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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ICT인 IoT 기술 실현에 있어서 web OS 기반의 스마트 TV는 각종 장치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TV의 빠른 응답성은 양질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종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는 스마트 

TV가 부팅된 직후에 채널 전환 기능이 기존 대비 2~3초 지연되는 것이다. 이는 채널 전환을 담당하는 

스레드들이 부팅 과정 중 생성되는 수많은 스레드들과의 CPU 자원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적 스레드 CPU 사용량 조정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우선 응

답성과 관련 없는 스레드들을 선별하고, 그들의 CPU 사용량을 빼앗아 채널 전환에 관련된 스레드들에게 

제공 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이 최대 37.63%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차세대 ICT로 각광받는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실현에 있어서 각종 장치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장치로 web OS 기반의 스마트 TV가 주목 받고 있다 

[1]. 그만큼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스마트 TV의 빠른 응답성을 

기대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 TV 제조사들은 응답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들에게 우수한 응답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 

느린 응답성을 보이는 경우들 중 하나는 스마트 

TV가 부팅된 후에 핵심적인 기능들 중 하나인 채널 

전환 기능의 응답 시간이 약 2~3초 지연되는 것이다. 

스마트 TV는 부팅 과정 중에 TV 시청과 웹 응용 실행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 외에도 각종 IoT 장치들과 

연동을 위한 기능들도 초기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에 해당하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부팅 

직후 집약적으로 생성되고 수행된다. 이에 따라 CPU, 

메모리 그리고 I/O와 같은 각종 자원들의 사용률은 

빈번히 100%에 도달하게 되며, 이러한 자원 경쟁에 

의해 TV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이 지연되게 된다.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은 리모컨 버튼 입력 시각부터 

전환된 TV 채널의 화면이 화면에 출력되는 시각까지의 

간격이다. 이 시간은 리모컨 입력 이벤트를 TV 

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는 시간과 그 

프로세스가 TV 채널 전환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으로 

나뉜다. 실제로 우리는 측정을 통해 각각의 시간이 평소 

약 0.01초와 1.50초 소요되는 반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시간만이 2~3초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지연된 시간의 60%에 달하는 

시간이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스레드들이 다른 

스레드들에 의해 선점되어 지연되는 시간임을 

확인하였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자원 경쟁에 의한 지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2][3][4][5]. 이러한 기법들은 단일 계층 최적화와 

교차 계층 최적화 기법으로 구분된다. 단일 계층 최적화 

기법은 SW 스택 상 하나의 계층에서 자신의 상태 

정보만을 토대로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2][3]. 하지만 이는 제한된 상태 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성능에 한계가 있다. 교차 계층 최적화 

기법은 이종 SW 계층 간 공유된 상태 정보를 토대로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4][5]. 하지만 이에 

관련된 연구들은 부팅을 모두 마친 후의 과정에 대한 

연구이며, 부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특이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팅 과정 중 지연되는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차 계층 최적화 형태의 

선별적 스레드 CPU 사용량 조정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부팅 과정 중에 채널 전환 이외에 응답성과 

관련된 각종 기능들도 함께 초기화 된다는 우리의 

관찰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 기법은 부팅 과정 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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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들의 현행 CPU 사용률은 보장함과 동시에 채널 

전환에 관련된 스레드들의 CPU 자원 경쟁에 의한 지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각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기법은 모든 스레드들을 CPU 점유 보장/경쟁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현행 CPU 사용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채널 전환에 관련된 스레드들을 CPU 점유 경쟁 

그룹에 포함시킨 후 우선순위를 증가시킨다. 

우리는 제안된 기법을 LG webOS 1.3과 Linux 커널 

3.15.0이 탑재된 Full HD LG 스마트 TV에 구현했다. 

제안된 기법 적용 전후로 부팅 과정 중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기존에 비해 최대 37.63% 단축된 

것을 확인하였다. 

 

2. webOS SW 아키텍처 

webOS는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과 웨어러블 

워치를 위한 SW 플랫폼이다. 그림 1은 webOS SW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이것의 SW 스택은 다른 임베디드 

OS와 유사하게 Linux 커널, 웹 런타임,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그리고 webOS 프레임워크로 구성된다. 각 

계층은 인접한 하위 계층에만 명시적으로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well-defined interface)를 통해 접근한다. 

 

이러한 SW 스택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프로세스의 

타입은 커널 데몬, 시스템 서버 그리고 응용이 있다. 

시스템 서버는 webOS 시스템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이다. 예를 들어, 프레임 버퍼를 관리하는 

Luna Surface Manager 프로세스가 있다. 커널 데몬은 

Linux 시스템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이다. 예를 

들어, 인터럽트 처리 메커니즘인 softirq와 work 

queue를 수행하기 위한 ksoftirq와 kworker 

프로세스가 있다. 응용은 네이티브와 웹 응용으로 

구분된다. 네이티브 응용은 각각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동되는 반면 웹 응용은 Webkit 스레드 풀 중 하나의 

스레드에서 수행된다. 응용은 하드웨어 장치나 시스템 

SW 자원들을 접근하기 위해 시스템 서버들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야만 한다. 

 

3. 선별적 스레드 CPU 사용량 조정 기법 

이 장에서는 부팅 직후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을 설명한다. 이 기법은 채널 

전환 관련 스레드들의 CPU 사용률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동시에 

음량 조절, 사용자 메뉴 등과 같이 다른 중요 기능들의 

응답성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관련 스레드들의 현행 

CPU 사용률을 유지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은 그룹 매니저와 우선순위 매니저로 두 가지 SW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그룹 매니저는 모든 스레드들을 

응답성 관련 여부에 따라 그룹들로 나누고 각각 그룹의 

CPU 사용률을 조정한다. 우선순위 매니저는 채널 전환 

관련 스레드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CPU 사용률을 

변경한다. 

그림 2는 제안된 기법의 스레드 구분 방식을 

나타낸다. 모든 스레드들은 CPU 점유 보장과 경쟁 

그룹으로 구분된다. CPU 점유 보장 그룹은 응답성 관련 

스레드들이 포함된다. 이 스레드들로는 모든 커널 

데몬들과 응답성과 관련된 일부 시스템 서버들의 

스레드들이 포함된다. CPU 점유 경쟁 그룹에는 남은 

시스템 서버들의 스레드들과 채널 전환 관련된 

스레드들이 포함된다. 

그림 3은 제안된 기법의 구체적인 동작 과정을 

나타낸다. ① 그룹 매니저는 스레드 생성 시 구분 

기준에 따라 pid를 해당 리스트에 등록한다. ② 

리모컨을 통해 채널 전환 버튼을 입력한 것이 감지되면 

③ 시스템 내의 모든 스레드들을 CPU 점유 보장과 

경쟁 그룹으로 나눈다. 그리고 채널 전환 관련 

스레드들을 선별하여 CPU 점유 경쟁 그룹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CPU 점유 보장과 경쟁 그룹의 

현행 CPU 사용률을 유지한다. ④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매니저는 채널 전환 관련 스레드들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그들의 CPU 사용률을 

높여준다. ⑤ 입력 이벤트 전달이 완료되면 두 SW 

 
그림 1. webOS SW 아키텍처 

 

그림 2. 제안된 해결책의 스레드 구분 방식 

 
그림 3. 제안된 해결책의 동작 과정 



컴포넌트들은 그룹 맺은 것들과 우선순위 조정한 

것들을 원상 복구 한다. 

그룹 매니저는 Linux 커널의 cgroup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된다. 각각의 그룹은 cgroup을 통해 

cpu_contending과 cpu_guaranteeing 구조체가 

생성되며 내부의 tasks와 cpu.shares 변수들을 통해 

각각 스레드의 포함 관계와 CPU 사용률을 결정한다. 

그리고 스레드 구분 기준을 pre-runtime에 결정하며 

해당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테이블은 스레드의 이름과 

해당 CPU 점유 그룹 간 매핑된 엔트리들을 포함한다. 

우선순위 매니저는 각각의 스레드마다 있는 

task_struct 구조체 내의 prio 변수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5. 실험 환경 및 검증 결과 

우리는 제안된 기법을 webOS 기반 스마트 TV에 

실제로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채널 전환 응답 시간 

단축 정도를 평가했다. 구현 및 실험 환경은 표 1과 

같다.  

검증 시나리오는 전원 ON 후 전체 CPU 사용률이 

100%에 도달하는 20~30초 사이에 채널 전환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legacy 스마트 TV와 

제안된 기법이 적용된 스마트 TV에서 각각 1초 

간격으로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을 10회씩 측정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기법의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해 

부팅을 모두 마친 후인 300초에서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을 각각 10회씩 측정하였다. 검증 시나리오 외의 

요인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널 전환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았다. 측정 도구로는 

커널 레벨 프로파일링 도구인 trace-cmd와 

KernelShark가 사용되었다. 

그림 4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점선의 그래프는 

기존 스마트 TV 결과값이며 실선의 그래프는 제안된 

기법이 적용된 스마트 TV의 결과값이다. 제안된 기법이 

적용된 스마트 TV의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이 기존 대비 

37.63% 단축되었다. 그리고 제안된 기법에 의한 

오버헤드는 0.23%로 무시할 정도의 수치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채널 전환 응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 응답성과 관련 없는 스레드들을 선별하고 이들의 

CPU 사용량을 빼앗아 채널 전환에 관련된 

스레드들에게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교차 계층 최적화 연구들이 webOS의 

부팅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던 

한계점을 극복한다. 구체적으로 부팅 과정에서 채널 

전환 이외에도 응답성에 관련된 스레드들이 초기화 

되며 이들의 CPU 사용률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cgroup을 활용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 스마트 TV 대비 약 37.63%의 응답 

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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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환경 

HW 

Chipset M14 Board 

CPU ARM Cortex A9 1.0 GHz Dual Core 

Memory 1.5 GB 

GPU SGX543 MP2 266 MHz 

Graphic 

Resolution 

App: 1920 x 1080 FHD 2K 

Video: 1920 x 1080 FHD 2K 

SW Kernel Linux kernel version 3.15.0 

Platform LG webOS 1.3 

 

 

그림 4. 실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