolbox 를 이용

해 ANFIS 설계 및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트레이닝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눅스 상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여 execution time, 
voluntary switch, involuntary switch 및 thread number 에 
변화를 수집하였다.  

트레이닝 데이터 수집에는 CPU bound, I/O bound, 멀
티 쓰레드 프로세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프로세스 수행 상황에 대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bash shell, 네트워크 
코딩 프로그램, 소수 검색 프로그램이다. Bash shell 은 
대표적인 interactive 프로그램으로써 I/O 의 사용이 많
은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 코딩과 소수 검색 프로그

램은 연산량이 많으나 캐시 사용량과 쓰레드 생성 수
에서 차이를 보인다. 네트워크 코딩의 경우 행렬 연
산의 비중이 크며 캐시의 사용량이 많고 하나의 쓰레

드를 생성하는 반면 소수 검색 프로그램은 캐시의 사
용량이 적고 복수의 쓰레드를 생성한다. 표 1 은 각 
프로그램을 10 초간 10ms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였을 
때 측정된 각 스케줄러 입력 데이터의 평균을 나타내

었다. 
 

<표 1>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프로그램 
Exec. 

Time (ms) 

Volun. 

Switching 

Involun. 

Switching 
Threads 

Bash 0.06 1.07 0 1 

네트워크 

코딩 
111.54 0 0.35 1 

소수 검색 173.59 0 9.32 4 

 
수집한 데이터를 ANFIS GUI tool 을 이용해 입력하

여 membership function 을 트레이닝 하였다. 수집한 트
레이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xecution time 을 제외한 
모든 입력은 많음 또는 적음 두 가지 상태로 뚜렷이 
구분이 가능한 반면 execution time 은 값의 범위가 넓
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이에 대
응하기 위해 ANFIS 입력 중 execution time 은 
membership function 의 수를 세 개로, 나머지 입력은 
두 개로 정하였다.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실행했을 때
와 조합하여 실행했을 때 (bash 와 네트워크 코딩, 
bash 와 소수 검색 프로그램, 네트워크 코딩과 소수 
검색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모아 트레이닝에 사용하

였다. 각 상황에 따른 정답은 사람이 내린 것으로 아
래와 같은 규칙에 따르며 프로그램 실행 상태에 따른 
최적 코어에 대한 답은 표 2 에 나타난 것과 같다. 

 
ü 쓰레드 생성이 많을 경우 small-core 사용 

ü CPU 사용량이 많을 경우 large-core 사용 

ü I/O 사용량이 많을 경우 small-core 사용 

 
<표 2> 프로그램 실행 조건에 따른 코어 할당 

프로그램 정답 

Bash Small-core 

네트워크 코딩 Large-core 

소수 검색 Small-core 

Bash & 소수 검색 Large-core & Small-core 

Bash & 네트워크 코딩 Large-core 

네트워크 코딩 &  

소수 검색 
Large-core & Small-core 

 

제안하는 스케줄러는 소비전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

로 CPU 사용량이 많은 프로세스라도 쓰레드 생성이 
많은 경우 small-core 에 할당하도록 규칙을 정하였다. 
다만 bash shell 과 소수 검색 프로그램이 함께 동작할 
경우 쓰레드 생성이 많은 프로그램이 small-core 를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bash 를 large-core 에 배치하였

다. 
 

4.3 실행 속도 비교 

PARSEC 벤치마크를 gem5 시뮬레이터 상에서 구현

된 프로세서에서 수행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프로

세서는 large-core 1 개와 small-core 8 개로 구성하여 실
험하였고, 각 벤치마크가 생성하는 쓰레드의 수는 1, 
4, 8 개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사용한 리
눅스 커널의 버전은 2.6.24 이다. 

 

0.0

0.5

1.0

1.5

1 thread 4 threads 8 threads 1 thread 4 threads8 threads 1 thread 4 threads8 threads

fluidanimate swaptions streamcluster

N
or

m
al

iz
ed

 E
xe

cu
tio

n 
Ti

m
e

Programs  
(그림 3) CFS 대비 프로그램 실행 시간 결과 

그림 3 은 제안한 스케줄러를 적용한 경우의 프로

그램 실행시간을 CFS 를 사용한 경우의 시간으로 정
규화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프로그램 마다 차이는 
있으나 쓰레드 하나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실행

하는데 걸린 시간은 비슷하며 다수의 쓰레드를 사용

하는 경우 수행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쓰레드를 생성할 경우 성능이 
비교적 낮은 small-core 에서 우선적으로 수행되기 때
문이다.  

Swaptions 의 경우 4 개 쓰레드로 실행하였을 때 실
행 시간의 증가량이 8 개 쓰레드로 실행하였을 때의 
실행시간의 증가량보다 높은데 이는 프로그램의 병렬

화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Swaptions 는 프로그램의 병
렬화 정도가 낮고 연산량이 높다 [8]. 이러한 프로그

램은 large-core 사용의 비중이 높은 것이 성능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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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CFS 의 경우 생성하는 쓰레드의 수가 적을수록 
large-core 에서 실행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제안하

는 프로세스 스케줄러를 사용할 경우 small-core 의 비
중이 높으며, 따라서 생성하는 쓰레드의 수가 작을수

록 더 높은 실행 시간의 증가량을 보인다.  
Streamcluster 의 경우 캐시에 접근하여 읽어오는 데

이터의 량이 많고 캐시의 크기가 작을수록 미스 레이

트 (miss rate)가 크게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8]. 따
라서 제안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쓰레드

를 small-core 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할 경우 다른 프로

그램에 비해 실행시간의 증가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4.4 EDP 비교 

제안한 가상 비대칭 프로세서의 소비전력 모델을 
구성하였다. Esmaeilzadeh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프로

세서의 성능과 소비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던 폴락의 법칙 (Pollack’s Rule)을 보완하기 위
해 상용 프로세서의 SPEC CPU2006 벤치마크 실행 점
수 및 열 설계 전력 (TDP)를 적용한 비대칭 멀티코어

의 전력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9].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large-core 및 small-core 의 전력을 모델링하

였고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3> 코어 종류에 따른 전력 
코어의 종류 전력 (W) 성능 (SPECmark) 

Large-core 19.53 5.98 

Small-core 2.53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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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FS 대비 프로그램 실행 시간 결과 

그림 4 는 각 프로그램 별 EDP 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프로그램이 단일 쓰레드로 실행될 경우 CFS 와 
제안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 모두 large-core 를 우선

적으로 사용하도록 스케줄링하여 비슷한 수준의 EDP
를 보였다. 반면 다수의 쓰레드를 사용할 경우 large-
core 의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전력의 감
소로 인해 EDP 가 평균 35.4%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프로세서 구조로 주목 받고 
있는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용 프로세스 스케줄러 
개발에 하이브리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비대칭 프로세서는 각 코어가 가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대칭 멀티코어 프로세서와 달
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는 코
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코
어와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ANFIS 를 이용

하여 non-linear 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인간이 사고

하는 방식과 유사한 추론 과정을 적용시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비대칭 멀티코어 프로세

서를 이용해 병렬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기존 리눅

스의 CFS 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평균 34.5% 낮은 
EDP 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정밀한 스케

줄링 방법과 프로그램의 캐시 접근 빈도 및 캐시 미
스 비율을 ANFIS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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