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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 불만의 가장 큰 요소인 배터리 사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 배터리 사용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를 제한할 수 있
는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기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기법은 태스크들의 에너지 소
비량을 추정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태스크들의 스케쥴링을 제한하여 에
너지 소비량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에너지 제한 스케
쥴링 기법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의 스케쥴링 주기를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하여 QoS 저하를 일으
킨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처음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중에도 아이들 스레드를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과 교차 실행하여 스케쥴링 패턴을 유지함으
로써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중에도 QoS를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스케쥴링 기법은 구
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제안하는 방식은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
하면서도 스케쥴링 패턴의 변화로 인한 QoS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 전력 관리, 배터리 관리, 모바일 컴퓨팅, 스케쥴링 알고리즘, 멀티미디어, QoS

Abstract Unpredictable battery lifetime arising from multitasking is one of the biggest sources of
user dissatisfaction with mobile devices. Many researchers have proposed various resource
management schemes for predicting and guaranteeing battery lifetime of mobile devices. The existing
battery-lifetime guarantee schemes commonly depend on some forms of energy-constrained schedulers. Energy-constrained schedulers schedule tasks only when the system has sufficient energy to
use. Although this approach effectively controls energy usage of tasks, the distorted scheduling pattern
from the energy-constrained scheduling significantly affects the QoS of multimedia or interactive
applications. This paper experimentally identifies the QoS degradation due to the energy-constrained
schedulers, and proposes a QoS preserving energy constrained scheduling scheme that compulsorily
schedule idle threads interleaved with tasks to maintain the scheduling pattern. We implement the
proposed scheme in a Google Android smart phone and evaluate it. Our evaluation shows that our
approach effectively maintain the QoS while restricting energy consumption.
Key words : power-aware computing, battery management, scheduling algorithms, multimedia,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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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80%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1억대의 스마트폰이 팔렸다[1].
스마트폰과 함께 태블릿을 비롯한 다양한 포스트-PC
(post-PC)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위한 시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종류 및 판매가 증
가하면서 이를 위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third-party
application) 시장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블루투스
(bluetooth), GPS, 환경센서(ambientsensors) 등 다양

사용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시간이 보장되므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접근법이다.
사용시간 보장을 위한 접근법에서는 필연적으로 애플
리케이션의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
기 위한 스케쥴링 기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energy-constraind scheduling) 기법은 사용
시간 보장을 위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사
용되어 왔다[5,6].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는 태스크가 사
용하는 에너지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스케쥴링 시간
에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여, 주어진 에너지 예산
(energy budget) 안에서 스케쥴 될 수 있도록 스케쥴
시간을 조절한다. 에너지 예산은 사용시간 보장 구조의

한 형태의 주변기기들이 집적되면서, 서드파티 애플리케

목적과 특성 그리고 태스크의 특성, 중요도 및 요구하는

이션들의 수 뿐만 아니라 한 기기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최소 사용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태스크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반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는 태스크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

적인 스마트폰에서는 수 십 개의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한하는 직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임이 연구들을 통

실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2].

해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또는 인터랙티브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현재 대부분

애플리케이션들에서 QoS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

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들은 다양한 형태의 멀티태스킹을

었다[6].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QoS 저하는 스케쥴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프로세서 자원을 소비하기

링 패턴의변화에서 발생한다.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멀티태스킹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추가적

들은 대부분 QoS의 유지를 위해 유휴 시간에 일정한 분

인 배터리 소비를 유발한다. 또한, 동시에 실행되는 태

량의 소리나 영상을 사전에 디코딩(decoding)하여 버퍼

스크가 증가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프로세서를 사용하

에 저장한다. 이 버퍼링 역시 프로세서 자원, 즉 에너지

게 하는 원인이 되고, 강력한 프로세서는 결국 더 많은

를 소모하게 되므로 버퍼링으로 인해 주어진 에너지를

전력소비로 이어지게 되어 배터리 사용시간은 더욱 짧

모두 소모하면 정작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해야

아지게 된다.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백그라운드 멀티

할 시기에 제대로 출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태스킹 모델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배터리 사용시간은
여전히 사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요인이다[3].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되었지만, 실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실험적으로 보이거나 구체적인 해

사용자들이 배터리 사용시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짧

결책을 제시한 바는 없었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제한 스

은 사용시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용 시간이 실행되는

케쥴링에서 스케쥴링 패턴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QoS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를 비롯한 여러 요소에 의해 예측

저하 현상에 대해 실험적으로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

불가능하게 변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성 역시 크

해 아이들 스레드를 스케쥴링 중간에 삽입하여 에너지

게 작용한다. 이 중 사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스템의

제한 스케쥴링 시에도 일반 스케쥴링과 같은 형태의 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이 제안되었

케쥴링 패턴을 유지하여 QoS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강제

다.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이미 대

휴지기간 분배 기법(compulsory idle spreading scheme)

부분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운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스케쥴링 기법은 오픈소스 스마

영체제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시간의

트폰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Google Android)에

예측 불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술적인 어려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시장에 나와있는 멀티미디어 애

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았으며, 실제 상품들에 탑재된 사례 역시 드물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

사용시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극복하려는 많은 연구들

장에서는 배터리 사용시간 보장을 위한 관련 연구들과

이 있었으며, 그 중 애플리케이션의 에너지 소비량을 일

이를 위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을 소개하고, 에너지 제

정 수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

한 스케쥴러로 인해 발생하는 QoS 저하의 원인을 분석

시간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4,5]. 이러한 사용시간

한다. 3장에서는 강제 휴지기간 분배 기법을 제안한다.

보장은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에너지 잔량 및 사용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프로토타입 구현과 평가 결

현황 등을 고려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최소

과들을 소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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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및 연구 동기
2.1 관련 연구
에너지 소비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 애플
리케이션들이나 장치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실시간으
로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5]. 많은 연구들에
서 하나의 태스크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장치의 양과 소비하는 프로세
서 시간을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의 전력소비량을
토대로 태스크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한다[4,7-10]. 하
지만, 이러한 추정법들은 모바일 시스템에 집적되는 디
바이스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이러한 추정법은 디바이
스들 간의 간섭 등으로 인해 그 정확도가 높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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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 네메시스는 각 장치의 동작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 뒤 이 측정 결과를 토대로 태
스크의 디바이스 사용량을 모니터하여 태스크의 소비전
력을 유추한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에너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애플
리케이션의 서비스 품질이 보다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절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
는 저전력 모드를 갖추도록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
며,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저전력 모드를 갖추기 힘
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운영체제에서 스케쥴링을 제한
함으로써 전력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접근법은 에너지
의 제약이 심한 경우 심각한 QoS 저하를 불러일으킬

으로 예상된다[11]. 각 장치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더 나

수 있지만,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의 수정이 필요 없고,

아가 가상머신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는

정교한 전력소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기기 뿐만 아니라 서버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버 영역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스케쥴러를 사용한 에너지 컨트럴의 예로 Bellosa 등
은 스레드가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율을 기록해두었다가,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예측하고 조절하기

에너지 제약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 에너지 소비율 이

위해 많은 모델들이 제안되어왔고,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상의 전력을 소비하지 않도록 스케쥴링 시간을 조절하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는 에너지를 고려한 스케쥴러를 제안하였다[16]. 제안된

사용자가 배터리의 현재 잔량과 예상되는 사용시간을

스케쥴러는 네메시스와 유사하게, 스레드의 에너지 소비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켜 에너지

량을 프로세서의 퍼포먼스 카운터 값의 변화를 토대로

소비량을 조절하는 것이다[7,13,14]. 두번째는 운영체제

유추한다. 만약 어떤 스레드가 허락된 에너지 소비량보

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에너지 소비량이 요구 받은 사용

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스케쥴러는 해당 스레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스케

드 대신에 halt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쥴링을 제한하는 것이다[4-6,15-17].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딧세이 운영체제(Odyssey OS)[7]는 시

에너지-중심 운영체제(energy-centric operating system,

스템의 에너지 소비 기록을 토대로 앞으로 소비할 에너

ECO System)[4,6]은 에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지량을 계산하고, 사용가능한 시간을 예측한다. 남아있

할 자원으로 삼는다. 에코시스템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는 시스템 에너지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currentcy” 라고 이름 붙인 단위를 사용한다. 각

에 부족해진다면, 오딧세이는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애플리케이션들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양의 currentcy를

에게 저전력 모드로 실행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라

할당 받게 된다. currentcy는 프로세서, 디스크 또는 네

고 요청하게 된다. 저전력 모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들은

트워크 장치와 같이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하며 애플리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거나 비디오의 프레임율을 떨어트

케이션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따라 차감되게 된다. 애플

리는 등 서비스 품질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

리케이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currentcy가 없는

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스케쥴링 될 수 없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저전

다. 시스템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ECO

력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형태를 사전에 정의

System은 일정한 시간 주기 동안 사용가능한 currentcy

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저전력 모드가 존재함에

를 계산하고, 매 새로운 시간 주기의 시작 시점마다 사

도 애플리케이션의 저전력 모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용가능한 currentcy를 시간 주기 동안 실행되는 애플리

에 의해 사전에 정의된 바에 의해 동작하므로 운영체제

케이션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한다. 애플리케

는 애플리케이션의 전력소비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이션이 일정한 시간 주기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인 에

어렵다.

너지 예산이라는 개념은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에너지

네메시스 운영체제[14]는 시스템의 에너지 상태에 따

제한 스케쥴러에서도 사용할 것이다.

라 서비스 품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조

Bellosa 등은 본 논문에서 제안할 방법과 유사하게

절한다는 측면에서 오딧세이 운영체제와 유사한 접근법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틈틈이 강제적으로 아이들 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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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삽입하는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제안한 바있다[16].

기 위해 안드로이드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의 사용량을

그들이 제안했던 방법은 전체 시스템이 소비하는 전력

토대로 단위 시간 동안 각 장치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이 임계치를 넘는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적으로 halt 인

을 계산한다.

스트럭션을 실행하는 싸이클을 스케쥴하여 평균 에너지

∙프로세서 :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

소비율을 떨어트린다. 배터리의 특성상 높은 방전율

용 프로세서들은 1Ghz 이상의 높은 클럭을 사용하고

(high discharge rate) 상태에서는 배터리의 유효 용량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이 클럭 속도를 시스템

(effective capacity) 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실제

의 부하에 따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DVFS

가용한 배터리 전하량보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만을 공

(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기능을

급하게 된다. 따라서, halt 싸이클을 스케쥴링함으로써

탑재하고 있다[19]. 안드로이드는 현재의 클럭 속도와

방전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연장

프로세서의 사용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표를 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배터

대로 각 태스크가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한

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QoS 향상을

에너지량을 계산할 수 있다.

노리지는 않았다. halt 싸이클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네트워크 : 안드로이드에서는 폰, 라디오, 와이파이 그

길지 않다면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QoS 보존 효과

리고 블루투스의 네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2 연구 동기

감시된다. 이 중 각각 폰은 음성 통화를 위한, 라디오
는 대기 작동을 위한 2G나 3G 네트워크의 사용량을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의미 한다. 이들 네 가지 네트워크들은 모두 데이터를

이온 폴리머(Lithium-ion polymer) 전지는 과충전과 과

주고 받지 않는 동안에는 대기 전력(static power)을

방전이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소비하게 되며, 데이터 전송이 있는 경우에는 동적 전

므로 대부분 충전된 전하량을 감시하고 충전 상태를 제

력(dynamic power)를 소비하는 것으로 전력 소비 모

어하기 위한 회로를 탑재하고 있다[18]. 또한, 대부분의

델이 구축되어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의 충

∙화면 : 화면의 소비 전력은 화면의 밝기에 비례한다.

전 회로는 측정된 현재 전하량을 실시간으로 호스트 시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의 전력소비를 태스크에게 전가

스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태스크가 얼마 동안 화면에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랩탑, 스마폰을 비롯하

표시되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태스크의

여 대부분의 디지털 모바일 기기들은 단위 시간당 에너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할 때 화면의 에너지 소비량을

지 사용량 통계를 통해 현재의 에너지 소비율로 기기가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얼마나 더 동작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전

어떤 태스크가 각 장치를 사용한 양은 운영체제에 의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값은 현재의 에너지 사용량

해서 계속 관측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을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

어떤 태스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추

스템의 에너지 사용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측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장치별 전력소비량 모델을 응용

는 이 예측은 부정확하다. 또한, 예측만 할 뿐 사용자가

하여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원하는 사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의 전력소비량 파악이 가능하다는 전제

에너지 사용율을 조절하거나, 사용자에게 무엇을 해야할

하에 운영체제 수준에서 사용시간을 보장하는 기존 연

지를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시간을 얻을

구들은 스케쥴러가 일정 시간 주기 동안 허용된 에너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진 않는다[5].

이상을 소비하지 않도록 스케쥴링 시간을 조절한다. 에

예를 들어, 오픈소스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

너지 제한 스케쥴링이라 불리는 이러한 접근법은 애플

로이드의 경우 배터리 센서와 연동하여 1%의 배터리

리케이션의 QoS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불러일

전하가 소비될 때마다 전력관리 프레임워크에 이벤트를

으키게 된다.

보내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1%의 전력이 소비되는

우선, 단위 시간에 허용하는 에너지량이 절대적으로

시간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사용 시간을 예

부족한 경우이다. 에너지 제약이 없고, 프로세서 자원이

측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1% 단위의 시간 예측은

한가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한 에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며, 사용자에게 예측된 시간을 늘

너지량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최고의 성능을 내는 지

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점이다. 이 때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기준으로 단위 시간

시스템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 외에도 1%의 에너지

에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더욱 낮추고, 이를 강제한다면

소비 중 각 태스크가 차지하는 소비하는 전력을 파악하

자연스럽게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지장을 받게 된다.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QoS 저하를 막기 위한 스케쥴링 패턴 보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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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A)와 낮은 태스크(B)의 스케쥴링 패턴 변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에너지량은 더 짧은 스케쥴링 시간

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으로 인해 더 느린 반응 속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QoS 저하에 대해 실험

원인의 QoS 저하는 에너지 공급량의 절대 부족에서 기

을 한 바가 없었고, 제안하는 방법 역시 다른 연구 결과

인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저전력 모드를 지원하거

에 더해서 개선점 정도로 소개한 것이어서 구현이나 실

나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늘리는 것[4] 외에는 특

험 결과는 소개한 바가 없다. 특히, 제안하는 접근법에서

별한 해결책이 없다.

에너지 사용율을 체크하는 주기를 정의하거나 제시한 바

하지만, QoS 저하의 두 번째 원인은 충분한 양의 에

가 없으며, 이 주기가 수 밀리 초 단위로 짧은 경우 매

너지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QoS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주기마다 스케쥴링을 반복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오버헤

그림 1은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으로 인한 스케쥴링 패

드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체크 주기가 수 초 단위라면

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애플리케이션 A는 높은 우선순

이미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의 에너지 사용량 제한 주기

위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실행

가 수 초 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유지 되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B는 에너지가 부족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은 프레임(frame)

한 경우 실행을 멈춰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량을 낮출

을 렌더링(rendering) 하기 위한 프로세싱이 끝나면 자

수 있다. 이 때, 애플리케이션 A는 에너지 제한이 필요

발적으로 슬립 상태(sleep state)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

한 상황이 되면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가 충분했을 경

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이 된다 하더라도 초당 프레임

우 소비했던 에너지의 평균량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할

율(frame-per-second)의 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수 없다. 단위 시간 안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많은 경우 멀티

있는 이상 자유롭게 스케쥴링 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은 백그라운드로 앞으로 보여줄

B가 실행을 멈추었기 때문에, 에너지 제한적인 상황에

프레임들을 미리 그려 버퍼에 저장하는 버퍼링 작업을

서는 애플리케이션 A는 에너지를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행한다. 이 버퍼링은 버퍼가 다 찰 때까지 프로세서

지속적으로 스케쥴링되게 된다. 이후 에너지가 소진되

자원이 허락하는한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제한

면, 다음 시간 주기가 시작될 때까지 실행을 멈춘다. 전

스케쥴링에서 새로운 시간 주기가 시작되면 버퍼링으로

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A가 실행되는 시간은 에너지 제

프로세서 자원을 소진하게 되고, 결국 버퍼에 있는 프레

한이 시작되기 이전이나 이후가 같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임을 렌더링 할 때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에너지가 없어

실행이 멈추어 있는 휴지기간은 더 길게 된다. 애플리케

프레임 자체는 그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션 A가 동영상 재생이나 게임 등의 실시간성이 필요

동영상 플레이어에 따라 다르지만, 프레임을 제 때에

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이 휴지기간 동안 화면이 멈춘

표시하지 못한 경우 프레임 스키핑(frame-skippin)을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통해 다시 버퍼를 채우기 시작하거나 지체되었지만 늦

이러한 문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

게라도 버퍼에 있는 프레임을 표시하기도 한다. 전자의

[6].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시간 보

경우 에너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프레임

장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에너지 사용율이 결정

스키핑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화면이 매우 천천히 움

되면, 주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율을 점검하여 지나치게

직이는 시간 스큐(time skew)가 발생한다. 결국 에너지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잠시 스케쥴링을

제한 이전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낮은 QoS

정지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6].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

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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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oS 저하를 방지한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

과 사용 시간은 이미 운영체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따
라서, 제공한 에너지 소비량 모델을 토대로 단위 시간 동

3.1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의 구현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QoS 저하 문제를 확인하
기 위해 2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에
너지 제한 스케쥴러를 구현하였다. 에너지 제한 스케쥴
링 알고리즘은 리눅스 커널(Linux kernel)에 구현하여
구글 넥서스 원(Google Nexus One) 스마트폰에 포팅
되었다. 사용한 스마트폰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태스
크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상용의 스마트폰 단말기는 각 장치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장치의 활동 상황과 연계하여 계산할 수 있
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넥서스 원의 경우 2장에서 소
개한 바와 같이 장치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
는 모델을 탑재하고 있다. 구현한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
는 넥서스 원에서 제공하는 장치 에너지 소비 모델을
토대로 태스크의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한다.
일정 시간 주기 동안 각 태스크가 사용한 장치의 목록
표 1 구현 및 평가에 사용한 스마트폰 SW/HW 구성

안 특정 태스크가 각 디바이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
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제공되는 에너지 모델에 대입한
다면 각 태스크의 에너지 소비량을 유추할 수 있다. 물
론, 배터리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소비율, 주변 온도,
배터리의 노후 상태 등에 따라 측정된 전하량과 실제 전
하량의 차이, 또한 방전 속도 역시 크게 달라진다[16].
따라서, 제시한 모델은 경우에 따라 큰 오차를 만들 수
있다. 에너지 모델의 정확성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아 주어진 에너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스템은 일정 시간 동안 태스크가 소비하는 에너지
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평균적으로 단위 시간
에 태스크가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에너지가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단위 시간에 각 애플리케이션이 소진
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에너지 예산으로 책정된다.
그림 2는 실험을 위해 구현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알고리즘의 플로우차트(flow-chart)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하는 스케쥴러는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이다[6].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가 발동된다.

항목

사양

항목

사양

프로세서

1 Ghz
QSD8250

메모리

512MB

산을 새로 지급하는 시간 주기(fiscal interval)가 갱신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 함수가 실행되면 우선 에너지 예

배터리

1400 mAh
Li-ion

디스플레이

3.7 in.
AMOLED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새로운 시간 주기가 갱신 되

운영체제

Android 2.2

커널

Linux 2.6.32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잠들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었다면 중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 이전 시간 주기에서

그림 2 실험을 위해 구현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알고리즘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QoS 저하를 막기 위한 스케쥴링 패턴 보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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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운다. 또한, 에너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실행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에너

하는 중요 애플리케이션들에게 에너지 예산을 지급한다.

지 예산을 분배하고 사용하는 시간 주기를 극단적으로

이후 스케쥴러는 현재 실행가능한 중요 태스크 중 에

짧게 유지하는 것이다. 에너지 예산 분배주기가 긴 경우

너지 예산이 남아있는 태스크를 찾아 실행한다. 타이머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진한 후 휴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나, 태스크가 자발적으로 프로세서

지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QoS 보

를 양보하는 경우 스케쥴러 함수는 실행을 재개한다. 실

존을 위한다면 가장 짧은 에너지 예산 분배주기를 갖는

행이 재개된 스케쥴러 함수는 이전 태스크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단적으로 짧은 에너지 예산 분배주

동안 소비했던 에너지를 계산하여 해당 태스크의 남은

기는 에너지를 소진한 태스크가 곧바로 에너지 예산을

예산에서 차감한다. 만약 이전 태스크의 예산이 음수값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태스크의 실행이 정

이 된다면 해당 태스크를 재우고 더 이상 스케쥴하지

지되는 기간을 짧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예

않는다.

산 분배주기는 정상 스케쥴링에서 태스크의 에너지 소

이러한 스케쥴링 알고리즘은 잔여 에너지가 요청 받

비율을 파악하는 주기와 같다. 따라서, 너무 짧은 경우

은 시스템의 사용시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발동되어

정상 스케쥴링 상태에서 각 태스크가 소비하는 에너지

요청 받은 시스템의 사용시간이 끝났을 경우 종료되게

소비량의 변화가 지나치게 크게 되어 정확도가 떨어지

된다.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리

게 된다. 또한, 극단적으로 짧은 스케쥴링 주기는 컨텍

눅스 커널에서 본래 제공하는 CFS(complete fair-share)

스트 스위치를 증가시키고 스케쥴러 함수의 실행 빈도

스케쥴러[20]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에너지 제한 스

를 높이게 되어 성능을 떨어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증

케쥴링 중에도 실행되는 우선순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들

가시킬 수 있다.

사이에서는 CFS를 통해 스케쥴 할 태스크를 선택한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3에서 추가된 부

3.2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

분과 같이 중요 태스크들과 스케쥴링을 경합하도록 아

프로토타입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가 구현된 스마트폰

이들 스레드(idle thread)를 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상에서 동영상 플레이어를 구동한 결과 예상하였던 바

용한 아이들 스레드는 현재 리눅스 커널에 포함되어 있

와 같이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상태에서는 동일한 에너

는 아이들 스레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현재 커널에서

지를 소비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FPS가 급격하게 떨어

아이들 스레드는 시스템에 더 이상 실행시킬 태스크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안드로이드

없는 경우 태스크를 대신하여 실행되게 된다. 비록 스케

애플리케이션 마켓(Android App Market)에서 판매되

쥴링 함수에 의해 다음 실행할 스레드로 선택되긴 하지

고 있는 Rock Player, Mx Player, Vital Player 등 상

만, 실제 하는 일은 없으며, 아이들 스레드가 실행되는

용 동영상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유사한 형태

동안 시스템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

의 화면처리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액션 게임에서 발

화하게 된다.

견되었다. 정량적인 FPS 저하에 대한 실험은 Rock Player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4장에서 소개한다.

만약 실행시킬 태스크가 있다면 아이들 스레드는 스
케쥴러 함수에 의해 절대 선택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QoS 저하는 스케쥴링 패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compul-

이 왜곡됨으로 인해 발생한다. 프로세서 자원이 한정된

sory idle spreading scheme)은 이 아이들 스레드를 마

상황에서는 다른 태스크들과 경합을 통해 여러 태스크들

치 다른 태스크들과 대등한 우선 순위를 갖는 일반적인

이 교차로 번갈아가며 실행되기 때문에 전 시간 영역에

태스크의 스레드로 가장하여 에너지 제한적인 스케쥴링

걸쳐 균등하게 실행 시간이 퍼지게 된다. 경합하는 태스

시에 일반 태스크들의 스레드들과 경합하도록 하였다.

크들 중 에너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행을 할 필요가 없

아울러, 아이들 스레드가 실행될 시간은 에너지 제한 스

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실행이 중지되고, 이는 결국 프로

케쥴링 이전에 실행되었으나 에너지제한 스케쥴링으로

세서 자원에 여유를 주게 된다. 하지만, 여유로운 프로세

인해 실행이 멈춘 스레드들이 사용했던 프로세서 시간

서 자원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태스크들은 에너지 제한

의 합으로 결정된다.

스케쥴링 이전에 소비했던 에너지 이상을 소비할 수 없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이 사용되는 경우 스케쥴러

으므로, 단위 시간의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행되고 단위

는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태스크들을 실행하면서 타이

시간 후반 부에는 시스템은 휴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CFS를 사용하여 아이들 스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드를 포함한 모든 태스크들의 스레드들 사이에서 다음

시에 실행되는 태스크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간 주기

스케쥴링 할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

의 전반에 걸쳐 스케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면 그림 4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선순위가 낮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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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이 추가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알고리즘

그림 4 강제적인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통해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도 스케쥴링 패턴은 유지
스크들이 실행을 멈춘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태

리케이션들의 QoS에 대한 평가 잣대로 사용된다[21].

스크들은 거의 유사한 스케쥴링 패턴을 유지하게 되므

동영상 플레이어의 FPS 변화는 1초에 한 번씩 측정

로 초반 지나친 버퍼링이나 준비 작업으로 인해 에너지

되고 기록된다. 실험을 위해 구현된 에너지 제한 스케쥴

를 고갈시켜 정작 프레임을 제 때 표시 못하는 문제를

러는 2초의 에너지 예산 분배주기를 갖도록 설정되었다.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게임 등의 경우에도 장시간 흐

다수의 실험 결과 2초의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가 동영

름이 멈추는 등의 문제점 등이 개선된다.

상 재생 등의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적절한

4. 성능 평가

에너지 예산 분배주기임을 파악하였다.
동영상 플레이어는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시에도 실행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스케쥴링 패턴의 왜곡으로

이 되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로 설정되었다.

인한 QoS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정상적인 스케쥴링 시 동영상 플레이어와 프로세

제안하는 해결책인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의 효과를

서 자원을 두고 경합하기 위해 단순 계산을 반복하는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동영상 플레이어 중 하나인 Rock

CPU 집중적인(CPU-bound) 워크로드를 실행하였다.

Player를 사용하였다. Rock Player는 FPS 변화를 콘솔

QoS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단순 계산 워크로

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출력 데이터

드가 약 50%의 프로세서 사용 시간을 갖고, 동영상 플

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여 스케쥴링 알고리즘에

레이어가 약 50%의 사용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워크

따른 FPS 변화를 분석하였다. FPS는 멀티미디어 애플

로드를 설계하였다. 에너지 제한 상태에서도 실행이 되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QoS 저하를 막기 위한 스케쥴링 패턴 보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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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비해 FPS의 분산은 다소 커졌으며, 평균 FPS는
낮아졌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영상 컨텐츠의 특
성으로 인해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 역시 크게
변하지만,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에너지 소비율을 강제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특정 기간에는 FPS가
정상 스케쥴링보다 높고, 특정 기간에는 낮음을 반복적
으로 겪게 된다. 에너지 예산 분배주기를 조금 더 길게
설정하면 이러한 현상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겠지만, 전술
한 바와 같이 긴 에너지 예산 분배주기는 프로그램의
작동 정지 기간을 길게 만든다.
그림 5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시의 FPS 분포

스케쥴링 패턴의 변화로 인한 QoS 변화는 동영상에
비해 소리의 경우 더욱 그 영향이 컸다. 동영상 재생의

도록 동영상 플레이어를 중요 태스크로 설정한 반면, 단

경우 FPS가 낮고 그 변화폭이 크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순 계산 워크로드는 일반적인 태스크로 설정하여 에너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문맥

지 제한 스케쥴러가 실행되면 즉시 슬립 상태로 들어가

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소리의 경우 지터(jitter)와 끊김

스케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DVFS의

현상 등이 나타나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또한,

사용으로 인한 클럭 속도의 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소리 품질 저하 현상은 FPS 저하 현상 보다 더 빠른

그림 5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시점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태에서 1시간 동안 MP4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동

제안하는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은 타이머 인터럽

안 매 1 초의 FPS값을 기록한 것의 히스토그램이다. 정

트가 발생하면 아이들 스레드를 다른 태스크들과 동일

상적인 스케쥴링 상태에서 동영상 플레이어는 단순 계

한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코드만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산 워크로드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낮은 평균 약 23

스케쥴링 함수를 실행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바는 매우

FPS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미미하다. 따라서, 스케쥴링 오버헤드 증가는 무시할만

예상한 바와 같이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사용

한 수준이다. 하지만, 하나의 태스크를 연속적으로 스케

하지 않은 경우 그림 5의 좌측 히스토그램과 같이 FPS

쥴링 할 때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점을 포기해야 하

값이 양 극단을 이루고 있다. FPS 값이 현격히 떨어지

기 때문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및 그로 인

는 경우는 새로운 에너지 예산배분 주기가 시작된 직후

한 에너지 효율성 저하는 있을 수 있다.

의 1초이다. 에너지 예산을 새롭게 배정 받았으므로 동

비록 태스크가 실행되는 시간의 총합은 같을 지라도

영상 플레이어는 디코딩, 버퍼링 그리고 프레임 전환 모

중간중간 아이들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치를 발생시키

두를 에너지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스케쥴링되어 실

기 때문에, 휴지기간 분배기법은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태스크와 프로세서 자원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컨텍스트

사용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정상 스케쥴링 상태보다 오

스위치를 발생시키게 된다. 표 2에서 보여지듯이 실험

히려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 상태에서 더 FPS가 좋아지

결과 수십 퍼센트 많은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는 것

게 된다. 하지만, 에너지 배분주기가 시작된 첫 1 초 동

을 확인하였다. 발생한 더 많은 컨텍스트 스위치는 TLB

안 에너지를 소진한 동영상 플레이어는 결국 그 다음 1

플러쉬(TLB flush)나 캐쉬 방출(cache eviction), 상태

초에서는 사용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에 작동을 멈

저장 및 인출 등의 이벤트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되고,

추게 된다. 이 때, 버퍼에는 많은 양의 프레임들이 저장

이는 결국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되어 있지만 정작 제 시점에 버퍼에 있는 프레임을 그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들은 모두 정상적인 스케

려줄 수 없으므로 FPS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쥴링 상태에서라면 그대로 발생했을 것들이다. 따라서,

현상은 에너지 배분주기인 2초를 기준으로 반복되게 된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제

다. 따라서, 그림 5의 w/o CIS와 같이 양 극단에 FPS

한 스케쥴링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스케쥴링에

가 몰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해 더 적어진 동시 실행 태스크들로 인해 성능이 향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
5의 with CIS에서 보여지듯이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
에 집중되어 FPS가 분포하였다1) 하지만, 정상 스케쥴

1)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의 실제 데모 동영상은 다음의 URL에서 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Y0KP-tKW6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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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영상 플레이어를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으로 1시간

생을 억제하는 틱리스 커널(tickless-kernel) 구조를 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치 횟수

택하고 있다[22]. 틱리스 커널은 인터럽트 발생 횟수를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 미사용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 사용

줄여 필요 없는 전력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강제적 휴
비율

지기간 분배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틱리스 커널의

CPU
점유율

컨텍스트
스위치 횟수

CPU
점유율

컨텍스트
스위치 횟수

30%

1,567,618

30%

2,561,311

163.4%

40%

2,467,872

40%

3,695,529

149.7%

에너지 소비율로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사용하지

50%

2,897,687

50%

3,921,117

135.3%

않을 경우 개선된 에너지 효율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성능과
마찬가지로 정상 스케쥴링에서 소비하는 것과 동일한

증가하게 보이는 것이다.
상되는 것이지, 역으로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으로

더 적게 소비된 에너지 효율성만큼 태스크를 더 실행

인해 성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적 휴지기간 분

한다면 QoS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 강제적 휴지기간

배기법은 정상 스케쥴링과 동일한 컨텍스트 스위치 양

분배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게된 에너지 소비량

식을 통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인다.

을 에너지 예산에 더 할당한다면 QoS에 어떠한 변화가

에너지 효율성의 경우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사

있을지 실험하였다. 그림 5의 w/o CIS with compen-

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보다 더 극적인

sation 은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만큼을 에너

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향상되는 에너지 효율성을 보

지 예산으로 더 부여한 뒤의 FPS 분포를 측정한 결과

여주기 위해 CPU 바운드 태스크가 프로세서 자원을 다

이다. 대부분의 FPS 분포가 양극단에 분포하였던 추가

양한 비율로 소비하도록 설정한 시스템에서 에너지 제한

에너지 예산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더

스케쥴링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인 QoS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소비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비록 태스크가 실행된 시간은 같았지만, 경우에 따라
10 - 14% 정도의 추가적인 전력소비를 보였다. 아이들

지만, 역시 화면이 끊겼다가 빨리 진행했다가 하는 현상
을 반복하였으며, 이러한 QoS 저하는 그래프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스레드의 실행 시간의 총합은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한

이상의 오버헤드 분석을 통해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

경우와 아닌 경우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같게 된다. 다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은 에너지

만, 한 번에 몰아서 아이들 상태를 유지하는가와 태스크

소비율을 제한하면서도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기대했

실행 중간에 아이들 상태를 갖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

던 값 이상으로 개선시키는 부수적 효과(side effects)가

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소비량 차이는 타이머 인터

있지만, QoS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킬 수 있음을

럽트의 발동 횟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은 정상

의 리눅스 커널은 실행할 태스크가 없는 경우는 실행

스케쥴링과 동일한 스케쥴링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이러

가능한 태스크가 발생할 때까지 타이머 인터럽트의 발

한 QoS 저하 문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으며, 정상
스케쥴링과 동일한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스루풋(throughput) 또는 스루
풋 대비 에너지 효율성 만큼이나 QoS가 중요한 멀티미
디어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주를
이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은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다양성은 날로 증가하
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증가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한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태
그림 6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기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에너지 소비량 변화

스크의 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멀티태스킹의 활용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도 사용자들에게 가장 큰 불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QoS 저하를 막기 위한 스케쥴링 패턴 보존 기법

만 요소인 배터리 사용시간은 앞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상품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절대적인 배터리 사용시간의 길이도 문제지만, 다
양한 특성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시에 실행되면서 잔여
배터리 사용시간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더욱 큰 문
제다. 배터리 사용시간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제어 불
가능성은 스마트폰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를 활
용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어 왔다. 에너지 제한 스
케쥴러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요 애플리케이션
들만 사전에 정해진 에너지 소비율 안에서 스케쥴함으로
써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율을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는 일반 스케쥴러에 비해 동일한
에너지를 제공함에도 멀티미디어 및 인터랙티브 애플리
케이션들에 대해 QoS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이 과거
부터 알려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없었으며, 이
에 대해 제시된 해결 방법 역시 실제 구현이나 실험이
아닌 원론적인 접근법의 제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에서 스케쥴링 패턴
의 변화로 인한 QoS 저하 현상이 실제 나타남을 보이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아이들 스레드를 태
스크들과 교차하여 실행함으로써 스케쥴링 패턴을 유지
함으로써 QoS 저하 현상을 막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에너지 제한 스케
쥴러를 구현하여 상용 스마트폰 시스템에 포팅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
용하여 QoS 저하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정량
적 분석을 위한 환경을 구축 QoS 저하 현상의 심각성
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 제안하는
강제적 휴지기간 분배 기법이 QoS를 향상시킴을 확인
하였다.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는 배터리의 사용시간 보장을
위한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향후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에너지 제한 스케쥴러를 기반으로 스마트
폰 시스템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시간 보장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배터리에 축적된 에너지 잔량의 변화는 실제
에너지 소비율과도 관련이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그
관계가 완전한 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제한 스케쥴링이 에너지 소비율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해결해야할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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