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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 바이 리 변환기는 소스 코드의 재컴 일 없이,바이 리

일만을 가지고 같거나 다른 ISA(InstructionSetArchitecture)에서

수행하는 에뮬 이션 기술이다.정 바이 리 변환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로

그램의 수행 시간에 바이 리 일의 명령어 번역이 일어나므로 수

행 성능이 항상 문제가 된다.수행 성능 하의 요인으로는 많은 코

드 생성 최 화를 용할 수 없다는 과, 지스터 매핑,간 분

기문의 처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그 에서 수행 시간에 지

스터나 메모리에 장된 주소로 분기하는 간 분기문은 매 수행마

다 타겟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이를 처리하기 해서는 많은 오버

헤드를 유발한다.고정된 타겟으로 분기하는 직 분기문은 생성된

코드 사이에 직 분기하는 반면,간 분기문은 생성된 코드와 동

바이 리 변환기의 문맥 환 매핑 테이블 검색 등의 오버헤

드가 추가 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 분기문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서 많은 최 화 방안이 연

구되었으며,일반 으로 동 바이 리 변환기에서 간 분기문의

처리를 최 화하기 해서는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과 해시 테이

블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먼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

일부를 인라이닝 체인을 형성해서 수행 시간에 간단한 비교 후 바

로 타겟 주소로 하고,실패할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에 근해서

타겟 주소를 검색하며,이마 도 실패할 경우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가서 처리하도록 한다.따라서,효율 인 간 분기문

처리를 해서는 타겟 주소 인라이닝의 상 선택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리를 최

화하기 해서,효율 인 타겟 주소 인라이닝 상 선택 방법을 제

시한다. 로그램 수행 기 단계에 간 분기문마다 타겟의 주소



리스트 수행 빈도를 로 일링해서 리하며,이 정보를 인라이

닝 상을 선택하는데 활용한다.제안된 방식을 측정하기 한 실험

을 하며,실험에서 사용하는 동 바이 리 변환기는 QEMU(Quick

EMUlator)를 사용하고,벤치마크는 SPEC CINT2006과 C버 으로

변환한 CaffeineMark를 사용해서 성능을 측정하 다.제안된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인,인라이닝

상을 순차 으로 선택하는 방법인 FIFO(First-InFirst-Out)방식과

비교한다.제안된 방식을 용한 결과 SPEC CINT2006에서는 3%,

CaffeineMark에서는 2%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인라이닝

체인 체의 률은 각각 27%,54%가 향상되었다.특히,인라이

닝 체인의 첫 번째 타겟 주소의 률이 각각 20%,40%가 향상되

었다.

주요어:동 바이 리 변환기,간 분기문,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해시 테이블

학 번:2011-2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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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바이 리 변환기[1]는 소스 코드의 재컴 일 없이,바이 리 일만

을 가지고 같거나 다른 ISA(InstructionSetArchitecture)에서 수행

하는 에뮬 이션 기술이다.코드 변환의 활용에 따라서 PIN과 같은

동 바이 리 분석 툴,Dynamo[2]와 같은 동 최 화 툴 등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코드 변환의 시기에 따라서,정 바이 리 변

환기와 동 바이 리 변환기로 그 종류를 구분한다.정 바이 리

변환기는 로그램 수행 이 에 바이 리 일 체를 읽어서 번역

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많은 최 화를 용해서 질 좋은 코드를 생

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ISA의 종류에 따라서는 코드 찾기

와 같은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없다.이를 해결하기 해서

사용하는 동 바이 리 변환기는 로그램 수행시간에 각자의 코

드 생성 단 만큼 바이 리 일을 읽어서 변환을 한다.따라서 많

은 최 화를 용할 수가 없으며 그 성능이 요하다.동 바이

리 변환기는 분기문 처리, 지스터 매핑,조건부 코드 처리 등 여

러 가지 오버헤드가 있다.

로그램에서 분기문은 직 분기문과 간 분기문으로 나뉜다.동

바이 리 변환기의 수행에서,직 분기문은 타겟이 하나로 고정

되어 있어서 생성된 코드 블록을 서로 연결하면 되므로,큰 오버헤

드로 작용하지 않는다.[3]반면,간 분기문의 경우는 특정 지스

터 값이나 메모리 주소에 장된 값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 시

간의 값에 따라서 매번 타겟 주소가 바 다.따라서 간 분기문의

효율 인 처리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성능에 요한 요소로 작

용하며 최 화가 필요한 부분이다.[4]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리 최 화 하나로,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들을 장해 두고,간단한 비교 후 바로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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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하는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인라이닝 체인의 끝에는 해시 테이블 기반의 주소 매핑 테이블

검색을 하도록 해서,인라이닝 체인에서 처리할 수 없는 타겟 주소

에 해서 처리한다.인라이닝 체인의 길이에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상을 인라이닝 할 수 없으며, 당한 타겟을 선택하는 것이 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리 방식에

한 최 화를 다룬다.최 화의 목 은 인라이닝 체인 타겟의 효율

인 선택이다.

이를 해,2장에서는 기본 인 동 바이 리 변환기의 동작에

해서 분석한다.3장에서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

리 방식과 련 있는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4장에서는 벤치마크

로그램의 간 분기문의 사용을 분석한 뒤,이를 활용한 향상된 간

분기문 처리 방식에 해서 제안한다.5장에서 선행 연구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의 수행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향후 과제를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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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 바이 리 변환기

(DynamicBinaryTranslator)

이 장에서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기본 인 개념 그 동작

원리에 한 배경 지식에 해서 설명한다.동 바이 리 변환기의

동작 에서 특히 분기문의 처리 과정에 해서 집 으로 알아본

다.

2.1동 바이 리 변환기 개요

바이 리 변환기란 바이 리 일만을 가지고 같거나 다른

ISA(InstructionSetArchitecture)로 번역해서 수행하는 에뮬 이터

를 의미한다.소스 코드의 재컴 일이 필요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바이 리 일만을 가지고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그 수행성능이 소스 코드의 재컴 일을

통해서 수행하는 경우보다 느리다는 단 이 있다.

바이 리 변환기는 코드 변환의 시기에 따라서 정 바이 리 변

환기와 동 바이 리 변환기로 구분된다.정 바이 리 변환기는

바이 리 일을 한 번에 모두 읽어 들여 부 변환한 뒤 새로운

바이 리 일을 생성해서,수행하는 방식이다.코드의 수행 시간

이 에 바이 리 일의 변환이 일어나므로 많은 최 화를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바이 리 일의 ISA 종류에 따라 코드

발견과 같은 치명 인 문제를 내재한다.동 바이 리 변환기는 바

이 리 일을 각자의 코드 생성 단 만큼만 읽어 들여 변환한 뒤

실행한다.정 바이 리 변환기의 근본 인 문제 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코드 생성시간이 체 수행 시간에 포함되므로 최 화된 코

드를 생성하기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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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동 바이 리 변환기의 구조

동 바이 리 변환기는 ‘수행 시간에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한다’

는 기본 인 개념아래 그 구 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 인 동

바이 리 변환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 게스트 바이 리 일의 명령어를 한 수행단 만큼 읽어 들

인다.그림 1에서는 기본 블록(basicblock)이 수행단 이므로 call

명령어를 만날 때까지 읽는다.읽어 들인 게스트 명령어를 호스트

랫폼의 명령어로 변환한 뒤 코드 캐시에 장한다.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와 호스트 코드 캐시의 주소를 으로 하는 매핑 테이블

의 해당 부분을 채워 넣는다.코드 캐시의 코드를 수행한 뒤,다음

수행될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를 획득한다.게스트 바이 리 일

의 주소로 매핑 테이블을 검색해서 해당하는 호스트 주소를 얻을

경우는 획득한 호스트 주소로 바로 를 하고 획득에 실패할 경

우는 게스트 바이 리 일로부터 해당 역을 읽어서 호스트 코드

를 생성한다.이때도 마찬가지로 매핑 테이블의 해당 역을 채워

넣고,생성된 호스트 코드를 코드 캐시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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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하나의 기본 블록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의 반

복으로 게스트 바이 리 일의 끝을 알리는 명령어까지 로그램

을 수행한다.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구 에 있어서,코드 캐시를 리하는 것

과 매핑 테이블을 리하는 것은 필수 인 요소는 아니다.코드 캐

시는 게스트 바이 리의 같은 부분을 반복 으로 코드 생성하는 것

을 피하기 해서 사용된다.매핑 테이블은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

를 통해서 코드 캐시에 장된 변환된 코드에 근하기 해서 사

용된다. 일반 으로 매핑 테이블은 각 항목이 연결 리스트

(linked-list)로 구성된 해시 테이블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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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분기문 간 분기문

jmp0x42f2da9b

call0x4009769b

ret

call*0x1c(%eax)

jmp%edxz

표 1.x86분기문 시

2.2동 바이 리 변환기의 분기문 처리 과정

명령어의 분기문은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 수 있

다.하나는 고정된 상으로 하는 직 분기문(directbranch)이

며,다른 하나는 로그램의 수행 시간에 지스터 값이나,지정된

메모리 역에 장된 값에 따라 상이 결정되는 간 분기문

(indirectbranch)이다.표 1은 x86아키텍처의 분기문 명령어의

시이다.직 분기문은 타겟 주소값이 고정되어 있다.반면,간 분

기문은 호출 스택에 장된 주소 값이나 지스터 값에 따라 수행

시간에 결정된다.

먼 ,동 바이 리 변환기의 직 분기문 처리 과정에 해서 알

아본다.직 분기문의 경우 그 상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코드 캐시 블록

간에 하도록 간단히 처리한다.이 방법을 블록 체이닝(block

chaining)이라 한다.코드 생성 시간에는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

으로 하도록 코드를 생성한다.코드 캐시 블록이 생성되고 수행

된 뒤,다음 수행할 코드 캐시 블록이 결정된다면(매핑 테이블을 통

한 검색 는 새로 생성한 코드 캐시 블록)해당 코드 캐시 블록으

로 바로 하도록 명령어를 수정한다.

그림 2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직 분기문 처리를 도식화한

것이다.게스트 바이 리의 기본 블록 g1,g2,g3는 직 분기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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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동 바이 리 변환기의 직 분기문 처리

로 끝나기 때문에,이들이 변환되어서 생성된 코드 캐시 블록 h1,

h2,h3는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수행

되도록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리 과정이다.간

분기문을 포함한 코드 캐시 블록은 매번 수행될 때마다 다음 수

행될 코드 캐시 블록이 다르다.따라서 직 분기문의 처리 과정에

서 사용된 블록 체이닝 최 화를 용할 수 없다.간 분기문을 처

리하기 해서는 다음 실행될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를 가지고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간 뒤,매핑 테이블 검색을 통해

서 응하는 코드가 코드 캐시에 장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코

드 캐시에 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코드 캐시 블록으로

해서 수행하며,코드 캐시 블록을 찾지 못한 경우는 코드를 생성하

고 수행한다.



- 8 -

그림 3.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리

그림 3은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리를 도식화한

것이다.게스트 바이 리의 기본 블록 g5는 지스터 값으로 하

는 간 분기문으로 끝난다.이에 해당하는 코드 캐시블록 h5의 수

행이 끝날 경우,다음 실행될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를 갖고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간다.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에

서는 매핑 테이블 검색을 통해서 다음 실행될 코드 캐시 블록의 주

소를 획득하고, 한다.

따라서 코드 캐시 블록을 직 하는 직 분기문의 처리 보다

는 매번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하는

간 분기문의 처리가 훨씬 큰 오버헤드를 갖는다.



- 9 -

제3장 선행 연구 분석

이 장에서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분 처리 최 화를

한 선행 연구 방법에 해서 알아본다.최 화 방안의 기본 인

방향은 ‘가능한 한,직 분기문처럼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

로 가지 않고 코드 캐시 블록으로 직 하자‘는 것이다.이를

통해서 코드 캐시 블록의 수행에서 동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가는

오버헤드,매핑 테이블을 검색해서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로 코드

캐시 블록의 주소를 얻고,해당 코드 캐시 블록으로 하는 오버

헤드를 이는 것이 최 화의 목 이다.

3.1해시 테이블 사용 [1]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와 해당 코드 캐시 블록 주소의 을 갖는

간단한 형태의 해시테이블을 리하고,간 분기문이 발생할 경우

에는 해시 테이블을 참조해서 다음 실행될 코드 캐시 블록의 주소

를 얻는 방식이다.기본 으로,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에는 해

시 테이블을 이용한 매핑 테이블을 구성요소로 갖는다.이 해시 테

이블은 모든 경우의 게스트 바이 리 주소와 코드 캐시 블록 주소

의 을 검색하기 해서 연결 리스트 등을 사용해서 해시 테이블

충돌을 해결한다.즉,이 매핑 테이블을 검색하기 한 오버헤드가

크다.본 최 화 방식에서의 해시 테이블은 검색이 간단하고,최

한 많은 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구 을 해서는 코드 캐시 블록을 생성할 때,간 분기문을 변환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코드를 생성하는 동시에 해당하는 해시 테

이블의 항목을 채워 다.

표 2는 효과 인 수행을 한 최 화 옵션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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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해시 테이블 크기

어느 정도 크기의 해시 테이블이 한가?

-메모리 사용량과 해시 테이블 률의 트

이드오

해시 테이블 항목

검색 코드의 치

테이블을 검색하는 코드를 모든 코드 캐시 블

록마다 생성할 것인가?함수 호출 형태로 처리

할 것인가?

-코드 캐시 역의 유율과 함수 호출 오버헤

드의 트 이드오

해시 테이블의

공유 여부

하나의 큰 해시 테이블을 모든 간 분기문에

서 참조하게 할 것인가?각 간 분기문마다

크기가 작은 해시 테이블을 참조하게 할 것인

가?

해시 테이블

리사이징

(Re-sizing)

해시 테이블 충돌이 발생했을 때,크기를 증가

시켜서 향후에 발생할 충돌을 방지할 것인가?

동 바이 리 변환기 엔진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표 2.해시 테이블 최 화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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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

당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는?

-코드 캐시 사용과 인라이닝 체인의 률 사

이의 트 이드오

인라이닝

타겟 주소

선택방식

한정된 인라이닝 체인 길이의 률 수행 성

능과 련이 있음

-많이 수행되는 타겟 주소를 인라이닝 체인의

앞부분에 둘 경우,성능에서 이득

- 률이 높은 타겟 주소를 인라이닝할수록 최

화의 효율이 높음

표 3.타겟 주소 인라이닝 최 화의 옵션

3.2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생성

다음 수행될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를 이미 선택된 일부의 게스

트 바이 리의 주소와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장된 코드 캐시 블

록의 주소로 바로 하는 방식이다.이 경우,선택된 게스트 바이

리의 주소와 코드 캐시 블록의 주소가 이미 계산된 주소이므로

이 값들을 얻기 해서 특정 자료구조에 근하지 않아도 된다.즉,

간단한 비교 명령어의 수행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수행 성능이

빠르다.하지만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간 분

기문의 타겟이 되는 주소가 많을 경우 효율 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비교의 상이 되는 주소들이 명령어에 직 상수로 장되어 있

으므로 이들을 바꾸기 해서는 명령어에 직 패치를 해야 하며,

호스트 아키텍처의 특성에 따라 그 이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3은 효과 인 타겟 주소 인라이닝의 최 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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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과 해시 테이블을

혼합해서 사용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방식의 경우 간단한 비교 명령어로 구

되므로 수행 속도가 빠른 반면,다수의 타겟 주소를 처리하기 해

서는 체인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 이 있다.해시 테이블을 사용하

는 방식의 경우,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크게 한다면 다수의 타겟 주

소를 처리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해시 함수 호출 테이블

근 오버헤드를 갖는 단 이 있다.각각의 장 을 취하기 해서

먼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하고,실패할 경우 해시 테이

블을 검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수의 타겟 주소를 가지는 간 분기문의 경우,모든 타겟을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에 생성한다면 체인의 뒷부분에 있는 타겟이 실

행될 경우는 성능 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많은 비교 명령어 수행

으로 인해 해시 테이블 검색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긴 체인으로 인해서 코드 캐시 역의 유율 한 상

승한다.동 바이 리 변환기의 코드 캐시 역의 크기는 제한된 자

원이며 한 코드 캐시 블록이 차지하는 역이 커질수록 체 인

사용량이 증가한다.따라서 코드 캐시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모든 타겟을 인라이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와 같은 이유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

은 요하며,타겟 주소 인라이닝의 선택 알고리즘이 요하다.이

장에서는 기존의 표 인 타겟 주소 인라이닝 선택 알고리즘에

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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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
직 이며, 로 일링 오버헤드를 동반하지 않는

다.

단

로그램의 문맥(context)정보를 반 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타겟 인라이닝 체인의 끝에 있는 타겟

이 수행될 확률이 커진다.

표 4.FIFO알고리즘의 특징

3.3.1FIFO(First-inFirst-Out)[6]

FIFO 알고리즘은 타겟 주소 인라이닝의 상을 먼 실행되는 타

겟으로 장하는 방식이다.각 간 분기문에서 수행되는 타겟 주소

마다 새로운 타겟 주소로 분기할 때마다 그 주소를 인라이닝 체인

에 패칭한다.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은 한번 생성된 뒤 새로운 타

겟 주소를 체인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수정되지 않는다.즉,정

체인형성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간 분기문의 타겟 정보에 한 장 처리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매우 직 인 알고리즘이다.

표 4는 FIFO방식의 장단 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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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
지역성이 클 경우,타겟 주소 이 인라이닝 체인

의 앞부분에서 발생한다.

단

지역성이 작을 경우,동 타겟 인라이닝 패칭이 실

행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

동 패칭으로 인해,아키텍처에 따라서 ‘인스트럭

션 캐시 러시‘의 오버헤드가 클 경우 수행시간이

많이 느려진다.

표 5.MRU알고리즘의 특징

3.3.2MRU(MostRecentlyUsed)[7]

MRU알고리즘이란 캐시 선택 알고리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며,단어가 의미하는 로 가장 최근에 수행된 타겟

주소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의 간 분기문에서 한

타겟이,이후 같은 간 분기문이 수행될 때,같은 타겟 주소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역성(locality)이 높다는 찰을 활용하는

방식이다.만약,타겟 주소가 달라질 경우는 바 타겟을 동 으로

타겟 인라이닝 체인에 패칭을 한다.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패

칭은 명령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인스트럭션 캐시 러시를 동반

한다.

지역성이 충분히 크다면,효율 이겠지만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

우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 를 들어서,2개의 타겟을 갖는 간 분

기문에서 각 타겟이 번갈아서 수행될 경우(지역성이 매우 낮은 경

우)는 매 수행마다 인라이닝 체인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5는 MRU알고리즘의 장단 을 정리한 내용이다.



- 15 -

제4장 새로운 타겟 주소 선택 알고리즘 제안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과 해시 테이블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

식의 경우 인라이닝 체인의 률이 낮을 경우,즉 인라이닝 체인

의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해시 테이블을 참고해야 하는 경

우에는 불필요한 비교 명령어의 나열을 수행하므로 성능 하락이

상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률을 극 화하는 타겟 주소 인라이

닝 체인 생성이 요하다.

이 장에서는 률이 높은,효율 인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하기

한 새로운 타겟 주소 인라이닝의 타겟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 ,간 분기문의 분석을 통해서 로그램내의 간 분기문 수

행 형태에 해서 분석한 뒤,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타겟 주소 선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한,알고리즘의 여러 실행 옵션들을 효율

인 선택을 한 실험 인 경향성을 악한다.

4.1간 분기문의 분석

효율 인 타겟 주소 인라이닝 상 선택을 해서는 로그램에서

간 분기문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간 분기문의 타겟이 많지 않을 경우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효과가 클 것이며,타겟이 많을 경우는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가 길

어져야 하므로 해시 테이블에 근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이다.

이를 해서,SPEC CINT 2006벤치마크에서의 간 분기문의 사

용 유형에 한 분석을 한다.

먼 ,벤치마크에서 발생하는 간 분기문의 유형에 해서 알아본

다.명령어에서 가장 표 인 간 분기문은 리턴 명령어이다.

로그램은 일련의 함수 호출과 리턴의 연속이므로 리턴 명령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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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표 인 간 분기문이다.이 외에도 객체 지향 로그램에서는

다형성(polymorphism)에 의해서 간 함수 호출의 사용이 빈번하다.

이 외에도 간 분기문과 같은 형태의 간 분기문이 발생한

다.그림 4는 실제 벤치마크에서 간 분기문의 발생을 측정해본 결

과이다.

그림 4.간 분기문의 유형별 분포

동 바이 리 변환기에 의해 생성되는 간 분기문을 리턴 형식,

간 함수 호출,그 밖의 간 분기문으로 분류한 자료이다. 부분

의 간 분기문은 리턴임을 알 수 있다. 한,객체지향 언어인 C++

언어로 작성된 471.omnetpp와 483.xalancbmk벤치마크의 경우 간

함수 호출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외 으로 C로 작성

된 벤치마크인 464.h264ref의 간 함수 호출 비율도 크다.)

부분의 간 함수 호출을 차지하는 리턴에 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한다.그림x는 리턴 함수의 타겟 개수 분포 유형에 한 분

석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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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리턴의 타겟 주소의 개수 (정 횟수)

그림 5는 벤치마크 내의 리턴을 타겟 주소의 개수별로 유형을 나

어서 분석한 그림이다. 체 생성되는 리턴의 타겟 주소 개수 유

형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는 자료이다.이 자료에서 알 수 있

는 은 3개 이하의 타겟 주소를 가지는 리턴이 부분을 차지한다

는 이다.벤치마크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3개 이하의 타

겟을 갖는 리턴이 평균 으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리턴의 타겟 주소의 개수에 따른 유형별로 실제 수행시간에 수행

되는 빈도의 비율을 살펴본다.그림6는 그림x에서 분류한 유형에 따

른 실제 수행시간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은 타겟 주소를 4개 이상 갖는 리턴의

수행 횟수 비율이 상 으로 증가한다는 이다.4개 이상의 타겟

주소를 갖는 리턴은 체 리턴의 10%내외를 차지하지만,실제 수행

되는 횟수의 비율은 40%이상임을 알 수 있다.특히,타겟 주소가 10

개 이상인 간 분기문의 수행 횟수 비율이 20%내외임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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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리턴의 타겟 주소의 개수별 선택 빈도 (동 횟수)

리턴을 제외한 간 분기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7과 그림 8는 리턴을 제외한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의

개수(정 횟수)정보와 타겟 주소의 개수별 선택 빈도(동 횟수)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그림 7.리턴을 제외한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의 개수 (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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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리턴을 제외한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 개수별 선택 빈도

(동 횟수)

리턴의 경우 보다는 타겟 주소가 다양한 간 분기문의 동 수행

횟수의 비율이 낮지만,여 히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바이 리 변환기에서 리턴만을 타겟으로 한 최 화 방식도

이미 연구되어 있다.[8] 하지만,이 방법 역시 리턴 스택 리 오버

헤드로 인해서,인라이닝 체인에서 할 경우보다 더 많은 명령어

를 수행해야 한다. 률이 높은 인라이닝 체인 생성에 그 목 을

하는 본 논문의 취지에 따라서 리턴에 한 특별한 최 화를 용

하지는 않으며,리턴과 그 외 간 분기문을 통합한 간 분기문

체에 해서 다룬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의 개수와 타겟 주소

의 개수별 선택 빈도에 해서 종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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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의 개수 (정 횟수)

그림 10.타겟 주소의 개수별 선택 빈도 (동 횟수)

자료의 결론은 은 개수의 타겟 주소를 갖는 간 분기문의

경우는 기존의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생성 알고리즘을 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많은 개수의 타겟 주소를 갖는 간 분기문의 인

라이닝 체인 생성 타겟 선정을 해서는 좀 더 효율 인 방안이 필

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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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명령어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0개 이상의

긴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을 형성하는 것은 코드 캐시 공간

최악의 경우에 따른 오버헤드로 인해서 비효율 이다.따라서,모

든 타겟 주소를 인라이닝 체인으로 형성하는 것은 그 성능의 한계

가 있으며 효율 인 간 분기문 처리를 해서는 인라이닝 체인의

타겟 선택이 요함을 알 수 있다.

먼 ,효율 인 타겟 인라이닝 체인의 구 을 해서 타겟이 여러

개인 간 분기문의 타겟 분포에 한 특징을 알아본다.그림 11은

SPECCINT2006의 403.gcc벤치마크의 가장 많이 수행되는 간 분

기문 하나에서 타겟 주소 선택 경향을 나타낸 그림이다.일부

0.1%만 수행되었을 때의 각 타겟 주소의 수행 비율과 벤치마크의

수행이 끝났을 때,최종 타겟 주소 수행 비율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많은,타겟 주소가 다양한 간 분기문에서

발생한다.좀 더 자세한 실험 인 근거는 4.3.1장에서 알아본다.

그림 11.타겟 주소 선택 빈도 경향

결론 으로, 로그램 수행 반에서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 선

택 빈도가 로그램 수행 체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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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로 일링 한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의 상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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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링

단계

일정 회수에 다다를 때까지 간 분기문마다 다음

의 정보를 수집한다.

-타겟 주소 리스트

-타겟 주소별 선택 빈도

타겟 주소

인 라 이 닝

체인

생성 단계

일정 회수에 다다를 경우,다음의 순서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한다.

1.타겟 주소의 분포 유형이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하

기에 합한지 확인한다.

2.타겟 주소를 수행 횟수를 기 으로 정렬한다.

3.정렬된 순서 로 정해진 길이만큼 인라이닝 한뒤,

해당 인스트럭션 캐시를 러시 한다.

표 6.새로운 알고리즘 제안

4.2새로운 알고리즘 제안

간 분기문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은, 로그램의 수행

반에 찰한 각 간 분기문별 타겟 주소 빈도가 최종 수행된 결

과의 타겟 주소 빈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다.따라서, 로그

램의 일부만 로 일링을 해서 타겟 주소의 선택 빈도를 알아내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효율 인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하도

록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타겟 선택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 으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을 수정하면, 로그램의 문맥정

보를 좀 더 반 할 수는 있지만 지속 인 로 일링을 오버헤드가

발생하므로 제안된 방식에서는 각 간 분기문마다 한번의 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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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체인을 생성한다.

알고리즘은 타겟 주소 분포 유형을 고려한 알고리즘이다.분포

유형을 구분다는 것은,핫경로(hotpath)가 있는 경우와 타겟 분포가

고른 경우를 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핫경로가 있는 경우는 2,3

개의 인라이닝 체인 생성 이후에도 체인의 률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타겟의 분포가 고른 경우, 를 들어서 인

라이닝 체인 생성 시 에 10개의 타겟 주소가 골고루 10%정도의 비

율로 선택된다고 가정할 경우,길이가 3의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한

다면 패칭 이후에 률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제안하

는 알고리즘은 이러한 두 가지 분포를 고려해서 고른 분포의 경우

는 인라이닝 체인 생성을 제한하는 방식을 용한다.

선행 연구에서 인라이닝 타겟 주소 선택 알고리즘과 달리 많이 수

행되는 타겟 주소를 인라이닝 체인의 앞부분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

므로,체인의 첫 비교문의 률이 훨씬 증가할 것이다. 한,인라

이닝 체인의 길이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인라이닝 체인 체의 률 한 더 높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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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새로운 알고리즘의 환경 설정 변수들

제안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생성 알고리즘에서는 다음의 변

수들이 있다.

- 로 일링 횟수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

-인라이닝 체인의 용 여부

이 값들은,동 바이 리 변환기를 수행하는 환경(아키텍처,수행

디바이스)과 수행하는 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값이

다.따라서,특정 변수의 세 이 항상 뛰어난 성능을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다.이 장에서는 특정 환경에서의 를 통해서 실험 으로,

환경 설정 변수에 따른 경향성을 알아본다.

4.3.1 로 일링 횟수

제안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생성 알고리즘은 간 분기문의

로그램 수행 반의 타겟 주소 분포와 로그램 체에서의 타겟

주소 분포에 유사한 이 있다는 을 활용한 방안이다.즉, 로그

램 수행 반의 정보를 활용한다.따라서, 로그램의 수행에서 어

느 정도의 정보를 로 일링 해야 하는 지는 매우 요하다.수행

시간 로 일링이므로 로 일링 자체가 동 바이 리 변환기의

오버헤드로 작용하므로 로 일링의 양이 작을수록 로 일링 오

버헤드는 작다.하지만,이 값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수행정보의 부

재로, 체 타겟 주소 분포를 유추하기 힘들어질 것이다.따라서,

한 로 일링 횟수의 선택은 로 일링 오버헤드와 타겟 인라

이닝 체인의 효율성 사이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로 일링 횟수에 한 경향을 알아보기 해서 두 단계

로 근한다.먼 , 로 일링 횟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측정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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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로 일링 횟수에 따른 체 분포와의 상 계수 변화

분기문의 타겟 주소 분포가 로그램 종료 시 의 타겟 주소 분포

와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 지를 알아본다.이를 해서,각 벤치마크

별로 가장 많이 수행되며, 로 일링 시 의 타겟 주소의 개수가 3

개 이상인 간 분기문 5개를 선정한다. 로 일링 횟수를 100,

500,2000,5000으로 바꾸면서 타겟 주소 분포 비율을 계산해서 상

계수의 변화를 찰한다.그림 13는 SPEC CINT2006벤치마크

,3가지 벤치마크의 로 일링 횟수에 따른 상 계수의 변화이

다.

상 계수가 0.7이상 1이하인 경우는 강한 양 선형 계가 있다.

벤치마크의 특성에 따라 조 씩 차이는 있지만, 로 일링 횟수가

2000을 넘기 시작하면 상 계수가 0.7이상을 기록함을 알 수 있

다.따라서,각 간 분기문별로 로 일링의 2000번 정도 수행하

면 략 인 체 타겟 주소의 분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악

된다.

다음 로 일링 횟수에 한 지표로, 로 일링 횟수를 바꾸어

가면서 체 인라이닝 체인의 률에 해서 살펴본다.실험을

해서 각 간 분기문의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는 3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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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SPECCINT2006벤치마크에서의 로 일링 횟수에 따

른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률 변화이다. 로 일링 횟수가

500,2000,5000으로 변함에 따라서 크지는 않지만 률이 증가하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로 일링 횟수에 따른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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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인라이닝 체인의 길이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는 률과 련이 있다.모든 타

겟 주소를 인라이닝 체인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 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부분의 이 체인의 끝부분에서 일어날 경우는 오

히려 해시 테이블을 검색하는 것 보다 오버헤드가 클 수도 있다.따

라서 한 길이의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를 설정하는 것이 요하

다.

간 분기문의 분석에서 살펴본 내용처럼,간 분기문에 따라서

타겟 주소가 10개 이상으로 다양할 수도 있으며,1,2개의 타겟만을

가질 수도 있다.따라서,최상의 경우는 타겟의 주소별로 다른 길이

의 인라이닝 체인을 형성하면 효율 일 것이다.하지만,제안된 타

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생성 알고리즘에서는 코드 생성 시 에 패

칭을 한 공간을 할애하고 일정 시 이후에 로 일 정보를 이

용해서 패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따라서,코드 생성시 에는

해당 간 분기문이 몇 개의 타겟을 가지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서,

고정된 크기의 공간을 할당받아야 한다.평균 인 타겟 주소의 개수

보다 할당 받은 공간이 큰 경우 공간 낭비로 인한 비효율 인 코드

생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작은 경우는 핫경로의 타겟 주소를 모두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코드 크기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 한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인라이닝 체인길이를 선택해야 한다.이를 알아보기

해서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인라이닝 체인 체

의 률을 알아본다.그림 14는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별 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400.perlbench벤치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벤치마크에서는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가 3을 넘어서면서, 률의

상승 폭이 낮음을 알 수 있다.400.perlbench의 경우도 인라이닝 체

인의 길이가 4에서 5로 바뀔때는 률의 상승폭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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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별 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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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인라이닝 체인의 용 여부

수행 ,인라이닝 체인에 없는 타겟을 수행할 경우 인라이닝 체인

에 있는 비교구문을 모두 수행하고 해시 테이블에 근을 해야 한

다.이 경우는 해시 테이블에 바로 근할때보다 더 비효율 이다.

앞선 실험에서 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를 한정했다.인라이닝 체인의

길이가 3이라고 가정했을 때,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의 개수가 3

개 이하이거나, 부분의 타겟이 3개 이내의 타겟으로 할 경우

는 해시 테이블 검색 없이 인라이닝 체인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

다.반면,타겟의 개수가 다양하고 가장 많이 수행되어서 인라이닝

타겟으로 선택된 타겟이,이후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많은 근

이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

그림 15.간 분기문의 두 가지 제

그림 15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제로, 로 일링 횟수가

2000일 때 찰된 모습이라고 가정하자.인라이닝 체인의 길이를 3

으로 했을 때,간 분기문1은 3개의 가장 많이 수행된 타겟을 선택

할 경우 다음 수행에도 인라이닝 체인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상가능하다.간 분기문2는 3개의 타겟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므로,다음 수행에서 반 이상은 불필요한 인라이닝 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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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를 수행한 뒤,해시 테이블 검색을 할 것이라고 상된다.

간 분기문2와 같은 경우,인라이닝 체인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 이라는 상을 할 수 있으며,이에 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17는 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형성시 에 가장 많이 수행

된 타겟 3개를 인라이닝했을 때,인라이닝 체인 체의 률에

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16.타겟 주소 수행 빈도 합에 따른

인라이닝 체인의 률 변화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낮을 때의 률은 체 인라이닝

체인의 률 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비율이 낮은

경우 인라이닝 체인을 형성하지 않고,바로 해시 테이블로 근하도

록 하는 것이 더 효율 이라고 상할 수 있다.

그림 17은 실제로 비율이 40%이하일 때,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와 형성 했을 때의 수행성능 차이이다.성능

향상이 1%내외 이므로 성능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률 변화의 폭으로 한 상과 다르다.이유는 그림 18에서

나온 것처럼 수행 비율의 합이 40% 이하인 간 분기문이 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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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한,인라이닝 체

인의 길이가 3이므로 3번의 불필요한 비교문을 수행하더라도 그

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길이가 긴 인라이닝 체인의 생성을 필요

로 하는 로그램에서는 불필요한 비교문 수행의 오버헤드가 클 수

있으므로,인라이닝 체인의 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타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 형성에 따른 수행 시간

그림 18.타겟 주소 수행 빈도 합이 40% 이하인

간 분기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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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타겟 주소 인라이닝 선택 알고

리즘에 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 그 분석에 해서 다룬다.먼

,실험 환경에 한 설명을 한다.이 후,3장에서 소개된 선행 연

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에 해서 평가한다.

5.1실험 환경

제안된 로 일 기반의 타겟 주소 인라이닝 선택 알고리즘의 효

과를 측정하기 한 실험을 한다.사용하는 벤치마크 로그램은

x86용으로 컴 일하며,동 바이 리 변환기의 수행은 ARM 머신

에서 이루어진다.x86아키텍처는 PC용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

키텍처이며,ARM 아키텍처는 임베디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된다.

PC용 로그램을 임베디드 기기에서 수행할 때의 상황에서의 제안

된 방식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실험의 목 이다.

동 바이 리 변환기는 QEMU(Quick Emulator)[9]를 사용한다.

QEMU는 상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이며,

다양한 운 체제와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오 소스 에뮬 이터이다.

특히,안드로이드 에뮬 이터 등에서 사용된다.실험에서는 QEMU

1.2.0버 을 사용한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장치는 ARM용 개발자 보드인 다보드를 사용

한다.표7은 다보드의 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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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보드 명 PandaBoardES

CPU

Dual-core ARM Cortex-A8 MPCore with

Symmetric Multiprocessing(SMP) at upto

1.2GHzeach

메인 메모리 1GBlow powerDDR2RAM

표 7. 다보드의 사양

운 체제는 우분투,리 스 커 2.6.31버 에서 실험하 다.테

스트할 벤치마크는 C버 으로 변환한 CaffeineMark[10]와 SPEC

CINT2006[11]를 사용한다.SPEC CINT2006벤치마크를 gcc컴 일

러 버 4.4.1을 O2최 화 옵션으로 컴 일하며,타겟 아키텍처는

x86아키텍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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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실험 결과

먼 ,간 분기문 최 화 자체의 효과를 측정하기 한 실험을 한

다.다음으로 선행 연구와의 수행 시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성능을

비교한다.선행 연구에서 소개한 타겟 주소 인라이닝 선택 알고리즘

은 FIFO방식과 MRU 방식이며,각 방식과 수행 시간 률에

한 비교를 한다.

5.2.1최 화를 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간 분기문 자체의 효과를 측정하기 한 실험을 한다.그림 19는

간 분기문 최 화를 용하지 않았을 때와 본 논문의 로 일

기반 최 화 방식의 수행 시간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19.최 화를 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간 분기문 최 화를 용했을 때,평균 으로 21%의 수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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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있다.최 화의 효과는 벤치마크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수행 시간 감소폭이 가장 큰 458.sjeng벤치마크의 경우 50%

정도의 수행시간 감소가 있었다.반면,462.libquantum 벤치마크의

경우 3% 정도의 수행시간이 증가되었다.이를 통해,반복되는 계산

주보다는 작은 함수 호출이 빈번한 벤치마크일수록 간 분기문

최 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인라이닝 체인 형성 자체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실험을 한다.그림 20은 인라이닝 체인 없이 간 분기문을 무조건

해시테이블로 처리하는 방식의 수행시간을 비교한다.해시테이블만

사용한 방식으로 정규화한 그림이다.

그림 20.해시 테이블만 사용한 방식과 비교

인라이닝 체인을 용했을 때,평균 으로 5%의 수행시간이

감소되었다.반면,464.h264ref벤치마크의 경우 수행시간이

증가했다.다음 에서 인라이닝 체인의 률을 분석한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률이 상 으로 낮은 벤치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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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MRU방식과 비교

MRU 방식은 동 패칭 방식을 사용한다.따라서,수행 시간에 여

러 개의 타겟 주소가 번갈아가며 선택되는 경우는 매번 인라이닝

체인의 타겟 주소를 변경하고 인스트럭션 캐시를 러시 시켜야 한

다.ARM 아키텍처에서의 인스트럭션 캐시 러시는 리 스 시스템

호출을 동반하므로 동 패칭에 한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그림

21와 그림 22는 MRU방식과 인라이닝 체인이 없는 단순 해시 테이

블 방식의 수행시간을 비교한 것이다.MRU 방식의 수행 시간을 해

시 테이블방식의 수행 시간으로 정규화 시킨 값으로,1보다 작을수

록 수행시간이 더 빠르다.

그림 21.MRU방식과 해시 테이블 방식의 수행시간 비교

인라이닝 체인을 생성하지 않는 단순 해시 테이블 방식에 비해서

도 50% 이상 느리다.그 이유를 살펴보기 해서 두 방식의 수행

시간을 유 역과 시스템 역으로 나 어서 비교한다.유 역

은 로그램의 수행에 소모된 시간이며,시스템 역은 리 스 커

호출과 같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시간이다.마찬가지로,MRU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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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테이블 방식으로 정규화 시킨 결과이다.

그림 22.MRU방식과 해시 테이블 방식의

유 역,시스템 역 수행시간 비교

동 패칭 횟수의 증가로 인한 시스템 호출 시간이 평균 6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인스트럭션 캐시 러시를 하드웨어 으로 처

리하는 x86과 같은 아키텍처에서는 로그램의 지역성이 높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ARM 아키텍처처럼 인스트

럭션 캐시 러시를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소 트웨어 으로 처리

하는 경우,동 패칭 오버헤드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MRU 방식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과 실험 결과를 자

세히 비교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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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FIFO방식과 비교

먼 ,두 벤치마크의 수행 시간을 비교한다.그림 23는 제안된 방

식을 FIFO방식의 수행 시간으로 정규화 한 수행 시간이다.값이 1

보다 작을수록 수행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그림 23.FIFO방식과의 수행 시간 비교

두 벤치마크 모두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

CaffeineMark는 부분 테스트가 1% 내외의 성능 향상을 보이므로

실질 으로 수행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긴 힘들다.이 벤치마크는

구조가 매우 단순해서 같은 함수에 해서 다양한 곳에서 호출을

하지도 않고,객체 지향 인 특징을 보이지도 않는다.따라서,기본

으로 각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의 개수가 3개 이하가 부분이

기 때문에 타겟 주소 인라이닝의 효율성과 련이 있는 두 방식에

따른 차이 을 악하기 힘들다.다만,여러 테스트 에서 string

벤치마크는 C++로 작성된 벤치마크로,시스템 함수 호출을 하기 때

문에 함수 호출이 많은 편이며,2%정도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SPECCINT2006벤치마크 역시 평균 인 수행 성능은 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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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483.xalancbmk벤치마크는 수행 시간이 수 정도로 짧은

테스트이다.이 경우 로 일링 오버헤드만 존재하고,실제 패칭에

의해서 이득을 거의 볼 수 없었다.이 테스트를 제외하면 평균 으

로 3%의 수행 성능 향상이 있었다.

각 테스트별 수행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해서 생성된 타

겟 주소 인라이닝 체인의 률을 측정한다.인라이닝 체인의 길이

를 3으로 제한했으므로,모든 타겟 주소가 인라이닝 체인을 형성할

수 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체 인라이닝 체인의 률은 타겟

선택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그림 23는 인라이닝 체인

체의 률이다.인라이닝 체인의 길이가 3이므로,타겟 주소가

3개 이하인 간 분기문의 률은 제외한다.

그림 24. 체 인라이닝 체인의 률 변화

CaffeneMark의 method벤치마크의 경우, 률이 2%에서 100%로

향상되었으며, string벤치마크의 경우, 률이 22%에서 72%로

향상되었다.method벤치마크의 률 향상이 매우 크다.이는 가

장 많이 수행되는 간 분기문에서 핫경로가 최 5번째 타겟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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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SPEC CINT2006벤치마크에서도 반 인 률 향상이 있다.

462.libquantum 벤치마크는 4%에서 96%로 큰 폭으로 향상이 되었

다.하지만,이 벤치마크는 간 분기문의 처리가 큰 오버헤드로 작

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향상과 직결되지는 않았다.456.sjeng벤치

마크 역시 50% 이상의 률 향상이 있다.C++ 벤치마크인

471.omnetpp,483.xalancbmk벤치마크에서도 률 향상폭이 비교

크다.객체 지향 으로 작성된 벤치마크이거나 함수의 호출 지역

이 다양한 경우,즉 간 분기문의 타겟 주소의 분포가 다양한 벤치

마크에서는 률 향상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인라이닝 체인의 첫 타겟에서 이 일어날 경우,3,4개의 명령어

수행만으로 간 분기문을 처리할 수 있다.따라서,첫 타겟의

률 역시 성능에 요한 요인이 된다.인라이닝 체인의 첫 번째 타겟

을 얼마나 효율 으로 처리하는 지를 분석하기 한 실험을 한다.

그림 25은 두 방식의 인라이닝 체인 첫 타겟의 률 비교이다.

그림 25.인라이닝 체인 첫 번째 타겟의 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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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벤치마크에서 모두 첫 번째 타겟의 률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CaffeineMark벤치마크의 경우 로그램의 구조가 단순해

서 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첫 번째 타겟에서 이 됨을 알 수 있

다.method,string 벤치마크에서는 체 인라이닝 체인의 률

경향과 비슷하게,큰 폭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SPECCINT2006벤치마크에서는 464.h264ref벤치마크를 제외하고

는 률이 모두 상승했다.평균 으로 20%의 률이 증가했다.

특히,456.hmmer,462.libquantum,483.xalancbmk세 벤치마크에서

률 향상이 두드러진다.464.h264ref벤치마크는 오히려 첫 타겟

의 률이 감소한다. 로 일 정보가 체 정보를 잘 반 하지

못해서,가장 많이 발생하는 타겟을 제 로 측하지 못한 경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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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향후 과제

동 바이 리 변환기는 소스 코드의 재컴 일 없이 주어진 ISA의

바이 리 일을 같거나 다른 ISA로 수행 시간에 변환하며 수행하

는 에뮬 이터이다.실행 명령어를 번역하므로 여러 가지 오버헤

드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여러 가지 오버헤드 요소들 에서 분기

문의 처리,특히 간 분기문의 처리는 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간 분기문 처리 최 화

에 해서 다루었다.효율 인 타겟 주소 인라이닝 상 선택 방안

에 해서 제안하 으며,이와 련된 변수들을 실험 으로 알아보

았다.이를 바탕으로,FIFO 방식과 수행 성능 률의 차이를

알아보았다.수행 성능은 FIFO타겟 주소 선택 알고리즘과 비교 했

을 때 3%정도 향상되었다. 체 인라이닝 체인의 률은 27%가

향상 되었으며,인라이닝 체인 첫 타겟의 률은 20% 이상 향상

되었다.

동 바이 리 변환기의 구 성능은 게스트,호스트 랫폼의

ISA 구조와 련이 있다.x86바이 리 일을 ARM 랫폼에서

수행하는 환경에서 측정되었으며,향후 과제로는 다양한 랫폼과

로그램에 해서 어떤 률과 수행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수행 시간 로 일링으로 인한 오버헤

드가 존재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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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file-basedIndirectBranchHandling

forDynamicBinaryTranslation

Shim,Myeon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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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Dynamic Binary Translator(DBT) is an emulation technique

whichtranslatesbinaryfilewritteninoneISA(InstructionSet

Architecture)tosameordifferentISA withoutre-compilingof

sourcecode.Thereisalotofoverheadfactors,becausecode

translation occurs during execution.Indirect branch handling

whosetargetisdecidedatrun-timeisoneofmajoroverhead

factors.To handle indirect branches,DBT requires several

contextswitchesandmappingtablesearch.

In previous work for indirectbranch handling optimization,

indirectbranchesaretranslatedtotargetaddressinliningchain

followed by hash-table search. When translated codes are

executed,itfirstcompares and branches in inlining chain if

matches.Ifnot,itsearchesforhash-tablewhich isrelatively

simplerthan mapping tablein DBT.Finally,ifallarefailed.

controlis transferred to DBT engine.For effective indirect

branchhadling,itisveryimportanttoselectappropriatetarget

addressininliningchain.



Inthispaper,weproposeaneffectiveaddressinliningtarget

selection algorithm which utilizesrun-timeprofiled information

(targetaddress,executioncountetc.).WechooseQEMU(Quick

EMUlator)asatargetDBT,SPEC CINT2006andCaffeineMark

asbenchmarks.AndperformancearecomparedtoFIFO(First-In

First-Out) target selection algorithm. Experimental results

showedthat3% decreaseinexecutiontimeforSPECCINT2006,

and 2% for CaffeineMark.Totalhitrate for inlining chain

increased27% forSPEC CINT2006and54% forCaffeineMark.

Moreover,hitrateforfirsttargetininliningchainincreased20%,

40% relatively.

Keywords :dynamicbinarytranslator,indirectbranch,

targetaddressinliningchain,hash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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