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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근 몇 년간 유무선 네트워크의 격한 발 개인용 휴 장치의

보 증가와 그에 맞물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생성되

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 으로 늘어나게 되었다.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

속될 것으로 측되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데이터센터에 한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장장치인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다.컴퓨터 시스템에서 로세서의

비약 인 성능 향상에 비해 스토리지는 하드디스크의 물리 인 한계에

의해 오랫동안 성능 향상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의 발달로 공정이 미세해지고 집 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량 메모리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메모리 가격 한 꾸

히 하락하여 서버 시스템에 용량 메모리를 비용으로 구축 할 수 있

게 되었다.이로 인해 느린 스토리지를 배제하는 인 메모리 컴퓨 이 각

받게 되었으며,다양한 어 리 이션들의 등장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

고 있다.

DRAM은 경쟁 기술에 비해 높은 cell 도, 당히 빠른 근속도,높

은 에 지 효율 그리고 상 으로 렴한 가격의 장 을 가져 수십 년

간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로써 리 사용되고 있다. 한 DRAM은 구조

인 특징에 의하여 row buffer를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메모리 성능 차이

가 발생하게 되며,이를 극복하기 하여 다양한 row buffer운용 기법

들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DRAM 메모리 컨트롤러의 설정을 CPU 제조사에서 담당하게

되어 세부 설정사항을 쉽게 바꿀 수 없는 때문에 부분의 연구가 시

뮬 이터 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에 비해 성능 는 에 지 효율이 향상됨을 주장하고 있으나,실제 최신

하드웨어에서 이를 측정한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시뮬 이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

던 DDR4메모리 컨트롤러의 페이지 정책 간 성능을 UEFI펌웨어를 직

수정하여 실제 하드웨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한 추가 으로 adaptivepagepolicy에서 고정 값으로 존재하는 타

이 라미터를 변경하여 응용 로그램에 따른 성능향상을 측정하 고

각 응용 로그램마다 최 의 성능을 보이는 라미터 값이 존재함을 확

인 하 다.이 방법을 통해 최 5.11% 성능이 향상되는 어 리 이션이

존재하 으며 하드웨어 변경 없이도 워크로드에 따라 라미터를 변경하

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주요어 :디디알4,통일 확장 펌웨어 인터페이스,페이지 리정책,

시스템 성능

학 번 :2014-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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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동기

최근 몇 년간 유무선 네트워크의 격한 발 개인용 휴 장치의

보 증가와 그에 맞물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생성되

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 으로 늘어나게 되었다.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

속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IoT)등이 등장하는 최신 IT환경

하에서 2014년 생성된 데이터 량의 10배를 2020년에 생성하게 될 것으

로 망된다[1].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시스템,즉

데이터센터를 확장 유지보수가 쉬우면서도 높은 성능을 가지는 시스

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2].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장장치인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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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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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폭발 으로 증가하는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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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데이터센터 장비 시장 규모 측 [2]

컴퓨터 시스템에서 로세서의 성능은 비약 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스토리지는 그동안 하드디스크 하드웨어의 물리 인 특성상 데이터를

근하기 해서 긴 근 지연시간이 필요한 한계에 의해 오랫동안 성능

향상의 발목을 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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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DRAM 가격 추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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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도체 공정의 발달로 공정이 미세해지고 집 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량 메모리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메모리 가격 한 꾸

히 하락하여 서버 시스템에 용량 메모리를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 인해 용량 메모리를 사용하여 느린 스토리지를 배제하는

인 메모리 컴퓨 이 각 받게 되었으며,다양한 어 리 이션들의 등장

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4].

DRAM은 경쟁 기술에 비해 높은 cell 도, 당히 빠른 근속도,높

은 에 지 효율 그리고 상 으로 렴한 가격의 장 을 가져 수십 년

간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로써 리 사용되고 있다.DDR4는 DDR메모리

의 최신 버 으로,서버시장을 심으로 빠르게 기존의 DDR3를 체해

나가고 있으며,향후 지속 으로 보 이 증가 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DRAM은 그 구조 인 특징에 의하여 row buffer를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메모리 성능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이를 극복하기 하여 다양한

row buffer운용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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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서버시장의 DDR4DRAM 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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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RAM 메모리 컨트롤러의 설정을 CPU 제조사에서 담당하게

되어 세부 설정사항을 쉽게 바꿀 수 없는 때문에 부분의 연구가 시

뮬 이터 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close

pagepolicy나 openpagepolicy,그리고 기존의 adaptivepagepolicy에

비해 성능 는 에 지 효율이 향상됨을 주장하고 있으나,실제 최신 하

드웨어에서 이를 측정한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어 있지 않다.

제 2 연구내용

최근 출시되는 컴퓨터에서는 pagepolicy를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이는 기존의 BIOS업체나 메인보드 제조사가 담당하던 메

모리 컨트롤러 설정을 UEFI의 도입이후 제품 개발의 편의성을 이유로

CPU 제조사가 담당하게 되면서 세부 설정사항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뮬 이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DDR4메

모리 컨트롤러의 페이지 정책 간 성능을 UEFI펌웨어를 직 수정하여

실제 하드웨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DRAM의 구조와 pagepolicy에 해 살펴보았

고 3장에서는 IntelCPU에 내장되어있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설정을 정

리하 다.4장에서는 UEFI의 구조 UEFI펌웨어를 수정하는 과정에

해 설명하 으며 5장에서 각 pagepolicy별 성능 변화를 찰하고 추

가 으로 adaptivepagepolicy에서 고정 값으로 존재하는 타이 라

미터를 변경하여 응용 로그램에 따른 성능향상을 측정하 다.마지막으

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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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련연구

제 1 DRAM의 구조

DRAM 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DIMM,rank,DRAM component,

row/column으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구조를 살펴보면

데이터를 장하는 최소 단 인 DRAM cell은 1개의 트랜지스터와 1개

의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다.수십만 개의 DRAM cell들이 모여 mat를

구성하며 mat는 row decoder와 bitline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이 게

구성된 mat가 모여 2차원 배열 구조로 하나의 bank를 구성하게 된다.

Bank내의 DRAM cell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row decoder에 의

해 활성화 되는 wordline과 해당 mat의 localwordline활성화를 통해

읽기,쓰기 비 동작을 거치게 된다.Columndecoder는 columnselect

line을 활성화 시켜 bitline에 달된 데이터를 DRAM cell에 실제로

읽기,쓰기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이러한 여러 bank들의 집합은 하나의 DRAM chip인 DRAM

component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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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

Multiple ranks in D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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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DRAM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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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Mat와 Bank 그림 7.Bankgroup

이러한 DRAM component들이 모여 rank를 구성하게 되고,rank들

이 모여 DIMM을 구성하게 된다.

제 2 DRAM의 동작

DRAM은 시스템의 명령에 의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을 수행한

다.CPU는 메모리 컨트롤러에게 데이터 처리 요청을 보내고,메모리 컨

트롤러는 이 요청을 DRAM 명령으로 환하여 DRAM에 달한다.

DRAM은 이 명령을 받아 먼 RAS(Raw AddressStrobe)동작을 수행

한 후 CAS(ColumnAddressStrobe)동작을 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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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RAS동작 그림 9.CAS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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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DRAM의 타이 다이어그램[6]

이후 DRAM은 DRAM 내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메모리 컨트롤러로

달한다.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로 달된 데이터 처리 결과는 다시

CPU로 달되어 CPU와 DRAM 사이의 동작을 완료한다.

그림 5는 DRAM의 타이 다이어그램이다.동일 bank내의 wordline

은 동시에 여러 개가 활성화 될 수 없으며,이미 활성화 된 wordline이

외의 wordline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기존의 wordline을 tRP의 시간동

안 precharge시켜야 한다.

DRAM에 RAS 명령이 입력되면 activate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Activate동작 시간의 보장을 해 tRCD 시간 이후에 column명령인

읽기,쓰기를 입력할 수 있다.

tAA는 읽기 명령 이후 데이터가 외부로 처음 출력되기 시작하는 시

간으로 CASlatency와 동작 주 수에 따라 결정된다.

DRAM의 activate동작과 precharge동작을 보장하기 한 시간을

tRAS라고 하며 activate동작 이후 다음 activate동작이 수행되기 해

보장되는 시간을 tRC라고 한다.

그리고 DRAM은 RAS동작 이후 CAS명령을 tCCD의 간격을 두고

연속 으로 수행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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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DRAM bank의 상태와 메모리 근시간

필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row buffer에 써야 하는 DRAM의 구조 특

성에 의해 같은 row address를 근할 경우와 다른 row address를 근

할 경우의 근시간이 달라진다.

그림 11은 row buffer상태에 따른 타이 다이어그램 상태도이다.

각 읽기 혹은 쓰기 액세스 재 DRAM bank의 상태에 따라 row buffer

hit,row bufferempty,row buffermiss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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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harged

PRE

CMD

Data

ACT

tRCD tAA

RD
Row-buffer
Empty

그림 11.Row buffer상태에 따른 상태도 [7]

첫 번째로 row bufferhit는 row buffer가 열려있고,다음 액세스에서

같은 row address를 근하 을 때를 의미하며,이때는 재 row buffer

에 있는 값을 읽거나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AA만이 소요

된다.

두 번째는 row bufferempty로 열려있지 않은 row에 근한 상태이

다.이때는 목표 row를 activate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tAA에 tRCD가

추가로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row buffermiss는 다른 row address를 근한 상황으로



-9-

재 열려있는 row buffer의 값을 셀에 precharge하고,다시 목표 row

를 activate하여 읽거나 쓰기를 수행해야 한다.따라서 이 과정에서

tRP,tRCD만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된다.

이 때문에 마지막 액세스를 수행한 후 precharge를 수행 해 두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 1은 DDR4DRAM의 타이 라미터로 DRAM의 종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DDR4DRAM의 경우 tAA,tRP,tRCD는 11～19Clock

cycle가량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4ns정도이다.

Speed
DDR4-1600

(11-11-11)

DDR4-1866
(13-13-13)

DDR4-2133
(15-15-15)

DDR4-2400
(17-17-17)

Unit

tCK(min) 1.25 1.071 0.938 0.833 ns

CAS latency 11 13 15 17 nCK

tRCD(min) 13.75 13.92 14.06 14.16 ns

tRP(min) 13.75 13.92 14.06 14.16 ns

tRAS(min) 35 34 33 32 ns

tRC(min) 48.75 47.92 47.06 46.16 ns

표 1.DDR4DRAM의 타이 라미터[8]

제 4 Pagepolicy

DRAM의 구조 인 특성에 따라 row buffer를 리하는 방식이 구분

되며 closepagepolicy,openpagepolicy그리고 이 두 가지를 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adaptivepagepolicy가 존재한다.

Closepagepolicy는 row buffer에 재된 데이터를 재사용하지 않고

바로 precharge동작을 수행하는 정책으로서,랜덤 근 특성을 가진 어

리 이션에 합한 방식이다.매번 근을 할 때마다 row activate,

columnaccess precharge동작을 수행한다.읽기 쓰기 동작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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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 후,precharge함으로써 row buffer에 재된 데이터가 소실된다.

Closepagepolicy에서는 항상 일정한 DRAM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

에 메모리 컨트롤러 의 구조가 간단해지는 장 이 있으나,row buffer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제한 이다.

다음으로 Openpagepolicy는 이 근이 끝난 후에도 row buffer를

열어둠으로써 row buffer에 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서,시간 ·공간 지역성이 높은 어 리 이션을 사용할

경우 에 유리한 정책이다.하지만 항상 row buffer를 열어두어야 하므로

높은 력소모를 가진다는 단 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Adaptivepagepolicy는 hybridpagepolicy라고도 하며

closepagepolicy와 openpagepolicy의 사이에 있는 정책으로,정해진

조건에 따라 row buffer를 열어두는 시간을 가변 으로 조 하는 정책이

다.메모리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력소모를 낮추기 해 사용되며 일반

인 어 리 이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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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Intel내장 메모리 컨트롤러 설정

제 1 Pagepolicy설정

Intel의 XeonE5-2600v2와 v3데이터시트에 따르면 내장 메모리 컨

트롤러에서 pagepolicy는 idletime 지스터의 ADAPT_PG_CLSE 라

미터와 mcmtr 지스터의 CLOSE_PG 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

idletime 지스터와 mcmtr 지스터는 IMC(Integrated Memory

Controller)configurationregisters로 분류되며 IntelCPU에 내장된 메

모리 컨트롤러의 설정을 한 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idletime 지스터는 row buffer의 열려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라미

터들을 가지고 있으며 총 29비트로 구성되어 있다.이 최상 비트인

28번 비트가 ADAPT_PG_CLSE 라미터이다.ADAPT_PG_CLSE는

RW 속성을 갖는다.

Bit Attr Default Description

28:28 RW 0x1

ADAPT_PG_CLSE(adapt_pg_clse):

This register is programmed in conjunction with MCMTR.CLOSEPG to 

enable three different modes:

1. Closed Page Mode

  - MCMTR.CLOSE_PG = 1 and ADAPT_PG_CLSE = 0

2. Open Page Mode

  - MCMTR.CLOSE_PG = 0 and ADAPT_PG_CLSE = 0

3. Adaptive Open Mode

  - MCMTR.CLOSE_PG = 0 and ADAPT_PG_CLSE = 1

MCMTR.CLOSE_PG = 1 and ADAPT_PG_CLSE = 1 is illegal.

When ADAPT_PG_CLSE = 0, the page close idle timer gets set 

with IDLE_PAGE_RST_VAL times 4.

표 2.idletime 지스터 ADAPT_PG_CLS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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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Attr Default Description

0:0 RW_LB 0x0
CLOSE_PG(close_pg):

Use close page address mapping if set; otherwise, open page.

표 3.mcmtr 지스터 CLOSE_PG [11]

이 속성은 소 트웨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하드웨어에서도 해당

변경사항이 바로 용된다.

mcmtr 지스터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동작모드를 설정하는 라미터

들을 지니고 있으며 총 20비트로 구성되어 있다.CLOSE_PG 라미터

는 이 최하 비트인 0번 비트이며 RW_LB속성을 갖는다.

이 속성은 소 트웨어에 의해 읽고 쓰기는 가능하지만 하드웨어는 특

정 정해진 상황에서 읽기만 할 수 있는 속성으로,부 시에만 1회 읽어

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두 라미터 값에 따른 pagepolicy에 해 살펴보면 표 4와 같

이 closepagepolicy는 CLOSE_PG=1,ADAPT_PG_CLSE=0일 때 설정

되며,adaptivepagepolicy는 CLOSE_PG=0,ADAPT_PG_CLSE=1일

때 설정된다.그리고 openpagepolicy는 두 지스터가 모두 0일 때

설정된다.

부 시 IntelMSR이 CLOSE_PG 지스터 값을 읽기 에 원하는

값이 반 되어 있어야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기화 과정의 진행시

pagepolicy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하여 4장에서 메인보드의 UEFI 펌웨어를 수정하여

CLOSE_PG의 기 값을 변경하기 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Page policy CLOSE_PG ADAPT_PG_CLSE

Close 1 0

Open 0 0

Adaptive 0 1

표 4. 지스터 설정에 따른 Pag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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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Openpagepolicy

Intel내장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closepagepolicy의 경우 일반 으로

통용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이 끝난 후 row buffer를 닫도록 동

작되고 있다.하지만 openpagepolicy의 경우는 일반 으로 통용되는

openpagepolicy와는 다르게 Intel내장 메모리 컨트롤러는 pagereset

time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row buffer를 닫도록 되

어있다.이 시간은 idletime 지스터 5:0 비트의 IDLE_PAGE_RST

_VAL에 의해 결정된다.

ADAPT_PG_CLSE 라미터 설명에 따르면 ADAPT_PG_CLSE가 0

으로 설정되면 openpagemode로 동작하며,이 때 pageresettime은

IDLE_PAGE_RST_VAL의 4배로 설정 된다.

IDLE_PAGE_RST_VAL의 기 값은 8로 되어 있었으며,최댓값은

63이다.따라서 pageresettime은 이 값의 4배로 설정되므로 최소 32

～ 최 252clockcycle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최댓값인 IDLE_PAGE_RST_VAL=63을 기 으

로 설정하여 openpagepolicy실험을 진행하 다.

제 3 Adaptivepagepolicy

Intel에서는 자신의 adaptivepagepolicy에 해 IntelAPM(Adaptive

PageManagement)라고 명명하고 있다.그림 12는 Intel특허에서 발췌

한 APM의 개략 인 처리 순서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기본 으로 IntelAPM은 기하고 있는 메모리 트랜잭션을 참조하여

열려있는 페이지를 닫을지 는 메모리 성능 향상을 해 열어둔 채로

유지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처음 어드 스 디코더에서 기 인 메모리 트랜잭션들의 목표 주소

를 디코드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지 상태 로직에서 adaptivepage



-14-

Begin

Address decoder 
decodes addresses of 

queued memory 
transactions

Page status logic 
provides adaptive page 

close logic with page hit 
results

Scheduler selects 
queued memory 

transaction and provides 
adaptive page close 

logic with transaction 
identifier

Adaptive page close 
logic adapts its 

generation of page close 
messages and provides 

bus interface with a 
page close message for 

selected memory 
transaction

Bus interface dispatches 
selected memory 

transaction and page 
close message

End

그림 12.Intel의 Adaptivepagemanagement특허의 순서도[12]

close로직에 pagehit결과를 제공한다.이후 스 러가 트랜잭션 식별

자에 의해 기 인 메모리 트랜잭션들을 선별하여 adaptive page

close로직에 달하면 adaptivepageclose로직은 달받은 메모리 트

랜잭션에 따라 pageclose메시지를 생성하여 버스 인터페이스에 달한

다.마지막으로 버스 인터페이스는 달 받은 메모리 트랜잭션과 page

close메시지를 처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idletime 설정 지스터의 OPC_TH,

PPC_TH,WIN_SIZE,IDLE_PAGE_RST_VAL값을 참조하여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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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XeonE5-2600v2데이터시트에 따르면 정해진 횟수만큼의 메모

리 요청을 추 하여 무 늦게 닫은 경우,즉 row buffermiss가 발생한

횟수가 OPC_TH를 넘어간 경우 pageresettime을 감소시키고, 무 일

닫은 경우,즉 pageresettime이 지나 row buffer를 닫았지만 다시

해당 row가 재요청 된 경우의 횟수가 PPC_TH를 넘어간 경우 page

resettime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Bit Attr Default Description

27:21 RW 0x6

OPC_TH (opc_th):

Overdue Page Close(OPC) Threshold

If the number of OPCs in a given window is larger than this 

threshold, we decrease the RV

20:14 RW 0x6

PPC_TH (ppc_th):

Premature Page Close (PPC) Threshold

If the number of PPCs in a given window is larger than this 

threshold, we increase the RV

13:6 RW 0x40

WIN_SIZE (win_size):

Window Size (WS): The number of requests that we track before 

making a decision to adapt the RV.

5:0 RW 0x8

IDLE_PAGE_RST_VAL (idle_page_rst_val):

Idle Counter Reset Value (RV): This is the value that effectively 

adapts. It determines what value the various ICs are set to 

whenever they are reset. It therefore controls the number of cycles 

before an automatic page close is triggered for an entire channel.

표 5.idletime 지스터 (27:0)

WIN_SIZE의 기 값은 64로 설정되어 있고 OPC_TH와 PPC_TH의

기 값은 6으로 설정되어 있다.따라서 64회의 메모리 요청을 추 하여

row buffermiss가 6회 이상 발생하면 pageresettime을 감소시키고,

pageresettime이 지나 row buffer를 닫았으나 동일한 row가 재요청된

경우가 6회 이상 발생하면 pageresettime을 증가 시키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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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resettime의 기 값은 2 의 openpagepolicy와 마찬가지로

IDLE_PAGE_RST_VAL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후 의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pageresettime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Pageresettime은 ADAPT_PG_CLSE를 0으로 바꾸었다 1로 바꾸면

다시 기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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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UEFI펌웨어 수정

제 1 UEFI

UEFI(UnifiedExtensibleFirmwareInterface)는 기존의 PC에서 사용

하던 BIOS를 체하는 펌웨어 규격이다.1990년 반 Intel과 HP가

Itanium CPU 기반의 서버 랫폼 개발을 해 업하던 기존의 개

인용 컴퓨터를 목표로 개발되었던 BIOS가 갖는 주소공간의 제약,하드

웨어 호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거 한 서버 랫폼에는 채용이 어려움

을 알게 되어 EFI(ExtensibleFirmwareInterface)를 개발하여 채용하

다.이후 EFI를 확장,발 하여 2005년 UEFI규격을 공개하 고 2010년

이후부터 활발히 도입되기 시작하여 재는 BIOS를 거의 체하 다.

UEFI는 CSM(CompatibilitySupportModule)을 통해 이 에 나온 장

치 OS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되었고,기존의 BIOS가 가진

용량 디스크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 으며,CPU 독립 인 구조와 장치

드라이버,그리고 이로 인한 유연한 pre-OS환경을 갖는다.

UEFI
Enabled OS

UEFI
Pre-boot Tools

UEFI
Option ROMs

Legacy
Op.ROM

Legacy
OS

Generic
Drivers

OEM / ODM
Drivers

BIOS Vendor’s
Drivers

CSMUEFI API

Architectural Protocols

Hardware

그림 13.UEFI의 모듈화 디자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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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I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요한 변화는 기존의 BIOS는 어셈블리

어로 구성되어있어 수정 는 기능 추가가 난해하 지만,UEFI는 C언어

로 구성되었고,모듈화 된 디자인을 도입하여 보다 쉽고 유연한 변경을

가능하게 하 다는 이다.

제 2 IntelMRC

기존의 BIOS는 모듈화가 되어있지 않아 CPU 메모리 컨트롤러의

세 을 BIOS업체 혹은 메인보드 제조사가 직 담당하 으나,UEFI에

서 모듈화 디자인이 도입되고,기존에는 CPU 외부에 있던 메모리 컨트

롤러가 CPU에 통합됨에 따라 Intel이나 AMD와 같은 CPU제조사의 역

할이 커지게 되었다.

Intel에서는 POST(PowerOnSelfTest)과정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의 기화,타이 설정,스 링 등의 각종 정책들을 종합하는

IntelMRC(MemoryReferenceCode)를 도입하 고,이를 UEFI에 모듈

로써 통합하여 보드나 제품 제조사로 하여 더 쉽고 빠른 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하 다.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에는 제조사의 역량에 따라 가

능하던 여러 가지 기능 설정들이 제한되고 획일화 되게 되었다.

그림 14.Intel부트로더 개발 키트 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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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MRC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지정된 양식을 기입하여 Intel에

요청하면 컴 일 된 바이 리 일의 형태로 제공하며 일반 으로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림 14는 2011년 Intel개발자 포럼에서 공개한 부트로더 개발 키트

련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MRC의 경우 제한된 일로 소스가 제공

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UEFI펌웨어 수정

UEFI펌웨어가 모듈화 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내장

되는 다양한 장치들의 옵션 롬이 모듈 형태로 UEFI펌웨어에 재되어

공 되고 있다. 한 도를 포함한 완제품 컴퓨터에서 도 인증 라이

선스 키 한 UEFI펌웨어에 포함되었다.일부 사용자들이 옵션 롬을

최신 버 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도 소 트웨어 인증을 회피하기 하

여 UEFI펌웨어를 수정하기를 원했고 공개된 UEFI표 사양을 바탕으

로 다양한 오 소스 UEFI펌웨어 수정 도구들을 만들어 냈다.

본 논문에서는 UEFI펌웨어를 수정하여 pagepolicy를 변경하기 하

여 공개된 오 소스 UEFI펌웨어 수정 도구 UEFITool과 Universal

IFRextractor를 사용하 다[15][16].

UEFITool을 사용하여 UEFI펌웨어를 읽어 들여 BIOS region에서

setupmodule을 찾아 추출 해 내고,추출된 바이 리 일을 Universal

IFR extractor로 읽어 들여 해당 바이 리 일의 IFR(InternalForm

Representation)을 텍스트로 변환하 다.

변환된 텍스트 일에서 숨겨져 있는 pagepolicy 련 설정 값의 주

소를 찾아 확인한 후 hexeditor를 사용하여 setupmodule의 바이 리

일을 읽어 들여 해당 주소의 pagepolicy 련 기 설정 값을 수정한

후 새로운 setupmodule 일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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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UEFITool과 UniversalIFRExtractor

새로운 setupmodule 일을 다시 UEFITool을 사용해 기존의 setup

module과 치환하고 다시 캡슐화 하여 수정된 UEFI펌웨어를 만들었다.

이 게 작성한 수정된 UEFI펌웨어를 IC 로그래머를 사용하여

로그래 하여 기존에 보드에 장착되어있던 UEFI롬을 제거하고 장착하

여 동작을 확인하 다.

기존에는 CLOSE_PG 지스터를 변경하여도 실제로는 용이 되지

않았으나,변경된 UEFI롬을 바꾸어 가며 부 시 미리 설정해둔 값이

용되어 CLOSE_PG가 1 는 0으로 변경됨을 확인하 다.

그림 16.IC 로그래머와 메인보드의 UEFI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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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험 결과

제 1 실험환경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환경은 <표 1>과 같다.

하드웨어 실험환경은 DDR4메모리를 지원하는 IntelXeonE5-2670

v3CPU를 사용하 으며 상기 CPU를 지원하는 Asus사의 RampageV

extreme메인보드를 사용하 다.메모리는 DDR416GB 모듈 4개를 각

채 별로 1개씩 장착했다.

수정된 UEFI펌웨어와 MSR(ModelSpecificRegister)수정 도구를

사용하여 close,open,adaptivepagepolicy를 환해 가며 실험하 다.

소 트웨어 실험환경으로는 OS는 CentOS6.7을 사용했으며 성능비교

를 한 벤치마크로는 SPECCPU2006을 사용했다[17].

Hardware

CPU Intel Xeon E5-2670 v3 2.3GHz, 12C/24T, 30MB cache

Mainboard Asus Rampage V Extreme Intel X99 chipset

Memory DDR4 RDIMM 16GB x 4
Samsung M393A2G40DB0

(16GB 2Rx4 PC4-2133)

Software

OS CentOS 6.7 Kernel version 3.12.20

Benchmark SPEC CPU2006 http://www.spec.org/cpu2006/

표 6.실험환경

SPECCPU2006벤치마크 수트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 8개의 어

리 이션(429.mcf,433.milc,450.soplex,459.GemsFDTD,462.libquantum,

470.lbm,471.omnetpp,482.sphinx3)을 실행하여 그 수행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행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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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Pagepolicy에 따른 성능 비교

1.Hardwareprefetchoff

Pagepolicy의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를 하여 첫 번째로 CPU의

hardwareprefetch기능을 끈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 다.

각 pagepolicy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어 리 이션의 수는

adaptivepagepolicy에서 1개,closepagepolicy에서 1개,openpage

policy에서 6개이다.

Close page policy에서는 429.mcf,459.GemsFDTD,482.sphinx3가

open page policy에서는 429.mcf, 450.soplex, 459.GemsFDTD,

462.libquantum,470.lbm,471.omnetpp,482.sphinx가 adaptive page

policy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 다.

5개의 어 리 이션에서 closepagepolicy가 가장 낮은 성능을 보

으며,특히 433.milc는 약 8%,450.soplex는 6%,462.libquantum은 9%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체 어 리 이션 수행시간을 비교해보면 adaptivepagepolicy에

비해 openpagepolicy가 0.51% 짧았으며,closepagepolicy는 3.07% 느

렸다.

(단 : )

Open Close Adaptive

429.mcf 343.74 345.04 347.61

433.milc 578.71 630.30 578.64

450.soplex 321.73 343.99 322.41

459.GemsFDTD 839.37 846.44 843.11

462.libquantum 650.51 723.31 657.10

470.lbm 643.14 662.30 643.41

471.omnetpp 232.15 236.80 233.77

482.sphinx3 916.07 921.61 922.47

Total 4525.43 4692.58 4548.52

표 7.Pagepolicy별 실험결과 (HW prefetc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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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Pagepolicy별 실험결과 (HW prefetchoff)

2.Hardwareprefetchon

CPU의 hardwareprefetch기능을 켜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 다.

각 pagepolicy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어 리 이션의 수는

adaptivepagepolicy에서 1개,closepagepolicy에서 2개,openpage

policy에서 5개이다.

Close page policy에서는 429.mcf,459.GemsFDTD,471.omnetpp,

482.sphinx3가,open pagepolicy에서는 433.milc,450.soplex,470.lbm,

471.omnetpp,482.sphinx3가,adaptivepagepolicy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 다.

(단 : )

Open Close Adaptive

429.mcf 275.48 273.07 275.19

433.milc 442.02 480.32 443.26

450.soplex 105.87 109.85 106.14

459.GemsFDTD 439.05 435.84 438.19

462.libquantum 336.81 347.64 336.24

470.lbm 317.47 319.61 318.69

471.omnetpp 251.75 258.10 260.95

482.sphinx3 660.91 666.51 671.16

Total 2553.89 2617.87 2574.64

표 8.Pagepolicy별 실험결과 (HW prefet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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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Pagepolicy별 실험결과 (HW prefetchon)

4개의 어 리 이션에서 closepagepolicy가 가장 낮은 성능을 보

으며,특히 433.milc는 약 8%,450.soplex와,462.libquantum은 3%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체 어 리 이션 수행시간을 비교해보면 adaptivepagepolicy에

비해 openpagepolicy가 0.81% 짧았으며,closepagepolicy는 1.65% 느

렸다.

제 3 Adaptivepagepolicy성능 최 화

Adaptive page policy에서의 메모리 성능을 최 화하기 하여

idletime 지스터의 설정 가능한 타이 라미터들의 값을 변경해가며

실험해보았다.

2장에서 다룬 로 idletime 지스터에는 4가지 설정 가능한 타이

라미터들이 존재한다.pageresettime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변경이

나 추 할 수 없다.따라서 IDLE_PAGE_RST_VAL은 기 값 그 로

두고 나머지 라미터를 변경해 간 으로 pageresettime을 변화시키

는 방법을 택하 다.

이번 실험에서는 WIN_SIZE는 기 값인 64그 로 두고 OPC_TH와

PPC_TH를 1에서부터 8을 단 로 변경해 가면서 그 성능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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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rdwareprefetchoff

2 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먼 CPU의 hardwareprefetch기능을 끈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 다.

표 9는 실험결과이다.변경 이 기본 adaptivepagepolicy의 수행시

간이며 변경 후는 OPC_TH와 PPC_TH를 변경해 가면서 측정하여 얻은

가장 성능이 좋은 수행시간이다.OPC/PPC 항목은 이때의 OPC_TH,

PPC_TH값을 의미한다.

(단 : )

변경 변경 후 성능향상 OPC/PPC

429.mcf 347.61 341.34 1.84% ( 1,  1)

433.milc 578.64 576.90 0.30% (48,  1)

450.soplex 322.41 321.61 0.25% (32,  1)

459.GemsFDTD 843.11 828.19 1.80% (32, 64)

462.libquantum 657.10 642.66 2.25% (24,  8)

470.lbm 643.41 640.18 0.51% ( 8, 48)

471.omnetpp 233.77 226.93 3.01% (40, 24)

482.sphinx3 922.47 914.70 0.85% (24, 16)

Total 4548.52 4492.51 1.25%

표 9.Adaptivepagepolicy최 화 실험결과 (HW prefetc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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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Adaptivepagepolicy최 화 실험결과 (HW prefetc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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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라미터를 변경하여 모든 pagepolicy에

걸쳐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특히 기본 adaptive page

policy에 비해 471.omnetpp는 3.01%,462.libquantum에서는 2.25%의 성

능향상이 있었으며, 체 어 리 이션 수행시간도 1.25% 향상되었다.

2.Hardwareprefetchon

CPU의 hardwareprefetch기능을 켜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 다.

450.soplex를 제외하고 모든 pagepolicy에 걸쳐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단 : )

변경 변경 후 성능향상 OPC/PPC

429.mcf 275.19 272.43 1.01% ( 1,  1)

433.milc 443.26 441.13 0.48% (56,  8)

450.soplex 106.14 105.94 0.19% ( 8,  1)

459.GemsFDTD 438.19 432.73 1.26% (16,  1)

462.libquantum 336.24 332.37 1.17% (32, 24)

470.lbm 318.69 317.25 0.45% (64,  1)

471.omnetpp 260.95 248.26 5.11% (32, 40)

482.sphinx3 671.16 663.93 1.09% (32, 40)

Total 2849.83 2814.04 1.27%

표 10.Adaptivepagepolicy최 화 실험결과 (HW prefet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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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Adaptivepagepolicy최 화 실험결과 (HW prefet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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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pagepolicy에 비해서는 모든 어 리 이션들이 더 높은

성능을 보 다.특히 471.omnetpp는 5.11% 향상된 결과를 보 으며,

체 어 리 이션 수행시간도 최 값을 기 으로 1.27% 향상되었다.

3.실험결과 분석

일부 어 리 이션들은 OPC_TH,PPC_TH 값에 따라 어 리 이션

수행시간에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433.milc와 450.soplex의 경우

OPC_TH가 높을수록,PPC_TH가 낮을수록 수행시간이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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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33.milc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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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0.soplex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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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59.GemsFDTD실험결과

반면 459.GemsFDTD의 경우 OPC_TH가 낮을수록,PPC_TH가 높을

수록 수행시간이 짧은 경향성을 보 다.

1 의 실험결과 기존 연구에 따르면 OPC_TH가 높고,PPC_TH가

낮을 때 성능이 좋았던 433.milc와 450.soplex는 openpagepolicy에 유

리한 어 리 이션이며,OPC_TH가 낮고,PPC_TH가 높을 때 성능이

좋았던 459.GemsFDTD는 closepagepolicy에 유리한 어 리 이션이

다[18].

의 결과를 통해 openpagepolicy에서 유리한 어 리 이션에서는

OPC_TH를 높게,PPC_TH를 낮게 설정하여 pageresettime을 빠르게

증가시켜 row buffer를 열어두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고,이와 반

로 closepagepolicy에서 유리한 어 리 이션에서는 OPC_TH를 낮

게,PPC_TH를 높게 설정하여 pageresettime을 감소시켜 row buffer

가 빠르게 닫히도록 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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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시뮬 이터 실험 결과

마이크로아키텍처를 자세히 모델링 할 수 있는 어 리 이션 벨 매

니코어 CPU시뮬 이터인 McSimA+에 3장에서 다룬 Intel의 openpage

policy adaptivepagepolicy와 유사한 환경을 구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19].

McSimA+는 어 리 이션 벨 시뮬 이션과 마이크로 아키텍처 모

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매니코어 CPU 시뮬 이터로써,풀 시스템 시뮬

이터와 어 리 이션 벨 시뮬 이터의 충 형태로 쓰 드와 로세스

를 부 조종 가능하다.

시뮬 이터 설정 라미터는 표 11과 같다.구 의 확인을 해 CPU

코어와 메모리 컨트롤러는 1개로 설정하 다.

Resource Value

Number of cores

Number of memory controllers

Coherence policy

1

1

MOESI

Per core:

    Frequency

    Issue policy

    Issue/commit width

    L1 I/D cache size / associativity

    L2 cache size / associativity

    L1, L2 cache line size

    Hardware (linear) prefetch

3.6GHz

Out-of-Order

4 / 4

16KB / 4

1MB / 16

64B

On

Per memory controller(MC):

    Number of channels

    Number of ranks per channel

    Request queue size

    Capacity per rank, BW

    Scheduling policy

1

8

32

16GB, 19.2GB/s

PAR-BS[20]

표 11.McSimA+시뮬 이터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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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IPC)

Open Close Adaptive

429.mcf 0.149 0.150 0.150

433.milc 0.577 0.359 0.577

450.soplex 0.370 0.262 0.378

459.GemsFDTD 0.477 0.457 0.476

462.libquantum 0.202 0.104 0.202

470.lbm 0.293 0.250 0.328

471.omnetpp 0.267 0.212 0.269

482.sphinx3 0.868 0.702 0.884

표 12.Pagepolicy별 실험결과 (시뮬 이터)

(단 : IPC)

Open Close Adaptive

429.mcf 0.504 0.509 0.558

433.milc 1.155 1.063 1.156

450.soplex 1.489 1.436 1.488

459.GemsFDTD 1.768 1.773 1.797

462.libquantum 2.129 2.063 2.158

470.lbm 1.693 1.682 1.694

471.omnetpp 0.971 0.964 0.968

482.sphinx3 2.214 2.211 2.219

표 13.Pagepolicy별 실험결과 (하드웨어)

표 12는 McSimA+에서 구한 page policy별 IPC(Instruction Per

Counter)이며 표 13은 앞선 하드웨어 실험에서의 IPC값이다.그림 24와

그림 25는 각각 결과를 adaptive page policy를 기 으로 하여

relativeIPC를 나타낸 그림이다.

McSimA+의 실험결과는 하드웨어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closepage

policy에서 반 으로 낮은 성능을 보 고 adaptivepagepolicy가 우수

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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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Pagepolicy별 실험결과 (시뮬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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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Pagepolicy별 실험결과 (하드웨어)

Open Close Adaptive

0.4853 0.4886 0.4869

표 14.하드웨어와 시뮬 이터 결과의 상 계수

하드웨어 실험 결과와 시뮬 이터 실험 결과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두 변수 간 련성 분석에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Pearson상

계 분석법을 사용하 다.분석 결과 세 pagepolicy에서 모두 0.48

정도의 상 계수를 보 다.일반 으로 0.3～0.7의 상 계수는 뚜렷한 양

의 선형 계를 의미하며,따라서 하드웨어 결과와 시뮬 이터의 결과가

뚜렷한 상 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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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폭발 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하기 한 시스템인 데이터센터에 한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다.반도체 공정의 발달로 서버 시스템에 용량메모리를 비용으로 구

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인 메모리 컴퓨 이 각 받게 되었으며,다양

한 어 리 이션들의 등장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DRAM은 경쟁 기술에 비해 많은 장 으로 리 사용되고 있으나 구

조 인 특징에 의하여 row buffer를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메모리 성능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이를 극복하기 하여 다양한 row buffer운용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부분의 연구가 시뮬 이터 상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다.이는 CPU 제조사가 직 메모리 컨트롤러의 설정을 담당하

게 되면서 생긴 제약에 의한 것으로,이로 인해 최신 하드웨어에서 이를

측정한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시뮬 이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

던 DDR4메모리 컨트롤러의 pagepolicy간 성능을 공개된 도구들을 사

용해 UEFI펌웨어를 직 수정하여 pagepolicy간 변경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각 pagepolicy별 성능을 실제 하드웨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 다.

한 추가 으로 adaptivepagepolicy에서 기존에는 고정 값으로 존

재하던 타이 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응용 로그램에 따라 최 의 성

능을 보이는 라미터 값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의 방법을 통해 라미터 변경만으로 최 5.11% 성능을 향상되는

어 리 이션이 존재함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 변경 없이도

워크로드에 따라 라미터를 변경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보 다.본 논문에서는 미리 정해져있는 어 리 이션을 사용하여 성

능 향상을 확인하 지만 성능 모니터링 도구들과 연계하면 실제 운용환

경에서도 추가 인 성능 향상을 보일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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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theimpactsof

page-managementpolicieson

theperformanceofDDR4-based

mainmemory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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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Recently,thedemandofdatacentersisrapidly increasedbecausethe

requireddatabandwidthisgettinghigherbyyearduetopopularizationof

socialnetworkserviceandincreasednumberofpersonalmobiledevice.

Datacenterconsistofcomputersystem,networksystem andstorages.In

decades,theperformanceofcomputersystem hasgrownexponentially,but

storagedidnotachieveit.Thus,storageisstickingthetotalperformance

improvementduetophysicallimitationofmagneticdrivenharddisk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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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because the technology process ofsemiconductoris getting

smallerandfaster,globalcompanieslaunchamemorywithhighercapacity

by moore’slaw.In addition,thepricepermemory capacity alsogetting

cheaperandalow costserversystem withhighcapacitymemoryreleased

to market.According to this,in-memory computing has been widely

employed,andtheemergenceofvarietyapplicationsincreasingtheusageof

it.

DRAM hashighdensity,fastaccesstime,energyefficiencyandlower

costthan itscompetitors.TheseadvantagesmakeDRAM asadefacto

standardofmainmemoryfordecades.Dependingonhow tooperaterow

buffer results in memory performance difference b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ofa DRAM.To overcomethis,variouspagemanagement

policieshasbeenintroduced.

However,mostofthesestudieshavefocused only on thesimulators,

whilechangingthedetailsettingofDRAM memorycontrollerisrestricted

byCPUmanufacturers.Thus,theresultofmeasuringperformancedifference

by page policies on the latesthardware has notbeen reported in the

academia.

Inthispaper,weshow theperformancedifferenceofpagepolicieson

DDR4memorysystem bymodifyingUEFIfirmwarewithopensourcetools.

Moreover,wemodifythefixedtimingparametersonadaptivepagepolicy

tohaveperformanceimprovement.Themaximum IPC improvementwith

proposedmethodis5.11%.

keywords:DDR4,UEFI,Pagemanagementpolicy,

System performance

StudentNumber:2014-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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