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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Power Scheduling of Real-Time Parallel Tasks based on Load 

Balancing for Frequency-Sharing Multicore Proc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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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inimum-power scheduling scheme of real-time parallel tasks while meeting deadlines of the real-time tasks on 

DVFS-enabled multicore processors. The proposed scheme first finds a floating number of processing cores to each task so that the 

computation load of all processing cores would be equalized. Next the scheme translates the found floating number of cores into a natural 

number of cores while maintaining the computation load of all cores unchanged, and allocates the translated natural number of cores to the 

execution of each task. The scheme is designed to minimize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frequency-sharing multicore processor operating 

with the same processing speed at an instant time. Evaluation shows that the scheme saves up to 38% power consumption of the 

previou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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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VFS 기반의 멀티코어 로세서상에서 실시간 병렬 작업들의 마감시한을 만족하면서 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스 링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먼  모든 로세싱 코어들의 계산부하가 동일해지도록 각 작업에게 할당될 로세싱 코어들의 실수 개

수를 찾는다. 그리고 로세싱 코어들의 계산부하가 동일하도록 유지하면서 찾은 실수 개수의 로세싱 코어들을 자연수 개수의 로세싱 코어

들로 변환시켜 각 작업들의 실행에 할당한다. 제안된 방법은 단일 시 에 동일한 속도로 동작하는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 로세서의 력 소

모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성능 평가 실험에서 제안된 기법이 기존 방법의 력 소모량을 최  38%까지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 

키워드 : 멀티코어 로세서, 실시간 작업, 력 스 링, DVFS

1. 서  론1)

배터리의 한정된 원에 의존하여 동작하는 무선 컴퓨  기

기들을 해서 많은 력 로세서 스 링 기법들이 연구

되어왔다. 로세서의 력 소모량을 이는 방법으로 창기

에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유휴 시간(idle time) 동안 로세

서의 원을 차단하는 power-down-when-idle 기법[1]이 활용

되었다. 최근 들어 로세서의 력 소모 효율성을 개선하기 

해서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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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2, 3]이 활용되고 있는데, DVFS 기법은 로세서의 부

하에 따라 로세서에 입력되는 클락 주 수(clock 

frequency)를 변화시켜서 로세서의 연산 속도와 력 소모

량을 동 으로 조 하는 기법이다. 클락 주 수를 감소시키면 

로세서의 연산 속도가 감소되지만 더불어 력 소모량도 

같이 어든다. 유휴 시간 동안 로세서의 원을 차단하는 

power-down-when-idle 기법보다 클락 주 수값을 조 하는 

DVFS 기법이 실시간 작업의 력 소모량 효율성을 개선시

키는 데 유리하다는 사실이 밝 졌다[2, 3].

DVFS 기법을 제공하는 멀티코어 로세서는 단일 순간

에 코어들이 동일한 속도로 동작하는 주 수 공유형 멀티코

어 로세서와 단일 순간에 코어들이 상이한 속도로 동작할 

수 있는 주 수 분리형 멀티코어 로세서로 나뉜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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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 로세서상에서 병렬 수

행과 부하균등화를 활용하여 실시간 작업들의 마감시한을 

만족하면서 모든 로세싱 코어들의 력 소모량을 최소화

시키는 스 링 기법을 제안하 다. 주 수 공유형 멀티코

어 로세서에서는 최  계산부하를 가진 로세싱 코어에 

의해서 체 력 소모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로세싱 코

어들의 계산부하들을 완  균등화하여 코어들의 최  계산

부하를 낮춤으로써 체 로세싱 코어들의 력 소모량을 

최소화하 다. 한 각 작업의 실행에 병렬 수행을 용하

면 병렬 수행 오버헤드로 인해서 병렬 수행에 할당된 코어 

개수에 비례하여 연산량도 같이 증가한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작업들의 체 연산량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코어들

의 계산부하를 균등화시켰다. 

제안된 기법은 먼  체 작업 연산량을 최소로 유지하면

서 모든 로세싱 코어들의 계산부하가 균등화되도록 각 작

업에 할당될 로세싱 코어들의 실수 개수를 찾는다. 그리

고 로세싱 코어들의 계산부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찾

아진 실수 개수의 로세싱 코어들을 자연수 개수로 변환시

켜 각 작업에 할당한다. 마지막으로 로세싱 코어들의 동

일한 계산부하를 만족시키는 최소의 연산 속도를 모든 로

세싱 코어들에게 용시키고, EDF(Earliest Deadline First) 

규칙에 따라 작업들의 실행 순서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 로세서 모델에 

합하도록 DVFS 기법, 병렬 수행, 그리고 부하균등화를 모

두 활용하여 력 소모 감소 효율이 극 화되도록 설계되었

다. 성능 평가 실험을 통하여 로세서 구동을 한 최소 

기반 력을 제외하고 기존 스 링 기법이 소모하는 력

량을 제안된 기법은 최  38%까지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 

멀티코어 로세서상에서 실시간 작업들의 력 소모량을 

이기 해서 DVFS 기법을 활용한 스 링 연구들이 많

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부분의 기존 스 링 기법들

[4-8]은 병렬 수행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작업은 하나의 

로세싱 코어가 수행한다는 제하에 설계되었다. 단일 작업

에 다수의 코어들을 할당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수행을 

용하면, 작업의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서 로세싱 코어들에 낮은 연산 속도를 용하여도 마감시

한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력 소모량이 연산 속도의 

약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병렬 수행에 할당된 로세싱 코

어들의 개수가 증가하여도 체 로세싱 코어들이 소모하

는 력량은 폭 감소된다[9]. 

최근 들어 병렬 수행을 고려한 력 스 링 기법들

[9-11]이 다루어졌지만,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 로세서에 

합한 다수의 실시간 작업들을 한 력 스 링 기법

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9]에서는 단일 병렬 실시

간 작업을 한 력 스 링 기법만을 다루었고, 기존 

연구[10]에서도 실행 순서에 선후 계 제약이 존재하는 부

분작업들로 구성된 단일 병렬 작업의 력 소모를 이는 

문제만을 다루었다. 기존 연구[11]에서는 다수의 실시간 병

렬 작업들을 한 력 스 링 문제를 다루었지만, 

로세싱 코어들이 단일 시 에 다른 속도로 동작할 수 있는 

주 수 분리형 멀티코어 로세서 모델에 합하도록 설계

되어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 로세서 모델에서는 력 소

모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기존 방법[11]에서 일부 

코어에 계산부하가 편 되는 부하 불균형이 발생하면, 주

수 분리형 멀티코어에서는 계산부하가 편 된 코어들의 

력 소모량만 증가하지만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에서는 

체 코어들의 력 소모량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제시된 방

법은 부하균등화를 용하여 코어들의 최  계산부하를 최

소화시켜 체 로세서의 력 소모량을 최소화시켰다. 

로세싱 코어들에게 단일 시 에 다른 속도 동작을 허용하는 

주 수 분리형 멀티코어 로세서는 하드웨어 구 이 복잡

하고 구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분의 상용 멀티코어 

로세서 칩에는 주 수 공유형 구조가 용된다[14].

본 논문에서 제시된 기법은 병렬 수행에 할당된 코어들의 

개수를 실행 에 변경할 수 있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작업 

모델을 상으로 설계되었고, 병렬 수행에 할당된 코어들의 

개수를 실행 에 변경하는 부하균등화를 용하면 력 소

모량을 최소화시키는 스 을 다항식 복잡도(polynomial 

complexity)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음을 

보인다. 반면 병렬 수행에 할당된 코어들의 개수를 실행 

에 변경할 수 없는 작업 모델을 고려한 기존 연구들[9-11]

에서는, 코어들의 계산부하를 완  균등화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한 코어들의 최  부하값이 최소화되는 스 을 찾

는 문제가 NP-hard의 복잡도를 가짐이 입증되었다[11].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에서

는 제안된 기법에 용된 DVFS 기반의 멀티코어 로세서 

모델과 실시간 병렬 작업 모델에 해서 설명한다. 3 에서

는 제시된 스 링 기법의 동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4 

에서는 제시된 기법과 기존 스 링 기법의 성능 비교 

실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5 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

리한다.

2. 시스템 환경

2.1 DVFS 기반 멀티코어 로세서 모델

멀티코어 로세서 내의 체 로세싱 코어 개수를 으

로 나타낸다. DVFS 기반 멀티코어 로세서에서 로세싱 

코어들에게 용되는 클락 주 수는 단 시간당 처리하는 

계산량(클락 사이클 개수)을 의미하고, 따라서 클락 주 수

가 증가하면 코어의 연산 속도가 증가하며, 코어가 소모하

는 력량도 같이 증가한다.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 로

세서에서 로세싱 코어들의 연산 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지만, 단일 순간에는 로세싱 코어들의 동작 속도

는 항상 동일하다[12]. 최  코어 속도를 max로 표기하고, 

표 의 간결성을 해 max 이 되도록 최  코어 속도

를 정규화한다. 그러면 최  속도보다 감속된 코어 속도 

는 ≤max의 계식을 만족한다. 로세싱 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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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모량은 코어 속도의 약 세제곱에 비례하므로[2-4], 

로세싱 코어가   속도로 동작할 때의 단일 시간당 소모 

력량을 의 함수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

여기서 는 로세서 하드웨어 특성 상수이고, 는 로

세서 구동을 한 최소 기반 력의 단  시간당 소모량을 

나타낸다. 는 코어의 원을 차단하는 경우에만 약되는 

력 소모량으로, 모든 코어들을 사용하는 DVFS 기법에서

는 력 소모 약 상에서 제외된다. 성능 평가 실험에서 

비교 상 기존 방법과 제시된 기법의 값은 동일하고 

로세서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은 제외하고 ∙ 의 

력 소모량만을 비교하 다.

2.2 실시간 병렬 작업 모델

서로 독립 으로 수행되는 주기  실시간 작업들의 개수

를 으로 나타내고, 이들 개의 작업들을   으로 

표시한다. 주기  실시간 작업들의 도착 주기가 실행을 완

료해야 하는 마감시한이 되며, 각 의 마감시한을 으

로 나타낸다. 한 각 이 마감시한까지 수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산량을 으로 나타낸다. 각 작업들은 다른 마감시

한 과 다른 계산량 을 가질 수 있다. 각 을 단일 

코어가 수행할 때의 실행 시간과 비교하여 개의 코어들

을 의 실행에 할당하여 병렬 수행을 용할 때의 실행 시

간 향상 비율을 ‘병렬 수행 속도 증가’라 명하고   으로 

나타낸다. 이때    이며,  이면    ≤  이

다. 그리고 병렬 수행에 필요한 추가 연산 오버헤드(부분 

작업 기 분배, 부분 작업 수행 결과 최종 수집 등)[13]로 

인해서  ≥에 해서   ≤이다. 병렬 작업의 

  값은 로 일링 기법에 의해서 계측될 수 있으므로

[11], 모든 작업들의   값은 사 에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개의 코어들을 이용하여 을 실행할 때, 주어진 계산

량 을 마감시한 에 실행 완료하기 해서 단일 코어가 

최  속도 max에 수행해야만 하는 단  시간당 최소 계산량

을 ‘계산부하’로 정의하고   으로 표기하면,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그리고 개의 코어들을 이용하여 을 실행할 때, 

개의 코어들이 수행해야 하는 체 작업량을 ‘연산량’으로 

정의하고  으로 표기하면,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과  의 값은 고정되지 않고, 과   

이 변화되면 더불어 같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면,    이다.

Fig. 1. Workload and Utilization Functions against the Number 

of Allocated Cores

Fig. 1은 할당된 코어들의 개수 에 한 연산량

(workload) 함수  과 계산부하(utilization) 함수   

를 보여주고 있다. Fig. 1(a)에서 보여주듯이 병렬 수행 오

버헤드로 인해서 작업 수행에 할당된 코어의 개수 이 증

가할수록  값의 증가 비율은 커진다. 반면 Fig. 1(b)

에서 보여주듯이 작업 수행에 할당된 코어의 개수 이 증

가할수록   값의 감소 비율이 어든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수행에 할당된 코어들의 개수를 실행 

에 변경할 수 있는 작업 모델을 고려한다. 용량의 입력 

역을 계산하는 이미지 처리, Molecular Dynamics 시뮬

이션, Cholesky Factorization, Operational Oceanography와 

같은 실시간 멀티미디어 작업들[9, 15-17]은 계산 역을 분

할하여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여러 개의 부분작업들로 분리할 

수 있고, 계산 역의 크기를 조 함으로써 부분작업들의 

개수를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일부의 부분작업

들만 상 으로 은 계산량을 배당하고 나머지 부분작업

들에게는 상 으로 많은 계산량을 배정하는 불균등 작업

량 배정 방법이나, 실행 에 어떤 코어에 할당된 일부 계

산 역에 한 인덱스 정보를 다른 코어에게 달하여 

신 수행하도록 하는 동  부하균등화 기법[16]이나 동  작

업 이동 기법[8, 17]을 통해서 병렬 수행에 할당된 코어들의 

개수를 실행 에 변경시킬 수 있다. 실행 에 작업에 할

당된 코어들의 개수를 변경하기 해 발생하는 오버헤드는 

병렬 수행 속도 증가   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실행 에 작업에 할당된 코어들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

는 환경에서 자연수 이외의 실수 코어 개수 에 해서 연

산량 과 계산부하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자연수 에 해서 이라면, 의 

시간 비율 동안에는 개의 코어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에 의 시간 비율 동안에는 개 코어들이 수행을 

연계하여 작업 실행을 완료하는 경우이다. 즉 은 

과   사이의 선형 함수를 따르고, 은 

 과    사이의 선형 함수를 따른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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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rking Example of the Proposed Scheme 

값이 정의되지 않은 에 해서는, 1개 이하의 코어

에서는 작업의 연산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

다. 그리고  의 값이 정의되지 않은 에 해서

는, 의 시간 비율 이내에 1개의 코어가 작업 실행을 완료

해야 하므로    이다. 

3. 제안된 스 링 기법

3.1 실수 코어 개수 기반 최소 력 스 링

기존 연구[7]에서 고정된 연산량을 가진 작업들에 해서 

로세싱 코어들의 계산부하가 균등화되도록 분배하여 모든 

코어들에게 동일한 연산 속도를 용하는 것이 체 코어들

의 력 소모량이 최소화됨을 입증하 다. 본 논문에서 다

루는 문제에서는 Fig. 1(a)에서 보여주듯이 작업 연산량이 

할당된 코어 개수에 따라서 변동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체 코어들의 력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모든 작업

들의 체 작업 연산량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코어들의 계산

부하가 균등하도록 작업들을 배치해야 한다. 

실수 코어 개수 에 해서 각 작업의 연산량  값

이 Fig. 1(a)와 같이 오목 증가함수를 따르는 환경에서는, 

개의 코어들을 개의 작업들에게 하게 분배하여 개

의 작업들의 계산부하   값을 일치시키면 개의 코어

들의 체 력 소모량이 최소화된다. Fig. 2(a)에서 보여주

듯이 개의 작업들이 동일한 계산부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코어들의 계산부하의 최댓값을 보다 크지 않게 

유지하면서 체 작업들의 연산량을 최소화시킨다. Fig. 

2(a)에서 할당된 코어 개수보다 은 수를 할당하면 작업 

연산량을 일 수는 있으나, 이 작업의 계산부하가 을 

과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작업의 계산부하로 인해서 모든 코

어들의 최  계산부하가 보다 커지게 되므로 개의 코

어들의 체 력 소모량은 오히려 증가된다. 그리고 Fig. 

2(a)에서 할당된 코어 개수보다 많은 수를 할당하면, 1을 

과하는 코어 개수에 해서는 작업 연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나의 작업이라도 연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체 연

산량이 ∙∑을 과하게 되어 모든 코어들의 최  계

산부하값이 보다 커져야 되므로 체 력 소모량이 증

가된다. 따라서 모든 작업들이 동일한 계산부하값을 가지도

록 코어들을 분배 할당하면, 분배된 코어들의 체 력 소

모량이 최소화된다. Fig. 2(a)는 ∑개의 코어들만을 분배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개의 코어들의 력 소모량을 최

소화시킨다.

개의 코어들의 체 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기 해서

는, Fig. 2(c)에서 보여주듯이 ∑ 이 되도록 모든 작업들

의 계산부하   이 의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개의 

코어들을 개의 작업들에 분배해야 한다. 모든 작업들의 단  

계산부하  이 로 동일하면서 ∑ 이 되도록 각 

을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모든 의 값을 1로 

기화하고, 모든 작업들의 계산부하들 에서 최  계산부하 

max maxU UM 를 의 역함수에 용하여 


 max   이 되도록 각 의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

산된 각 의 값에 해서 ∑ 이라면, max의 값을 

여서 ∑ ≥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각 의 값을 계산하

는 과정을 반복한다. max의 값을 일 때, 각 작업들의 연산

량 함수  가 모두 선형 증가 계를 따르도록 max의 

값을 단계 으로 감소시킨다. Fig. 1(a)에서 보여주듯이, 의 

인 한 자연수까지는 항상    함수가 선형 증가 계를 

만족한다. 보다 큰 인 한 자연수를  으로 표 하면, 

max의 감소된 값은 max maxU I UM IM 가 되

도록 결정된다. Fig. 2는 제안된 기법의 4개의 작업들을 8개의 

코어 상에서 스 링하는 주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2(a)의 에서   ,   ,   ,   일 때, 

   ,    ,    ,    이다. Fig. 2(b)의 

에서 감소된 max의 값은    maxU I U I 
로 결정되었고, 결정된 max를  의 역함수에 용하여 


 max   이 되도록 각 의 값을 다시 계산한다. 계

산된 의 값들이 ∑ ≥의 조건을 만족하면 max의 값

을 단계 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은 정지한다.

∑ ≥의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작업들의 계산부하가 

동일하면서 ∑ 이 되는 max 의 값을 다음과 같이 

찾는다. 먼  ∑ ≥의 조건을 만족하기 직 의 max의 값

을 이용하여, 도출한 ∑ 값과 ∑  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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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그리고 ∑ ≥의 조건을 만족한 직후의 max의 

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 값과 ∑  의 값을 

계산한다. max의 값을 감소시킬 때, 모든  값이 의 

값에 해서 항상 선형 증가 계를 따르도록 선택되었으므

로,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 의 상황을 계산할 수 

있다. 

            

 



 ∙

(2)

즉  


∙

∙ 
이다. 도출된 의 

값을 기 으로 
    이 되도록 각 의 값을 계산

한다. Fig. 2(a)는 ∑ ≥의 조건을 만족하기 직 의 상황

이고, Fig. 2(b)는 ∑ ≥의 조건을 만족한 직후의 상황이

며, Fig. 2(c)는 Equaition (2)을 이용하여 도출된 ∑ 
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2 자연수 코어 개수 기반 최소 력 스 링

실제 환경에서는 실수 코어 개수들을 작업에게 할당할 수 

없으므로, 앞 에서 도출된 실수 코어 개수 을 자연수 코

어 개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  각 의 정수 부

분인 ⌊⌋개의 코어들을 작업 에 할당한다. 그러면 

∑⌊⌋개의 코어들이 남게 되는데, 이 코어들은 각 

의 소수 부분인  ⌊⌋을 수행하도록 할당한다. Fig. 

2(d)는 각 의 정수 부분인 ⌊⌋개의 코어들을 작업 

에 할당하고, 각 의 소수 부분인  ⌊⌋을 

∑⌊⌋개의 코어들에 할당한 를 보여주고 있다. 

∑⌊⌋개의 코어들은 단일 작업만을 실행하지만, 

∑⌊⌋개의 코어들은 2개 이상의 작업들을 실행하게 

된다. 하나의 코어가 다수의 주기  실시간 작업을 수행하

는 경우에는 마감시한이 가까운 작업부터 순차 으로 실행

하면 모든 작업들의 마감시한이 만족됨이 입증되었으므로

[7], 2개 이상의 작업들에 한 실행 순서는 가장 빠른 마감

시한을 먼  실행하는 EDF(Earliest Deadline First) 규칙을 

따라 결정된다. 

Fig. 2(d)의 에서 와 를 순차 으로 실행하는 코어

는, 80%의 시간 비율 동안에 를 실행하고 20%의 시간 비

율 동안에 를 실행한다. 결과 으로 는 80%의 시간 비

율 동안에는 1개의 코어가 실행하고, 이후에 동  작업 이

동을 통해서 20%의 시간 비율 동안에는 2개의 코어들이 병

렬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은 60%의 시간 비율 동안에는 

4개의 코어들이 실행하고 40%의 시간 비율 동안에는 3개의 

코어들이 병렬 수행하며, 는 60%의 시간 비율 동안에는 

2개의 코어들이 실행하고 40%의 시간 비율 동안에는 3개의 

코어들이 병렬 수행한다. 

실수 코어 개수를 이용한 스 이나 자연수 기반으로 변

환한 이후의 스 에서 각 로세싱 코어들의  계산부

하는 로 동일하다. 각 로세싱 코어의  계산부하 

값은 배치된 작업들의 마감시한을 모두 만족하기 해서 단

 시간당 수행하는 최소 계산량을 나타내고, 이는 배치된 

작업들의 마감시한을 만족시키는 최소 연산 속도를 의미한

다. 따라서 모든 로세싱 코어들의 동작 속도를  로 

설정하면, 체 로세싱 코어들의 력 소모량은 Equaition 

(1)을 기반으로 ∙  ∙이 된다.

단계 1. 최  계산부하 max maxU  UM의 기값을 계

산하고, 계산된 max를 의 역함수에 용하여 


max  인 각 의 기값을 찾는다. 기 값들

의 합 ∑이 코어 개수 보다 큰 경우, 마감시간을 만족

하는 스 링의 불가를 통지하고 동작을 끝낸다.

단계 2. ∑  이라면 ∑ ≥ 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2.1

과 2.2의 부속 과정을 반복한다. 

  2.1 :∑≥ 의 조건을 만족하기 직 의 ∑값과 ∑
값을 찾기 해서, 두 개의 변수 와 에  ∑, 
  ∑가 되도록 장한다.

  2.2 : 모든 연산량 함수 가 선형 증가 계를 만족하는 범

에서 감소된 max의 값을 max maxU I  UMI M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max을 

의 역함수에 용하여 
max  이 되도록 각 를 

수정한다. 

단계 3. 균등화된 계산부하로 ∑  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

들을 부속과정 3.1과 3.2를 통해서 찾는다. 

  3.1 : ∑≥ 의 조건을 만족한 직후의 ∑  값과 ∑  
값을 두 개의 변수 와 에  ∑,   ∑
가 되도록 장한다.

  3.2 : , ,  ,   변수들을 Equaition (2)에 용하여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을 의 역함수

에 용하여 
  이 되도록 각 값을 수정한다. 

단계 4. 자연수 코어 개수를 사용하는 최종 스 을 부속과정 

4.1과 4.2를 통해서 결정한다. 

  4.1 : 각 의 정수 부분인 ⌊⌋개의 코어들을 작업 의 

담 실행에 할당한다. 그리고 각 의 소수 부분 

⌊⌋ 을 남겨진  ∑⌊⌋ 개의 코어들에 할

당하며, 이때 마감시한이 빠른 작업부터 순차 으로 선택

하여 계산부하가 가장 낮은 코어에게 할당한다.

  4.2 : 모든 로세싱 코어들의 동작 속도를   로 설정하고, 

2개 이상의 작업들을 실행하는  ∑⌊⌋ 개의 코어들

은 마감시한이 가까운 작업부터 순차 으로 실행한다.

Fig. 3. Pseudo Code of the Proposed Scheme

Fig. 3은 제안된 스 링 기법의 체 동작 과정을 보여

주는 의사 코드(pseudo code)이다. 여기서 는 실수 보

다 큰 인 한 자연수를 간결하게 나타낸다. Fig. 2(a)는 Fig. 

3의 단계 2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단계 2가 완료되면 

Fig. 2(b)의 결과가 도출된다. Fig. 3의 단계 3 과정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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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Fig. 2(c)의 결과가 도출되고, Fig. 3의 단계 4과정이 

완료되면 Fig. 2(d)의 결과가 도출된다. 

Fig. 3에서 제시된 코드의 체 계산 복잡도는 

∙ln∙이다. 최  개의 변곡 을 가진 의 

역함수  max 에 한 계산 복잡도는 이등분할 검색

(bisectional search)을 이용하면 ln이다. 즉 단계 1과 

단계 2.2, 단계 3.2의 계산 복잡도는 ln∙이다. 단계 

2.1의 계산 복잡도는 이며, 단계 2는 최  ∙번 반

복된다. 단계 3.1의 계산 복잡도는 이고, 단계 4.1의 계

산 복잡도는 ∙ln∙이며, 단계 4.2의 계산 복잡

도는 ∙ln이다.

4. 성능 평가

성능 평가를 하여 제안된 기법과 기존의 병렬 수행을 

용한 스 링 방법[11]의 력 소모량을 비교하 다. 기

존 방법에서는 병렬 수행을 활용하여 력 소모량을 지

만, 부하균등화를 용하지 않아서 일부 코어들에 계산부하

가 편 되는 부하 불균등 상이 발생하면 모든 코어들에게 

동시에 용되는 연산 속도가 증가되어 력 소모 감소 효

과가 떨어진다. 평가 지표로는 ‘기존 방법이 소모하는 단  

시간당 력량’ 비 ‘제안된 방법이 소모하는 단  시간당 

력량’ 비율을 ‘상  력 소모량’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성능 지표로 사용하 다.

모의 성능 평가 실험에서 32개의 주기  실시간 작업들을 

사용하고, 각 작업들은 다른 계산부하 값을 가지도록 

생성되었다. 작업들의 계산부하값들은 정규 분포 는 지수 

분포를 따르도록 인 으로 생성하 고, 모든 작업들의 평

균 작업부하를 

∑    
×으로 정의하여 사용하 다.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32개의 작업들을 가지는 집합

을 십만 번 생성하여 평균값을 실험 결과 지표로 사용하 다. 

사용 가능한 최  로세싱 코어 개수를 32개로 설정하 다. 

상  력 소모량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면 코어 속도의 실

제 값은 성능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최  코어 속도 

max는 1.0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하 다. ≤≤max의 

계식을 만족하는 코어 속도 의 단  시간당 력 소모량은 

실제로 리 사용되는 인텔 XScale 로세서의 DVFS 기법 

데이터에 최소제곱근회기분석(least-square curve fitting) 방

법을 용하여, 단일 시간당 소모 력량을 나타내는 

  ∙   함수의 상수 ≃× 를 도출하

다[6]. 2.1 에서 언 하 듯이, 기존 방법과 제시된 기법의 

값은 항상 동일하므로 성능 평가에서 은 제외하 다.

병렬 수행을 용하면 일반 으로 할당된 코어 개수 에 

비례하여 계산부하 이 어들지만, 병렬 수행의 속도 

증가 은 작업의 서 모듈 분할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13]. 다양한 작업들의 병렬 수행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개의 코어들에서의 병렬 수행 속도 증가 모델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사용하 다. 먼  ‘선형 속도 

증가’ 모델은   으로 정의하고, 병렬 수행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최  성능을 표하 다. 그리고 ‘반선형 속도 

증가’ 모델은   ∙로 정의하고, 병렬 수행

의 간 성능을 표하 다. 마지막으로 ‘제곱근 속도 증가’ 

모델은  으로 정의하고, 병렬 수행의 낮은 성능을 

표하 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멀티미디어 작업들은 선

형 속도 증가 모델에 근 하는 병렬 수행 속도 증가를 보이

지만[13, 15], 병렬 수행 속도 증가가 상 으로 떨어지는 

작업들에게 제안된 기법을 용할 때의 력 소모 감소 효

과를 확인하기 해서 반선형 속도 증가 모델과 제곱근 속

도 증가 모델을 성능 평가에 용하 다.

Fig. 4. Relative Power Consumption against Normal 

Distribution

Fig. 4는 작업들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생성되

었을 때, 평균 작업부하에 한 제안된 방법의 상  력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작업부하값이 70%일 때 최  

상  력 소모량을 보인다. 그리고 평균 작업부하 5%와 

70% 사이에서는 평균 작업부하가 증가할수록 상  력 

소모량은 감소하고, 평균 작업부하 70%와 95% 사이에서는 

평균 작업부하가 증가할수록 상  력 소모량은 증가한

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 방법의 최  계산부하값을 부하균

등화를 용하여 임으로써 체 코어들의 력 소모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의 상  력 소모량이 

낮다는 것은, 기존 방법에서 부하 불균등으로 인한 일부 코

어들의 계산부하 편  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평균 작업부하값들에 해서 선형 속도 증가 모델이 

가장 낮은 상  력 소모량을 보이고, 반선형 속도 증가 

모델이 다음으로 낮은 력 소모량을 보이며, 제곱근 속도 

증가 모델이 가장 높은 력 소모량을 보인다. 평균 작업부

하값이 70%일 때, 선형 속도 증가 모델의 상  력 소모

량은 약 65%이고 반선형 속도 증가 모델은 약 70%이며 제

곱근 속도 증가 모델은 약 76%이다. Fig. 4의 실험 결과에

서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의 력 소모량을 최  35%까

지 감소시키고, 한 다양한 병렬 수행 속도 증가 모델에 

해서 명확한 력 소모 감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동일한 부하 불균등 상황에 해서도 병렬 수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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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ve Power Consumption against Exponential 

Distribution

증가값이 클수록 부하균등화를 통한 최  계산부하의 감소

폭이 증가하고, 따라서 상  력 소모량의 감소폭이 커

진다.

Fig. 5는 작업들의 값이 지수 분포를 따를 때의 상

 력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다. Fig.  3의 결과와 유사하

게 우수한 병렬 수행 속도 모델에 해서 낮은 상  력 

소모량 값을 보인다. 그리고 평균 작업부하 60% 이하에서는 

평균 작업부하가 증가할수록 상  력 소모량은 감소하

고, 평균 작업부하 65% 이상에서는 평균 작업부하가 증가할

수록 상  력 소모량은 증가한다. 선형 속도 증가 모델

과 반선형 속도 증가 모델은 평균 작업부하값이 65%일 때 

상  력 소모량의 최 값으로 62%와 69%를 각각 보이

고, 제곱근 속도 증가 모델은 평균 작업부하값이 60%일 때 

상  력 소모량의 최 값으로 75%을 보인다. 즉 선형 

증가 모델에 해서 로세서 구동을 한 최소 기반 력

을 제외하고 기존 방법이 소모하는 력량을 제안된 기법이 

최  38%까지 감소시킨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 수 공유형 멀티코어 로세서상에서 

실시간 작업들의 마감시한을 만족하면서 력 소모량을 최

소화시키는 스 링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병

렬 수행과 부하균등화를 용하여 모든 코어들에게 동일하

게 용되는 연산 속도를 최소화시켰다. 병렬 수행을 용

하면 각 작업을 수행하는 로세싱코어들의 개수에 따라서 

작업량이 변동되므로, 제안된 기법은 모든 작업들의 체 

연산량을 최소화화면서 모든 로세싱 코어들의 최  계산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다. 성능 평가 실험에서 제안

된 기법이 기존의 병렬 수행만을 용하고 부하균등화를 

용하지 않는 방법보다 력 소모량을 최  38%까지 감소시

킴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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