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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사용자 대화형(user-interactive) 응용들은 OS에게 많은 

양의 메모리를 빈번하게 요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응용의 메모리 할당 

요청이 발생하면 OS는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데, 이 때 

OS는 할당할 페이지의 초기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행한다. 페이지 

할당을 빈번하게 시도하는 사용자 대화형 응용에서 이 페이지 초기화 

작업의 지연이 응용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 

리눅스 기반 시스템은 이러한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기 위해, 

CPU의 캐시에 매핑되어 페이지 초기화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인 캐시-핫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하지만 기존 

리눅스는 CPU의 사유 캐시(private cache)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만을 고려하며, 공유 캐시(shared cache)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가 

시스템에 존재하더라도 캐시-콜드 페이지를 할당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유 캐시와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모두 

고려하여, 응용이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기존 기법보다 

높이는 향상된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페이지 할당 요청이 발생하면 먼저 각 코어의 사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만약 사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가 없다면 캐시-콜드 페이지를 할당받는 대신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한다. 이를 통해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기존 기법보다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한다. 제안된 기법을 리눅스 커널 

4.18.10버전 기반 데스크탑 환경에서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이 기존 리눅스 시스템과 비교하여 약 7%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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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리눅스(Linux), 메모리 할당(Memory allocation), 

캐시(Cache), 페이지 초기화, 페이지 zeroing 

학   번 : 2017-2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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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대부분의 컴퓨팅 플랫폼이 수 기가바이트 이상의 메모리 공간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 응용들도 메모리를 더욱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사용자 응용들은 과거에 비해 큰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품질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품질 컨텐츠들은 사용자에게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화질의 이미지나 복잡한 레이아웃 구조를 가지는 프레임, 

높은 음질의 음향 효과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사용자의 입력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OS에게 

빈번하게 메모리 공간의 할당을 요청하는 사용자 대화형 응용의 경우, 

대용량 컨텐츠 처리를 위한 메모리 공간의 할당 요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응용의 수행시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S는 

응용의 메모리 공간 할당 요청을 마이너 폴트를 발생시켜 처리한다. 

마이너 폴트는 페이지 폴트의 한 종류로, 응용이 사용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존재하지만 페이지 테이블에 매핑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새로운 메모리 공간의 할당은 이미 메인 메모리에 

존재하는 비어있는 페이지를 응용의 페이지 테이블에 매핑하는 

과정이므로, 마이너 폴트를 통해 처리된다. 표 1은 본 연구진이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대표적인 사용자 대화형 응용의 하나인 웹 브라우저로 

다양한 웹 기반 응용을 수행한 결과이다. 응용에 따라 초당 약 

5만~10만회의 마이너 폴트가 발생하였고, 전체 수행 시간 중 마이너 

폴트 처리 지연의 비율이 약 11~22%를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표 1. 마이너 폴트 처리가 응용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측정에 사용한 응용 
초당 마이너 폴트 

발생 횟수(평균) 

전체 수행시간 중 마이너  

폴트 처리 시간의 비율 

WebGL-based 

simulation[1] 
48599회 22% 

GoogleMap[2] 80654회 11% 

Naver지도[3] 97941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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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마이너 폴트 처리 지연 중 페이지 

초기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4]. 하나의 마이너 

폴트 처리가 약 3400 사이클이 소요될 때, 페이지 초기화에 최대 약 

1400 사이클이 소요되어, 마이너 폴트 처리 시간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페이지 초기화는 마이너 폴트 핸들러가 사용자 태스크에게 

제공할 페이지의 초기 값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페이지 초기화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페이지의 속성에 따라 제로 타입과 복사 타입 두 

종류로 나뉜다. 제로 타입은 사용자 태스크에게 비어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지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하며, 리눅스의 익명 

페이지(anonymous page)가 이에 속한다. 복사 타입은 이미 메모리에 

존재하는 다른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하여 할당 받을 페이지의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경우이며, 리눅스의 파일 사상 페이지(file mapped 

page)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때 두 타입 모두 할당 받은 페이지에 

접근하여 초기값을 쓰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지 초기화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여 마이너 폴트 

처리로 인한 성능 저하를 완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는 크게 HW기반 

기법과 SW기반 기법으로 나누어진다. HW 기반 기법은 페이지 

초기화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전용 HW를 추가하거나, 기존 DRAM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HW 구조를 수정하는 기법이다[5, 6, 7]. 

이러한 기법들은 페이지 초기화를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HW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SW기반의 페이지 초기화 기법들은 페이지 초기화를 마이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선 페이지 초기화와, 마이너 페이지 

폴트 발생 시 페이지 초기화를 수행하는 온 디맨드(on-demand) 

페이지 초기화로 나뉜다. 선 페이지 초기화는 미리 초기화한 페이지들을 

OS가 보관하고 있다가 마이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초기화된 

페이지들을 제공하여 마이너 페이지 폴트 처리 시 페이지 초기화로 인한 

지연을 제거하는 기법이다[8, 9, 10, 11].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제로 타입의 초기화만 미리 수행할 수 있고, 

복사 타입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로 타입의 

초기화는 어떤 경우든 페이지의 모든 비트를 0으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지만 복사 타입의 초기화는 마이너 폴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페이지에 쓰여져야 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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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수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 

페이지 초기화는 캐시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선 페이지 초기화는 

페이지 초기화 시점과 해당 페이지가 할당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특징 때문에 페이지 초기화를 위해 캐시에 

적재되었던 페이지의 영역들이 해당 페이지가 실재로 할당되어 사용되기 

전에 다른 태스크의 캐시 사용에 의해 다시 DRAM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페이지가 할당되어 사용될 때 다시 캐시로 

적재되어야 한다.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는 마이너 폴트가 발생할 때 마다 

사용자에게 제공할 페이지를 초기화 한다.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 시, 

페이지 초기화에 의해 페이지가 캐시에 적재되므로 이를 할당받은 

사용자 태스크가 페이지에 접근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과 선 페이지 초기화의 한계점 때문에 많은 OS들이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를 통해 마이너 폴트 처리 시 페이지 초기화 

과정을 처리하고 있다[12, 13]. 

이러한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캐시-핫(cache-hot) 페이지 활용이 있다. 캐시-핫 페이지는 

페이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CPU의 캐시에 매핑되어 있는 자유 

페이지다. DRAM보다 캐시에 접근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CPU의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라면, 

캐시에 매핑되어있지 않고 DRAM에만 존재하는 페이지인 캐시-

콜드(cache-cold) 페이지보다 초기 값을 쓰기 위해 페이지에 접근하는 

시간이 짧다. 따라서 캐시-핫 페이지는 캐시-콜드 페이지에 비해 

초기화를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캐시-핫 페이지의 할당을 통해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기존 리눅스는 캐시-핫 페이지의 초기화가 캐시-콜드 페이지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반 하여 마이너 폴트 발생 시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하여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한다. 리눅스의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은 각 코어 별로 캐시-핫 페이지를 인식하고 

관리하며, 페이지 할당 요청 시 캐시-핫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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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법은 캐시-핫 페이지를 각 코어 별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CPU의 공유 캐시가 가지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멀티코어 CPU들은 각 코어마다 사유 캐시(private 

cache)를 가지고 있고, 모든 코어가 공유하는 공유 캐시(shared 

cache)를 가지고 있다. 보통 사유 캐시는 작고 접근이 빠르며, 공유 

캐시는 크지만 사유 캐시보다 접근 시간이 길다. 현대 CPU들은 사유 

캐시, 공유 캐시, 메인 메모리 순서로 접근한다. 기존 리눅스의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은 사유 캐시와 공유 캐시의 구분 없이 각 코어별로 

캐시-핫 페이지를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된 캐시-핫 페이지는 해당 

코어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만이 할당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코어에서 

수행중인 태스크는 이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수 없으며, 캐시-

콜드 페이지를 할당받게 된다. 현대 CPU의 공유 캐시는 사유 캐시에 

비해 수십~수백 배의 크기를 가지므로, 이러한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들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법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캐시의 계층 구조를 반영한 자료구조와 캐시-핫 페이지 관리 정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와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각각 인식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모든 코어에서 할당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기존 기법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페이지 할당 요청이 발생했을 때, 사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만약 사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가 없다면,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한다. 만약 할당 가능한 캐시-핫 페이지가 없다면 캐시-

콜드 페이지를 할당받는다. 이를 통해 응용이 페이지 할당을 요청할 때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한다. 

우리는 제안된 기법을 리눅스 커널 4.18.10버전 기반의 Ubuntu 

16.04가 설치된 데스크탑 환경에서 구현하고,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커널에 비하여 제안된 기법이 

적용된 커널에서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이 약 7%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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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학위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인 리눅스의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인 문제 정의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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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 
 

 

본 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mechanism)을 설명한다. 그림 X는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은 메모리를 관리하는 여러 계층의 자료구조와, 이 

자료구조에 기반 하여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수행하는 

핸들러(handler)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리눅스의 메모리 관리 

자료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메모리 할당 및 해제 핸들러의 

동작을 설명한다. 

 

 

제 1절 물리 메모리 관리 자료구조 
 

리눅스는 물리 메모리 공간을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 할당 하거나 

해제한다. 각 페이지는 보통 4KB 크기로 고정되어 있다. 리눅스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자유 페이지들의 전역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스트는 버디 할당자(buddy allocator)[13]에 의해 관리된다. 버디 

할당자는 연속적이고 큰 물리 메모리 공간이 요구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의 제곱수만큼의 연속적인 페이지들을 묶어 

한꺼번에 관리한다. 이 버디 할당자는 페이지의 단편화(fragmentation) 

방지를 위해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일 페이지 할당 및 해제를 위해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리눅스는 CPU의 각 코어 별로 단일 

페이지에 대한 할당 및 해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를 구성하여 불연속적인 단일 페이지들을 관리한다.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는 페이지들의 이중 연결 리스트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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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페이지 할당 및 해제 핸들러 
 

리눅스의 페이지 할당 및 해제 핸들러는 응용이나 커널의 페이지 

할당 및 해제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페이지 할당 핸들러를 먼저 

설명하고, 해제 핸들러를 설명한다. 

리눅스의 페이지 할당 핸들러는 요청되는 페이지의 연속성과 개수에 

따라서 전역 또는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서 페이지를 

할당한다. 여러 개의 연속적인 페이지가 요청된 경우, 페이지 할당 

핸들러는 버디 할당자가 관리하는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로부터 

페이지를 할당한다. 버디 할당자는 할당 요청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페이지의 개수 중 가장 작은 2의 제곱수 개 만큼의 

페이지를 할당한다. 이를 통해 페이지의 외부 단편화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림 2. 기존 리눅스의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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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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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페이지의 할당이 요청되는 경우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서 페이지를 할당한다. 그림 2는 리눅스의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구조이다.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서 

페이지를 할당받는 경우, 페이지 할당 핸들러는 캐시-핫한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후입선출(LIFO) 정책에 따라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선두(head)에 있는 페이지를 할당한다. 이 페이지는 해당 

코어에서 가장 최근에 할당이 해제된 페이지이며, 따라서 아직 캐시에 

페이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매핑되어 있는 캐시-핫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페이지 할당 

핸들러는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에서 일정 개수의 캐시-콜드 

페이지를 가져와 코어 당 페이지 리스트에 적재한 다음, 코어 당 페이지 

리스트에서 다시 할당을 시도한다.  

만약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에도 페이지가 없다면, 리눅스는 

페이지 회수를 수행하여 자유 페이지를 확보한 후 다시 할당을 시도한다. 

할당된 페이지가 만약 사용자 태스크를 위한 페이지라면, 커널은 

페이지의 초기화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할당된 페이지는 

과거에 다른 태스크 또는 커널이 사용하던 페이지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페이지에 과거의 태스크 또는 커널이 사용하던 데이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커널은 남아있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여 

데이터가 다른 태스크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페이지 초기화는 

사용자가 할당을 요구하는 페이지의 속성에 따라 제로 타입과 복사 타입 

두 종류로 나뉜다. 만약 사용자가 할당을 요청하는 페이지가 스택 

영역(stack segment)이나, 힙 영역(heap segment)을 위한 비어있는 

페이지인 경우 페이지의 모든 비트를 0으로 바꿔 페이지를 초기화한다. 

사용자가 할당을 요청하는 페이지가 이미 커널의 페이지 캐시에 

존재하는 페이지의 복사본이라면, 커널은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새롭게 

할당받은 페이지에 복사하여 페이지를 초기화한다. 

페이지 해제 핸들러는 해제된 페이지들의 연속성과 개수에 따라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 또는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로 

반환한다. 여러 개의 연속적인 페이지들이 해제될 때는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로 반환한다. 이렇게 반환된 페이지들은 버디 할당자에 

의해 가능하다면 더 크고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으로 합쳐진다. 단일 

페이지의 해제 또는 여러 개의 불연속적인 페이지들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로 반환한다.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로 페이지를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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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입선출 정책에 따라 최근에 할당이 해제된 페이지일수록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선두에 위치한다. 만약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가 가득 차면, 미리 설정된 개수만큼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로 페이지를 반환하여 코어 당 페이지 리스트에 지나치게 많은 

페이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이 때 리스트의 캐시-핫 페이지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리스트의 후위에 있는 페이지들을 우선적으로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로 반환한다. 이 때도 연속적인 페이지의 

반환과 마찬가지로 반환된 페이지들은 버디 할당자에 의해 더 크고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으로 합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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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문제 정의 
 

제 1절 문제 설명 
 

본 논문의 목적은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는 것이다. 

페이지 초기화 지연은 마이너 페이지 폴트 처리시 페이지 초기화 함수인 

clear_highpage()가 호출되는 순간부터 clear_highpage()가 

반환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은 임의의 시간 

구간 동안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페이지 초기화의 지연의 평균값이다.  

페이지 초기화 지연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1) DRAM에 

접근하여 목표 메모리 영역을 캐시로 적재하는 지연, 2) 캐시에 적재된 

영역에 초기 값을 입력하는 지연. 

이 때 1)에 해당하는 지연이 페이지 초기화 지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단축하기 위해 리눅스 커널은 캐시-핫 페이지를 

활용한다. 캐시-핫 페이지는 페이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캐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지연이 캐시-콜드 페이지에 비해 짧다. 

만약 목표 캐시 라인이 이미 최상위 캐시에 존재한다면, 1)에 해당하는 

지연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보통 캐시 계층구조에서 하위에 위치하는 

공유 캐시에 목표 캐시라인이 존재하더라도 DRAM에 접근하는 것보다 

1)에 해당하는 지연이 매우 짧다. 따라서 페이지 초기화 지연 단축을 

위해 캐시-핫 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리눅스 커널보다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높여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고자 한다. 캐시-핫 

페이지의 초기화 지연은 캐시-콜드 페이지에 비해 짧으므로, 페이지 

할당 요구 발생 시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는 비율이 클수록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리눅스의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은 사유 캐시와 공유 

캐시의 구분 없이 각 코어별로 캐시-핫 페이지를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된 캐시-핫 페이지는 해당 코어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만이 할당받을 

수 있다. 각 코어별로 인식된 캐시-핫 페이지는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서 관리되는데, 이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크기는 CPU의 사유 캐시와 공유 캐시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메인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메인 메모리 크기가 8GB인 경우,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최대 페이지 적재량은 약 1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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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때문에 기존 리눅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가진다. 한 코어의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 캐시-핫 페이지가 

존재하지만 현재 태스크가 수행 중인 코어의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는 캐시-핫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수행 중인 태스크는 다른 

코어의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할당받지 못하고 버디 할당자로부터 

캐시-콜드 페이지를 할당받는다. 이러한 상황은 캐시-핫 페이지를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캐시-핫 페이지들의 캐시에 매핑된 

영역을 캐시에서 방출하여 캐시-콜드 페이지로 바꿔버릴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 존재하는 캐시-핫 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 2절 해결 방안 개관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법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캐시의 계층 구조와 그 특성을 반영한 자료구조와 캐시-핫 페이지 관리 

정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와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각각 인식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모든 코어에서 할당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기존 기법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페이지 할당 요청이 발생했을 때, 사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만약 

사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가 없다면,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한다. 만약 할당 

가능한 캐시-핫 페이지가 없다면 캐시-콜드 페이지를 할당받는다.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들은 모든 코어에서 

수행중인 태스크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응용이 페이지 할당을 

요청할 때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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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다중 레벨 리스트를 통한 캐시-핫 페이지 할

당 기법 
 

본 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설명한다. 제안된 기법의 목표는 캐시-

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높여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안된 기법은 사유 캐시와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각각 인식하고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모든 코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제안된 기법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된 기법을 위해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할당 메커니즘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수정하였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 2)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 3) 수정된 

페이지 할당 핸들러, 4) 수정된 페이지 해제 핸들러이다.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는 사유 캐시에 매핑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지들의 연결 리스트이다.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는 3 가지 속성을 각각은 Count, Limit, Batch 

이다. Count는 현재 리스트에 존재하는 페이지 개수를 나타내며, 매번 

페이지가 할당 또는 해제될 때 갱신된다. Limit은 리스트가 가질 수 

있는 페이지 개수의 상한 값으로, CPU의 사유 캐시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Batch는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와 페이지를 주고받을 

때 한꺼번에 보내거나 가져올 페이지의 개수이다. 단일 페이지를 

주고받을 경우, 공유 캐시-핫 페이지에 접근하는 횟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여러 태스크가 경쟁 상태(race condition)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는 공유 캐시에 매핑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지들의 연결 리스트로 구성된다.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eh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Count, 

Limit, Batch 속성을 가진다. Count는 현재 리스트에 존재하는 페이지 

개수이며, Limit은 리스트가 가질 수 있는 페이지 개수의 상한 값이다.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Limit 값은 CPU의 공유 캐시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Batch는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와 페이지를 

주고받을 때 한꺼번에 보내거나 가져올 페이지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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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페이지 할당 핸들러는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와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 기반하여 페이지를 할당받기 

위해 기존의 페이지 할당 핸들러의 동작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페이지 할당 핸들러는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 순서로 할당을 

시도한다. 

수정된 페이지 해제 핸들러는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와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 기반하여 페이지를 해제하기 

위해 기존의 페이지 해제 핸들러의 동작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페이지 해제 핸들러도 수정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 순서로 페이지 

해제를 시도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사용한 새로운 

페이지 할당 및 해제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림 3.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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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페이지 해제 동작 
 

제안된 기법은 페이지 해제 요청이 발생하면 우선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 페이지를 삽입한다. 페이지 해제 핸들러는 항상 가장 

캐시-핫한 페이지가 리스트의 선두에 위치하도록 한다. 가장 최근에 

해제된 페이지일수록 코어의 사유-캐시에 매핑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해제된 페이지를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선두에 

삽입한다.  

이 때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Count가 Limit 

이상이라면,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가장 후위에 존재하는 

페이지들부터 Batch만큼의 페이지를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선두로 삽입한다. 이 페이지들은 코어의 사유 캐시에 매핑되어 있을 

확률은 낮지만, 공유 캐시에는 아직 매핑되어 있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페이지들을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로 보내는 대신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로 보냄으로써 페이지 할당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Count가 Limit 이상이라면,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가장 후위에 있는 페이지들부터 Batch 

만큼의 페이지를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로 반환한다. 이 페이지들은 

더 이상 CPU의 어떤 캐시에도 매핑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캐시-콜드 페이지로 간주한다. 

그림 4는 수정된 페이지 해제 핸들러의 동작을 플로우 차트(flow 

chart)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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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페이지 할당 동작 
 

제안된 기법은 페이지 할당 요청이 발생하면 우선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서 페이지 할당을 시도한다.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 페이지가 존재하면, 페이지 할당 핸들러는 리스트에서 가장 

캐시-핫한 페이지를 할당받기 위해 리스트의 선두에 위치한 페이지를 

할당받고 작업이 완료된다.  

만약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Count가 0이면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에서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Batch 

만큼의 페이지를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로 가져온 후 캐시-핫 

페이지 할당을 시도한다. 이 때 공유 캐시에서 가장 캐시-핫한 

페이지를 할당받기 위해, 리스트의 선두에 위치한 페이지들을 코어 당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로 가져온다. 이를 통해 각 코어의 사유 캐시 

뿐만 아니라 공유 캐시에 매핑된 캐시-핫 페이지들을 할당받을 수 

있으므로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림 4. 수정된 페이지 해제 핸들러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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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의 Count도 0이면, 전역 자유 

페이지 리스트에서 Batch만큼의 페이지를 공유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로 가져온 후, 다시 할당을 시도한다. 

그림 5는 수정된 페이지 할당 동작을 플로우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수정된 페이지 해제 핸들러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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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험을 통한 검증 
 

본 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표 2와 같은 환경에서 검증한 결과를 

설명한다. 실험을 수행한 HW 환경은 Intel i7-6700 CPU와 DDR3 

8GB DRAM을 사용한 데스크탑 환경이며, SW 환경은 리눅스 커널 

4.18.10 버전 기반의 Ubuntu 16.04 버전 OS로 구성되었다.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안된 기법이 단축하고자 하는 목표인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제안된 기법이 런타임에 가지는 

오버헤드를 측정하였다. 각각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절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 측정 
 

본 절에서는 먼저 실험 설계를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실험 설계로는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대조군, 실험군, 측정값, 워크로드, 

실험 방법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제안된 기법의 적용을 통해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이 기존 리눅스에 비해 단축되는지 여부이다. 대조군은 

제안된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리눅스 시스템이며 실험군은 제안된 

기법이 적용된 리눅스 시스템이다.  

측정값은 워크로드를 수행했을 때 발생한 페이지 초기화 지연의 

평균 값으로, 워크로드 수행 시 커널에서 clear_highpage()함수 또는 

copy_page()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시간의 평균 cycles 수이다.  

워크로드는 Basemark Web 3.0[14]을 사용하였다. Basemark Web 

3.0은 대표적인 사용자 대화형 응용인 웹 브라우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응용이다.  

표 2. 실험 환경 

HW
CPU Intel i7-6700

Memory DDR3 8GB DRAM

SW
Kernel

Linux Kernel version 

4.18.10

OS Ubuntu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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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은 워크로드를 10번 수행하여 측정값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워크로드 수행 시 측정값을 측정하기 위해 HW의 

PMU(performance monitoring unit)을 사용하여 응용의 수행시간 중 

응용 또는 커널에서 수행한 작업의 cycles를 측정하였다. 

그림 6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군의 측정값은 614cycles 

이며 대조군의 측정값은 664cycles 이다.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측정값이 약 7% 단축되었다. 

 
 
 

제 2절 오버헤드 측정 
 

오버헤드 측정 실험은 측정값을 제외하고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 

측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측정값은 페이지 할당 및 해제 

핸들러의 지연이다. 그림 7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페이지 

할당의 경우 실험군의 측정값이 200cycles, 대조군의 측정값이 

198cycles 이며, 페이지 해제의 경우 실험군의 측정값이 109cycles, 

대조군의 측정값이 108cycles 이다.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오버헤드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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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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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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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관련 연구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고자 하는 연구는 과거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HW 기반 기법과 SW 기반 

기법으로 나누어진다.   

HW 기반 기법은 페이지 초기화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전용 

HW를 추가하거나, 기존 DRAM, 메모리 컨트롤러, 명령어 집합 

구조(instruction set architecture) 등을 수정하는 기법이다[5, 6, , , ]. 

Seshadri et al.은 DRAM 열 버퍼(row buffer) 간의 데이터 복사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큰 메모리 영역에 대한 

데이터 복사 또는 쓰기 작업을 DRAM 내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메모리 

영역의 초기화를 빠르게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5]. Jiang et al.은 

메모리 영역의 초기화 또는 복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전용 HW 

로직과 명령어를 제안하였다[6]. Zhao et al.은 서버 시스템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량 데이터의 복사 작업을 HW로 처리하기 위해, 전용 DMA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7].  

SW기반의 페이지 초기화 기법들은 페이지 초기화를 마이너 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선 페이지 초기화와, 마이너 폴트 발생 시 

페이지 초기화를 수행하는 온 디맨드(on-demand) 페이지 초기화로 

나뉜다. 선 페이지 초기화는 미리 초기화한 페이지들을 OS가 보관하고 

있다가 마이너 폴트가 발생하면 초기화된 페이지들을 제공하여 마이너 

폴트 처리 시 페이지 초기화로 인한 지연을 제거하는 기법이다[8, 9, 10, 

11]. DragonFlyBSD[8]와 Windows OS[9]는 시스템에서 수행중인 

태스크가 없고 CPU가 유휴 상태(idle state)가 되면 페이지에 0을 

채우는 초기화 작업(zeroing)을 수행하고, 초기화된 페이지들을 커널이 

관리한다. 그리고 응용이 비어있는 페이지를 요구하면 미리 초기화된 

페이지를 제공하여 페이지 할당 요구 시 페이지 초기화로 인한 지연을 

제거한다. Yang et al.은 사용자 대화형 응용의 응답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대화형 응용이 수행 중이지 않을 때 페이지의 초기화를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 대화형 응용이 요구할 때 제공한다[10]. Yang et al.은 

또한 다른 페이지 초기화 시 캐시의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시스템의 DMA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초기화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11].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는 마이너 폴트가 발생할 때 마다 

사용자에게 제공할 페이지를 초기화 한다.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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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초기화에 의해 페이지가 캐시에 적재되므로 이를 할당받은 

사용자 태스크가 페이지에 접근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과 선 페이지 초기화의 한계점 때문에 많은 OS들이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를 통해 마이너 폴트 처리 시 페이지 초기화 

과정을 처리하고 있다[12, 13]. 또한 페이지 선 초기화를 수행하는 

DragonFlyBSD나 Windows OS도 페이지 할당 요청이 발생했을 때 

초기화된 페이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온 디맨드 페이지 초기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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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본 논문은 사유 캐시 또는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각각 인식하고,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모든 코어가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응용이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기존 리눅스보다 높이는 향상된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페이지 할당 요청이 

발생하면 먼저 각 코어의 사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만약 사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가 없다면 캐시-콜드 페이지를 할당받는 대신 

공유 캐시에 매핑된 것으로 추정되는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한다. 이를 

통해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기존 기법보다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한다.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단축하기 위해 다중 레벨 캐시-핫 페이지 리스트를 통한 캐시-

핫 페이지 할당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CPU의 공유 

캐시에서 캐시-핫한 페이지를 인식하기 위한 자료구조를 추가하여, 

기존 리눅스 커널에 비해 캐시-핫 페이지를 할당받을 확률을 높였다.  

우리는 제안된 기법을 리눅스 커널 4.18.10 기반 Ubuntu 16.04 

버전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구현하고 실험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기존 리눅스 커널에 비해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을 약 7% 

단축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기법의 오버헤드는 매우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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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d Cache-hot Page 

Allocation Technique for Reducing 

Page Initialization Latency of 

Linux Based Systems 

 
 

Seokwoo Yang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user-interactive applications frequently request large 

amount of memory space to OS.  When an application requests 

memory allocation, the OS allocates memory space in units of pages. 

In this case, the OS essentially performs the page initialization on 

the page which is to be allocated. In a user-interactive application 

that frequently requests to allocated pages, the latency of this page 

initialization causes the performance degradation of application. 

Legacy Linux kernel preferentially allocate a cache-hot page, 

which is a page that is mapped to CPU’s cache. This cache-hot 

page can be accessed with short latency when page initialization. 

However, legacy Linux kernel only considers cache-hot pages 

which mapped to CPU’s private cache and does not utilize the 

cache-hot pages which mapped to shared cache. For this reason, if 

there is no cache-hot page which mapped to private cache,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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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es cache-cold page while there are cache-hot pages which 

mapped to shared cach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cache-hot page allocation method that improves the probability of 

cache-hot page allocation than the legacy Linux kernel, considering 

both cache-hot pages mapped to private and shared cache. The 

proposed method first allocates cache-hot pages mapped to each 

core’s private cache when a page allocation request occurs. If there 

is no cache-hot page mapped to private cache, this method tries to 

allocate cache-hot page which mapped to shared cache instead of 

allocating cache-cold page. This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the 

cache-hot pages are allocated higher than the legacy Linux kernel, 

and consequently reduce the average page initialization latency. We 

implemented proposed method on desktop environment based on 

Linux kernel 4.18.10.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page initialization latency is reduced by about 7% compared to 

legacy Linux kernel. 

 

Keywords :  Linux, memory allocation, cache, page initialization, 

page zeroing  

Student Number : 2017-28544 



 

 27 

감사의 글 

 
지난 2년동안 실시간 운영체제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엔지니어로써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년이 제가 느낀 것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고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으나, 앞으로 어디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실시간 운영체제 연구실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밑바탕으로 삼아 열심히 노력한다면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석사과정동안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신 홍성수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 그리고 항상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엔지니어이자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지도해주신 

홍성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교수님께 배운 것들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연구실 대소사를 맡아 처리하시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신경써주신 혜준씨 

덕분에 편안한 연구실 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후배들에게 여러가지 조언과 자료를 아낌없이 베푸신 정호형, 힘든 

순간마다 저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졸업을 물심양면 도와주셨던 

순현이형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범준이형도 꼭 전문연구요원 

되시길 바랄게요. 이제는 졸업하고 없지만 무엇을 물어도 막힘없이 

알려주고 후배들이 많은 것을 배워 나가길 바라던 용식이형, 물마시러 

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착하기 그지없었던 은성이 모두 직장에서도 

잘 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 대해서 무지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 재룡이형 대식이형 감사합니다. 삼성에 돌아가셔 

하는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2년동안 동고동락한 동기들. 우리 

연구실의 미래이자 희망인 필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해내겠지. 

자주뵙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LG 선배님이 되신 동호형 회사에서 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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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죠? 그리고 함께 졸업하는 멘탈왕 용하형, intellectual potential이 

너무 뛰어난 우영이 내 동기여서 고맙고 2년동안 잘 해낸 우리가 

자랑스럽네. 할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선 하지 않을게. 그리고 후배 

같지않은 후배인 재호씨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힘내요!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가족들 친구들 모두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던 항상 믿고 

존중해준 가족들, 그리고 사랑으로 응원해주고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해준 KB 고마워.  

이 글에는 담지 못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내용
	제 3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
	제 1 절 물리 메모리 관리 자료구조
	제 2 절 페이지 할당 및 해제 핸들러

	제 3 장 문제 정의
	제 1 절 문제 설명
	제 2 절 해결 방법 개관

	제 4 장 다중 레벨 리스트를 통한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
	제 1 절 페이지 해제
	제 2 절 패이지 할당

	제 5 장 실험을 통한 검증
	제 1 절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 측정
	제 2 절 오버헤드 측정

	제 6 장 관련 연구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3
 제 3 절 논문의 구성 5
제 2 장 리눅스의 물리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 6
 제 1 절 물리 메모리 관리 자료구조 6
 제 2 절 페이지 할당 및 해제 핸들러 7
제 3 장 문제 정의 10
 제 1 절 문제 설명 10
 제 2 절 해결 방법 개관 11
제 4 장 다중 레벨 리스트를 통한 캐시-핫 페이지 할당 기법 12
 제 1 절 페이지 해제 14
 제 2 절 패이지 할당 15
제 5 장 실험을 통한 검증 17
 제 1 절 평균 페이지 초기화 지연 측정 17
 제 2 절 오버헤드 측정 18
제 6 장 관련 연구 20
제 7 장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