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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로그램의 로딩 속도는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로

딩은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로딩에 따른 지연을 

시스템 성능의 중요한 척도로 판단한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져감에 따

라 로딩 시간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로딩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끼

치는 하드디스크는 CPU만큼의 큰 성능 향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기동 시간 단축을 위한 프리페쳐가 제안되

었다. 기존에 제안된 프리페쳐는 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평균 절반가까이 

단축시키는 성능향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동 프리페쳐는 프로그램 사

용 중 발생하는 일반 워크로드는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브레이크포인트 기법을 이용하여 기동 및 사용 중 발생

하는 로딩 시간을 단축하는 프리페칭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한 브

레이크포인트 프리페칭 프레임워크는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하였으며, 하

드디스크를 탑재한 일반 데스크톱 환경의 PC에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기동 시간은 평균 30% 감소하였으며, 일반 워크로드의 로딩시간은 평균 

15% 감소하였다. 

 

주요어 : 브레이크포인트, 프리페쳐, 일반 워크로드, 로딩시간 단축 

학  번 :  201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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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표 

프로그램의 로딩 속도는 장치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로딩은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로딩에 따른 지연을 시스템 성능의 중요한 척도로 판단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로딩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저장장치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 

저장장치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SSD(solid-state drive)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SSD 는 플래시 

메모리에 기반을 둔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보다 빠르지만 저장 공간 

당 비용이 높아 큰 저장 공간을 요구하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 

환경에서는 보급 단계에 있다 [2][3]. 

프리페칭은 로딩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법이다. 프리페칭 기법은 최초 로딩 과정에서 I/O 요청을 기록해 

두었다가 동일한 로딩이 발생하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블록 및 

파일을 효율적인 순서로 캐시에 미리 읽어 들여 로딩 시간을 



 

 

２ 

단축시킨다. 프리페쳐는 윈도우즈와 맥 운영체제에 탑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프리페칭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1][4]. 

기존의 프리페칭 기법들은 부팅 및 프로그램 기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기동뿐만 아니라 사용 중에도 많은 

I/O 요청을 내보낸다. 특히 게임의 경우 그림 1.1 과 같이 프로그램 

기동 시 엔진과 같은 필수적인 코드만 로드하고 많은 그래픽 

리소스들은 실제 게임이 시작될 때 로드된다. 또한 일반 워크로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리페칭 연구들은 블록의 상관관계 분석의 

게임 기동

메뉴 선택 및 게임 시작

초기화 및 엔진 로드

그래픽 리소스 로드

지형이동, 맵 전환

기동 프리페쳐

제안한
범용 워크로드 프리페쳐

Signal

Loader

기존의
범용 워크로드 프리페쳐

Monitoring

프리페칭 대상 프로그램

그림 1.1 응용프로그램의 동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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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헤드가 너무 크거나 프리페칭의 예측 성능이 낮아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많다.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Paralfetch 기동 프리페쳐 [5]는 낮은 

오버헤드와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일반 워크로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Paralfetch 는 커널의 로더에서 프리페쳐를 

호출함으로써 수행된다. 프로그램의 기동은 이벤트가 명확하고 

동일한 요청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블록 요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블록 상관관계 분석)을 감지하기 쉽고, 

해당 패턴이 시작되는 지점을 판단하기 쉽다. 반면 프로그램 수행 

도중 발생하는 로딩은 보다 엄격한 블록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고 

프리페칭 시점을 알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에서 오버헤드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그림 1.1 과 같이 

프로그램 외부에서 요청 블록을 감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안한 

프리페쳐는 반대로 프리페칭 대상 프로그램에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블록 상관관계 오버헤드를 상당히 낮출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브레이크포인트를 기동 프리페쳐에 적용함으로써 

기동 프리페쳐를 일반 워크로드 프리페쳐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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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이를 프레임워크로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 연구한다.  

 

1.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한 프리페칭 프레임워크의 연구 및 구현이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블록 간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이다. 

디버깅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의 동작을 

원하는 지점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대량의 I/O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 후, 프로그램이 정지되었을 

때 프리페쳐를 호출하면 상당한 분석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3 개의 상위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는 소스코드 또는 바이너리 실행파일을 

입력으로 받아 정적 분석을 수행한다. 제어 흐름 분석 및 디스크 

접근 예측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대량의 I/O 를 요청하는지 판단하고 

해당 위치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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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핸들러는 브레이크포인트로 인해 프로그램이 정지되었을 때 

시그널을 받는 처리기이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리페쳐를 

호출하거나 브레이크포인트를 무시하고 프로그램 실행을 재개한다. 

실제 프리페칭을 진행하는 프리페쳐는 Paralfetch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커널 내부에서 동작한다. 요청 블록을 감시하고 프리페칭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형태로 블록을 요청한다.  

브레이크포인트를 통한 블록 간 상관관계 분석은 브레이크포인트를 

정확한 위치가 아닌 임의의 간격마다 조밀하게 삽입해 두고 추후 

분석을 통해 대량의 요청이 발생하는 지점 및 구간을 찾는 것이다. 

 

1.3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프리페칭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 장에서는 브레이크포인트 기법에 대한 

원리 및 이를 프리페칭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브레이크포인트를 기존 프리페쳐에 적용하기 위한 전체 프레임워크의 

설계를 설명하고, 5 장에서는 이를 실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6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7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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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기동 워크로드 프리페칭 기법 

하드디스크의 기계적인 움직임은 블록 요청 최적화를 통하여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페칭 연구

가 많다 [6].  

대표적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는 부팅 및 프로그램 기동 시간 단

축을 목적으로 하는 윈도우즈 프리페쳐 [4]가 탑재되어있다. 프로그

램이 처음 기동될 때 메모리 관리자는 접근되는 데이터정보를 프리페

쳐에 통보하고, 프리페쳐는 이를 파일시스템 수준의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이후 프로그램이 기동될 때에는 변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요청 데이터를 최적화된 순서로 배치한다. 구글 프리패치 [6]도 유사

한 원리로 프리페칭을 수행하는데, 기동 시퀀스를 파일 수준에서 정

렬하기 때문에 파일 블록의 배치 상황에 따라 많은 디스크 헤드의 움

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블록 프리페칭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Paralfetch(병렬 프리페치) [5]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프리페쳐와 

프로그램 기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입출력의 처리 순서를 최적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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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성을 극대화 시킨다. 블록 정보 수집은 디스크캐시에서 검색 실

패로 인해 블록 계층으로 전달되는 요청 정보를 수집한다. 이 방법은 

저장공간 오버헤드가 적으며 블록 분석을 위한 오버헤드가 낮다.  

Paralfetch는 SSD를 위한 프리페칭도 지원하며 하드디스크와 SSD에

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Paralfetch는 부팅과 기동 프

리페치만 지원하며 일반 워크로드는 처리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2.2 일반 워크로드 프리페칭 기법 

일반 워크로드 프리페칭은 프리페칭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

서 항상 블록 접근을 감시해야 하고, 블록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프리페칭된 블록들이 실제로 읽히는지 또는 얼마나 많

은 블록을 프리페칭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

석은 상당한 연산 및 메모리 오버헤드를 요구하고 예측 실패에 대한 

자원 낭비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된 기법들은 실용성이 낮다. 

추측 실행 기법(Speculative Execution) [7]은 앞으로 실행될 코

드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사용될 블록 요청이 미리 발생되도록 유도하

는 기법이다. 추측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운영체제에서 

프리페쳐 및 대상 프로세스의 블록 요청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프리페

쳐 프로세스의 프리페칭 속도를 조절한다. 현재 확보되지 않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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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의해 분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프리페쳐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추측 실행은 프로세스가 발생시키는 순서대로 입출

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입출력 최적화가 어렵다.  

컴파일러 지원 프리페칭(Compiler-assisted Prefetching) [8]기법

은 컴파일러 수준에서 정적인 분석을 통하여 프리페치 코드를 삽입함

으로써 가까운 시간 내에 요청될 블록을 프리페칭하는 기법이다. 처

리할 데이터의 크기가 메인 메모리 용량보다 큰 경우, 프리페치 코드

를 삽입함으로써 페이지 폴트로 인한 디스크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프리페치 처리로 인한 오버헤드가 커

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가 장착된 메인 메모리 크기보다 작은 

워크로드의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직접 프리페칭(Application-directed Prefetching) [9]

은 데이터가 접근되는 패턴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앞으로 접근될 영역을 라이브러리 및 운영체제를 통하여 

프리페칭하도록 힌트를 주는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구현하고 이를 콜

백(callback)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디스크 접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개발자는 디스크 블록의 접근 패턴을 분석하여 앞

으로 접근될 블록들을 디스크캐시에 읽어놓도록 요청하는 콜백 함수를 

작성하고, 운영체제는 미리 읽어 놓은 블록들을 응용프로그램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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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가면 콜백 함수를 호출하여 다음으로 접근될 대상을 프리페칭한

다. 그러나 기동이나 로딩 시의 블록 접근은 복잡한 패턴을 보이기 때

문에, 기동 중에 다음으로 접근될 블록들을 짧은 시간 내에 계산해 내

는 콜백 함수의 작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C-Miner [10]는 블록 접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프리페칭할 블

록을 결정한다. 하지만 C-Miner는 블록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오버

헤드를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두 블록이 항상 짧은 시간 안에 발생

해야만 관계 정보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사용한다. 이는 분석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관관계 정보가 

없어져 프리페칭 효과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Diskseen [11]은 블록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계산하며 기본적으로 

한 블록은 최대 4개의 다른 블록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1GB당 4MB의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블록 당 상관관계를 갖는 블록의 수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추가적인 메모리가 소모된다. 

BORG [12]는 하드디스크 상에서 많이 접근되는 블록을 BOPT라

는 특정 파티션에 복제함으로써 하드디스크의 헤드 움직임을 줄여 디

스크 처리 성능을 높인다. 하지만 메모리상의 맵테이블 오버헤드는 

BOPT 파티션 크기의 0.25% 정도로 작지 않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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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브레이크포인트를 이용한 프리페칭 기법 

 

3.1 브레이크포인트 원리 및 구현 

일반적으로 브레이크포인트는 디버깅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림 3.1

과 같이 디버거에서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프로그램의 특정 위치에 브

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브레이크포인트가 설정

된 지점에서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이 정지된다. 이때 디버거는 정지한 

시점에서의 프로세스 변수나 레지스터 값을 살펴보고 수정할 수 있다. 

브레이크포인트의 구현은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 기법과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 그리고 메모리 브레이크포인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 기법을 사용하며 이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3.1 Visual C++환경에서 브레이크포인트를 사용한 디버깅 예시 

 

 

브레이크포인트 설정

브레이크포인트가 설정된 지점에서 실행이 일시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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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의 동작 원리는 그림 3.2와 같다. x86계

열의 CPU에서 명렁어의 OpCode를 0xCC로 지정하면 CPU가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때 INT 3 트랩을 발생시킨다. 트랩 신호는 커널로 

전달되고, 커널은 해당 명령을 실행시킨 프로세스에 트랩 시그널

(SIGTRAP)을 전달한다. 

 

3.2 소스코드 수준 브레이크포인트 직접 삽입 기법 

소스코드 환경에서 INT 3 트랩을 발생시키려면 간단히 아래 코드

를 삽입하면 된다.  

 

__asm__ __volatile__("int3"); 

 

주소 명령어

… …

0x0005 0xAA12

… …

메인 메모리

0x0005

디버거 테이블

0xCC12

0xCC12

CPU

4. Trap발생!

(SIGTRAP)

1. 기존 명령어 및
주소 백업

3. 명령어
로드(Fetch)

0xAA12

2. 명령어를
0xCC로 교체

그림 3.2 브레이크포인트 동작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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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드는 C언어의 형식이며 이는 0xCC OpCode를 갖는 기계어로 

번역된다. 리눅스 환경에서 INT 3 트랩이 발생하면 SIGTRAP 신호

(signal)에 대한 시그널 핸들러가 호출된다. 

개발자는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동작 흐름을 알고 있으므로 

어느 부분에서 파일을 불러오는지, 로딩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 프

로그램의 시작 부분을 포함하여 대량의 I/O 요청이 발생하는 코드 직

전에 개발자가 직접 브레이크포인트 코드를 삽입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레이크포인트 코드 삽입은 아주 간단히 1줄짜리 코드의 

삽입으로 처리된다. 

소스코드의 여러 부분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해 두면 실제 프로

그램이 동작할 때 시그널 핸들러와 프리페쳐가 I/O 요청을 감시하면

서 많은 I/O를 발생시키지 않는 브레이크포인트 지점은 다음 실행 시 

무시할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같이 많은 I/O가 발생하는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에서는 프리페칭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같은 브레이크포인트 지점에서 서로 다른 I/O 요청이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맵(지형)이나 스테이지

(stage)를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하는 코드의 앞부분에 브레이크포인

트를 삽입했다고 하자. 이때 같은 브레이크포인트 위치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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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자가 선택한 맵에 따라 매번 다른 I/O 요청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요청하는 스테이지나 맵같은 변수 정보를 시그널 핸들러에서 

참조하면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현은 브레이크포인

트 설정 지점에 대한 분석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면서 프리페칭의 정확

도를 높일 수 있다. 

 

3.3 바이너리 수준 브레이크포인트 자동 삽입 기법 

바이너리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할 때는 커널의 도움이 필요하다.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현대 운영체제들은 가상메모리를 채택하고 있

다. 따라서 각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며 서로의 메

모리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리눅스 환경에서는 커널이 디버거의 구현

을 위해 ptrace라는 시스템 콜을 제공한다 [13]. 이 시스템 콜을 이용

하면 디버거(debugger)가 디버기(debugee)로 설정된 프로세스의 주

소공간을 수정하거나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값을 변경할 수 있다.  

ptrace 시스템 콜을 사용하여 디버거와 디버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

를 생성(fork)한 이후 자식 프로세스가 ptrace 시스템 콜을 호출한 

뒤 exec 시스템 콜을 통해 디버깅할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커



 

 

１４ 

널은 자식 프로세스를 디버기로 인식하고 이때부터 부모 프로세스는 

ptrace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 자식 프로세스의 주소공간과 레지스터 

값을 읽고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실행중인 목적 

프로세스에 디버거를 연결(attach)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

로세스의 시작 지점부터 제어와 감시가 필요하므로 전자의 방법을 사

용한다.  

브레이크포인트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ptrace 인자에 

자식 프로세스의 핸들(PID)과 브레이크포인트를 지정할 주소를 입력

하고 해당 주소의 명령어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가져온 명령어를 

임시로 저장해두고 명령어의 OpCode부분만 INT 3 트랩을 발생시키

는 0xCC 코드로 변경한 뒤 이번에는 ptrace를 호출하면서 지정한 

주소에 명령어를 기록하도록 지시한다. 프로세스가 수행되면 0xCC로 

변경된 명령어에서 INT 3 트랩이 발생하면서 디버거 프로세스에 시

그널이 전달된다. 디버거는 원하는 동작을 취한 뒤 임시로 저장한 명

령어를 다시 트랩이 발생한 주소부분에 기록하여 원래 명령어로 복원

시킨다. 이때 명령 포인터 레지스터(IP register)는 이미 다음 명령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복원시킨 명령어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조절해야 

한다. ptrace를 호출하여 자식 프로세스의 레지스터 값을 읽어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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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레지스터 값만 이전 명령을 가리키도록 수정하고 다시 자식 

프로세스에게 기록한다. 이때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오고 기록하는 것

은 실제 CPU의 레지스터 값이 아니라 문맥 전환(context switch)이 

발생할 때 프로세스 구조체에 백업된 레지스터의 값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이너리 수준 브레이크포인트 삽입 기법은 

임의의 간격마다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라인마다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너

리에서 명령어가 들어있는 텍스트 세그먼트(segment)를 분석하여 각 

명령어를 구분해야 한다. x86 계열의 프로세서는 명령어의 길이가 가

변적이므로 단순한 오프셋 계산을 통해 각 명령어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디스어셈블러(disassembler)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디

스어셈블러를 통해 각 명령어의 위치와 OpCode를 알아내면 정해진 

간격에 따라 명령어의 주소와 OpCode를 테이블 형태로 다른 곳에 

저장해둔다. 그리고 OpCode를 0xCC로 대체시킨다. 그 다음의 과정

은 앞서 ptrace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다. 디버거 프로세스는 미리 

저장해둔 테이블을 로드하고 디버기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미 바이너리에 설정 되어있으므로 실행 중 바이너리 설정

에 따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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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수준의 브레이크포인트 삽입과 달리 바이너리 수준의 삽

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지점에서 대량의 

I/O가 발생하는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프레페칭의 정확도는 떨어진

다. 따라서 시그널 핸들러에서는 I/O요청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브레

이크포인트를 다음 실행에서는 무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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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브레이크포인트 기반 프리페칭  

프레임워크의 설계 

 

3 장에서 소개한 브레이크포인트를 프리페칭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동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반 워크로드도 처리할 수 있는 프리페칭 프레임워크의 

설계를 제안하고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4.1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성 

제안하는 전체 프레임워크의 구성은 그림 4.1과 같다. 프리페칭의 

실행 흐름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 프

로세스에서는 정적 분석을 통해 바이너리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에 브

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한다. 두 번째로 온라인 프로세스에서는 브레이

크포인트가 들어간 수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리페칭을 수행한다. 

프리페쳐 모듈들은 커널 내부에 존재한다.  

 

프리페쳐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

온라인 프로세스

오프라인 프로세스

프로그램 수정된
프로그램

그림 4.1 브레이크포인트 프리페쳐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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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브레

이크포인트 매니저는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 제어 흐름 분석

(control flow analysis) 및 디스크 접근 예측(disk access 

estimation)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대량의 I/O 요청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확인되면 브레이크포인트 삽입기를 통해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프로그램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한다. 마지

막으로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는 I/O 매니저 역할을 하는 시그널 핸

들러를 삽입한다. 바이너리를 입력으로 받은 경우 I/O 매니저는 바이

너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삽입할 수 있다. 브레이크포인트 명령은 1 

byte의 고정 길이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명령을 임시로 대체하기 때문

에 바이너리를 수정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I/O 매니저 코드를 바이너

리 중간에 넣으면 명령이 밀리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한 가지 

방법은 바이너리를 디스어셈블 하여 중간 언어(intermediate 

수정된 프로그램

제어 흐름 분석기

디스크 접근 예측기

브레이크포인트
삽입기

바이너리
프로그램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

main(){
..

}

소스코드

시그널 핸들러
삽입기

04 43 48 94 
82 06 A0 C1 
31 89 D3 82 
CE 5C 83 ..

I/O 매니저
(시그널 핸들러)

브레이크포인트 1

브레이크포인트 2

브레이크포인트 3

그림 4.2 브레이크포인트 프레임워크의 오프라인 프로세스 



 

 １９ 

language)또는 원래 언어(C언어)로 변경 후 I/O 매니저를 삽입하고 

다시 컴파일 하는 것이다 [14]. 또 다른 방법은 디버거와 같이 프리

페칭할 목적 프로그램을 감싸는 래퍼(wrapper)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구

현 방법은 5장에서 다룬다.  

오프라인 프로세스는 유휴시간에 최초 1회 또는 주기적으로 실행

된다. 매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수행될 필요는 없으나 프로그

램의 패치 등으로 바이너리가 변경되는 경우나 사용자의 프로그램 이

용 패턴이 바뀌어서 요청하는 데이터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오프라인 

프로세스를 재 수행 할 필요가 있다.  

프리패치 정보 로드

커널: 디스크 I/O

프리패쳐

32
프리패치 요청

S
IG

T
R

A
P

I/O 정보 기록

커널: 디스크 I/O

로그

1

2

3

(a) 분석 단계 (b) 실행 단계

프리페치
정보파일

프리페치
정보파일

브레이크포인트 1

브레이크포인트 2

브레이크포인트 3

S
IG

T
R

A
P

1

브레이크포인트 1

브레이크포인트 2

브레이크포인트 3

I/O 매니저 I/O 매니저

그림 4.3 브레이크포인트 프레임워크의 온라인 프로세스 : (a) 브레이크포인트 

간 입출력 정보 수집 단계; (b) 프리페칭이 활성화된 프로그램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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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동작 과정은 그림 4.3과 같다. 최초 

실행 시 그림 4.3 (a)와 같이 어느 한 지점의 브레이크포인트부터 다

음 브레이크포인트까지 요청된 블록 I/O 정보를 로그에 기록한다. 이

후 그림 4.3 (b)와 같이 동일한 구간을 다시 실행할 때 I/O 매니저는 

브레이크포인트 지점간의 블록 요청 빈도수와 블록간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필요 없는 브레이크포인트 지점은 제외시킨다. 대량의 I/O가 

발생했던 브레이크포인트 지점에서는 프리페쳐를 호출하여 요청 블록

을 최적화 시킨다.  

4.2 프레임워크 동작 분석 

구현한 프레임워크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서 I/O 요청크기와 디스

크 상에서 서비스 중인 queue depth(큐 깊이)를 측정하였다. 하드디

스크는 LBN(logical block number)순서로 정렬된 요청과 큰 요청을 

줄 때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4.4는 소스코드 수준 프리페칭을 

적용했을 때 총 I/O 요청 크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4.4 (a)에서

는 캐시를 비운 상태로 시작하는 cold start 상황이다. 그림 4.4 (b)

는 프리페쳐가 적용된 cold start를 보여준다. 프리페쳐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300KB 이내의 요청 크기를 보여준다. 반면 프리페쳐를 

적용한 그래프를 보면 작은 요청들이 최대 8000KB에 가까운 크기로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b)의 기동 첫 부분을 보면 병합이 다소 늦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동의 경우 메인 프로그램의 바이너리가 적재된 

다음에 브레이크포인트가 호출된다. 따라서 메인 프로그램이 포함된 

바이너리 자체에는 프리페쳐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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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와 그림 4.6은 각각 그림 4.4 (a), (b)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4.5를 보면 프리페칭을 하지 않았을 때 I/O 요청이 빈

번하게 끊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4.6은 병합을 통해 지속

적으로 큰 용량의 I/O를 요청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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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소스코드 수준 프리페칭 시 I/O 요청 크기 변화 

(Speed Dreams) : (a) 프리페치 미적용; (b) 프리페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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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4.7은 소스코드 수준 프리페칭에 따른 queue 

depth의 변화를 보여준다. 프리페칭을 적용하지 않은 그림 4.7 

(a)는 5 이내의 queue depth가 빈번하다. 반면 그림 4.7 (b)는 

대부분이 최대 queue depth인 32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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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프리페치 적용 시 I/O 요청 크기 (시간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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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프리페치 미적용 시 I/O 요청 크기 (시간, 크기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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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 수준 프리페쳐에 대한 동작 검증은 브레이크포인트의 

삽입 구간을 조절하면서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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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소스코드 수준 프리페칭 시 Queue depth 변화 

(Speed Dreams) : (a) 프리페치 미적용; (b) 프리페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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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게임의 메인 프로그램은 1047개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어서 메인 프로그램의 

크기는 작은 편이다. 브레이크포인트 삽입 구간은 각각 1, 10, 

50, 100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간격 1에서는 1047개 

명령어 각각에 브레이크포인트가 설정된다. 간격 100개의 명령

어마다 1개의 브레이크포인트가 삽입되므로 11개의 브레이크포

인트가 설정된다. 프리페칭 정보 수집의 모니터링 타임아웃은 3

초로 설정하고 동기식 프리페칭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프리페칭 수행에 따른 프리페치 정보 파일은 모든 

간격(1, 10, 50, 100)에서 2개씩 생성되었다. 브레이크포인트는 

간격에 따라 서로 다른 주소에서 호출되었다. 예를 들어 간격 1

에서는 0x401d10, 0x402560 주소에 있는 브레이크포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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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바이너리 수준 프리페칭 시 I/O 요청 크기 (간격 I=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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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페쳐가 호출되었으며, 간격 50에서는 0x401cd0, 

0x401d69 주소에서 프리페쳐가 호출되었다.  

브레이크포인트 삽입간격 50에서 I/O 요청수와 queue depth

를 구한 실험 결과는 각각 그림 4.8, 4.9와 같다. 다른 간격들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림 4.8, 

4.9에 나타난 두개의 그래프를 소스코드 수준 프리페칭 결과인 

그림 4.4 (b), 4.7 (b)와 각각 비교해보면 시간 축에서 앞부분이 

서로 유사하다. 반면 중간 이후 부분은 cold start를 나타내는 그

림 4.4 (a) 및 4.7 (a)와 유사하다. 이는 곧 기동에 대한 블록 

요청은 프리페칭 되었으나 실행 중간에 발생하는 로딩은 효과적

으로 프리페칭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브레이크포인트가 삽입된 개수(간격)에 상관없이 2개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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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바이너리 수준 프리페칭 시 Queue depth (간격 I=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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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칭 정보 파일만 생성된 이유는 모니터링 타임아웃 및 사용자 

조작 때문이다. Paralfetch는 연속된 프리페칭 요청으로 인한 중

복된 프리페칭 정보 파일 생성을 방지하도록 구현되어있다. 또한 

본 실험은 소스코드 수준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해 프

로그램 기동-메뉴 선택(로딩)-종료순서로 수행하였다. 프로그

램 내에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한 실험에서는 간격에 따라 2~6

개의 프리페칭 파일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비록 로딩은 효과적으로 프리페칭하

지 못했지만, 브레이크포인트가 설정된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프

리페쳐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동 워크로드를 성공적으

로 프리페칭 함으로써 추후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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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브레이크포인트 기반 프리페칭  

프레임워크의 구현 

 

본 장에서는 브레이크포인트 기법의 원리와 이를 프리페쳐에 

적용하여 설계한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소개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3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는 프리페쳐 커널 컴포넌트로 본 논문에서는 Paralfetch 

프리페쳐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는 정적 

분석을 통해 브레이크포인트의 삽입 위치를 결정하고 

브레이크포인트와 I/O 매니저를 프로그램에 삽입한다. 마지막으로 

I/O 매니저는 프리페쳐와 유기적으로 연동하며 프리페칭을 수행한다.  

 

5.1 프리페쳐 커널 컴포넌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Paralfetch는 기동 프리페쳐로서 로더에서 

프리페쳐를 호출한다. 그러나 Paralfetch와 로더는 모두 커널 영역에 

속하므로 로더에서 쉽게 프리페쳐를 호출할 수 있지만, 제안하는 브

레이크포인트 프레임워크에서는 유저 레벨의 프로그램에서 프리페쳐

를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리페쳐 호출 함수를 시스템 콜로 재정의 하였다. 또 다른 구현 방

법은 후킹(hooking)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프리페칭 대상 프로그

램에서 브레이크포인트가 걸리면 트랩 예외 이벤트(SIGTRAP)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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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커널에 전달된다. 커널은 트랩 시그널을 브레이크포인트가 걸린 

프로그램에 전달하지 않고 곧바로 프리페쳐를 호출할 수 있다.  

 

5.2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는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입력으

로 받아 정적 분석을 통해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하고, 브레이크포인

트와 I/O 매니저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출력한다.  

소스코드의 경우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아는 개발자가 직접 브레

이크포인트를 삽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브레이크포인트 매니저의 역

할은 개발자가 대신하게 된다. 

바이너리 프로그램은 objdump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어들이 저장

된 text 세그먼트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데이터는 각 명령어의 주소

와 명령어의 OpCode를 포함한다. 이는 디스어셈블러를 이용하는 것

과 유사한 작업이다. 추출된 데이터는 파싱(parsing)을 통해 명령어 

백업 테이블에 저장한다. 브레이크포인트 삽입기는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너리 프로그램의 임의의 간격마다 명령어의 OpCode를 

0xCC로 수정함으로써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한다.  

I/O 매니저 삽입기는 두 가지 구현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바이너

리 프로그램 내에 직접 I/O 매니저 코드를 삽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는 I/O 매니저가 포함된 별도의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I/O 매니저 삽입기가 생성하

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코드는 브레이크포인트가 삽입된 바이너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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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fork 및 exec 시스템 콜로 생성한다. 부모 프로세스는 곧 

디버거의 역할과 유사하며 브레이크포인트 삽입기가 생성한 명령어 

백업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분석과 

디스크 접근 예측 모듈의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며 실제적인 구현은 추

후 연구로 남겨둔다. 

 

5.3 I/O 매니저 (시그널 핸들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O 매니저는 목적 프로그램의 부모 프로세

스이다. ptrace 시스템 콜을 이용하면 자식 프로세스가 브레이크포인

트에 걸렸을 때 부모 프로세스로 시그널이 전달된다. I/O 매니저는 블

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프리페쳐를 호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프

리페쳐를 호출하거나 또는 무시한 뒤, 명령 백업 테이블을 조회하여 

브레이크포인트가 걸린 명령의 원본 명령어를 찾아낸다. ptrace 시스

템 콜을 사용하면 자식 프로세스의 메모리영역과 레지스터 값을 변경

할 수 있다. 테이블에서 조회한 값을 바탕으로 브레이크포인트가 삽

입된 명령을 원래 명령으로 교체한 뒤 증가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

스터의 값을 1만큼 줄여준다. 다시 ptrace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 자

식 프로세스의 실행을 재개하면 자식 프로세스는 방금 실행했던 위치

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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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성능 평가 

 

6.1 실험 환경 

성능 측정을 위한 PC는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일반적인 사양의 데

스크톱 환경을 이용하였다. Ubuntu 12.04에서 구현 및 실험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험 환경은 표 6.1과 같다. 

실험은 프로그램 기동 시간 감축 성능과 프로그램 로딩 시간 감축 

성능을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기동과 달리 로딩 시간 평가는 중간에 

사용자의 개입이 발생하는 만큼 기존의 벤치마크 툴을 쓰기에는 문제

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과정을 각각 cold start, warm start, 

prefetch로 진행하여 평가하였다. cold start는 디스크 캐시를 비운 뒤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모두 캐시 미스(miss)가 나는 상황이고, warm 

start은 cold start 실행 후 디스크 캐시를 비우지 않고 곧바로 재구

동하여 모든 요청 블록이 디스크 캐시에서 히트(hit)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prefetch는 프리페칭 정보를 수집한 상황에서 디스크 캐

시를 비우고 제안한 기법을 적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표 6.1 실험 환경 
 

항목 사양 

CPU Intel Core i3-2100 CPU @ 3.10 GHz 

Mainboard Asrock H61M-HVGS 

RAM DDR3-1066 2048MB x 2 

HDD WDC 640GB WD6400AAKS-0 

GPU AMD Radeon HD4850 

OS Ubuntu 12.04 x86_64, kernel 3.5.7.21, ext4 fil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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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능 측정 및 분석 

응용 프로그램이 최초 기동되면서 요청하는 I/O 블록들이 메모리로 

적재되는 것을 cold start라고 하며, 이는 캐시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최초 실행 이후 블록들이 캐시 공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다

시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하는 warm start에서는 요청된 블록들이 모

두 캐시에서 적중하여 I/O 요청이 디스크를 거치지 않는다. 프리페쳐

는 cold start보다 빠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warm start는 이의 한계

치라 볼 수 있다. 

디스크 캐시를 무효화하기 위해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echo 3 > /proc/sys/vm/drop_caches 

 

본 명령은 페이지 캐시와 dentry slab 캐시, 그리고 inode slab 캐

시를 무효화한다. 페이지 캐시의 경우 락(lock)이 걸려있지 않은 항

목은 모두 무효화된다. 그러나 slab 캐시를 모두 무효화시키면 전체 

시스템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본 명령을 사용해도 커널에서

는 주요 오브젝트를 무효화 시키지 않는다 [5].  

본 논문에서는 소스코드 수준 브레이크포인트 프리페쳐의 성능 측

정만 다루며, 바이너리 수준 프리페쳐는 4.2절 동작 분석에서 제대로 

동작함을 보였다.  

소스코드 수준 브레이크포인트 프리페쳐 실험은 대량의 I/O가 확실

히 발생하는 지점에 설정하여 해당 부분을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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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프리페쳐는 동기적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했다. 프리페쳐가 

호출되면 프리페칭을 마칠 때까지 프로그램은 동작을 멈춘다. 하드디

스크의 경우 임의 접근에 따른 시간 오버헤드가 크므로 동기적 방식

을 통해 프로그램의 간섭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5]. 

그림 6.1는 소스코드 수준 브레이크포인트 삽입 기법을 기동에 적

용한 프리페칭 실험 결과이다. cold start 시간을 기준으로 정규화 하

였다. 그래프의 마지막 막대(average)는 전체 실험결과의 평균을 나

타낸다. 실험한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리페치를 적용한 결과는 

cold start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프리

페칭을 적용한 결과 cold start 대비 30%의 시간이 감축되었다. 이는 

기존의 Paralfetch와 유사한 성능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현이 제

대로 동작하고 오버헤드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높은 시간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Chromium, Speed Dreams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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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브레이크포인트 기반 프리페칭 실험 결과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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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응용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warm start의 소요시간이 낮게 나타

난다. 다시 말해 cold start와 warm start의 시간 차이가 크다. warm 

start는 프리페칭의 한계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warm start 시간이 

높으면 그만큼 프리페칭으로 최적화하기 할 여지가 줄어든다. 

그러나 Flare같은 경우 Warm start 시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프

리페칭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것은 Flare의 절대적인 기동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동기적인 프리페칭에서 발생하는 지연 오버헤

드 비중은 전체 로딩 시간이 낮을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Flare와 같은 경우에도 오버헤드에 따른 지연은 프리페칭을 통한 시

간 감소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간 감축 효과가 낮은 Red Eclipse와 AstroMenace

의 경우 I/O 요청보다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다. 이는 높은 

warm time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Red Eclipse의 경우 소스코드 분

석 결과 게임엔진에 스크립트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 CPU 연산을 많

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행중 발생하는 로딩에 관련된 실험은 그림 6.2와 같다. 

cold start와 warm start 용어를 대신하여 cold loading과 warm 

loading으로 표기하였다. 로딩 프리페칭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

었다. 게임 프로그램을 기동한 뒤 메뉴에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게임 로딩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즉 기

동 시간이나 사용자의 조작이 개입된 메뉴 조작 시간은 제외하였다. 

맵이나 스테이지를 선택 가능한 경우 임의로 선택하거나 첫 번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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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지를 선택하였다. AssultCube-Reloaded의 경우 기동 시 메뉴 

선택없이 바로 게임이 시작된다. 이러한 경우 기동에 소요된 시간은 

기동 실험 결과에 나타내었으며 게임 내에서 맵 전환에 소요되는 로

딩 시간을 로딩 실험 결과에 나타내었다.  

프리페칭을 적용한 결과 평균적으로 cold loading 대비 15%의 시

간이 감축되었다. 기동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서 프리페

칭 시간은 cold loading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기동 실험의 실험 대상이었던 Chromium 브라우저는 실행중 명시

적인 로딩이라고 할 만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웹 사이트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로딩은 네트워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실

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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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브레이크포인트 기반 프리페칭 실험 결과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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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I/O 요청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기동과 수행 

중간에 발생하는 로딩까지 처리할 수 있는 브레이크포인트 프리페칭 

프레임워크를 구현 및 분석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개발자가 직

접 소스코드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워크로드 분석

에 필요한 상당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다. 이미 컴파일된 바이너

리에는 임의의 간격으로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하여 큰 오버헤드 없

이 프리페칭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3개 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은 평균 30%의 시간 단축을 보

였으며, 로딩 시간은 평균 15% 단축되었다. 바이너리 프리페칭은 

queue depth와 요청 크기 면에서 제대로 동작함을 보임으로써 향후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구현된 프리페쳐에 프리페칭 대

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고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분석 오버헤드를 피할 수 있었다. 

소스코드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하는 것은 오버헤드를 상당히 감

소시켜 주지만 수동으로 직접 삽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소스

코드의 제어 흐름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대량의 I/O 요청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삽입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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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loading speed is of great importance to user experience. Loading 

latency not only hinders users' concentration, but it serves important metric to user-

perceived system performance. As applications size gets heavier with each new 

release, the loading speed also suffers. HDDs, which are crucial in application loading, 

have not kept up with CPU performance though, and became bottleneck of the 

application loading.  

A prefetcher for reducing launch latency has been proposed in previous work. It 

showed a performance improvement by reducing launch time by half on average. 

However, the launch prefetcher has a limitation that it cannot work on general I/O 

during application execu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fetching framework with a breakpoint scheme that 

can handle general I/O as well as the launch I/O. We implemented the framework on 

Linux kernel, and evaluated on HDD-based desktop PCs. Experiments demonstrated 

an average of 30% reduction on application launch time, and 15% reduction on 

loading time in general I/O. 

 

 

 

keywords : breakpoint, prefetcher, general workloads, loading tim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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