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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환경에서는 배터리 용량의 한계로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나, CPU의 이용률에 기반한
DVFS로는 소비 전력 감소에 한계가 존재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와의 상호 동작에 따라 다
른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저하 없이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입력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관 관계를 바탕으로 수행 단계를 분석하였으
며, 이에 맞추어 CPU 동작 주파수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 반응성을 유지하면서 소비 전력을 줄이
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 대비 휴대폰의 이용 시간을
최대 2시간 증가시켰다.

1. 서론
전세계적인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치가 데스크톱만큼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 기기에도 고성능 멀티 코어
CPU가 이미 탑재되고 있다. 하지만 내장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모바일 기기는 이동성이 중요하므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저전력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연구[1]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은 CPU이다. 따라서
CPU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CPU 이용률에 따라
동작 주파수와 전압을 동적으로 조절하여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기술인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가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입력에 대한 반응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용자가 체감하는 반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작 주파수를 조절하면 성능저하 없이도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입력에
따른 수행 단계를 분류하고, 이에 맞춘 동작 주파수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반응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
전력은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CPU가 단위 시간당 수행하는 명령어가 줄어들어 성능
감소가 발생한다. DVFS는 동작 주파수와 전압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CPU의
소모 전력과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CPU의 이용률에 맞추어 동작
주파수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중요한 사용자 반응성과 저전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리눅스에 포함된 Conservative
governor는 CPU 이용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작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전력 소모는 줄어드나
반응성이 떨어지고, Ondemand governor는 CPU
이용률이 임계치를 넘는 경우 동작 주파수를 최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반응성은 향상되나 필요 이상의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 Mike Chan은 반응성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interactive
governor[2]를
안드로이드에 추가하였으나,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워크로드 특성 변화는 고려하지 못했다. 하나의
워크로드를
동적으로
다른
성향으로
구분하는
방법[3]이나, 사용자와의 상호 동작하는 워크로드를
위한 DVFS[4] 등도 연구되었지만, 모두 데스크탑
환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력 장치 등이 다른
모바일 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3. 제안 기법

2. 관련 연구
CPU의 동적 소비 전력은 CPU의 동작 주파수와 인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지만 동작 주파수를 낮추면

3.1 사용자 입력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관 관계 분석
모바일 환경에서는 제한된 화면 크기로 인하여
사용자와 상호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1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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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5],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이 동적으로 변한다. 다음은 갤럭시 넥서스 폰에서
CPU의 동작 주파수를 700Mhz로 고정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CPU의 이용률의 변화를 100ms마다
측정하여 Low pass filter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단계]

[그림1 웹 브라우저의 상관 관계 분석]

[그림2 Cut the rope 게임의 상관 관계 분석]
그림 1, 2에서 실선은 코어 0번, 점선은 코어 1번의
이용률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이며, 점들은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커널의 input event를 통하여
수집한 횟수를, 왼쪽의 세로선은 각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된 시점을 나타낸다. 그림 1의 브라우저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8초)과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20초, 30초, 39초)하여 웹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
동안 CPU 이용률이 매우 높아지고, 40초 이후 주소
창에 단순히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력과 상관없이 CPU의 이용률이 낮았다. 그림2의
게임에서는 실행 직후 수 초간 CPU 이용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된 20초 이후에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CPU의 이용률이 변동되며, 다시 새로운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30초 지점에서 수 초간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게임 역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입력을 하는 경우(40초 이후)에는 CPU 이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
3.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단계 분류
앞서 분석한 사용자 입력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관
관계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단계를
그림3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화 단계’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을 로딩하고, 내부 자료구조를 초기화하는
단계이다. ‘실행 입력 대기 단계’는 사용자와의 상호
동작을 발생시키는 실행 입력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여기서 실행 입력이란 수행할 연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앞서 설명한 브라우저의
링크 클릭이나 게임에서의 유효한 입력이 이에
해당한다. ‘상호 동작 단계’는 사용자의 실행 입력에
반응하기 위한 연산이 수행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이
길어질수록 반응성은 나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면
전환 단계'는 어플리케이션이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고 장시간의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새로운
맵과 데이터를 로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초기화 단계'와 '장면 전환 단계'에서는 CPU의
이용률은 높지만, 사용자는 특별한 입력 없이 대기하기
때문에 이 단계들이 빨리 끝날수록 반응성에 좋다. 한편
기존 연구[6]에 따르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는
입력한 후 100ms 이내로 반응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느낀다. 그러므로 ‘실행 입력 대기 단계’와 ‘상호 동작
단계’에서는 사용자 입력과 수행할 연산량에 따라 동작
주파수를 조절하여 사용자의 체감 성능 저하 없이 소비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모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위 4단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상호 동작이
많은 Angry Bird Space와 같은 게임의 경우 실행 입력
단계와 상호 동작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나, 그렇지
않은 메신저 프로그램 등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3.3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단계를 고려한 DVFS 방안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CPU의 사용량만을 고려하여
동작 주파수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호 동작
단계에서 처리할 연산이 많지 않아 동작 주파수는 즉시
낮은 단계로 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입력과 CPU 이용률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단계를 미리 예측하여,
실행 입력 대기 단계와 상호 동작 단계에서는 연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작 주파수 변경 폭을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초기화 단계와 장면
전환 단계에서는 높은 동작 주파수도 사용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로 하였다. 제한한
기법은 CPU의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면서도 반응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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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분석
제안한 기법을 안드로이드 4.0.3에 포함된 리눅스
커널 부분에 구현하였다. 실험 장비는 갤럭시 넥서스
폰을 사용하였으며, 소비 전력 측정을 위해 Monsoon
Power meter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7]이고, 앞서 분석한 수행 단계들도 명확히
들어나기 때문에, 실험에는 대표적인 게임인 Angry Bird
Space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ondemand,
interactive governor와 비교하였으며, 사용자 반응성과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림4,5,6)

변경되는 반면에, 게임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낮은
동작 주파수 대역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측면에서도 제안한 기법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은 Angry Bind Space 게임을 2시간 동안
진행하였을 때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3G를 활성화한 대기
상태에서 시간당 150J이 소모된다. 따라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Angry Bind Space 게임을
2시간 동안 진행한다면, 통화 대기 시간이 ondemand
대비 2시간, interactive 대비 45분 증가하게 된다.
Governor

에너지(kJ)

Ondemand

11674.6

Interactive

11409.2

제안한 DVFS 방식

11293.4

[표1 각 governor 별 소모 에너지]

[그림4 ondemand governor시 시스템 trace]

[그림5 interactive governor시 시스템 trace]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반응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입력과 CPU 이용률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단계에 맞추어 변경 가능한 실행
주파수를 제한함으로서 사용자의 반응성을 유지하면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후 이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볼 것이며, CPU나
memory의 일부를 끄는 hotplug 기법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소비 전력을 줄이는 연구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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