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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icient Load Balancing Technique in a Multicore Mobile System

Cho Jungseok†⋅Cho Doosan††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multicores depends on how well a scheduler can assign tasks onto the cores efficiently. In a heterogeneous 

multicore platform, the execution time of an application depends on which core it executes on. That is to say, the effectiveness of task 

assig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for a multicore systems’ performance. 

This work proposes a load scheduling technique that analyzes execution time of each task by profiling. The profiling result provides a 

basic information to predict which task-to-core mapping is likely to provide the best performance. By using such information, the proposed 

technique is about 26% performance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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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코어 시스템의 효율은 스 러가 태스크 할당을 코어들에게 얼마나 효율 으로 분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기종 멀티코어 랫폼에서 

애 리 이션의 실행시간은 어느 코어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태스크 할당의 효율이 멀티 코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

한 요소 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 일링을 통하여 각 태스크의 실행시간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는 부하 균등화 기법을 제안하고 있

다. 로 일링 결과는 최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태스크 할당을 측하는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약 26%의 성능이득을 가질 수 있다.

키워드 : 스마트폰, 멀티코어, 작업 할당, 코드 분석, 모바일 랫폼

1. 서  론1)

최근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로 인해 이용자의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면, 2018년에는 세계 

모바일 인구가 40억 명을 돌 할 것으로 측된다[1].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최근 모바일 애 리 이션의 시장규모 확 에 

따라 HD 비디오 재생, 스트리  AV서비스, 멀티태스킹, 웹

라우징, 3D 게임 등 싱 코어 로세서로는 감당하기 어려

운 PC와 같은 수 의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2-3]. 하지

만 Fig. 1을 보면 격한 성능의 발 을 보이는 재의 휴

용 단말기라도 배터리 수명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4]. 결국 고성능일지라도 로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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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모를 감소시키거나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애 리 이션의 비효율 인 력 사용을 막기 해서는 우

선 애 리 이션의 실행시간, 동작주기와 같은 특성에 따른 

력 소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애 리 이션들 간에도 실행 특성에 따른 력 소비의 차

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력 소비가 더 은 애 리

이션의 실행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다른 애 리 이션에 

용함으로써 력 소비를 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Fig. 1. Improvement Status of Energy Demand and Battery 

Supply(Courtesy of the Battery Technology & Power 

Management Conference, Vancouver, August 18, 2005; Stuart 

Robinson, Strategy Analytic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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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PU Utilization in a Mobile Platform

한, 특정 기능을 구 한 앱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으로 이 지기보다는 소 트웨

어의 최 화를 통해 동일 기기에서 에 지 소모 감소와 처

리 속도 증가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2를 보면 애 리 이션 실행 시에 쓰 드

(Thread)의 부분을 CPU 0에서 처리를 하고 사운드나 시

스템 UI  기타 하드웨어 이벤트 발생 시 CPU 1에서 처리

하고 Idle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개의 CPU를 가지

고 있어도 부분의 쓰 드 처리는 하나의 CPU에서 처리가 

된다. 이는 성능을 감소시키고, 에 지 효율 측면에서도 비

효율 이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능 개선  애

리 이션의 효율 인 자원 분배와 최 화를 해서 애 리

이션 실행 특성의 분석이 필요하다. 

애 리 이션의 실행 특성을 분석하여 모바일 시스템의 

최 화 기법을 개발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해 애 리 이션의 실행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효율 인 자원 할당을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을 제시한다. 2 에서는 애 리 이

션 실행 분석을 한 방법을 제시한다. 3 에서는 로 일 

된 데이터를 통하여 최 화를 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4

에서는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하 다. 마지막

으로 5 과 6 에서는 련 연구과 결론을 기술하 다.

2. 애 리 이션 실행 분석

Fig. 3. CPU Utilization of Applications

애 리 이션의 실행 분석 기 은 CPU 사용률을 기 으

로 한다. ADB(Android Debug Bridge)를 통하여 디바이스

에서 실행되는 애 리 이션을 분석한다. 애 리 이션은 

사용 빈도가 높은 앨범, 게임, 유튜 , 지도, 메일, MMS, 

Playstore로 하 다. 각각 실행시간은 10분으로 하여 각 애

리 이션의 CPU 사용률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애 리 이션의 각 CPU 사용률을 측정하기 해 

Systrace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Systrace 분석은 애 리 이

션  CPU 사용률이 가장 높은 Game을 기 으로 분석한

다. Systrace 분석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실

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애 리 이션 실행 시 사용되는 코어는 보통 2개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코어별 사용률에 향을 미치

는 요소들을 분석하기 해 동  코드 분석 도구를 사용하

여 실행 가능한 이진 로그램에 한 동  분석을 실행한

다. 동  코드 분석 도구는 동  컴 일을 통한 동  코드 

변환 기법을 사용한다[5]. 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하드웨어 

이벤트를 측정하여 실제 으로 로그램이 가지는 쓰 드와 

함수, 명령어들이 CPU 사용률에 미치는 향들을 분석한다. 

Fig. 6을 보면 각 함수의 CPU time을 알 수가 있다.

Fig. 4. Core Utilization Result of a Game Application

Fig. 5. Cor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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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PU Utilization Analysis at Function Level

3. 알고리즘

3.1 The Proposed Approach

애 리 이션 로 일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인 

CPU 사용을 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자원 할당, 즉 병렬 

처리에는 크게 명령어 단  병렬 처리와 태스크 단  병렬 

처리가 있다. 명령어 수  병렬 처리는 데이터 의존성이 존

재하지 않는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처리를 말하며, 태스크 단  병렬 처리는 기능에 따라 분할

한 작은 태스크 단 로 병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병렬  

처리란 다수의 로세서들이 여러 개의 로그램들 혹은 한 

로그램의 분할된 부분들을 분담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기

술을 말하는데, 이때 분할된 부분을 그 인이라고 한다. 그

인의 크기가 매우 작은 명령어 수  병렬 처리 같은 경우 

많은 병렬성을 얻을 수 있지만 애 리 이션 단 에서 동기

화와 스 링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태스크 단  병럴 처리를 목 으로 애 리 이션의 자원 할

당을 실행한다. 본래 태스크는 다양한 범 로 정의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애 리 이션의 함수 단 로 태스크를 

정의하 다. 애 리 이션을 구성하는 함수들을 상으로 

복수의 로세서 코어를 이에 할당하는 스 링 기법으로  

제안한다. 제안하는 스 링 기법은 복수의 로세서 코어

의 실행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애 리 이션의 함수들에 할

당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nvidia white paper[6]  워크로드 기반 동  CPU 코어 

가용의 내용을 보면, 애 리 이션의 실행에 있어서 CPU 가

버 와 CPU 매니지먼트 로직에 의해 애 리 이션이 요구

하는 성능에 따라 코어의 사용을 조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어의 사용을 애 리 이션 단 가 아닌 애

리 이션 로 일에 의한 애 리 이션이 동작하는 각 함

수들의 실행시간  사용이 되는 각 코어들과 사용되지 않는 

코어들에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임워크는 Juraj Feljan, Jan Carlson[7]

의 시스템 임워크를 바탕으로 설계하 다. [7]은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최 화 태스크 할당 방법으로, 소정 

한계 이하의 데드라인 미스의 수를 유지하면서, 작업 체인 

종단 간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정에 의한 지연 

정보들에 기 하여 지연이 은 추정값을 선택하여 최 화 

하는 방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임워크를 설계하

으며 Fig. 7과 같다. 

애 리 이션이 선택되면, 하드웨어, 즉 디바이스에서 애

리 이션이 실행되고, 실행이 종료되면 애 리 이션이 

실행하는 동안의 태스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각 태스크

들이 차지하는 자원의 소모에 따라서 분배된다. 모든 태스

크들의 분배가 되었을 시 작업을 종료한다.

Fig. 7에서 Target Application은 실행이 되는 애 리 이

션이며, HW Specification은 하드웨어가 가지는 코어의 수

로 이는 애 리 이션이 실행하면서 종료되는 시 에 측정

이 된다. 애 리 이션이 실행, 분석, 할당, 검사를 순차 으

로 진행하여 모든 태스크들이 분할이 될 시 로세스가 종

료된다.

Fig. 7. Task Allocation

3.2 Task Allocation

시스템 임워크를 바탕으로 효과 인 CPU 사용을 

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코어의 균일한 할당을 하여 코

어의 할당은 실행 로그램의 함수 실행 시 CPU 유율을 

기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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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는 MPSoC 로세서 코어 집합이며, F는 애 리 이

션 함수 집합, Load(PEi)는 정규화 실행시간 함수의 부하를 

나타내며 allocated(f,PEi)는 할당된 함수 집합 f ∈ F to 

PEi를 나타낸다. 이종 MPSoC에서, 부하는 해당 워크로드 

PEi, i는 코어의 수를 뜻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목 은 복수

의 CPU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이 최상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정 코어에 태스크가 집 되지 않도

록 작업 분배가 고르게 되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성능의 

코어로 구성된 동종 시스템과 다양한 성능의 코어로 구성

된 이기종 시스템 양쪽에서 이를 달성하기 해서는 태스

크의 작업량을 정규화하여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 리 이션의 작업량을 정규화하기 하여 일반 PC에서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고 함수단 로 실행시간을 반복 측정

하여 그 평균값을 함수의 작업량으로 정의하 다. 제안하는 

기법의 최종 목 은 코어별로 작업량을 균등하게 하여 시

스템 성능을 최 으로 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하여 

목  함수는 코어들에 할당된 작업량의 표  편차를 최소

화하도록 설계하 다. 알고리즘 동작은 Fig. 8과 같다.

Fig. 8. Algorithm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안드로이드 OS에서 기존의 스

러와 연동하여 실행된다. 먼  타깃 모바일 시스템에서 구동

하는 한 개의 애 리 이션을 실행하고, 해당 애 리 이션

의 로 일 정보 일을 미리 특정 폴더에 장해놓고 스

러가 구동할 때 읽어 들인다. 해당 일은 로 일링 결

과로 함수 호출 트리, 함수 리스트, 각 함수별 실행시간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스 링 기법은 함수 리스트와 

정규화된 함수별 작업량을 참조하여 진행된다. 

우선 함수리스트 F를 검사하여 할당되자 않은 f가 있다면 

이를 선택한다. f를 모든 PE에 한 번씩 할당하여 목  함수 

값을 계산한다. 목  함수는 각 로세서 코어가 할당받는 

작업량의 표  편차로서 모든 로세서 코어가 균등하게 평

균에 가까운 작업량을 할당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최소의 값을 갖는 PE에 f를 할당한다. 이때 최소값을 갖는 

코어가 여러 개일 경우 순차 으로 할당한다. 할당된 f를 함

수 리스트 F에서 제거한다. F를 다시 검사하여 남 있는 함

수가 있다면 알고리즘 라인 1부터 반복 진행하여 모든 함수

를 할당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4. 실험 결과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 Microsoft Visual 

Studio 2012와 Intel Vtune Amplifier XE 2015 버 을 사용

하 다. 모바일 디바이스 상의 애 리 이션의 디버깅 제한

으로, PC에서 실험 환경을 구성하여 측정하 다.

알고리즘을 용시키기 해 상처리 로그램과 데이터 

버퍼에 이미지를 그리는 로그램과 사진 보기 로그램, 

사진 편집 로그램, 시스템 UIAClient 로그램, Sudoku 

로그램 총 6개의 로그램에서 실행되는 함수들의 CPU 

시간을 측정한다. Fig. 9는 상처리 로그램에 한 각 함

수들의 CPU 사용 시간을 나타낸다.

Fig. 9. Image Process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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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 으로 CPU 사용

률이 높은 함수들을 우선 으로 분류하고, CPU 사용률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은 함수들을 하나의 처리 역

으로 하여 Fig. 9처럼 함수를 분류한다. 상처리 로그램의 

실행 분석 결과, 각 왼쪽부터 약 1448, 325, 101, 50, 41, 187

의 CPU time을 가진다. 로그램의 로 일 결과 로그램 

내의 함수가 차지하는 CPU time이다.  결과를 토 로 함수

의 CPU 유율을 분석하고, 함수의 호출 계를 분석하여 알

고리즘에 용시킨다. 함수의 호출 계는 Fig. 10에 나타난

다. CPU Total 유율 100%를 기 으로 tmainCRTStartup이 

23.6%, RtlUserThreadStart가 76.4%의 유율을 가진다.

tmainCRTStartup에서 GMG::process와 Others는 각각 

18.4%, 5.2%의 유율을 가지며 RtlUserThreadStart의 GMG_ 

Loopbody::operatot()와 dispatch는 각각 63.6%, 12.8%의 

유율을 가지며 Loopbody::operator()의 Loop@0x567672 와 

Others는 각각 44.9%와 18.7%의 CPU 유율을 가진다. 이

는 CPU Total의 호출되는 최상 의 함수와 최상  함수들

의 최하  호출 함수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유율의 

분석값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용하여 코어 분

할을 할 시, Fig. 11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코어는 4개의 코

어를 기 으로 분할한다.

Fig. 10. Function Call tree

Fig. 11. Function Core allocation

함수 호출 트리에서 최소 단  함수를 기 으로 왼쪽부터 

Function 1～5까지 지정 후 알고리즘을 용시키면 Fig. 11

과 같이 분할된다. 코어의 Maximum time을 기 으로 분할

하여 상 으로 은 CPU time을 가지는 함수의 경우 가

장 높은 유 시간을 가지는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Core에 

순차 으로 배분하며 Core 0～2까지 함수의 CPU 유율은 

각각 44.9%, 31.5%, 23.6%가 된다. 분할되지 않은 Core 3의 

경우 유휴상태, 즉 Idle 상태가 된다.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용시킨 결과와 용시키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면 Fig. 12와 Fig. 13과 같다.

Fig. 12를 보면 용  함수의 사용 시간은 1130 이며 

용 후의 함수의 사용 시간은 940 이다. 이는 wait time과 

spin time 등의 하드웨어 이벤트의 시간을 포함한 총 CPU 

time 2093 에서 순수 함수가 차지하는 CPU time만을 기

으로 Maximum time이 1130 이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용시켰을 시 940 의 시간 소비가 된다. 

이는 시간 으로 비교하 을 시 약 200 의 시간 감소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CPU 유율을 나타내면 Fig.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드웨어 이벤트를 제외한 순수 CPU time만

을 기 으로 기존의 스 러에서 코어에 가장 높은 유율을 

가지는 함수가 53.9%이며 알고리즘을 용시켰을 때 유율

Fig. 12. Execution time

Fig. 13. Percentage of Maximum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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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4.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스 러

와 비교했을 시 약 17%의 성능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efore after Gain

Data buffer 78 57 27

Gallery 46 30 35

Image tool 46 38 18

System UIAClient 54 36 34

Sudoku 45 34 25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마찬가지로 데이터 버퍼에 이미지를 그리는 로그램과 

사진 보기 로그램, 사진 편집 로그램, 시스템 UIAClient 

로그램, Sudoku 로그램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알고리즘

을 용시켰을 시 Table 1과 같이 성능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을 보면 로그램의 측정 결과 기존의 스 러

에서 각 로그램이 가지는 함수의 CPU 유율이 가장 높

은 함수가 각각 79%, 46%, 46%, 54%, 45%로 나타난다. 이

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용시킬 시 가장 높은 

CPU 유율이 57%, 30%, 39%, 36%, 34%가 되며 이것은 

각각 27%, 35%, 18%, 34%, 25%의 성능 이득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5. 련 연구

5.1 부하 균등화

부하 균등화는 로세서에 부하의 재분배를 통해 병렬  

분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부하 균등화의 

주요 목표는 처리량을 최 화하기 해 로세서에 작업을 

분산, 안정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을 가져야 한다.

부하 균등화는 정  부하 균등화와 동  부하 균등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정  부하 균등화는 로세서의 실행의 시

작 부분에 결정된다[8, 9]. 그런 다음 성능에 따라 작업 부하

는 마스터 로세서에 의해 시작에 분포한다. 동  부하 균

등화는 런타임 로세서에 분산된다는 에서 정  알고리

즘과 다르다. 마스터 로세서는 수집된 새로운 정보에 기

하여 슬 이  로세서에 새로운 로세스를 할당한다 

[10, 11]. 정  부하 균등화와 달리, 하나의 로세서가 로드 

되었을 때 동  알고리즘은 동 으로 로세서를 할당한다. 

신에 로세스들은 메인 호스트 큐에 버퍼링 되고 원격 

호스트의 요청에 따라 동 으로 할당된다.

이러한 부하 균등화 알고리즘은 분산 시스템에 을 맞

추고 SoC 시스템에 고려한 알고리즘이 없다. SoC의 요한 

특성은 분산 시스템의 속성과 다르다. 주요 요인은 자원의 

수에 따른 자원 분석 오버헤드의 고려가 필요하다.

분산 시스템에 한 부하 균등화 알고리즘은 일반 으로 

가벼운 부하, 일반 인 부하, 무거운 부하의 세 가지 부하 

상태의 통계를 사용한다[12]. 그러나 SoC에서 단독으로 세 

개의 상태 시스템 부하 메커니즘은 최 이 아니다. SoC는 

보통 다른 성능  리소스의 다양한 자원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부하 상태로 변화한다. 따라서, SoC에 

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은 최 의 시스템 성능을 해 

성능과 자원의 부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13].

5.2 멀티 로세서에서 작업 분배

MPSoC(멀티 로세서 시스템 온 칩)은 VLSI 시스템의 

요한 클래스로 지난 10년간 등장했다. 단일 칩 다  로

세서 시스템 구성 요소로서 다수의 로그램 로세서를 사

용하는 응용 로그램에 한 부분 는 모든 구성 요소

에 필요한 통합 VLSI 시스템이다. MPSoC는 다른 애 리

이션 간의 네트워크 통신, 신호처리  멀티미디어에 사용 

된다[14]. 멀티 로세서는 칭형 로세서와 비 칭형 로

세서로 나  수 있다. 칭형은 동종의 두 개 는 그 이상

의 동일한 로세서가 서로 작업량을 나 어 처리하는 방식

이다. 따라서 쓰 드 수  병렬화(Thread Level Parallelism)

와 명령어 수  병렬화(Instruction Level parallelism)에 

합한 결합 형태이다. 비 칭형은 서로 다른 아키텍처의 

로세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로세서의 설계 목 에 따라 

히 작업을 분담한다. 재 임베디드 로세서에서 멀티

코어의 보편화된 형태이다. 보통 하나의 로세서는 마스터

로 설정되어 반 인 시스템의 리소스를 담당하며, 나머지 

로세서들은 마스터로부터 할당받은 로세스를 처리한다. 

특히 서로 다른 아키텍처의 로세서를 결합하는 방식은 서

로의 아키텍처에 특화된 작업을 할당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극 화시킬 수 있다. 

MPSoC 시스템은 작업의 크기에 따라 히 로세서 

코어에 작업을 할당하여 병렬 처리함으로써 시스템 처리 속

도를 높이고자 한다. 멀티 로세서에서 사용되었던 기법으

로는 표 으로 리스트 스 링 기법[15]과 클러스터링 기

법이 있다[16]. 리스트 스 링 기법은 태스크들에 우선순

를 부여하여 그 일련의 순서 로 스 링 하는 방식이

다. 우선순 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로그램을 

태스크 그래 로 표 한다. 태스크 그래 를 분석하여 로

그램의 실행시간을 결정짓는 가장 긴 구간(critical path)에 

포함된 태스크들부터 우선순 가 높은 것으로 부여한다. 클

러스터링 기법은 최소 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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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의 통신비용이 많은 태스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

어서 이 그룹 단 로 로세서 코어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멀티 로세서의 스 링 기법들은 우선 높은 통신비용을 

해결하는 데 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따라서 통신비용이 

상 으로 낮은 모바일 시스템의 시스템 온 칩에서는 이러

한 기술을 그 로 사용하는 데 효율 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리 스 기반인 안드로이드에서도 로세서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사용자 응답성을 높이기 한 스 링 기법

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응답

성 측면에서 부정 인 평가가 보고되었다[17]. CFS 같은 경

우 태스크들에게 공평한 CPU 할당 시간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리 스 서버 환경에 특화되어있어 화형 애

리 이션 환경에서는 효율 인 작업 할당이 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졌다[18]. 재 안드로이드 버 까지도 탑재된 

MPSoC의 로세싱 코어들의 효율 인 사용을 한 스

링 기법이 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애 리 이션의 실행 분석을 통한 멀티코

어 모바일 시스템 성능 최 화 기법에 해 제시하 다. 모

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상호작용이 높은 7개의 애 리

이션의 실행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애 리 이션의 비효율

인 실행에 해 검증하 고, 효율 인 자원 분배  성능 

향상을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검증을 해 6개의 로그램의 함수

의 실행시간  CPU 유율을 분석하고, 분석한 함수의 호

출 계 분석을 통하여 알고리즘을 용, 각 코어에 함수들

을 분할 시 각 로그램은 17%, 27%, 35%, 18%, 34%, 25 

%의 성능 이득이 있음을 확인하 고, 이는 기존 스 러의 

방식보다 약 26%의 성능 이득이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시스템 성

능 향상  에 지 소모 면에서 성능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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