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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에는 최소한의 전력 소모로 양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

다. 특히 스마트폰의 주요 전력 소모 부품인 CPU 에는 동적으로 동작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위의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Interactive 거버너를 사용한다. 

그런데 Interactive 거버너는 사용자 경험 향상에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CPU의 동작 주파수를 높임으로

써 전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Interactive 거버너가 단순히 CPU의 Utilization을 측정하여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들의 CPU 점유

율만을 사용하여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는 CPU 거버너를 제안한다. 제안된 거버너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 태스크들이 CPU 자원를 많이 필요로 할 때에만 동작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기존 Interactive 

거버너에 비해 적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실험 결과 제안된 

CPU 거버너를 사용하는 경우, Interactive 거버너를 쓸 때보다 동작 주파수가 평균 36.2% 감소하였다. 

1. 서  론 

 

스마트폰의 성능과 전력 소모는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들 두 

요소들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주요 전력 소모 부품들 중 하나인 CPU의 

경우 동작 주파수를 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능과 

전력 소모를 조절한다. 이를 위해 CPU는 DVFS 

(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기능을 

제공한다[1]. 운영체제는 DVFS 기능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성능을 높이거나 전력 소모를 

줄인다[2][3][4][5]. 

대표적인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Android)는 

운영체제로 리눅스(Linux)를 사용한다. 리눅스는 CPU 

거버너(Governor)를 통해 DVFS 기능을 활용한다. 특히 

안드로이드의 리눅스는 Interactive 거버너를 사용한다. 

이 거버너는 CPU Utilization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터치 입력이 발생하는 경우, 성능을 높이기 위해 동작 

주파수를 올리고, CPU Utilization이 낮아지면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동작 주파수를 낮춘다. 

그러나 Interactive 거버너는 사용자 경험에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하게 CPU 동작 주파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CPU Utilization 측정 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태스크가 CPU를 

점유한 시간도 포함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전력 소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의 CPU 점유율을 

사용하여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는 새로운 거버너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거버너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를 구분하고, 이들의 CPU 점유율을 

측정하여 동작 주파수를 조절한다. 그 결과 사용자 

경험은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는 제안하는 CPU 거버너를 안드로이드 4.4.2 

KitKat에 구현하고 Google Nexus 5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전력 절감 효과와 사용자 경험 변화를 

평가하였다. 전자는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동안 CPU의 

평균 동작 주파수를 통해 평가하였고, 후자는 

워크로드에 포함된 영상 재생 응용의 평균 FPS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을 통해 평균 동작 

주파수가 36.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평균 

FPS는 단지 2.0%만 감소하였다. 

 

2. 배경 지식 

 

Interactive 거버너의 설계 목표는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를 극대화하면서 가능한 CPU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Interactive 거버너는 

두 가지 입력을 사용한다. 하나는 CPU Utiliz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이다. 

Interactive 거버너는 일정 주기마다 동작하여 CPU 



Utilization을 기준으로 CPU 동작 주파수를 조절한다. 

그 주기를 거버너 Epoch이라고 부르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20ms를 사용한다. Interactive 거버너가 

수행되면 직전 수행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중 

태스크들이 CPU를 사용한 시간의 비율과 거버너가 

최근 CPU 동작 주파수가 변경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시간 중 태스크들이 CPU를 점유한 시간의 비율 중에 

큰 값을 찾는다. 이 값이 0.85를 넘으면 동작 주파수를 

최대로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최대 동작 주파수를 

찾아낸 값에 비례하여 감소시킨 주파수로 조절한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이 발생하는 경우 

CPU의 동작 주파수를 최대로 높여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태스크가 가능한 빠르게 수행되도록 한다. 

 

3. 문제 설명 및 해결 방안 개관 

 

앞서 설명한 것처럼 Interactive 거버너는 기본적으로 

CPU Utilization에 기반하여 동작 주파수를 조절한다. 

그러나 CPU Utilization은 해당 CPU에서 동작하는 모든 

태스크의 CPU 점유 시간을 합산하여 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태스크의 

수행에 의해 동작 주파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결국 스마트폰의 전력 낭비로 이어진다. 

우리는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들의 CPU 점유율을 사용해 동작 주파수를 

조절하는 거버너를 제안하여 앞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태스크를 구분하고 이들의 CPU 점유율을 

측정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작 주파수를 조절한다. 

 

4. 선별적 태스크 CPU 점유율 기반 CPU 거버너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CPU 거버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태스크를 구분하는 선별적 태스크 CPU 점유율 

측정 기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를 사용한 CPU 

동작 주파수 조절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4.1 선별적 태스크 CPU 점유율 측정 기법 

 

안드로이드에서는 태스크를 세 그룹으로 나눈다. 먼저, 

화면을 장악한 응용의 태스크들을 포어그라운드 

태스크(Foreground Task)라고 부른다. 이와 구분하여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응용의 태스크를 

백그라운드 태스크(Background Task)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응용 외에 시스템 서비스 들의 

태스크 시스템 태스크(System Task)라고 부른다.  

제안하는 선별적 태스크 CPU 점유율 측정 기법은 

포어그라운드 태스크와 시스템 태스크의 CPU 점유율을 

측정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포어그라운드 

태스크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 중인 응용의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 수행 속도는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들 태스크의 수행을 위해서는 

시스템 태스크들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2 CPU 동작 주파수 조절 알고리즘 

 

제안하는 CPU 동작 주파수 조절 알고리즘은 매 

거버너 Epoch 마다 동작하며, 선별적 태스크 CPU 

점유율 측정 기법에 의해 측정된 CPU 점유율을 

입력으로 받아서 동작 주파수를 결정한다. 그림 1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이다. 

먼저 입력 받은 CPU 점유율 값 us와, 직전 CPU 

동작 주파수 조절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CPU 

점유율 값 ul 중 큰 값 umax를 찾는다. 찾아진 umax가 

0.85 이상이면 CPU의 동작 주파수를 최대값으로 

변경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동작 주파수와 umax의 

곱으로 CPU의 동작 주파수를 결정한다. 

 

5. 구현 및 실험을 통한 평가 

 

본 장에서는 먼저 제안된 기법의 구현을 설명한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실험 방법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5.1 구  현 

 

Algorithm: Frequency Determination 

FREQUENCY-DETERMINATION(us) 
1: ul ← (ul × cnt + us) / (cnt + 1) 
2: umax ← max(us, ul) 
3: if (umax > 0.85) then 
4:    fnew ← fmax 
5: else 
6: fnew ← fmax × umax 
7: end if 
8: if (fnew = fcurr) then 
9:    cnt ← cnt + 1 

10: else 
11:    cnt ← 0 
12: end if 
13: return fnew 

그림 1 CPU 동작 주파수 조절 알고리즘 의사 코드 

 



우리는 제안된 CPU 거버너를 리눅스 커널 3.4.0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4.4.2 KitKat에 구현하였다. 선별적 

태스크 CPU 점유율 측정 기법은 안드로이드의 태스크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구현되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CPU 자원 분배를 위해 시스템 태스크, 포어그라운드 

태스크,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나누어 관리한다. 각각은 

순서대로 /dev/cpuctl/tasks, /dev/cpuctl/apps/ 
tasks, /dev/cpuctl/apps/bg_non_interactive/ 
tasks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각 태스크의 CPU 

점유 시간은 태스크마다 할당된 sched_entity 

구조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거버너는 매 거버너 

Epoch 마다 시스템 태스크와 포어그라운드 태스크의 

sched_entity 구조체를 확인하여 최근 거버너 Epoch 

동안 이들 태스크들의 CPU 점유율을 계산한다. 그 

결과를 제안된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동작 

주파수를 결정한다. 결정된 동작 주파수는 기존 CPU 

거버너들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CPU에 적용된다. 

 

5.2 실험을 통한 평가 

 

우리는 제안된 기법이 구현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4개의 CPU를 가진 Google Nexus 5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Interactive 거버너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주어진 워크로드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CPU의 전력 소모는 동작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동안 CPU의 평균 동작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력 절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영상 재생 응용을 워크로드에 포함하고, 

평균 FPS(Frame-per-Second)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워크로드는 표 2과 같다. MX Player는 

영상 재생 응용으로 스마트폰 화면 전면에서 동작한다. 

이 응용은 총 4개의 태스크로 구성된다. FFmpeg Media 

Encoder과 V3 Anti-Virus는 각각 동영상을 변환하는 

응용과 백신 프로그램이며, 둘 모두 스마트폰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한다. 전자는 10개의 태스크로 

구성되며 후자는 6개의 태스크로 구성된다. 

그림 2는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동안 기존 Interactive 

거버너를 탑재한 경우와 제안된 기법을 구현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한 CPU의 동작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다. 

다른 CPU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기존 Interactive 

거버너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행 시간 동안 

CPU Utilization이 0.85를 넘으며, 그 동안 CPU는 최대 

동작 주파수에서 동작한다. 반면, 제안된 거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어그라운드와 시스템 태스크의 CPU 

점유율에 따라 CPU 동작 주파수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그 결과 표 2에 정리된 것처럼 제안된 기법을 적용한 

경우 Interactive 거버너를 사용할 때보다 평균 CPU 

동작 주파수가 36.2% 감소하였다. 이 때,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MX Player의 평균 FPS는 단지 

2.0%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양질의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CPU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CPU 거버너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거버너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태스크들의 CPU 점유율을 

바탕으로 동작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 주어진 

워크로드에 대해 사용자 경험은 유지하면서 CPU 평균 

동작 주파수가 36.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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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워크로드 

Application Name # of Task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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