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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공정의 미세화 뿐 아니라 컴퓨터 구조상의 발전으

로 성능향상을 이루어 왔다. 공정의 미세화로 인한 트랜지스터 속도 증가

로 회로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명령어 단계 병렬성(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등을 이용하여 명령어들을 병렬실행 함으로써 빠르게 프로그

램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공정뿐 아니라 명령어 단계 병렬성이 한계

에 부딪히게 되면서, 쓰레드 단계 병렬성(thread level parallelism)을 이용

하는 단일칩 다중코어(chip multiprocessors)라는 새로운 컴퓨터 구조가 

개발되었고 널리 퍼지고 있다[Ager04].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공급하기 위해 

캐시 구조를 사용한다. 캐시는 빠른 클럭의 프로세서 코어와 느린 메모리

간의 속도차를 메꿈으로써 메모리 장벽(memory wall)문제를 완화하는 역

할을 한다. 최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다중 코어화는 메모리 장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캐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다중코

어 프로세서의 단계 2 캐시에는 공유 캐시(shared cache)와 전용캐시

(private cache)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설계 개념이 있으며, 현재 여러 연구

에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조합하여 성능, 에너지, 대역폭 등의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CS06][KZT05].

본 논문에서는 다중 코어 환경에서 캐시를 효율적으로 공유 및 분할함

으로써 각각의 코어에게 더 빠른 메모리 접근 속도를 제공하여 성능을 향

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코어 단계 2 캐시의 두 가지 중요한 설계 개념 중 하나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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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캐시(private cache)에서 효율적인 용량 공유 기법을 제안한다. 전용 캐

시 설계에서는 각 코어가 각기 작은 캐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 시간

(access time)이 작으며 성능 고립(performance isolation), 타일 구조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작은 캐시의 크기는 많은 캐시 용량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

시에서 희생된 블록을 다른 코어의 전용 캐시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전용 캐시 간에 용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전달된 블록이 성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

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른 코어에 전달된 희생 블록이 

사용되어 성능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안된 모델을 기존 단계 2 캐시에 적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소개하고, 실

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식은,

기존 전용캐시에 비해 평균 48.79%의 성능향상이 있었으며, 기존 용량 공

유 기법인 CC(Cooperative Caching)와 DSR(Dynamic Spiller-Receiver)에 

비해 각각 평균 6.37%와 5.44%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둘째, 공유 캐시(shared cache) 환경에서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포함하

는 캐시 분할 기법 제안한다. 공유 캐시는 여러 코어가 하나의 큰 캐시를 

공유하기 때문에, 캐시가 각 코어에게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할당될지 결

정하는 용량 분할(partitioning) 정책이 중요하다. 기존 UCP(Utility Based

Paritioning) 용량 분할 기법은 LRU(Least Recently Used) 교체 정책 하에

서 각 코어의 캐시 용량 요구량을 구하고, 캐시 적중이 많이 일어나도록 

용량을 분할하였다. 하지만 LRU 교체 정책은 캐시 용량보다 더 큰 작업 

세트(Working set)를 가진 응용 프로그램일 경우, 필요한 블록이 계속 희

생되어 적중 실패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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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삽입(DIP, Dynamic Insertion Policy) 캐시 교체 정책은 새로 들어오

는 블록을 LRU 위치에 삽입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기존 작업 세트를 

보호하여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LRU 교체 정책 뿐 아니라 

동적 삽입 교체 정책에서도 각 코어의 캐시 요구량을 측정하는 스택 처리

(stack process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새 스택 처리 방법을 구현

할 하드웨어를 소개 한 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스택 처리 방법을 사용한 

캐시 용량 분할 기법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식은 기존 공유 

캐시에 비해 평균 7.5%의 성능향상을 보였으며, UCP(Utility-aware Cache

Partitioning) 방법에 비해  4.7%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두 가지 방식은, 전용 캐시에서의 효율적인 용량 

공유 기법과 공유 캐시에서의 새로운 캐시 분할 기법이다. 제안된 방식은 

다중코어 프로세서의 코어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캐시 용량의 

공유와 분할이 더욱 중요해 지며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예

상된다.

주요어 : 용량 공유(Capacity Sharing), 용량 분할(Capacity Partitioning),

다중 코어 프로세서(Multi-core Processor), 전용 캐시(Private cache), 공유 

캐시(Shared Cache), 스택 처리(Stack Processing)

학  번 : 2007-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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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70년대 후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타난 이래로, 트랜지스터 공정의 

미세화와 컴퓨터 구조의 발전으로 인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공정의 미세화로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줄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개수

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로의 속도가 향상됐으며,

더 적게 에너지를 소모하였다. 컴퓨터 구조측면에서 보면, 명령어 단계 병

렬성(ILP,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ILP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세분화된 파이프라인(pipeline), 여러 명

령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수퍼스칼라(superscalar), 명령어의 비순차적 실행

을 지원하는 동적 스케줄링(dynamic scheduling) 등의 방법들이 적극적으

로 사용되었다[Wall93].

또한,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프로세서에게 명령어와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메모리 시스템도 발전해 왔다. 계층형 메모리 시스템(hierarchical

memory system)은 빠른 프로세서와 느린 메인 메모리 간의 속도차를 단

계적으로 완화하여 프로세서에게 큰 메모리 공간을 제공하면서 빠른 속도

로 명령어와 데이터를 공급해 준다. 또한, 1차 캐시를 데이터 캐시와 명령

어 캐시로 나누어 명령어를 읽으면서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하

였다. 여기에 다양한 버퍼를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희생 캐시

(victim cache)는 최근에 희생된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여 캐시의 적중 확



2

률을 향상시켰으며, 비중단 캐시(non-blocking cache)는  캐시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중에도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쓰기 버퍼

(write buffer)는 쓰기 작업을 메모리가 쉬고 있을 때 수행하도록 하였다.

선인출(prefetch) 기법은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미리 캐시로 불러들여서, 메모리 접근을 줄이고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도

록 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많은 메모리 용량과 빠른 접근시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HP03][HP96].

최근 응용프로그램의 한정된 ILP와 깊은 파이프라인으로 인한 실패 비

용의 증가로 인해 단일 코어의 성능향상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에 따라 

공정발달로 인해 생기는 남는 공간을 단일 코어에 투자하기 보다는 여러 

개의 코어를 단일 칩에 집적하는 단일 칩 다중프로세서(single chip

multiprocessor)가 등장하였다. 캐시는 수백 사이클이 소모되는 메모리 접

근은 수십 사이클로 줄이기 때문에 단일 프로세서에서처럼 다중프로세서

에서도 캐시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게다가 최근 코어의 수가 늘

면서 코어 당 캐시 용량은 더욱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중 프로세서

에서 캐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SLQ+12].

단일 칩에 여러 코어가 집적되면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캐시가 여러 

코어들이 경쟁하는 공유자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공유자원인 캐시의 

구성과 설계 방식을 연구하여 여러 코어에게 빠른 메모리 접근속도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크게 보면 다중프로세서를 위한 캐시의 구조는 

공유 캐시와 전용 캐시로 나눌 수 있다. 공유 캐시는 여러 코어가 하나의 

큰 단일 캐시를 공유하며, 전용 캐시는 각 코어가 작은 캐시를 전용으로 

가지고 있다. 공유 캐시는 캐시 용량이 많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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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캐시 용량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큰 캐시

를 접근하기 때문에, 평균 캐시 접근 시간이 길다. 반대로, 전용 캐시는 

각 코어가 이용할 수 있는 캐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캐시 용량이 많이 필

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캐시로 인한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대신 캐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평균 캐시 접근 시간이 짧다. 이처럼 두 설계 방법 

중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좋다고 볼 수 없으며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

에, 두 가지 방법의 장점만을 접목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전용캐시 기반으로 전용 캐시의 장점은 살리면서 공유 캐시의 장점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로 협력 캐시(cooperative caching)가 있다. 협력 캐시

는 캐시에서 희생된 블록을 다른 코어의 전용 캐시에 전달(spilling,

transfering)함으로써 전용 캐시가 다른 코어의 블록까지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캐시가 많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코어의 전용 

캐시까지 이용하여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다[CS06].

하지만 희생 블록을 다른 캐시에게 전달하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

니다. 쓰이지도 않을 블록을 전달하면 그 블록은 해당 전용 캐시의 용량

을 차지하며 원래 존재하던 블록을 희생시키는 캐시 오염(cache

pollution)을 일으키며, 그에 따라 다른 코어의 성능을 하락시킨다. 또한 

쓰이지 않는 희생 블록 전달은 단계 2 캐시 연결망(L2 cache

interconnect)의 대역폭을 소비하며 에너지도 소비한다. 따라서 최대한 쓰

이지 않는 희생 블록 전달을 제거해야 전용 캐시 공유로 인한 성능 하락

을 막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 없이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공유 캐시의 가장 큰 단점은 각 코어가 서로 캐시 용량을 차지하기 위

해 경쟁하는데 별다른 규칙이 없다는 점이다. 공유 캐시에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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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U 교체 정책(LRU replacement policy)을 사용하는 경우, 각 코어가 캐

시를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캐시 적중 실패(miss)를 일으키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캐시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캐시 적중 실패

로 인해 많은 블록을 희생시키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동작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의 블록을 희생시켜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코어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캐시를 많이 사용했을 경

우 성능이 좋아지는 프로그램에게 많은 캐시 용량을 배분하는 것이 공유

자원인 캐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길이다. 캐시 분할(Cache

Partitioning) 기법은 각 응용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캐시 용량을 사용

할 것인지 결정해 주며, 또한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자신의 응용 프로그

램이 희생되지 않도록 격리시켜준다. 하지만 기존 캐시 분할 기법이 사용

하는 LRU 교체 정책은 캐시 사이즈 보다 큰 작업 공간을 가질 때 한계

를 보인다. LRU의 단점을 보강해 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기존 캐시 

분할 기법은 LRU를 사용했을 때의 캐시 요구량만을 알려주며 LRU가 아

닌 교체 정책을 사용했을 시의 캐시 요구량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

체 정책으로 LRU밖에 사용할 수 없다[QP06][QJP+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용 캐시기반에서 효율적인 희생 블록 전달에 

관한 연구와 공유 캐시에서 LRU가 아닌 교체 정책을 사용한 캐시 분할 

기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



5

1.2 연구 내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가 단일 코어 구조에서 다중 코어 구조로 나아

가면서 효율적인 캐시의 설계는 더욱 중요해 졌다. 성능 향상을 위해 코

어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캐시 공간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다양한 다중 코어 캐시 연구가 진행되었다

[ZA05][CS06][QP06][JHQ+08].

많은 연구들이 전용 캐시의 빠른 캐시 접근 시간과 공유 캐시의 넓은 

캐시 공간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전용 캐시 기반의 연구에서는 희

생 블록을 주변 전용 캐시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캐시 공간을 확보하려 하

였고, 공유 캐시 기반의 연구에서는 캐시 분할 기법을 사용하여 코어 간

의 간섭을 억제하고 각 코어에 적당한 양의 캐시 공간을 배분하였다. 하

지만 희생 블록을 전달하는 것은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캐시 분할 기법들은 LRU 교체 정책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응용 프

로그램에 맞는 교체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전용 캐시 구조의 다중 코어 프로세서 캐시 환경에서의 희생 블

록 전달 기법을 개선하여 전달되었을 때 성능 상 이익을 줄 수 있는 희생 

불록만을 선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용 캐시 구조의 단점인 제한된 전용 캐시 공간은 

희생 블록 전달이라는 방법으로 극복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전

달된 블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쓰이지 않는 전달된 블록

은 기존의 저장된 다른 코어의 블록을 희생시켜서 성능 하락을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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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오염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희생 블록 전달 방법이 성능 향상

의 이익을 보려면 블록을 전달했을 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인지 판별

할 수 있는 기법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replacement-reuse time)

과 캐시의 생존 시간(life time)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이

용해 희생 블록이 전달되었을 때, 사용될지 안 될지의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전용 캐시에서 희

생 블록이 발생했을 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희생 블록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추가 하드웨어를 소개한다. 제안된 기법은 매우 높은 

확률로 희생 블록의 전달이 사용될지 안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며, 그에 

따라 캐시 적중을 늘리고 메모리 접근을 줄여서 전체 시스템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공유 캐시 구조에서 LRU 교체 정책 뿐 아니라 동적 삽입(DIP,

Dynamic Insertion Policy)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을 제안

한다[QJP+07].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은 작업 공간이 캐시 보다 클 경우 새로운 블록을 

MRU(Most Recently Used) 위치가 아닌 LRU 위치에 삽입을 하거나 우회

(bypass)하여 기존 캐시 내용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LRU 교체 정책의 단

점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기존 캐시 분할 기법은 LRU 교체 기법만을 고

려하여 각 코어의 캐시 공간 요구량을 측정하였고, 그에 따라 캐시 공간

을 분할하였다. 최근 코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며 작은 캐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 졌다. 그

러므로 공유 캐시 구조의 분할 기법도 캐시 용량이 작을 때 좋은 성능을 



7

보여주는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수용해야 부족한 캐시 공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캐시 공간 요구량은 어떤 교체 정책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에 기존 LRU 스택 처리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사용했을 경우 캐시 공간 요구량을 알아내기 

위해 기존 LRU 스택 처리 기법을 개선하여 우회 기능이 확장된 스택 처

리기법을 제안한다.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은 LRU와 BIP(Bimode Insertion

Policy)의 두 가지 기법 중 현재 상태에 따라 더 좋은 기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워킹셋이 캐시 보다 작아 LRU가 유리할 경우는 LRU를 그대로 

사용하고, 워킹셋이 캐시 보다 클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좋은 성능을 보

이는 BIP를 사용한다. BIP는 새 블록을 MRU 위치로 삽입하는 BIP-MRU

(기본 BIP)와 우회하는 BIP-BYPASS 두 가지로 나뉜다[QJP+07]. BIP-MRU

는 스택 처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BIP-BYPASS는 스택 처리에 적합

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 스택 처리기법은 우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BIP-BYPASS를 스택 처리하기 위해서 우회를 고려한 스택 처리기

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스택 처리 기법을 위한 하드웨어를 소

개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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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전용 캐시 기반 환경

에서의 희생 블록 전송 조절 기법에 관해 설명하며, 3 장에서는 공유 캐

시 기반에서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우회 기능이 확장된 

스택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끝으로 4 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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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용 캐시 환경에서의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

본 장에서는 다중 코어 프로세서의 전용 캐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을 제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희

생 블록 전달 기법들은 그 블록이 사용되는지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달하였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희생 블록 전달은 캐시 

오염을 일으키며, 다른 코어의 쓸모 있는 블록을 희생시킴으로써 전체 시

스템 성능을 하락시킨다. 전달이 됐을 시 사용될 희생 블록만을 전달하고 

전달이 됐을 시 사용되지 않을 희생블록은 전달하지 않는다면, 메모리로 

가는 요청을 캐시에서 공급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2.1 배경 지식

다중 코어 캐시 메모리의 캐시 구조는 크게 전용 캐시와  공유 캐시 두 

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하나의 장점이 다

른 하나의 단점이 되는 서로 상대적인 설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며,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전용 캐시와 공유 캐시를 개념적으로 표현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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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용 단계 2 캐시 구조

전용 캐시는 각 코어가 작은 캐시 조각(cache slice)을 가지며 코어는 할

당된 전용 캐시 조각에만 새로운 블록을 할당할 수 있다. 캐시 조각은 전

체 캐시 보다 작기 때문에 접근 시간이 적게 걸리며, 각 코어가 분리된 

캐시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코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performance

isolation). 각 코어가 코어만의 캐시를 가지기 때문에 타일 구조로 코어를 

추가하고 설계하기 쉽다. 또한 전용 캐시에서 적중 실패 시에만 단계 2

캐시 연결망을 접근하기 때문에, 단계 2 캐시 연결망을 간단한 저 대역폭

으로 설계해도 된다. 이처럼 전용 캐시의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 하지만 

전용 캐시는 다른 코어의 캐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시 공간

이 많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성능 향상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용 캐시 기반의 연구에서는 제한된 캐시 조각 공간을 넘어서 전

체 캐시를 공유하도록 하도록 하는 기법을 추구하였다

[CS06][DS07][HG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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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공유 단계 2 캐시 구조

공유 캐시는 다중 코어 프로세서의 모든 코어가 하나의 큰 캐시를 공유

하는 형태이다. 큰 캐시 공간이 각 코어의 캐시 공간 요구량에 맞게 잘 

분배 된다면, 큰 캐시 공간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에게 큰 캐시 공간이 

할당되어 성능이 향상될 것이며, 작은 캐시 공간만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

램에게는 작은 공간이 할당되어도 성능하락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캐시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

유로 현재 많은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이 다중 코어 프로세서 환경에서 공유 

캐시를 사용하고 있다[AMD][INTE1][INTE2]. 하지만 공유 캐시는 모든 코

어들이 언제나 큰 캐시를 접근하기 때문에 캐시 접근 시간이 오래 걸린

다. 많은 캐시 용량이 필요 없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은 캐시 용량을 사용

하거나 많은 캐시 용량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부족한 캐시 용량을 사

용하게 된다면, 공유 캐시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전체 시

스템 성능이 하락한다. 따라서 공유 캐시 기반의 연구에서는 코어 간의 

간섭을 줄이고 응용 프로그램들의 캐시 요구량에 따라 캐시를 분배함으로

써 공유 캐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HRI+06][Iyer04][STW92][SDR02][SRD04][QP06][ZC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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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다중코어 프로세서의 캐시 연구 방향으로 그림 2.3과 같은 

NUCA(Non Uniform Cache Access)가 진행되었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캐시의 배선 지연 시간(wire dela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UCA는 큰 

캐시를 작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NoC(Network on Chip)를 사용하여 

캐시 조각을 연결하였다.

그림 2.3 SNUCA의 배치도

SNUCA는 요청된 메모리 블록을 요구하는 코어 가까이로 이동시킴으

로써 다음번 접근에서 빠른 접근속도를 얻으려고 하였다. NuRAPID는 읽

기만 하는 블록을 요구하는 코어 가까이 복사함으로써 빠른 접근속도를 

얻고, 읽고 쓰는 블록은 복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너무 잦은 복사를 방

지하였다. DNUCA는 적당하게 주변 코어들을 묶어서 공유 캐시로 작동

하고 묶음끼리는 전용 캐시로 작동하여 두 가지 전략의 이익을 취하려 하

였다. NUCA계열의 연구는 기존 전용 캐시와 공유 캐시에 비해 과감한 

설계방법이며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BK02][HFF09][CPV05][HC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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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다중 프로세서 환경에서 전용 캐시는 작은 접근 시

간, 타일 구조, 간단한 캐시 연결망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작은 캐시 공간

에 따른 큰 캐시 적중 실패율(miss rate)이 단점이다. 전용 캐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협력 캐시(cooperative cache) 기법은 웹 캐시 서버 사이에서 사용하던 

캐시 공유 기법[DWA+94]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용 캐시 사이에서 캐

시 용량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각 코어의 전용 캐시 조각에서 캐시 적중 

실패가 발생하면 새로운 블록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블록이 희생되어 나가게 되는데, 그 블록을 주변 코어 중 하나를 선택하

여 희생 블록을 삽입시킨다. 그럼으로써 어떤 한 코어의 블록이 자기 자

신의 전용 캐시 조각 뿐 아니라 다른 코어의 전용 캐시 조각에 까지 퍼지

게 되어 자신에게 할당된 전용 캐시 조각의 공간을 넘어 서서 캐시 공간

을 점유하게 한다. 또한 최근 접근한 블록은 코어 자신에게 할당된 캐시 

조각에 삽입함으로써 빠르게 최근 사용된 블록을 접근하도록 하여 전용 

캐시의 이점을 살렸다. 하지만 희생 블록 전달이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

치는 경우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정해진 확률을 사용하여 희

생 블록의 전달 여부를 결정하였다[CS06]. 캐시 공간 할당으로 성능 이득

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는 캐시 조각의 희생 블록을 다른 캐시 조

각으로의 전달은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협력 캐시는 다른 캐시 조각에게 희생 블록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다른 

캐시 조각으로부터 희생 블록을 받는다. 캐시 용량이 더 필요한 응용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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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희생 블록을 받아서 내 캐시 용량을 다른 코어에게 빌려주게 되

면 캐시 공간이 부족해 성능이 하락하며, 캐시 용량이 더 필요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이 희생 블록을 다른 캐시 조각에게 전달한다면 이득 없이 

타 코어의 캐시 공간을 차지하여 성능이 하락한다. DSR(Dynamic

Spill-Receive) 기법은 이런 협력 캐시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 각 캐시 

조각이 다른 코어의 희생 블록을 받지 않고 자신의 희생 블록을 전달하는 

Spiller와 자신의 희생 블록을 전달 받지 않고 다른 코어의 희생 블록을 

전달 받는 Receiver의 두 가지 그룹으로 캐시 조각을 나누어 동작한다

[Qure09][ZJS10]. DSR은 캐시 단위로 희생 블록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

하여 캐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DSR 역시 각각의 희생 블록을 

전달할 때 전달된 블록이 사용될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탄력 협동 캐시(elastic cooperative cache)와 ASP-NUCA(Adaptive

Shared/Private NUCA)는 전용 캐시 환경에서 각각의 캐시 조각을 전용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누었다. 전용 부분은 각 코어가 전용으로 사용하

는 공간이며 공유 부분은 다른 코어들이 전달한 희생 블록이 저장된다

[DS07][HGR10]. 캐시 조각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서로 격리시킴으로써

다른 코어의 희생 블록 전달에 의해 자신의 블록이 희생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블록 때문에 다른 코어에게 받은 희생 블록을 다시 희생 시키지 

않는다. 또한 각 구역의 크기를 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응용 프로그램

에 맞추어 캐시 용량을 할당한다.

ASR(Adaptive Selective Replication)은 단계 1 캐시에서 희생된 블록은 

가까운 시간에 다시 접근한다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단계 1 캐시의 희생 

블록을 자신이 속한 단계 2 캐시 조각에 전달한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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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희생 블록 전달이 이익이 되는지 동적으로 평가하여 전달 확률을 결

정한다. 이와같이 ASR은 전달 확률을 조절함으로써 단계 2 캐시의 용량

과 접근속도의 균형(Tradeoff)을 맞춰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킨다

[BMW06]. 그러나 전달 확률 조절 기법은 희생 블록 전달의 양은 조절해 

주지만 전달된 블록이 사용될지 여부는 알려주지 못한다.

협력 캐시와 DSR은 희생 블록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코어에 속한 캐

시 조각에서의 원격 캐시 적중은 향상시켰지만 자신의 코어에 속한 캐시 

조각에서의 적중은 늘리지 못했다. APP(Adaptive Placement Policy)는 새

로운 블록을 선택적으로 자신이 속한 캐시 조각 대신 다른 코어의 캐시 

조각에 삽입하여 원격 캐시 적중을 지역 캐시 적중으로 전환시켰다. 원격 

캐시 적중 보다 지역 캐시 적중이 접근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평균 캐시 

접근 시간을 줄임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다[SSK11].

이상에서 설명한 다양한 희생 블록 전달기법들은 모두 전용 캐시 환경

에서 희생 블록 전달을 통해 캐시 용량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좀 더 효율

적인 캐시 사용을 위해 캐시 조각의 역할을 분리하거나 캐시 조각의 공간

을 나누기도 했으며, 또한 전달하는 확률을 조절하는 기법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는 모두 전달된 희생 블록이 사용될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유 캐시 기반의 연구에서도 희생 블록 전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VR(Victim Replication) 기법은 뱅킹(Banking)된 공유 캐시 구조에서 단계 

1 캐시에서 희생된 블록을 코어에 가까운 단계 2 캐시 뱅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단계 2 캐시의 용량을 희생하는 대신 빠른 단계 2 캐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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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얻었다[ZA05]. 하지만 VR 역시 전달된 희생 블록의 재사용에 대

한 여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다중 프로세서 환경

에서 희생 블록 전달 기법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한다. 희생 블

록이 발생할 때 전달되어 쓰일지 여부를 예측하여 쓰일 것이라고 예측되

는 희생 블록만 전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특정 희생 전달 기법에 종속되지 않으며 범용적으

로 채택되어 구현될 수 있다는데 그 실용성과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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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용 캐시 환경에서의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

이 장에서는, 다중 프로세서 전용 캐시 환경에서 각 희생 블록 별로 다

른 캐시 조각에 전달 할지 여부를 추측하여 재사용 될 블록만 전달하는 

“전용 캐시 환경에서의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을 소개한다.

2.3.1 희생 블록 전달이 미치는 영향

그림 2.4는 각 코어가 1MB 캐시 조각을 가진 전용 캐시에서 협력 캐시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의 각 캐시 조각의 희생 캐시 전달(spill)의 수와 재

사용(reuse)의 수이다. 4개의 코어에 각각 ammp, gzip, mcf, twolf의 프로

그램이 실행되었다. 협력 캐시의 전달률(spill rate)은 100%상태이며, 현재 

작업 상황에서 다른 0%, 25%, 50%, 75%의 전달률에 비해 가장 좋은 성

능을 얻은 전달률이다. 자세한 실험 환경은 차후 설명한다.

그림 2.4 협력 캐시 기법에서의 희생 블록 전달 및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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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p는 189만번의 희생 블록 전달을 했으며 그 중 191만번의 희생 블

록 재사용이 있었다. 희생 블록 전달보다 재사용이 더 많은 이유는 

ammp가 한 번 전달된 희생 블록이 희생 블록을 받은 캐시에서 희생되어 

나가기 전에 두 번 재사용 되어서 이다. 희생 블록이 생기더라도 그 희생 

블록이 다른 캐시 조각에 있다면 전달하지 않는다. gzip과 twolf는 희생 

블록 전달의 수가 극히 적으며 또한 그에 따른 재사용 또한 적다. mcf는 

굉장히 많은 희생 블록 전달을 한다. 하지만 거의 재사용 되지 않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mcf처럼 희생 블록 전달을 하되 재사용이 거의 없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희생 블록전달을 제한한다면 캐시 공간의 효율적

인 사용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

그림 2.5 기존 전용 캐시와 협력 캐시가 적용된 전용

캐시와의 IPC비교

그림 2.5는 기존 전용 캐시와 협력 캐시 기법을 적용한 전용 캐시의 

IPC(Instructions Per Cycle)를 비교하는 그림이다. ammp는 효과적인 희

생 블록 전달과 재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gzip은 ammp와 mcf의 희생 블록 때문에 자신의 캐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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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지 못하고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mcf는 많은 

수의 희생 블록 전달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twolf는 ammp와 mcf의 희생 블록 전달에도 불구하고 성능하락이 없다.

이는 twolf가 캐시공간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

이다. mcf의 쓰이지 않는 희생 블록 전달을 막을 수 있다면 ammp는 더 

많은 캐시 공간을 사용함으로 써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gzip은 

캐시 공간을 지킴으로 써 성능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재사용률

그림 2.6은 4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4코어 워크로드

(Workload)들이 협력 캐시 기법이 사용된 전용 캐시에서 보이는 재사용

률(reuse ratio)이다. 재사용률은 희생 블록 재사용 수를 희생 블록 전달 

수로 나눈 값이다. 자세한 실험 환경은 뒷장에서 설명한다. 재사용률은 최

소 41.08%, 최대 82.3%, 평균 65.6%을 보인다. 협력 캐시가 희생 블록 전

달로 인해 성능 향상을 얻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수의 희생 블록 전달이 

재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존 협력 캐시의 희생 블록 전달 기법은 희생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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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희생 블록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그로인해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성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희생 블록 전달이 성능에 도

움이 되기 위해서는 재사용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희생 블록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2.3.2 생존 시간과 교체-재사용 시간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받는 캐시의 상태와 희생 블록의 상태를 

고려하여 희생 블록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기법을 제시한다. 희

생 블록을 전달받는 캐시의 상태와 희생 블록의 상태를 나타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존 시간과 교체-재사용 시간을 정의하였다.

정의 2.1 (생존 시간, Life Time) 어떤 캐시가 있을 때 그 캐시의 생존 

시간은 새로 들어온 블록이 들어와서부터 희생되어 캐시를 빠져나갈때 까

지의 평균시간 간격으로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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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생존 시간

어떤 희생 블록이 캐시에 들어왔을 경우 캐시 안에서의 희생 블록의 움

직임은 그 캐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생존 시간은 캐시의 특

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표이다. 그림 2.7은 캐시 A와 캐시 B의 동일한 set

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화하기 위해 한 set에 4개의 블록만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그림 2.7 (ㄱ)은 캐시 A에서 한 블록이 희생 되어 나오며 그 블록

이 캐시 B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시간부터 캐시 B의 생존 시간

이 시작된다. 그림 2.7 (ㄴ)은 시간이 지나 캐시 B에서 전달된 블록이 희

생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간까지가 생존 시간의 끝이다.

정의 2.2 (교체-재사용 시간, Replacement-Reuse Time) 어떤 블록과 어

떤 캐시가 있을 때 그 블록이 그 캐시에서 희생되어 나갔을 때부터 다시 

접근되어 다시 캐시 안으로 삽입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그 블록의 재사

용 시간으로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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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교체-재사용 시간

어떤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은 캐시의 특성과 상관없는 그 블록 자체

의 특성이다. 그림 2.8은 캐시 B의 한 set에서의 캐시-재사용 시간의 시작

과 끝을 보여준다. 그림 2.8 (ㄱ)은 어떤 블록이 희생되어 캐시 A에서 나

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부터가 그 블록의 캐시-재사용 시간의 시작이

다. 그림 2.8 (ㄴ)은 시간이 지나 희생된 블록이 다시 접근되어 캐시 A 안

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까지가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의 

끝이다.

2.3.3 재사용 조건

이상에서 캐시의 특성을 표현하는 생존시간과 희생 블록의 특성을 표현

하는 교체-재사용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생존시간

과 교체-재사용 시간을 가지고, 희생 블록이 전달됐을 경우 원격 캐시 적

중으로 재사용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재사용 조건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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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블록이 희생되어 다른 캐시로 전달되었을 경우 그 블록이 원격 캐

시 적중이 되면, 수백 사이클에 이르는 메모리로의 접근 대신 수십 사이

클에 불과한 캐시 접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다. 반대로 전달

된 희생 블록이 원격 적중 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희생되어 캐시에서 없

어진다면, 희생 블록을 전달한 코어는 성능향상이 없으며 희생 블록을 전

달받은 코어는 자신의 블록을 희생시켜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캐시 공간 

부족으로 성능이 악화된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 블록이 발생했을 때 이 

블록을 전달하여 성능 향상을 얻으려면, 그 희생 블록이 어떤 캐시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그 블록이 전달된 캐시 안에서 원격 적중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희생 블록이 어떤 캐시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그 블록이 

전달된 캐시 안에서 원격 적중이 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재사용 조건

을 제안한다.

정의 2.3 재사용 조건(Reuse Condition) 어떤 희생 블록과 희생 블록이 

전달될 캐시가 있을 때,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이 희생 블록이 전

달될 캐시의 생존 시간에 비해 작거나 같을 때 재사용 조건을 만족시킨다

고 정의한다. □

어떤 희생 블록과 전달될 캐시가 있고 그에 따른 교체-재사용 시간과 

생존 시간을 알 경우 재사용 시간과 생존 시간이 재사용 조건을 만족시킨

다면, 그 희생 블록이 캐시에 전달되었을 경우 원격 적중이 일어날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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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조건을 만족한다면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이 희생 블록

이 전달될 캐시의 생존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전달된 희생 블록

이 전달된 캐시에서 희생되어 나가기 전에 원격 캐시 적중이 일어나게 되

어 메모리 접근을 줄이고 캐시 접근을 늘려 성능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은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이 

희생 블록이 전달될 캐시의 생존시간보다 크다는 말과 같다. 이 경우 전

달된 희생 블록은 원격 캐시 적중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된 캐시

에서 희생되어 나가게 된다. 원격 캐시 적중을 일으키지 못한 전달된 희

생 블록은 원래 있던 블록을 희생 시키면서 캐시 공간을 줄이고 캐시 연

결망의 대역폭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성능을 하락시킨다.

그림 2.9 재사용 조건

그림 2.9는 재사용 조건의 예를 설명한다. 그림 2.9 (ㄱ)은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이 캐시 B의 생존 시간보다 커서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

지 않을 경우이다. 희생 블록은 캐시 B에 전달된 후 생존시간이 되면 캐



25

시 B에서 희생되어 나오게 된다. 이후 교체-재사용 시간이 되어 캐시를 

접근 했을 때는 이미 희생되어 나갔으므로 적중 실패한다.

그림 2.9 (ㄴ)은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이 캐시 B의 생존 시간보

다 작아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희생 블록은 캐시 B에 

전달된 후 교체-재사용 시간이 되는 시점에 캐시 B의 생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캐시 B에 존재 한다. 따라서 캐시 적중이 일어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사용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희생 블록이 어떤 캐시

에 전달됐을 경우 그 캐시에서 희생되어 나오기 전에 원격 캐시 적중을 

일으키는지 예측할 수 있다. 희생 블록 전달은 에너지, 캐시 연결망 대역

폭 등을 소모하며 또한 원래 캐시 내부에 존재하던 블록을 희생시키기 때

문에 캐시 용량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 따라서 원격 캐시 적중을 일으

키지 못하는 희생 블록 전달은 오히려 에너지, 캐시 연결망 대역폭을 소

모하면서 성능을 하락시킨다. 재사용 조건을 이용하여 전달됐을 때 원격 

캐시 적중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되는 희생 블록만을 전달한다면, 원격 

캐시 적중을 일으키지 않는 희생 블록 전달은 감소시키고 원격 캐시 적중

을 일으키는 희생 블록 전달은 증가시킴으로서 에너지와 캐시 연결망 사

용을 성능 향상으로 이끌 수 있다.

2.3.4 생존 시간, 교체-재사용 시간, 재사용 조건의 실제적 

유도

이전 장에서는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과 전달될 캐시의 생존 시

간을 소개하고, 희생 블록이 캐시에 전달됐을 경우 원격 캐시 적중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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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지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재사용 조건에 대해 개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실질적인 캐시 하드웨어 상에서 희생 블록의 교체

-재사용 시간과 전달 받을 캐시의 생존 시간을 추측하고, 추측한 재사용 

시간과 생존 시간을 이용해 실제적 재사용 조건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2.3.4.1 생존 시간 예측

희생 블록을 전달받는 캐시의 생존시간은 희생 블록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시간 간격의 평균이다. 이 값을 예측 하려면 실제 

캐시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 희생 블록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하드웨어 상으로 구현에 무리가 따른다. 각 블록에 

시간 정보를 쓸 수 있는 레지스터를 추가해야 하며 그 정보를 다른 공간

에 저장해야 하고, 다시 평균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큰 용

량이 필요치 않고 작은 양의 저장장소로 간단하게 생존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그 방법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캐시의 생존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달된 희생 블록이 캐시 

안에 삽입되어 생존 시간이 시작된 후부터 캐시에서 희생되어 생존 시간

이 끝나는 시점 까지, 어떤 일을 겪으며 생존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야 한

다.

어떤 캐시의 생존 시간은 희생 블록이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LRU 교체 

정책에서 새로 들어온 블록은 MRU 위치로 삽입이 되며, 나머지 블록은 

LRU 위치로 한 칸씩 이동하게 된다. 원래 LRU 위치에 있던 블록은 남는 

캐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희생된다. 캐시에서 적중 실패(Miss)가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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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로운 블록이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MRU 위치로 삽입이 되며, 전

달된 희생 블록을 포함한 나머지 블록은 다시 LRU 위치로 한 칸씩 이동

하게 된다. 캐시에서 적중(Hit)이 일어나면 적중된 위치에 따라 희생 블록

이 밀릴 경우도 있으며 밀리지 않을 경우도 있다. 캐시 적중이 희생 블록

보다 MRU에 가까운 위치에서 일어난다면, 그 적중한 블록은 MRU 위치

에 이동한다. 그리고 MRU 위치의 블록부터 적중한 블록 전까지의 블록

들이 한 칸씩 LRU 위치 방향으로 이동하며, 전달된 희생 블록은 적중한 

블록보다 LRU에 가깝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적중한 블

록이 희생 블록보다 LRU에 가깝게 위치한다면 전달되는 경우, 역시 적중 

블록은 MRU 위치로 이동하며 MRU 위치의 블록부터 적중한 블록 전까

지의 블록들이 한 칸씩 LRU 위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에는 전달

된 희생 블록 또한 적중 블록기준으로 MRU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

달된 희생 블록도 한 칸 LRU 위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응용 프로그램이 

진행하면서 위에서 설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전달된 희

생 블록은 LRU 위치로 이동이 된다. 여기서 다시 적중 실패가 일어나면 

새 블록이 캐시에 들어오고 전달된 희생 블록이 희생 되며 생존 시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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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전달된 희생 블록의 움직임 예

그림 2.10은 앞서 설명한 전달된 희생 블록의 움직임의 3가지 예이다.

왼쪽 그림들은 한 set의 초기 상태와 일어난 사건을 표시하며 오른쪽 그

림들은 그로인해 변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초기 상태로 a, b, k, c, d, e

블록이 한 set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블록 k는 다른 캐시에서 전달된 희

생 블록이다. 그림 2.10 (ㄱ)에서는 캐시 적중 실패로 인해 새로운 블록 n

이 삽입된다. 그 결과 LRU 위치의 블록 e가 희생되고, 나머지 블록이 

LRU 위치 방향으로 한 칸씩 밀리며 남는 MRU 자리에 블록 n이 삽입된

다. 결과적으로 전달된 희생 블록 k는 한 칸 LRU 위치 방향으로 이동한

다. 그림 2.10 (ㄴ)은 블록 b에 캐시 적중이 일어난 상황이다. 블록 b는 

MRU 위치로 이동하며, 블록 b보다 MRU 위치에 가까운 블록 a는 한 칸 

LRU 위치 방향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나머지 블록들은 원래 자리에서 그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블록 k는 캐시 적중에 영향 받지 않으

며 움직이지 않는다. 그림 2.10 (ㄷ)은 블록 d에 캐시 적중이 일어난 상황

이다. 블록 d는 MRU 위치로 이동하며, 블록 b보다 MRU 위치에 가까운 

블록들은 한 칸 LRU 위치 방향으로 이동한다. 블록 k 또한 블록 b보다 

MRU 위치에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블록 k 또한 한 칸 LRU 위치 방향

으로 이동한다. 위 예에서 봤듯이 전달된 희생 블록의 전달받은 캐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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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움직임은 전달받은 캐시의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전달받은 

캐시의 생존 시간은 그 캐시의 활동에 달린 것이다.

캐시의 생존 시간은 전달된 희생 블록이 캐시의 MRU 위치에서 LRU

위치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시간 = 거리/속도” 공식을 이용하

면  캐시의 생존 시간을 구할 수 있다.

희생 블록이 이동한 이동거리는 캐시의 연관성(Associativity)과 일치한

다. 희생 블록의 캐시 안에서의 이동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이

므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떤 

희생 블록이 전달되어 캐시에 들어왔을 경우 그 희생 블록은 희생 블록을 

받은 캐시에서 적중 실패(Miss)가 일어나거나 전달된 희생 블록보다 LRU

에 가까운 위치에서 적중(Hit)이 일어났을 경우 LRU 위치를 향해 한 칸 

이동 한다. 따라서 이동 속도는 위의 사건(Event)들이 일어난 수를 측정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캐시의 적중 시간 예측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정의 2.4 평균 캐시 생존 시간 예측 값 (Average Cache Life Time

Prediction Value) : 캐시 B의 생존 시간 예측 값은 다음과 같다.

   ×

×
□

는 캐시의 연관성을 의미하여 는 사건 측정 시간을 의미한

다. 는 측정 시간동안에 일어난 캐시 B에서의 캐시 적중 실패의 

수이며, 는 측정 시간동안에 일어난 캐시 B에서의 캐시 적중의 

수이다.  ×는 측정 시간 내에 일어난 사건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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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앞에 곱해진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값으

로 모든 캐시 적중이 사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 희생 블록보다 

LRU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캐시 적중만이 사건에 포함되도록 하

는 가중치이다. 평균 캐시 생존 시간은 각 블록의 적중과 적중 실패 정보

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 조각 전체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된 블록 각각의 생존 시간이 아니라 전달된 모든 

블록의 평균 생존 시간을 의미한다. 물론 전달된 희생 블록들의 생존 시

간은 같지 않으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희생 블록의 생존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평균 캐시 생존 시간을 사용한다. 또한 

과 를 모든 set이 공유하도록 구현하여 더욱 비용을 줄

였다.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희생 블록의 삽입으로도 캐시 

내부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전달된 희생 블록은 캐시 적중 실패와 같이 

원래 존재하던 블록들을 한 칸씩 LRU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원래 LRU

위치에 존재하던 블록을 희생시킨다. 하지만 캐시에서 기존 블록에 비해 

전달된 희생 블록의 비율은 매우 작을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간단히 하

기 위해 생략하였다.

이상의 제안된 방법은 별다른 캐시 구조의 변경이나, 추가 구조가 필요

없으며 캐시당 카운터 2개만으로 각 캐시의 생존 시간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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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교체-재사용 시간 예측

어떤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은 그 희생 블록이 희생된 시점을 

시작으로 코어에서 접근하여 캐시에 다시 삽입 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

다. 전 장에서 캐시의 생존 시간의 예측은 캐시 내부의 활동을 관찰함으

로 써 가능했지만,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은 캐시 밖으로 희생되

어 나갔을 때부터 시작하므로 캐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예측 할 수 없다.

따라서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의 예측은 생존 시간 예측 기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2.11 교체-재사용 시간

그림 2.11은 기존 캐시 A의 한 set을 보여주며, 희생된 블록의 교체-재

사용 시간의 예측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캐시 내부에서 교체-재사용 시간

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캐시 외부에 보조 태그 디렉토리(ATD, Auxiliary

Tag Directory or Shadow Tag)를 추가하였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는 데

이터 없는 캐시에 해당되며, 각 set은 그에 해당하는 보조 태그 디렉토리

와 대응한다. 기존 캐시에서 블록이 희생되면 그 블록은 해당 set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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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조 태그 디렉토리로 삽입된다. 다른 캐시에서 전달된 블록은 보조 

태그 디렉토리로 삽입되지 않는다. 기존 LRU 교체 정책과 마찬가지로 새

로운 블록은 MRU 위치로 삽입되며 원래 존재하던 블록은 LRU 위치로 

한 칸 이동하고, 기존 LRU 위치의 블록은 희생된다. 기존 캐시에서 적중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검색한다. 해당 주소의 블록

이 존재하여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적중할 경우, 적중한 위치(MRU에서 

적중한 블록까지의 거리)를 알려준다[QP06]. 그림 2.11 (ㄱ)은 캐시 A에서 

희생된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로 삽입되면서 교체-재사용 시간이 시

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11 (ㄴ)은 시간이 흐른 후 삽입된 희생 

블록이 적중하면서 교체-재사용 시간이 종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희생 블록이 발생하고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삽입되면서 교체-재사용 

시간이 시작한다. 그 후 삽입된 희생 블록은 LRU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

며, 이동한 정도는 다른 희생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로 삽입되는 수

에 의존한다. 새로운 희생 블록의 삽입은 보조 태그 디렉토리 안의 LRU

위치의 블록을 희생 시키며, 나머지 블록을 한 칸씩 LRU 방향으로 이동

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희생 블록은 MRU 위치로 자리 잡는다. 결국 원래 

이전에 삽입된 희생 블록은 보조 태그 디렉토리 안에서 적중하면서 교체-

재사용 시간이 끝나게 된다.

그림 2.12 보조 태그 디렉토리 적중의 예

그림 2.12는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적중했을 때를 보여주는 한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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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시 A에서 캐시 적중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그 주소로 보조 태그 디

렉토리를 검색하여 2번 거리에서 적중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MRU 위치

에서 적중이 일어나면 거리값이 0이고, LRU 위치에서 적중이 일어나면 

거리값이 3이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내부에서 희생 블록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생존 시간

을 추측한 것처럼, 희생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을 추측한다.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은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삽입된 시점에 

시작하며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적중했을 때 끝이 난다. 따라서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은 희생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삽입된 때

로부터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적중했을 때까지의 시간과 일치한다.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 또한  “시간 = 거리/속도”의 공식을 이용하여 

추측할 수 있다.

거리는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적중한 위치에 해당한다. 희생 블록의 

보조 태그 디렉토리 안에서의 이동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이므

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떤 또 

다른 희생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로 삽입되었을 경우 또 다른 희생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로 삽입되었을 때 LRU 위치를 향해 한 칸 이

동한다. 따라서 이동 속도는 위의 사건이 일어난 수를 측정 시간으로 나

누면 된다. 종합해 보면, 희생 블록의 재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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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5 교체-재사용 시간 예측 값 (Replacement-Reuse Time

Prediction Value) : 캐시 A의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 예측 값은 

다음과 같다.

 

 ×
□

는 희생 블록이 캐시에 적중한 MRU 위치로 부터의 거리를 의

미하여, 는 사건 측정 시간을 의미한다. 는 캐시 

A에서 일어난 블록 교체의 수이다.

이상의 제안된 방법은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희생 블록의 교

체-재사용 시간을 추측한다. 비록 보조 태그 디렉토리라는 추가 구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캐시 set에 설치하지 않고 일부분의 set에만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설치하는 set 표본(set sampling)방식을 사용하여 하드웨

어 비용을 줄였다[QP06]. 표본화된 보조 태그 디렉토리는 큰 캐시 사이즈

와 얻을 수 있는 성능향상에 비하면 큰 비용(overhead)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3.4.3 실제적 재사용 조건

희생 블록을 전달 받는 캐시의 평균 캐시 생존 시간 예측 값과,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 예측 값을 이용하면, 실제적인 재사용 조건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캐시 A의 희생 블록과 희생 블록

이 전달될 캐시 B가 있을 때, 캐시 A의 희생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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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블록이 전달될 캐시 B의 생존 시간에 비해 작거나 같은 경우, 캐시 

A의 희생 블록이 캐시 B에 전달되었을 때 재사용이 일어난다고 예측한

다. 이 재사용 조건을 캐시 A에서 희생된 블록의 교체-재사용 시간 예측 

값과 캐시 B의 평균 캐시 생존 시간 예측 값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이상의 식에서처럼 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실제적

인 재사용 조건을 구할 수 있다.

정의 2.6 실제적인 재사용 조건 (Reuse Condition) : 캐시 A의 희생 블록

과 희생 블록 전달 상대인 캐시 B가 있을 때, 캐시 A의 희생 블록이 캐

시 B로 전달 됐을 경우 재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결국 캐시 A의 희생 블록이 발생했을 때, 그 희생 블록의 보조 태그 디

렉토리에서의 거리값을 알고 있다면, 오른쪽의  ×

 ×

값과 어떤 것이 더 작은지 여부를 비교하여, 캐시 B로 전달 됐을 경우의 

재사용 여부를 추측할 수 있다. 이 값은 희생 블록의 보조 태그 디렉토리 

거리값에 대해 희생 블록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 값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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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턱 거리로 정의한다.

정의 2.7 문턱 거리 (Threshold Distance) : 캐시 A에서 B로의 문턱거리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위 문턱 거리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문턱 거리는 반사적(Reflexive)이지 

않다. →는 →와 

다르다. 따라서 가능한 캐시 순서쌍 마다 문턱 거리가 존재하며 개의 

캐시 조각이 있을 경우   개의 문턱 거리 값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캐시 조각 A, B, C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6개의 문턱 거리 값들

이 존재한다.

→

→

→

→

→

→

정의된 값을 사용하여 다시 실제적인 재사용 조건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2.8 실제적인 재사용 조건2 (Reuse Condition2) : 캐시 A의 희생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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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과 희생 블록 전달 상대인 캐시 B가 있을 때, 캐시 A의 희생 블록이 

캐시 B로 전달 됐을 경우 재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희생 블록을 다른 캐시 조각으로 전달할지의 여부는 희생 블록이 발생

하자마자 결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희생 블록의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의 거리인 와 값이 준비되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다.

희생 블록의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의 거리인 는 희

생 블록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각의 희생 블록마다 어딘가에 저장장

소를 만들어 저장해야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희

생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캐시 적중이 일어날 때, 그 값을 저장

해 두었다가 희생 블록이 생겼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그 구조는 다음 장

에서 설명한다.

반면, 값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값은 캐시 A와 캐시 B의 전체적인 통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희생 블록의 특성이 아니라 캐시 A와 캐시 B의 전체 활동 특

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값은 갑자기 크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시간 간격(interval)마다 이 값을 계산해서 가

지고 있어도 무리가 없다. 이 값은 일정 시간 간격(interval)동안 모은 캐

시 적중, 캐시 적중 실패, 캐시 블록 교체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다음 

시간 간격 동안 사용한다.

종합해 보면, 본 논문이 제안하는 희생 블록 조절 기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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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마다 캐시 적중, 캐시 적중 실패, 캐시 블록 교체 정보를 이용하

여 를 새로 계산한다. 캐시 적중에 실패하고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적중했을 경우, 적중한 블록의 거리값을 저장소에 저장한다.

희생 블록이 생길 때마다 그 희생블록의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의 거리

값인 을 저장소에서 읽어온 후 미리 계산된 

와 비교한다. 값이 작은 경우에만 해

당 캐시로 전달한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2.3.6 희생 블록 전달 조절 동

작”에서 설명한다.

2.3.5 희생 블록 전달 조절을 위한 하드웨어

지난 장에서 설명했듯이 희생 블록이 발생하여 다른 캐시에 전달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와 값을 읽

어 와야 하며, 따라서 두 값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우선 값을 얻기 위한 보조 태그 디렉토리가 필요하다.

모든 set에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설치한다면 캐시보다 보조 태그 디렉토

리가 더 캐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현하기 불가능 하다. 따라서 set

표본(set sampling)기법을 사용하여 일정 범위의 set 구간마다 하나씩만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설치한다. 물론 이로 인한 예측 정확도 하락이 존

재한다. 하지만 적당한 수 이상의 set 표본은 정확도를 크게 하락시키지 

않는다 [QJP+07].



39

그림 2.13 set 표본

그림 2.13은 set 표본 방법이 적용된 캐시의 그림이다. 예를 위해 16개

의 set만을 넣었다. 모든 캐시의 set에 보조 태그 디렉토리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0번, 5번, 10,번 15번의 4개 set에만 보조 태그 디렉토리가 설치되

어 과도하게 칩 면적을 차지하는 것을 막았다.

본 논문에서는 32개의 set마다 1개의 태그 디렉토리를 사용되었다. 결국 

태그 디렉토리가 붙은 set의 희생 블록의 정보만이 저장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그 디렉토리가 없는 set의 희생 블록이 생겼을 경

우, 태그 디렉토리가 붙은 set의 를 사용할 수 밖에 없

다. 응용 프로그램 특성상  2의 배수인 동일한 주소 차이(stride)를 가지고 

캐시를 접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캐시 set을 동일한 set 간격을 

두고 접근하게 되며, 이 간격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가 있는 set과 겹칠 수

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메모리 주소열의 정보만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통해 저장되므로, 그 정보가 캐시를 대표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

기 힘들다. 이런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 32 개의 set마다 1개의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두되, 그 위치를 32개의 set 중에 일정하게 두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처음 32개의 set 중에는 첫 번째 set에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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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했으며, 다음 32개의 set 중에는 두 번째 set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보

조 태그 디렉토리 사이의 set 수를 2의 배수인 32가 아닌 33으로 하였다.

캐시의 각 블록에는 기본 태그와 데이터 정보 뿐 아니라 8비트의 프로

그램 카운터(PC, Program Counter) 해시(hash) 값을 저장한다. 프로그램 

카운터 해시 값은 해당 블록을 접근한 프로그램 카운터의 해시 값이다.

이 해시 값은 값을 저장소로부터 읽어오기 위해 사용한

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가 설치되어 있는 set의 블록일 경우 희생되어 보

조 태그 디렉토리로 삽입될 때 이 프로그램 카운터 해시 값 또한 같이 이

동한다. 나중에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적중이 일어나 

값을 저장소에 저장할 때 사용한다.

캐시의 각 블록에는 1비트의 전달 신호(flag) 또한 저장한다. 이 신호 

값은 현재 가지고 있는 블록이 다른 블록으로부터 전달된 희생 블록인지 

표시한다. 이 전달 신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캐시 조각으로 받은 블록

을 다시 전달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다른 캐시 조각으로 받은 블록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삽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쓰인다.

따라서 1MB, 1024 set, 16 way의 캐시 조각 4개로 구성된 전용캐시에

서, 각 캐시 블록은 9비트가 추가되며, 더해지는 총 공간 비용(space

overhead)은 72KB이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는 대응되는 set에서 희생되어 나온 블록을 삽입한

다. 각 블록마다 16비트의 태그와 8비트의 프로그램 카운터 해시로 이루

어진다. 각각의 set에 대응되는 보조 태그 디렉토리가 저장할 수 있는 블

록의 수는 48개이다. 따라서 보조 태그 디렉토리로 인한 공간 비용은 

18KB이다.

다음으로, 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공간을 거리 테이블(distance table) 이라고 명명하였다. 거리 테이블은 



41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2차원 SRAM 구조이며, 각 칸은 6비트의 

거리 값이다. 각 차원은 프로그램 카운터 해시 값과 블록 주소의 해시 값

으로 접근하며, 다음과 같은 XOR함수를 사용하여 8비트 해시 값을 구하

였다.

    ⊕  ⊕  ⊕  

    ⊕  ⊕  ⊕  

따라서 거리 테이블의 총 공간 비용은 192KB이다.

그림 2.14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추가 하드웨어

그림 2.14는 앞서 설명한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을 위한 구조들을 

종합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하나의 코어에 해당하는 구조들만 표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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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코어에 해당하는 1단계 캐시와 2단계 캐시 조각은 동일하기 때

문에 생략하였다.

아래 표 2.1은 희생 블록 전달 기법으로 인한 추가 하드웨어 공간 비용

을 정리한 표이다. 캐시 블록당 추가 용량, 보조 태그 디렉토리와 거리 테

이블 모두 합쳐서 282KB의 용량을 차지한다. 4MB 캐시의 용량은 데이터 

4MB와 태그 128KB이며, 추가로 캐시 구현에 따라 사용 비트(dirty bit),

코어 번호(core number), 일관성 비트(coherence bit), LRU 비트 등이 블

록마다 삽입된다. 따라서 희생 블록 전달 조절에 따른 성능 향상을 생각 

한다면, 캐시 전체의 용량에 비해 희생 블록 전달 비용에 따른 공간 비용

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종류 용량

캐시 블록당 추가 용량  ×××  
보조 태그 디렉토리  ×××  

거리 테이블  ××  
총합     

표 2.1 추가 하드웨어의 공간 비용

여기까지 공간적인 비용을 고려해 보았다. 하지만 공간적인 비용 뿐 아

니라 시간적인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거리 테이블은 희생 블록이 발

생한 경우에만 접근되며, 캐시에서 적중 실패하고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서 적중한 경우에만 수정된다. 심지어 보조 태그 디렉토리는 표본 set에서

만 캐시에서 적중 실패 했을 경우에만 접근하고 변경된다. 위에서 설명한 

희생 블록 전달 조절 알고리즘은 수백 사이클이 걸리는 메모리 접근과 겹

치며 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계 경로(critical path)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캐시 접근 시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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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_Hit function::

2.3.6 희생 블록 전달 조절 동작

지난 장까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용 캐시 환경에서의 희생 블록 전

달 조절 기법의 동기와 희생 블록의 재사용 여부를 어떻게 추측할 것인가

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이 어떻게 동

작하는지 종합하여 정리한다.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100,000 사이클의 시간 간격(Interval)을 사

용한다. 시간 간격 동안 희생 블록의 거리 정보를 모아 거리 테이블에 저

장하며, 또한 각 캐시 조각에서 캐시 적중의 수, 캐시 적중 실패의 수, 블

록 교체의 수를 센다. 시간 간격이 끝나면 각 캐시 조각에서 모아둔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각 코어 순서쌍에 해당하는 문턱 거리를 계산한다. 그리

고 각 캐시의 통계치를 초기화 시킨 후 새로운 시간 간격을 시작한다.

희생 블록이 발생하면 거리 테이블에서 희생 블록의 거리를 읽어온다.

이것을 새롭게 계산된 각 코어의 문턱 거리와 비교한 후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캐시 조각에 희생 블록을 전달한다.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캐

시 조각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임의로(Randomly) 하나의 캐시 조각을 선

택하여 전달한다.

그림 2.15는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문턱 거리를 계산하는 알고리

즘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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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core_number] <= Hits[core_number] + 1

::end

On_Miss function::

Misses[core_number] <= Misses[core_number] + 1

::end

On_Replacement function::

Replacements[core_number] <= Replacements[core_number] + 1

::end

On_end_of_interval function::

for every i, j s.t i ≠ j, i∈CoreSet, j∈CoreSet

 →  ⇐  × 

× 

end for

for every i s.t i∈CoreSet

Hits[i] <= 0

end for

::end

On_Replacement_at_sample_set function::

insert the victim block into the auxiliary tag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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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n_Miss_at_sample_set function::

search auxiliary tag directory with the miss address

if hit on the auxiliary tag directory

 ⇐  

 ⇐   ⊕  ⊕  ⊕  

 ⇐   ⊕  ⊕  ⊕  

   

⇐

    

end if

::end

그림 2.15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문턱거리 계산 알고리즘

On_Hit, On_Miss, On_Replacement는 각각 캐시 적중, 캐시 적중 실패 

그리고 캐시 블록 교체가 발행했을 시에 동작하며 각 카운터를 1 증가시

킨다.

On_end_of_interval은 100,000사이클의 시간이 지나 시간 간격이 끝났

을 경우 동작한다. 시간 간격 안에서 구한 통계 자료를 사용해 모든 코어 

순서쌍 i, j에 대해 문턱 거리  → 를 계산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 간격을 위해 통계 자료 카운터를 0으로 초기화 시키

며 새로운 시간 간젹이 시작한다. CoreSet은 모든 코어 숫자(core

number)들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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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 를 구하기 위한 값으로 

1/2을 사용하였다. 값은 캐시에서의 적중이 희생 블록의 움직임에 미치

는 영향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구현의 단순화를 위해 캐시 적중의 

반 정도가 희생 블록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했으며, 적당한 값

을 찾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림 2.16 전달된 희생 블록 기준 LRU 방향 적중 비율

그림 2.16은 각 프로그램이 희생 블록을 받았을 경우 적중이 희생 블록

에 비해 MRU 위치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MRU 위치에 일어나는 비율

이다. 비록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평균으로 보면 56%로 

1/2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값 특성도 실시간으로 

알아내어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문턱 값 계산으로 이어져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On_Replacement_at_sample_set은 표본 set에서 희생 블록이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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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_Replaced_block function::

 ⇐   ⊕  ⊕  ⊕  

 ⇐    

경우 그 희생 블록의 거리 값을 구하기 위해 대응하는 보조 태그 디렉토

리에 희생 블록을 삽입한다.

On_Miss_at_sample_set은 표본 set에서 캐시 적중 실패가 있어났을 경

우 동작한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검색한 후 적중이 일어나면 8비트의 

해시된 프로그램 카운터와 해시된 주소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해시 값들

을 사용하여 거리 테이블에 적중한 블록의 거리 값을 저장한다.

거리 테이블에 적중한 블록의 거리 값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저장된 

값과 더한 후 반으로 나누어 저장한다. 거리 테이블의 크기는 정해져 있

기 때문에 모든 희생 블록의 거리 값을 저장할 수 없으며 저장할 수 있는 

희생 블록의 제한된 수의 거리 값만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희생 블록의 거리 정보가 거리 테이블의 한 칸에 대응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여러 희생 블록의 거리 정보가 같은 칸에 대응되는 현상을 가

명 현상(aliasing)이라고 한다. 가명 현상이 발생하면 서로 다른 희생 블록

의 거리 정보가 저장되면서 해당 저장 장소의 값이 크게 변동된다. 게다

가 같은 주소의 희생 블록일지라도 측정할 때 마다 다른 거리 값이 나올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른 주소 사이거나 같은 주소 사이에 거리 값의 갑

작스런 변동을 완화하고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저장된 값

과 평균을 구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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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very i,

s.t  ≦    ∈
 ⇐  ∪ 

end for

if  ≠ ∅

targetCore = choose one element from  randomly

transfer the victim block to the cache slice of targetCore

end if

::end

그림 2.17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희생 블록 전달 여부 결정 알고리즘

그림 2.17은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희생 블록 전달 여부를 결정

하는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On_Replaced_block은 희생 블록이 생겼을 경

우 동작한다. 거리 테이블에서 과 를 이용하여 희생 블록

의 거리 값을 얻어온다. 그 다음 문턱 거리인 를 이용하

여 재사용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코어 번호를 에 저

장한다. 그 후 중에 하나의 코어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코어의 캐시 조각에 희생 블록을 전달한다. 물론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코어가 하나도 없다면 희생 블록은 어떤 캐시에도 전달되지 않는다.

이번 장에서는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에서 문턱 거리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과 희생 블록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모든 동작

을 살펴보았다. 캐시에 적중하거나 캐시 적중 실패하거나 하는 등의 사건

이 일어났을 경우에 카운터를 사용해 캐시의 통계자료를 모으고, 시간 간

격이 끝나면 모은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각 캐시 조각 사이의 문턱 거리 

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희생 블록 발생 시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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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조 태그 디렉토리에서 적중 발생 시 희생 블록의 거리 값을 거리 

테이블에 저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캐시의 특성과 희생 블록의 특성

을 각각 저장한다. 그 후 희생 블록이 발생하면 거리 테이블의 거리와 문

턱 거리 값과 비교하여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캐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희생 블록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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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능 평가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실제 모의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성능상의 향상 정도를 살펴본다.

2.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의 모의실험은 구동 기반 시뮬레이터인 SimpleScalar를 기

반으로 단일 칩 다중 프로세서 실험을 위해 확장된 CMPSIM을 사용하였

으며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 구현을 위해 변경되었다. 이벤트 구동형 

시뮬레이터(event-driven simulator)인 CMPSIM는 빠른 모의실험과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보장하는 강력한 실험 환경으로, 비순차적 실행

(out-of-order execution), 비중단 캐시(non-blocking cache), 투기적 실행

(speculative execution)등과 같은 최신 프로세서 기술을 지원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기 예측 기법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분리된 단계1 명령

어 캐시, 단계1 데이터 캐시와 단계2 캐시의 다양한 설정을 실험할 수 있

으며, CMPSIM은 전용 단계2 캐시와 공유 단계2 캐시도 실험할 수 있다 

[BAB97][Bald07].

표 2.2에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환경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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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Fetch Queue 8

Fetch, Decode Width 4

Issue Width 4

ROB entries 16

LSQ entries 8

Functional Units(integer) 1 ALU, 1Mult/Div

Functional Units(floating point) 1 ALU, 1Mult/Div

Instruction TLB 128(4 set × 32 way) entries

Data TLB 128(4 set × 32 way) entries

Predictor Style bimod, 2048 entries

BTB entries 2048(512 set × 4 way) entries

RAS entries 8 entries

Branch Misprediction Penalty 3 cycles

L1 I-Cache 64KB, 4 way, 64B line, 1 cycle

L1 D-Cache 64KB, 4 way, 64B line, 1 cycle

L2 Cache(unified)

1MB, 16 way, 64B line per core

10 cycle local hit latency

40 cycle remote hit latency

Memory Latency
first chunk = 300 cycles

inter_chunk = 4 cycles

표 2.2 모의 실험 인자

2.4.2 워크로드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에서 제공하는 CPU 성능 측정 프로그램인 SPEC

CPU 2000 프로그램들로써, 정수형 프로그램 그룹인 CINT 와 실수형 프

로그램 그룹인 CFP 로 구성된다[SPEC00]. CINT 프로그램 그룹은 정수형 

프로그램으로써 정형화 되지 않은 코드의 응용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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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예측이 힘들고 메모리 접근 주소 또한 예측하기 쉽지 않다. 반면에 

CFP 프로그램 그룹은 과학 계산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의 코드를 가진다. 이 같은 경우, 분기 

예측의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메모리 접근 주소 또한 예측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CINT 프로그램 그룹과 CFP 프로그램 그룹 모두를 모의실험

에 사용하였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은 각각 gcc 컴파

일러를 이용하여 ALPHA binary 형태로 컴파일 되었다.

표 2.3과 표 2.4는 각각 본 논문에서 사용된 CINT 프로그램 그룹과 

CFP 프로그램 그룹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간략한 설명으로 소개한다.

BenchMark Description

gzip Data compression utility

vpr FPGA circuit placement and routing

mcf Minumum cost network flow solver

crafty Chess program

parse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on Ray tracing

gap Computational group theory

vortex Object Oriented Database

bzip2 Data compression utility

twolf Place and Route Simulator

표 2.3 CINT 프로그램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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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Description

swim Shallow Water Modeling

mgrid Multi-grid Solver: 3D Potential Field

applu Parabolic / Elliptic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mesa 3-D Graphics Library

galge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rt Image Recognition / Neural Networks

equake Seismic Wave Propagation Simulation

ammp Computational Chemistry

lucas Number Theory / Primality Testing

fma3d Finite-element Crash Simulation

apsi Meteorology: Pollutant Distribution

표 2.4 CFP 프로그램 그룹

위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은 모두 단일 쓰레드 프로그램들이다. 다중 

코어 프로세서의 실험을 위해서는 각각의 코어에 각자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4 코어를 가정했기 때문에 4개의 벤치마

크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1개의 워크로드를 만들었으며, 총 17개의 워크로

드들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 메모리 요구량이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만들기 위해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분류를 기초로 워크로

드들을 조직하였다. 첫 번째 분류는 증여자(giver) 벤치마크 프로그램들로 

캐시 용량을 다른 프로그램에게 빌려줘도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며 

캐시 용량이 추가되어도 성능향상이 미미한 프로그램들이다. 다른 하나의 

분류는 수여자(taker) 벤치마크 프로그램들로 추가된 캐시 용량으로 성능

이 향상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증여자 벤치마크 프로그램 그룹과 수여자 벤치마크 프로그램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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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프로그램들을 작은 워

킹셋 프로그램 그룹, 적은 캐시 활용도 프로그램 그룹, 수여자 프로그램 

그룹으로 나눈다 [PCR+07]. 작은 워킹셋(small working set) 프로그램 그

룹은 캐시 용량이 매우 작을 때는 용량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기는 하

지만 작은 용량만 가지고도 성능 포화가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이다. 적은 

캐시 활용도(low utility) 프로그램 그룹은 캐시 용량이 추가되어도 성능 

향상이 없는 프로그램들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캐시 활용도(high utility)

프로그램 그룹은 캐시 용량이 추가되면 될수록 성능향상이 일어나는 프로

그램들이다.

그림 2.18 캐시 용량 증가에 따른 IPC향상

그 예로 그림 2.18은 단계 2 캐시의 연관성(associativity, ways)을 변화

시키며 용량을 조절하여 그에 따른 대표적인 3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IPC 성능을 보여준다. gzip은 작은 워킹셋 프로그램 그룹에 속하며 4번째 

캐시 웨이까지는 성능향상을 하다가 5번째 캐시 웨이 정도부터는 더 이상 

성능향상이 없다. applu는 적은 캐시 활용도 프로그램 그룹에 속하며 캐

시 용량 조절에 따른 성능차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ammp는 캐시 용

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지속적인 성능향상이 있으며 높은 캐시 활용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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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해당한다.

표 2.5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프로그램 그룹으로 분류된 벤치마크들

을 보여준다.

Category Benchmarks

Small Working Set crafty, eon, gzip and vortex

Low Utility
applu, bzip2, equake, gap, lucas, mcf, mesa and

swim

High Utility
ammp, apsi, art, fma3d, galgel, mgrid

parser, twolf and vpr

표 2.5 캐시 용량 증가로 인한 성능향상에 따른 벤치마크 분류

위의 분류를 이용하여 다시 증여자 프로그램 그룹과 수여자 프로그램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작은 워킹셋 프로그램들과 적은 캐시 활용도 프로

그램들은 캐시 용량이 늘어나도 성능향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게 캐시 용량을 증여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증여자 프로그램 그룹에 넣었

다. 높은 캐시 활용도 프로그램들은 캐시가 증가하면 할수록 성능향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캐시의 용량을 증여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수여자 프로

그램 그룹에 넣었다. 증여자 프로그램 그룹과 수여자 프로그램 그룹으로 

분류된 SPEC2000 벤치마크 목록은 다음 표 2.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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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enchmarks

Giver
applu, bzip2, crafty, eon, equake, gap, gzip, lucas,

mcf, mesa, swim and vortex

Taker
ammp, apsi, art, fma3d, galgel, mgrid

parser, twolf and vpr

표 2.6 증여자, 수여자 벤치마크 분류

표 2.7은 본 논문에서 실험하는 다중 프로그래밍(multi-programmed)된 

17개의 워크로드들이다. 다양한 캐시 요구량의 워크로드들을 구성하기 위

해 증여자와 수여자 프로그램의 수에 따라 워크로드들을 분류하고 구성하

였다. 워크로드들은 총 5가지로 분류되며, 증여자 수 X개와 수여자 수 Y

개인 워크로드는 GXTY 워크로드 그룹으로 분류된다. 예로 G1T3 워크로

드 그룹은 증여자 프로그램 하나와 수여자 프로그램 세 개로 구성된 워크

로드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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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o. Workloads

G4T0

1 equake, gap, mcf, mesa

2 crafty, gcc, mcf vortex

3 eon, gap, lucas, mcf

G3T1

4 applu, art, equake, gap

5 applu, art, bzip2, mcf

6 art, bzip2, gap, vortex

G2T2

7 art, galgel, gap, lucas

8 art, fma3d, lucas, mcf

9 ammp, gzip, mcf, twolf

G1T3

10 art, mcf,mgrid, twolf

11 ammp, apsi, art, swim

12 apsi, art, galgel, mesa

13 apsi, art, parser, swim

G0T4

14 ammp, mgrid, parser, vpr

15 apsi, art, fma3d, parser

16 apsi, art, twolf, vpr

17 apsi, art, galgel, mgrid

표 2.7 워크로드

2.4.3 성능 평가 척도

단일 코어에서는 성능 평가 척도로서 다음과 같은 성능 촉진(Speed-up)

을 사용한다.

 



하지만 다중 코어 프로세서는 기존 성능 촉진으로 평가할 수 없다. 대

신 다음의 가중 성능 촉진(Weighted Speed-up)을 사용한다. 
와 


는 각각 단일 프로그램 환경에서 실행하여 얻은 IPC와 다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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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같이 실행해서 얻은 IPC를 의미한다.

 
  











가중 성능 촉진은 단위 시간당 다중 프로그램 워크로드의 실행되는 작

업의 수에 해당하며, 시스템 단계 성능의 평가 척도이다[EE08]. 가중 성능 

촉진은 같이 실행해서 얻은 IPC를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경우의 

IPC로 정규화(normalize)한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IPC 처리량(IPC

throughput)이 가지는 단점인 IPC가 높은 프로그램 선호 현상이 없다.

다른 성능 평가 척도로써 IPC 처리량과 조화평균(harmonic mean) 척도

를 사용하였다.

_ 
  






 


  













IPC 처리량은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실행하여 얻은 IPC를 모두 

더한 값이다. 코어 안에서 단위시간당 몇 개의 명령어가 실행되는 지를 

표현하는 평가 척도이다. 하지만 IPC 처리량은 IPC가 낮은 프로그램이 성

능향상이 있을 때 보다 IPC가 높은 프로그램이 성능향상이 있을 때 높은 

값이 나오는 단점이 있다[EE08].

조화평균 척도는 성능과 공정성(fairness)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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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이다. 조화평균 척도는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실행한 IPC를 단독으로 

실행했을 때의 IPC로 정규화한 값을 조화평균 한 것과 같다. 조화평균의 

특성상 평균하는 값들이 고를수록 높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가중 성능 

촉진 보다 공정성이 반영된 성능 평가 척도라고 볼 수 있다.

2.4.4 실험 결과 및 분석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2.19 재사용률

그림 2.19은 G4T0 워크로드 그룹은 제외한 워크로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법의 재사용률을 나타낸다. 재사용률은 원격 캐시 적중을 희생 블록 전

달로 나눈 값이다. CC(Best)는 협력 캐시 방식 중 0%(기존 전용 캐시),

25%, 50%, 75%, 100%의 희생 블록 전달률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협력 캐시 기법을 의미한다. 사실 협력 캐시에는 희생 블록 전달률을 조

절하는 기능은 없다. DSR(Dynamic Spill-Receive)은 협력 캐시를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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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캐시 용량이 필요한 캐시는 남에게 캐시 용량을 빌려주지 않으

며, 캐시 용량이 필요 없는 캐시는 남에게 캐시 용량을 빌려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TCS(Throttling Capacity Sharing)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희생 블록 전

달 조절기법이다.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일관되게 가장 높은 재사

용률을 보여준다. 희생 블록 전달 기법은 평균 93%의 재사용률을 보여주

며, 7번 워크로드에서는 최대 97.32%의 재사용률을 보여준다. 이는 희생 

블록의 재사용 여부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사용 되는 

희생 블록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DSR은 협력 캐시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에 미치지는 못한다. DSR은 재사용이 많이 일어나는 캐시만 희생 블

록을 전달하는 캐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캐시는 희생 블록을 전달받는 캐

시가 되어 전달하는 캐시의 캐시 공간을 보호하여 희생 블록의 재사용률

을 높혔다. 하지만 희생 블록 마다 재사용 할지 평가하지 못하고 캐시 단

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 만큼의 재사용률을 달성

하지는 못하였다. DSR은 평균 85.37%, 최대 90.24%의 재사용률을 보여주

었다.

협력 캐시는 평균 65.59%, 최대 82.3%의 낮은 재사용률을 보여준다. 이

는 전달된 희생 블록이 재사용 되는지 어떤 고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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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전달 수

그림 2.20는 G4T0 워크로드 그룹을 제외한 워크로드들에 따른 희생 블

록 전달 조절 기법의 희생 블록 전달의 수를 보여준다. DSR 기법의 희생 

블록 전달 수를 기준으로 정규화(normalize)된 값이다. 이 그림은 희생 블

록 전달 조절 기법이 DSR보다 평균 6%, 최대 13% 더 희생 블록을 전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희생 블록 재사용률일 경우 희생 블록의 전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단계2 캐시에서는 전달된 블록이 아

닌 일반 블록은 적중률이 높지 않은데 반해, 높은 재사용률의 블록들이 

많아지면 단계2 캐시를 적중할 가능성이 높은 블록들로 채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DSR은 소극적으로 희생 블록을 전달하며 원격 캐시 적중의 기회를 놓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높은 재사

용률로 더 많은 수의 희생 블록을 전달한다.



62

그림 2.21 희생 블록 전달의 수

그림 2.21은 G4T0 워크로드의 희생 블록 전달의 수를 보여준다. 이 워

크로드 그룹은 모두 증여자 프로그램들로 캐시 용량 증가에 따른 성능향

상이 거의 없는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이다. 따라서 더 적게 희생 블록을 

전달할수록 더 좋다. 따라서 CC(Best)는 CC(0)이다.

CC(100)에 비해 DSR과 희생 블록 조절 기법은 매우 적은 수의 희생 블

록을 전달한다. DSR과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각각 CC(100)에 비교

하여 10.67%와 10%의 희생 블록만을 전달하였다. 이것은 G4T0 워크로드 

그룹에서 DSR과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 모두 효과적으로 희생 블록 

전달을 조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22 G4T0 워크로드의 캐시 접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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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는 G4T0 워크로드 분류에서 단계2 캐시에서 모든 캐시 접근

을 분해(breakdown)한 그림이다. Miss는 캐시 적중 실패를, RemoteHit은 

원격 캐시 적중, Local은 지역 캐시 적중을 의미한다. 이 G4T0 워크로드

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4T0 워크로드들을 구성하는 수요자 벤치마크들은 작은 워킹셋 프로그램

이거나 적은 캐시 활용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격 캐시 적중은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그림 2.23 G3T1 워크로드의 캐시 접근 분해

그림 2.23은 G3T1 워크로드들의 캐시 접근을 분해한 그림이다. 대부분

의 워크로드에서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의 적중 실패 비율이 다른 기

법에 비해 작다. 그 이유는 희생 블록 전달 조절기법으로 전달된 희생 블

록이 많은 캐시 적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지역 캐시 적중은 DSR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

법이며 마지막은 협력 캐시가 가장 작은 지역 캐시 적중을 보였다. 협력 

캐시 기법은 다른 모든 캐시 조각에서 희생 블록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캐시 조각의 워킹셋을 지키기 힘들다. DSR은 희생 블록을 전달하는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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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캐시로부터 전달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캐시 조각의 워킹셋을 

가장 잘 보존 하였다. 희생 캐시 전달 조절 기법은 모든 캐시가 다른 캐

시로부터 희생 블록을 받기 때문에 DSR 만큼 워킹셋을 보존하지는 못한

다. 하지만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적중 할 블록만 전달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희생 블록을 전달하는 협력 캐시 보다 워킹셋을 잘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림 2.24, 그림 2.25, 그림 2.26들은 각각 G2T2, G1T3, G0T4 워크로드 

그룹의 캐시 접근 분해들이다.

그림 2.24 G2T2 워크로드의 캐시 접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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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G1T3 워크로드의 캐시 접근 분해

그림 2.26 G0T4 워크로드의 캐시 접근 분해

G2T2, G1T3, G0T4의 대부분의 워크로드들도 위에서 논의한 G3T1의 경

우와 매우 비슷하다.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이 가장 적은 캐시 적중 

실패를 보이며, DSR,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 협력 캐시 순으로 지역 

캐시 적중이 많다. 하지만 14번 워크로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협력 캐시가 가장 적은 캐시 적중 실패를 보이며 DSR은 가장 많은 적중 

실패를 보였다. DSR은 잘못된 코어 그룹 선택으로 인해 지역 캐시 적중 

실패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재사용 예측 실

패로 인해 협력 캐시를 뛰어 넘지 못하고 협력 캐시와 비슷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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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그림 2.27은 가중 성능 촉진 척도를 사용하여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

법들의 성능 향상 정도를 보여준다. 모든 성능은 희생 블록 전달 기능이 

없는 전용 캐시를 기준으로 정규화(normalize) 되었다.

그림 2.27 가중 성능 촉진

G4T0 워크로드 그룹은 모두 캐시 용량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희생 블록 전달로 이득을 얻지 못하고 

기존 전용 캐시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그룹에서는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쓸모없는 희생 블록 전달을 제거하며 적중할 희생 

블록만을 전달하여 코어 각각의 캐시 용량 요구량을 만족시킴으로써 다른 

비교 기법들에 비해 가장 좋은 성능을 얻었다.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

은 기존 전용 캐시, 협력 캐시, DSR에 비해 각각 평균 48.79%, 6.37%,

5.44%의 성능향상이 있었다. DSR은 협력 캐시와 비슷한 성능향상의 모습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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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능 평가 척도로써 가중 성능 촉진 뿐 아니라 IPC 처리량과 

조화 평균을 사용하여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을 평가하였다. 이 두 평

가 척도의 경우도 가중 성능 촉진의 경우와 큰 차이 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캐시의 생존 시간과 희생 블록의 재사용시

간을 직접 측정하지 않으며, 대신 희생 블록의 거리 값과 문턱 거리를 사

용한다. 하지만 이 값들은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에 기반 하기 때문에 

이들의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예측 값은 문턱 거리 값과 각 희생 블록의 거리 테이블 거

리 값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였다.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실제 값

은 희생 블록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구하였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오차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대 오차를 사

용하였다.

  
 

그림 2.28 워크로드 10의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상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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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워크로드 14의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상대오차

그림 2.28과 그림 2.29는 각각 워크로드 10과 14의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상대오차를 보여준다. 가로 축은 상대오차의 크기에 해당하고 세

로축은 해당 오차가 일어날 확률이다. 따라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더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추측이 잘 맞은 것이다. 보통 생

존 시간보다 재사용 시간이 예측하기 힘든 경향이 있다.

워크로드 10의 상대 오차는 워크로드 14의 상대 오차보다 작다. 이런 

경향은 그림 2.26의 가중 성능 촉진 척도의 결과와 일치한다. 워크로드 10

은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추측이 비교적 잘 되어 그것이 성공적인 

희생 블록의 재사용 예측으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성능이 향상되었다.

반대로 워크로드 14는 생존 시간과 재사용 시간의 추측이 잘 되지 않았

다. 따라서 희생 블록 재사용 예측이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성능면에서도 

기준 없이 희생 블록 전달을 하는 협력 캐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

다. 결과적으로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10번 워크로드에서 CC(Best)

에 비해 10.63%의 성능향상을 보여주었지만, 14번 워크로드에서는 단지 

0.34%의 성능향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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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동적 삽입 캐시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

본 장에서는 다중 코어 프로세서의 공유 캐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적 삽입 캐시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캐시 분할 기법은 여러 코어의 공유 캐시 자원 경쟁을 

완화하고 캐시 요구량에 따라 캐시 공간을 배분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기존 캐시 분할 기법은 LRU 교체 정책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LRU 교체 정책은 캐시 사이즈 보다 큰 작업 공간을 가질 때 한계를 보

인다. 따라서 LRU의 단점을 보완한 동적 삽입 캐시 교체 정책을 공유 캐

시 분할 기법에 포함시킨다면 공유 캐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1 배경 지식

전술 한 바와 같이 캐시는 수백 사이클에 이르는 메모리 접근을 막아주

기 때문에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캐시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캐시 적중을 늘리지만, 많은 

칩 공간을 차지하며 캐시 접근 시간을 늘리고 전력을 더 소모한다. 따라

서 제한된 캐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첫 번째로 어떤 블록을 캐시에 넣을지 선택하는 선택적 캐시(selective

cache)를 소개한다. 캐시 우회(bypass) 기법은 적중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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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만 캐시에 삽입하고 나머지 블록은 캐시에 삽입하지 않는다. 약 5%

의 읽기 명령어가 전체 99%의 캐시 적중 실패를 일으킨다는 연구를 바탕

으로 특정 읽기 명령어로 인한 요청된 블록은 캐시에 삽입하지 않는 기법

이다[TFM+95]. “이중 데이터 캐시 기법”은 하나의 캐시는 두 개의 보조 

캐시로 나누었다. 시간 캐시(temporal cache)는 시간 지역성(temporal

locality)이 있는 블록만 삽입하고, 공간 캐시(spatial cache)는 공간 지역성

(spatial locality)이 있는 블록만 삽입하였다[GAV95]. 추가 확장 태그를 이

용하여 캐시 적중 실패가 충돌 적중 실패(conflict miss)인지 용량 적중 실

패(capacity miss)인지 판별하고 충돌 적중 실패인 블록만을 희생 캐시

(victim cache)에 삽입하는 기법도 있다[CT99].

다음으로 해시 함수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하나의 캐시에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충돌 적중 실패를 줄이는 방식이다. “Skewed

Associativity”는 각각의 캐시 웨이 마다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사용하였

다[BS97]. XOR-기반의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충돌 적중 실패를 줄였으며

[GVT+97], “prime displacement”는 소수를 사용한 해시 함수를 연구하였

다[KIS04].

캐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캐시 교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adaptive group association” 방식은 직접 맵

핑(Direct mapped) 캐시 환경에서 희생 블록이 최근에 사용된 것이면 희

생시키지 않고 다른 캐시 공간에 삽입하였다[PLH98]. 또한 시간 지역성이 

없는 블록을 우선적으로 희생시키는 캐시 교체 정책도 있다[WB00].

“self-correcting LRU” 방식은 몇가지 LRU 교체 정책의 성능을 떨어뜨리

는 단점을 교정하는 교체 정책이다[KSD04]. 죽은 블록 예측(Dead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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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기법은 캐시의 공간을 차지하며 희생될 때까지 더 이상 적중

되지 않는 죽은 블록(Dead Block)을 예측하여 죽은 블록을 먼저 희생 시

키는 방법이다[KTJ10][KS08]. 또한 V-way 캐시는 각각의 set이 데이터보

다 많은 태그를 가지고 있고, 태그와 데이터의 1:1 대응 관계를 끊음으로

서 많은 용량이 필요한 set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set에 할당된 블록들 사이에서는 전역적 교체 정책(Global

Replacement Policy)을 사용하였다[QTP05].

선인출(Prefectch) 기법은 앞으로 사용될 블록을 예측하여 요청 없이 미

리 캐시에 삽입하는 기법이다[FPJ92][EML09][EMP09]. 선인출로 인해 성

능이 좋아 질 수 있지만 잘못 예측한 블록이 들어오면 기본 블록의 희생

으로 인한 성능 하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캐시 외부에 선인출한 블록만 

삽입하는 선인출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Joup90].

단일 코어의 캐시 분할 기법은 캐시에 대한 요청을 분류하여 분리된 캐

시 공간에 저장한다. 명령어와 데이터를 분리하여 저장한 연구가 있으며

[STW92], 지역성이 부족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캐시의 분리된 공간에 삽

입하여 지역성이 있는 블록을 보호하는 연구도 있다[CR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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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 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단일 코어에서 캐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러 코어가 하나의 캐시를 공유하는 공유 캐시 

환경에서는 서로 특성이 확연이 다른 메모리 접근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

로 인해 서로 캐시 공간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올바르지 않은 캐시 공간 

분배가 일어나 성능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일례로 캐시 지역성이 높은 응

용 프로그램과 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작할 경우, 기본 LRU

교체 정책 하에서 지역성 낮은 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의 잦은 캐시 요청

으로 지역성 높은 블록들이 희생되어 캐시 적중을 못하고 성능이 하락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캐시 지역성이 높은 응용 프로그램에게 많은 캐

시 공간을 할당해 주고 두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경쟁을 제거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캐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별로 캐

시 용량을 할당하고 캐시 공간을 분리한 캐시 분할 기법이 필요하다.

UCP(Utility-aware Cache Partitioning)는 실시간으로 각 코어의 캐시 

요구량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일정 시간 간격마다 캐시를 각 코어에게 할

당해 준다[QP06]. UCP는 각 캐시에 일정 set마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

(ATD, Auxiliary Tag Directory)를 설치하고 적중을 카운트 하여 각 캐시

의 캐시 공간 요구량을 알아내었다. 이 보조 태그 디렉토리는 2장에서 소

개한 보조 태그 디렉토리와 모습은 비슷하지만 역할은 다르다. UCP의 보

조 태그 디렉토리는 LRU 캐시와 동일하게 적중 실패한 블록이 MRU 위

치로 삽입되며 LRU 위치의 블록이 희생된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는 캐시

와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코어와 공유되지 않는다. 이는 캐시 크기의 따

른 효율성을 다른 코어의 간섭 없이 측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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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LRU 스택 처리

그림 3.1은 보조 태그 디렉토리를 사용해 캐시 요구량을 측정하는 예이

다. 왼쪽에는 4웨이 크기의 보조 태그 디렉토리와 각 블록마다 대응되는 

카운터가 하나씩 있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는 메모리 요청을 보고 LRU

교체 정책을 사용해 태그 정보를 유지한다. 태그 디렉토리에 적중이 일어

날 때마다 대응하는 카운터가 1씩 증가한다.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난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카운터 결과가 있을 때, 할당된 캐시 사이즈에 따른 

캐시 적중과 캐시 적중 실패의 수를 알 수 있다. 캐시 사이즈가 1일때는 

CTR POS 0만큼 적중하고 나머지 캐시 접근은 적중 실패한다. 캐시 사이

즈가 2일때는 CTR POS 0 + CTR POS 1만큼 적중하고 나머지 캐시 접근

은 적중 실패한다. 이런 방식으로 카운터를 하나씩 더하면서 캐시 사이즈

에 따른 적중의 수를 알 수 있다. 맨 오른쪽 그림은 반대로 캐시 사이즈

에 따른 적중 실패의 그림이다. 캐시 사이즈가 늘면서 적중 실패가 감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조 태그 디렉토리가 스택에 해당하며, 이렇게 스택을 가지고 캐시 요

구량을 알아내는 작업을 스택 처리(stack processing)라고 한다. 위 예에서

처럼 LRU 교체 정책을 가지고 스택 처리를 하는 작업을 LRU 스택 처리

라고 한다[MGS+70].

하지만 UCP는 LRU 교체 정책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LRU 교체 정책은 

캐시 용량보다 큰 워킹셋을 가질 때 한계를 보인다. 공유 캐시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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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코어가 캐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캐시 용량보다 큰 워킹셋

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UCP가 큰 워킹셋에 특화된 교체정책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성능향상이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캐시 공간보다 큰 워킹셋을 위한 교체 정책으로 동적 삽입 (DIP,

Dynaic Insertion Policy) 교체 정책이 있다[QJP+07]. 캐시보다 큰 워킹셋

이 있을 경우 LRU 교체 정책은 짧은 시간 안에 사용될 블록을 계속 희

생시키기 때문에 많은 캐시 적중 실패가 일어난다. 동적 삽입 정책은 위

와 같은 경우 새로운 블록을 캐시에 삽입할 때 MRU 위치가 아닌 LRU

위치로 삽입시키거나 우회함으로써 기존 캐시에 있는 블록을 보존하였다.

또한 작은 확률도 MRU 위치로 삽입하게 하여 워킹셋의 변화에도 적응하

게 하였다. 하지만 동적 삽입은 단일 코어를 위한 교체 정책이기 때문에 

다중 코어를 위한 고려가 없다.

TADIP(Thread-aware DIP)은  동적 삽입 기법을 다중 코어로 확장 시

킨 것이다. 코어 별로 서로 특성이 다른 워킹셋을 가지기 때문에 다중 코

어에서는 기존 동적 삽입 방법을 이용하면 성능 저하가 있다. TADIP은 

각각 코어별로 워킹셋을 보존할지 결정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JHQ+08].

하지만 TADIP은 캐시의 공간 분할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

른 코어의 블록들이 경쟁하여 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PIPP(Promotion Insertion Pseudo Partitioning)는 캐시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 웨이 단위로 캐시를 나누지 않고 새로운 블록을 삽입할 위치를 조정

하여 캐시를 분할하였다. 또한 캐시 적중이 일어난 블록을 MRU 위치로 

이동하지 않고 한 칸만 MRU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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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09]. PIPP는 캐시 분할과 워킹셋의 크기 모두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LRU 스택 처리를 사용하여 LRU 교체 정책을 사용했을 시의 캐시 요구

량을 구하였기 때문에, LRU를 사용하지 않는 실제 캐시에서의 캐시 요구

량을 구하지 못한 채로 캐시 분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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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적 삽입 캐시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스택 처리

LRU가 아닌 큰 워킹셋에 강한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사용하는 캐시 

분할 기법이 가능하려면,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지원하는 스택 처리 기

법이 존재하여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의 캐시 요구량을 알아내야 한다. 하

지만 아직까지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지원하는 스택 처리는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스택 처리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의 스택 처

리를 수정하여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지원하는 스택 처리 기법을 제안한

다. 그리고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지원하는 스택 처리 하드웨어를 제안

한다.

3.3.1 스택 처리

스택 처리는 원래 한 번의 캐시 모의실험으로 여러 용량의 캐시 성능을 

측정하려고 만든 방법이다. 그러다 최근 공유 캐시 분할을 위해 실시간으

로 여러 용량의 캐시 성능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스택 처리

에 대해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의와 특성들을 알아야 한다.

3.3.1.1 포함 특성, 스택, 성공 함수

정의 3.1 (포함 특성, Inclusion Property) 가 임의의 주소 기록(trace)에

서 시간 t일때의 주소이고, 시간 t일때의 용량이 C인 캐시 내용이  

라 할 때, 어떤 시간 t와 어떤 캐시 용량 C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

을 만족하면 포함 특성을 만족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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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의 3.2 (스택 알고리즘, Algorithm) 포함 특성을 만족하는 캐시 교체 정

책을 스택 알고리즘으로 정의한다. □

포함 특성은 용량과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주소 기록에도 관계

없이 큰 캐시가 작은 캐시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함 관

계가 성립할 때 다음과 같은 스택 정의가 가능하다.

정의 3.3 (스택, Stack) 포함 특성을 만족하는 캐시에서, 시간 t일때 

         라 할 때, 스택은 다음과 같은 순서 리스트이다.

      for   □

 는 캐시 크기가 i-1에서 i로 1커지면서 추가되는 블록을 의미한다.

 는    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는 많아야 하나의 

블록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는 캐시 사이즈가 0부터 커지면서 추가되

는 블록의 리스트이다.

스택을 사용하면 성공 함수(success function) 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정의 3.4 (임계 용량, Critical Capacity) 시간 t에서의 임계 용량 는 

∈   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캐시의 용량으로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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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블록이 용량 C인 캐시에 포함되었다면 포함 특성에 의해 용량이 

C보다 큰 캐시는 모두 그 블록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캐시 접근 

에 대하여 용량 K 미만의 캐시는 모두 그 블록을 포함하지 못하고, 용

량 K인 캐시는 모두 그 블록을 포함하게 하는 용량 K가 존재하며, 그 용

량 K를 임계 용량이라고 한다.

를 스택에서 살펴봤을 때    라면,        이

기 때문에 의 임계 용량 는 K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는 스

택 의 첫 원소로 부터 K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계 용량을 스택 거

리(Stack Distance) 라고도 한다.

를 어떤 주소기록을 스택 처리한 후 스택의 거리에서 관찰된 횟

수라고 하자. 스택 거리는 임계 용량을 뜻하기 때문에, 임계 용량이 인 

캐시 접근이 번 있었다는 뜻과 같다. 따라서    등을 

안다면 용량 C인 캐시가 해당 주소기록을 처리했을 경우 캐시에 적중한 

캐시 접근 횟수 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전체 캐시 접근 횟수가 L일 경우 캐시 용량에 따른 성공 함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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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택에 카운터를 추가하여 값을 구할 수 있다.

3.3.1.2 완전 순서

캐시의 용량에 관계없이 이전의 접근한 모든 블록들의 완전 순서(total

ordering)로 이루어진 우선순위 리스트(priority list)를 가지고 캐시 블록

을 교체하는 캐시 교체 정책은 포함 특성을 만족시킨다[MGS+70]. 하지만 

포함 특성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완전 순서가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완전 순서를 지키는 대표적인 교체 정책으로 LRU와 균형을 깨는

(tie-breaking) 기능을 추가한 LFU(Least Frequently Used)가 있다. 그들은 

캐시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떤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고 교

체가 필요할 때 리스트에서 가장 낮은 우선순위에 있는 블록을 교체한다.

완전 순서를 만족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교체 정책으로 FIFO(First In First

Out) 교체 정책이 있다. FIFO는 캐시 용량에 따라 각각 다른 우선순위 리

스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교체 정책은 여러 캐시 용량의 성능을 측정

하기 위해 각각의 캐시 용량마다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완선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캐시 교체 정책은 여러 캐시 용량의 캐시를 

실험하기에 많은 저장 공간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큰 워킹셋일 경우에 강한 교체 정책의 캐시 요구

량을 알려주며, 완전 순서를 지킴으로써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스

택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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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삽입과 승격의 관계

최근 제안된 교체 정책들은 캐시 삽입 정책(insertion policy)과 캐시 승

격 정책(promotion policy)을 독립된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캐시 

삽입과 캐시 승격 정책이 제안되었다. 기존 LRU 교체 정책은 MRU 위치

에 삽입하며 캐시 적중 시 적중된 블록을 MRU 위치로 승격한다. 하지만 

BIP는 LRU 위치로 삽입하며, MRU 위치로 승격시킨다[QJP+07].

PIPP(Promotion/Insertin Pseudo Policy)는 임의의 위치로 삽입이 가능하

며, 캐시 적중 시 현재 위치 보다 한 칸 MRU 방향으로 승격한다[XL09].

다음은 기존의 독립된 캐시 삽입 정책과 캐시 승격 정책을 사용하는 캐

시 교체 정책이 스택 처리에 맞지 않는지 볼 것이다.

(ㄱ) 초기 상태 (ㄴ) LRU (ㄷ) BIP (ㄹ) BIP-Bypass (ㅁ) 완전순서

그림 3.2 캐시 내용의 예

그림 3.2는 캐시 사이즈 1에서 5까지 캐시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3.1

(ㄱ)은 블록 ‘a’, ‘b', ‘c', ‘d', ‘e'를 순서대로 MRU 삽입 후 캐시 내용이며 

각각의 블록은 교체 우선 순위 리스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크기 5인 캐시의 블록 중 가장 큰 우선순위 블록은 ‘e'이고 가장 작은 우

선 순위의 블록은 ‘a'이다.

주의할 점은 캐시 내용이 포함 특성을 만족시키며, 또한 완전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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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캐시의 내용이 큰 캐시에 포함되며, 캐시 크

기와 상관없이 블록끼리의 순서가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 그림들은 그림 3.2(ㄱ) 상태에서 블록 ‘b'를 캐시 접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교체 정책상에서 캐시 블록의 내용과 우선순위 리스트의 움직

임을 보여준다. 그림 3.2(ㄴ)은 LRU 교체 정책의 예이다. 크기 4, 5 캐시

에서 블록 ‘b'는 MRU 위치로 승격했으며 나머지 적중 실패가 일어난 캐

시들에서 블록 ‘b'가 MRU 위치로 삽입되었다. 모든 캐시에서 블록 ‘b'가 

모두 MRU 위치로 삽입되거나 승격되었기 때문에 완전 순서가 보존되었

다. 하지만 LRU 교체 정책은 캐시보다 큰 워킹셋에 약하다.

그림 3.2(ㄷ)은 BIP 교체 정책 의해 블록 ‘b'가 크기 1, 2, 3인 캐시들의 

LRU 위치에 삽입되고, 크기 4, 5인 캐시들에서는 MRU 위치로 승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경우 크기 4, 5 캐시의 (b, e)와 (b, d) 순서가 크기 

2, 3인 캐시에서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BIP는 완전 순서를 지키지 못

하며, 때문에 스택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승격 정책과 삽입 정책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림 

3.2(ㅁ)을 보면, 크기 1, 2, 3 캐시에서 LRU 위치에 블록 ‘b'를 삽입했을 

경우 크기 4, 5인 캐시에서는 완전 순서를 지키기 위해 블록 ‘d' 앞으로 

승격할 수 없다. 또한 크기 4, 5인 캐시에서 블록 ‘b'가 한 칸 MRU 방향

으로 승격하면 크기 1, 2, 3인 캐시에서는 완전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블

록 ‘b'가 LRU 위치에 삽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전 순서 하에서는 승

격 정책과 삽입 정책은 독립적이지 않다. 단지, LRU 교체 정책만이 MRU

승격, MRU 삽입 정책을 사용하여 적중하든 적중 실패하든 동일한 위치

에 블록이 위치하여 완전 순서가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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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ㄹ)에서는 BIP-Bypass 교체 정책에 의해 블록 ‘b'가 크기 4, 5

의 캐시에서 MRU 위치로 승격되고, 크기 1, 2, 3의 캐시에서는 우회

(Bypass)하여 캐시 내용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BIP-Bypass 교체 정책은 포함 특성을 유지하고, 완전 순서 또한 유지하기 

때문에, BIP-Bypass 교체 정책은 스택 처리에 적합하다. 사실 BIP-Bypass

교체 정책이 포함 특성과 완전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도 필

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논의 할 것이다.

(ㄱ) 초기 상태 (ㄴ) LRU (ㄹ) BIP-Bypass (ㅁ) 완전순서

그림 3.3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의 예

그림 3.3의 (ㄱ), (ㄴ), (ㄷ), (ㄹ)은 각각 그림3.2의 (ㄱ), (ㄴ), (ㄹ), (ㅁ)에 

대응하는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이다. LRU의 경우에는 언제나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의 순서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RU 교체 정책은 

단 하나의 리스트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BIP-Bypass의 경우에는  우선순

위 리스트와 스택이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리스트가 필요하

다.

3.3.3 우회 기능이 확장된 스택 처리

기존 스택 처리 기법은 요구 페이징(demand paging)에 기반 한다. 요

구 페이징이란 접근이 예상되는 블록을 미리 캐시에 삽입하지 않으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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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실패가 난 블록을 캐시 안으로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BIP-Bypass는 우회를 하기 때문에 BIP-Bypass 교체 정책으로 스택 처리를 

하려면 기존 요구 페이징 기반의 스택 처리를 수정해야 한다.

3.3.3.1 포함 조건

  를    의 시간 t의 희생 블록이라고 하자. 그리고 “  는 

∅이다”는 말은 새로운 블록이 우회되어 희생 블록이 없다는 의미로 정

의 한다.

포함 특성이 t-1 시간까지 만족되며, 크기 C+1 캐시에서 적중 실패가 

일어났을 때, t에서 포함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의 

포함 조건과 같다.

정의 3.5 (포함 조건, Inclusion Condition) 시간 t에서의 포함 조건은 다

음과 같다.

1)   가 ∅이 아니면,    는   이거나     이다.

2)   가 ∅이면,    는 ∅이거나     이다. □

증명 3.1 (포함 조건과 포함 특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포함 특성을 위한 필요조건: “포함 특성을 만족하면 포함 조건을 만족

한다.”를 증명하기 위해 결론을 부정하는 귀류법을 사용한다.

1)  가 ∅이 아닐 경우,    가  도 아니고     도 

아니면,    는 또 다른 블록 z가 되거나 ∅이다.    가 z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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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는  에는 있지만   에는 없게 되며, 따라서 포함 특성을 위반

한다.    가 ∅이면 새로운 블록이 포함 특성을 위반한다.

2)   가 ∅인 경우,    가 ∅도 아니고     도 아니라

면,    는 또 다른 블록 z가 된다. z는  에는 있지만   

에는 없게 되며, 따라서 포함 특성을 위반한다.

따라서 포함 특성을 만족시키면 포함 조건을 만족한다.

포함 특성을 위한 충분조건: “포함 조건을 만족하면 포함 특성을 만족한

다”를 증명한다.

포함 조건을 만족하면  의 모든 내용이   에 존재하기 때문

에 포함 특성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포함 조건과 포함 특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

위 포함 조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본다.

(ㄱ) 초기 상태 (ㄴ) ‘b’가 희생 블록인 경우 (ㄷ) ‘a’가 희생 블록인 경우

그림 3.4 블록 ‘e'를 삽입하는 예제 1

그림 3.4의 (ㄱ)은 초기 상태에서 블록 ‘e'가 적중 실패로 캐시에 삽입되

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크기 3인 캐시의 희생 블록은 'b'로 

결정되어 있다. (ㄴ)과 (ㄷ)은 크기 4인 캐시에서 ‘b'와 'a'가 각각 희생 블



85

록이 되어 교체된 경우를 보여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포함 특성을 만족

시킨다. 하지만 크기 4인 캐시가 블록 ’e'를 우회하면 ‘b'가, ‘d'나 'c'를 희

생 시키면 ’d'나 'c'가 크기 3 캐시에는 존재하는데, 크기 4인 캐시에는 존

재하지 않게 되면서 포함 특성을 위반한다. 따라서 포함 조건의 첫 번째 

조건 “크기 C인 캐시의 희생 블록이 z일 경우, 크기 C+1인 캐시의 희생 

블록은 z이거나 크기가 C+1로 커지면서 추가되는 원소 S(C+1)이다.”를 알 

수 있다.

(ㄱ) 초기 상태 (ㄴ) ‘a’가 희생 블록인 경우 (ㄷ) 우회한 경우

그림 3.5 블록 ‘e'를 삽입하는 예제 2

그림 3.5의 (ㄱ)은 초기 상태에서 블록 ‘e'가 적중 실패로 캐시에 삽입되

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크기 3인 캐시는 희생 블록을 우회하

였다. (ㄴ)과 (ㄷ)은 크기 4인 캐시에서 ‘a'가 희생 블록이 되거나 'e'가 우

회되어 나갔을 경우를 보여준다. 두 경우 모두 포함 특성을 만족시킨다.

블록 ’d', 'c', 'b'중에 하나가 희생 블록이 되면, 그 블록이 크기 3 캐시에

는 존재하는데, 크기 4인 캐시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포함 특성을 위

반한다. 따라서 포함 조건의 두 번째 조건 “크기가 C인 캐시가 새로운 블

록을 우회시켰을 경우, 크기가 C+1인 캐시는 크기가 C+1로 커지면서 추

가된 블록을 희생시키거나 우회 시켜야 한다.”를 알 수 있다.

한 가지 포함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크기 C인 캐시가 새로

운 블록을 우회하지 않고 어느 한 블록을 희생한다면 크기 C+1인 캐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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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블록을 희생한다.”는 사실이다. 크기 C인 캐시가 새로운 블록을 

들여왔다면 크기 C+1인 캐시도 새로운 블록을 들여와야 포함 특성을 만

족시킨다. 반대로 말하면 크기 1부터 특정 크기까지의 캐시는 우회하며 

특정 크기를 초과하는 캐시는 모두 어느 한 블록을 희생한다.

3.3.3.2 완전 순서 포함 조건

기존 스택 처리에서는 완전 순서를 사용하는 캐시 교체 정책은 포함 특

성을 만족시킨다[MGS+70]. 하지만 우회 기법이 스택 처리에 추가되면서 

완전 순서만 가지고는 포함 특성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완

전 순서 외에 어떤 조건을 만족 시킬 때 포함 특성을 만족시키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in 를 블록 집합 A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블록

으로, max 를 블록 집합 A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블록으로 정의한

다.

기존 스택 처리의 포함 조건으로부터, 크기 C인 캐시가 새 블록을 삽입

하는 경우, 크기 C+1인 캐시가 우선순위 리스트를 사용해 

min     를 희생시키면 포함 특성이 만족된다[MGS+70].

본 논문의 포함 조건으로부터, 크기 C인 캐시가 새 블록을 우회시키면,

크기 C+1인 캐시는 우회시키거나 S(C+1)을 희생시켜야 한다. 만일 크기

가 C+1인 캐시가 우선순위 리스트를 사용해 희생 블록을 결정한다면,

min     인 블록이 희생될 것이다. 하지만 min     이 

S(C+1)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포함 특성을 위반할 수 있다. 따라서 크기 

C인 캐시가 새 블록을 우회시켰을 경우, 크기 C+1인 캐시도 새 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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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시키면 캐시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포함 특성을 만족시킨다. 따

라서 완전 순서를 사용한 우선순위 리스트를 사용하여 캐시 교체를 할 경

우, 적중 실패가 일어난 모든 캐시가 우회하거나 모든 캐시가 우회하지 

않을 경우 포함 특성을 만족시킨다.

정의 3.6 (완전 순서 포함 조건, Total Ordering Inclusion Condition)

시간 t에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사용하여 캐시 교체 정책을 사용하는 경

우, 완전 순서 포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가 ∅이 아니면,    도 ∅이 아니다.

2)   가 ∅이면,    도 ∅이다. □

증명 3.2 (모든 캐시 용량에서 하나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사용하는 캐

시 교체 정책이 완전 순서 포함 조건을 만족하면 포함 특성을 만족한

다.)

1)   가 ∅이 아니면,     min    이다.

    min     
 min         
 min min         
 min        

포함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포함 특성을 만족한다.

2)   가 ∅이면,    도 ∅가 되어 캐시 내용의 변함이 없으므로 

포함 특성을 만족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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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초기 상태 (ㄴ) ‘d’가 희생 블록인 경우 (ㄷ) ‘a’가 희생 블록인 경우

그림 3.6 완전 순서 리스트의 포함 특성 위반

그림 3.6은 완전 순서 포함 조건 없이 우선순위 리스트만을 사용하여 

희생 블록을 결정했을 경우 포함 특성을 위반하는 예이다. (ㄱ)은 초기 상

태로 블록 ‘a', 'b', 'c'가 캐시에 삽입된 후, 블록 ’d'는 크기 3의 캐시에서

는 우회되고, 크기 4의 캐시에서는 삽입된 경우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 ‘e'

가 크기 3의 캐시에서 다시 우회된 상태이다. 이 경우 크기 4인 캐시는 

(ㄴ)에서처럼 ’d'를 희생해야 포함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순위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 (ㄷ)처럼 블록 ‘a'가 희생되며, 블록 ’a'는 크기 

3인 캐시에 존재하지만 크기 4인 캐시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포함 특성을 위반한다. 따라서 이 경우 크기 4인 캐시도 블록 ‘e'를 우회

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우회가 가능한 경우 포함 특성의 필요충분조건인 포함 조

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선순위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 포함 특성

을 만족하기 위한 충분조건인 완전 순서 포함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매 캐시 접근마다 스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캐시 적중 실패가 일어날 때마다 캐시의 내용이 변화한다. 그에 따라 스

택을 갱신해야 다음 캐시 접근의 임계 용량을 알아내어 캐시 요구량을 계

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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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스택 갱신

완전 순서 포함 조건을 만족하면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가지고 캐시 교

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스택 갱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3.7 (스택 갱신, Stack Update) 시간 t에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가지

고 캐시 교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스택 갱신은 다음과 같다.

1)   가 ∅이 아니면,     max        이다.

2)   가 ∅이면,         이다. □

증명 3.3 (완전 순서 포함 조건을 만족하면서 우선순위 리스트로 캐시 

교체 정책을 시행할 때 스택은 스택 갱신방법으로 갱신된다.)

1)  가 ∅이 아니면, 완전 순서 포함 조건과 우선순위 리스트로 인해 

  는   와     중에 우선순위가 낮은 블록이 된다.

  가   이면,     는  에 없고   에 있으므로 

        가 된다.    가     면   는  

에 없고   에 있으므로       가 된다.

따라서  와     중에 우선순위가 낮은 블록이   가 되

고 우선순위가 높은 블록이   이 되므로 

    max        이다.

2)   가 ∅이면, 완전 순서 포함 조건에 의해    도 ∅가 되어 

캐시 내용의 변함이 없으므로          이다. □

이상으로, 기존 스택 처리 기법을 수정하여 우회 기법을 추가한 교체 

정책도 스택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회 기법을 추가하기 위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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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포함 조건을 변경했으며, 또한 완전 순서 리스트

를 사용하는 교체 정책이 완전 순서 포함 조건을 만족하면 포함 특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회 기법으로 인해 변경된 

스택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로써 BIP-Bypass 교체 정책으로 스택 처리하여 BIP-Bypass를 사용하

는 캐시의 캐시 요구량을 알아 낼 수 있다. 캐시보다 큰 워킹셋에 효과적

인 BIP-Bypass 교체 정책으로 캐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BIP-Bypass를 스택 처리하여 BIP-Bypass 교체 정책을 사용했을 경우의 캐

시 요구량을 알아내야 한다. 기존 LRU 스택 처리 하드웨어는 우회기능이 

없어서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회 기능이 확장된 스택 처리를 위한 하드웨

어가 필요하다.

3.3.4 우회 기능이 확장된 스택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우회 기능이 확장된 스택 처리는 BIP-Bypass 교

체 정책을 스택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BIP-Bypass 교체 정책을 사

용하는 다양한 용량의 캐시의 캐시 용량 요구량을 알아내려면 우회 기능

이 확장된 스택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우회 기능이 확장된 스택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을 

하드웨어로 구현해야 한다. 크기 C+1인 캐시의 스택의 원소   와 

희생 블록    의 계산은 이전 단계의   와 그 우선순위에 의존

하기 때문에, 스택은 파이프라인(Pipeline)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하지만 우선순위 리스트는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현하지 않는다. 새로

운 블록을 우회시켰을 때 그 블록이 우선순위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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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리스트에 그 블록을 삽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블록이 우선순

위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아내려면 우선순위 리스트 전체를 

접근해 봐야 한다. 그런 다음 다시 우선운위 리스트를 수정해야 한다. 따

라서 우선순위 리스트는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현하지 않는다.

(ㄱ) (ㄴ)

그림 3.7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의 개념적

하드웨어 구조

그림 3.7은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의 개념적 하드웨어 구조를 보여준

다. 스택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블록의 우선순위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리스트를 접근하고 난 후 스택을 접근한다. 새로운 블록의 주소

로 우선순위 리스트를 접근하면 그 블록이 우선순위 리스트의 어떤 위치

에 있는지 알려준다. 또한 적중한 블록을 MRU 우선순위 위치로 옮긴다.

각각의 스택 원소는 각 원소의 우선순위를 저장하기 위해 Pri 필드를 가

지고 있다. 본 구현에서는 높은 Pri 값이 낮은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그림 3.7 (ㄱ)은 그림 3.2 (ㄱ)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을 보

여준다. 스택의 Pri 값은 대응하는 우선순의 리스트에서의 위치를 가리키

고 있다. 그림 3.7 (ㄴ)은 그림 3.2 (ㄹ)에 해당되며, 블록 ‘b’를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회할 경우 캐시의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스택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Pri

값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블록 ‘b’의 Pri는 1이 되며, 블록 ‘b’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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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순위인 블록의 Pri 값은 1씩 늘어난다. 이때 블록 ‘b’의 Counter

값이 1이 증가하며, 이는 임계 용량이 4인 캐시 접근이 하나 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3.8 스택 파이프라인의 C+1 단계

그림 3.8은 스택 파이프라인의 C+1단계이다. new ref는 새롭게 캐시를 

접근하는 주소를 의미하며, Pri(A)는 블록 A의 우선순위 값을 의미한다.

new ref와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얻은 new ref의 우선순위 값을 가지고 

스택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다.

스택 파이프라인의 C+1단계는 C+1번째 스택 원소에 해당한다. C+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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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와   의 우선순위 값을 가지고   과    

를 계산한 후    를 다음 단계에 넘겨준다.

그림 3.8의 녹색 상자는 스택의 C+1번째 원소     와 new ref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Counter를 증가시킨다. 이 경우 임계 용량 C+1인 캐

시 접근이 하나 증가한 것이다.

파란 상자는 스택의 C+1 원소를 갱신한다. 지난 장에서 소개한 스택 

갱신에 따라     가   가 크면,     가 

  로 되고   가   로 된다. 그렇지 않다면   가 

  로 되고     가 그대로   로 된다.

보라색 상자는 스택의 C+1번째 원소의 Pri 값을 조정한다.

  이   보다 작다면,   값을 1 증가시킨

다.   가 new ref와 같다면   에 1을 저장한다. 이는 우

선순위 리스트에서 적중한 블록이 MRU 위치로 이동하는 것과 대응한다.

스택 파이프라인의 첫 단계는 다른 단계들과 조금 다르다. 그것은 우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우회 결정 회로를 포함한다. 우회 결정 회로는 미

리 정의된 높은 확률로 우회 결정 신호를 보내며, 이 신호는 나머지 단계

로 퍼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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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IP-Bypass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전 장에서 설명한 우회 확장된 스택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를 사용함으

로써 캐시 분할에 BIP-Bypass 교체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캐시 분할 방

법은 기본적으로 UCP의 방법을 따르며, 시간 간격동안 기존 LRU 교체 

정책의 캐시 요구량 뿐 아니라 BIP-Bypass의 캐시 요구량 또한 측정한다.

시간 간격이 끝나면 모아진 캐시 요구량 정보를 이용하여 각 코어에 할당

할 캐시 웨이의 수를 결정하고, 각 코어가 LRU와 BIP-Bypass 중 어떤 캐

시 교체 정책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3.4.1 캐시 분할

기본적인 캐시 분할 구조는 그림 3.9와 같다. 간단히 하기 위해 2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3.9 캐시 분할 구조

각각의 코어는 모니터링 회로(MON1, MON2)를 가지고 있다. 이 회로

는 단계 2 캐시로 가는 요청을 보고 LRU와 BIP-Bypass의 캐시 요구량을 

알아낸다. 그리고 분할 알고리즘(PA, Partition Algorithm)은 시간 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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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을 경우 모아진 캐시 요구량 정보를 사용하여 각 코어가 어떤 캐시 

교체 정책을 사용하고 캐시 용량을 얼마나 사용할지 결정한다. 캐시 교체 

정책은 캐시 분할을 지원하며, BIP-Bypass를 지원하기 위해 우회를 허용

한다.

그림 3.10 set 표본화된 스택 처리

그림 3.10은 set 표본화된 스택 처리를 보여준다. 하드웨어 공간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1024 중에 32 set만이 스택 처리를 한다. 그리고 캐시 접근

의 임계 용량에 따른 횟수를 저장하는 카운터는 공간 비용 절약을 위해 

모든 set이 공유한다. LRU에 비해 BIP-Bypass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RU는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이 일치하기 때문

에 하나의 리스트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표 3.1은 스택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회로의 공간적 비용을 보여준다. LRU를 위한 스택 처리 회로 

뿐 아니라 BIP-Bypass를 스택 처리하기 위한 회로가 추가된다.

BIP-Bypass 스택 처리는 우선순위 리스트와 스택 둘 다 구현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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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LRU 스택 처리보다 회로가 더 많이 사용된다. 결국 11.88KB로 

1MB의 단계 2 캐시에 비해 1.1%의 공간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이는 UCP

에 비해 많은 공간이 사용되었지만 전체 단계 2 캐시에 비하면 용인할 만

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each tag entry (1 valid bit + 24 bit tag + 4 bit LRU) 29 bits

tags of New ref, S, Y (4 * 29bits) 116 bits

priority values of New rev, S, Y (3 * 4bits) 12 bits

Prev Hit, Bypass bits 2 bits

Size of each stack entry 130 bits

Total Stack Overhead (130 * 16ways * 32 sampled set) 8320 B

Priority Queue (29bits * 16ways * 32 sampled set) 1856 B

Hit counter (16ways * 4B each) 64 B

BYPASS MONITOR (8320 + 1856 +64) 10240 B

LRU MONITOR (1856 + 64) 1920 B

TOTAL MONITOR (10240 + 1920) 12160 B

Area of baseline L2 Cache(tag + data) 1088 KB

% of L2 area due to MONITOR 1.1%

표 3.1 공간적 비용

3.4.2 캐시 분할 알고리즘

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각 코어의 LRU와 BIP-Bypass의 캐시 요구

량을 알 수 있다. 캐시 분할 알고리즘의 목적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

템 성능이 최대가 되도록 각각의 코어에 캐시 웨이를 할당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의 적중의 수가 최대가 될 때 최대의 성능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캐시 웨이를 할당한다.

웨이를 할당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이 있다.

1. 모든 조합(all combination) 알고리즘



97

LookAhead function::

for every i s.t. ∈
for every way s.t ∈
LRU_utility = get_utility_value(p, LRU, 0, way):

BIP_utility = get_utility_value(p, BIP-Bypass, 0, way):

2. 탐욕(greedy) 알고리즘

3. 예견(lookahead) 알고리즘

캐시 분할 알고리즘은 최적의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것이 관건이

다. 모든 조합 알고리즘은 모든 조합을 일일이 시행해 보고 최대의 적중 

수가 나오는 조합을 사용한다. 하지만 코어와 웨이의 수가 커질수록 시행

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탐욕 알고리즘은 각각의 웨이를 가장 

많이 캐시 적중이 생기는 코어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탐욕 알고리즘은 

웨이 할당 알고리즘 중에 가장 단순하고 빠르지만, 최적의 할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견 알고리즘은 탐욕 알고리즘보다 더 복잡하지만 최적

에 가까운 할당을 찾으며 탐욕 알고리즘과 비슷한 속도를 낸다.

웨이 할당 알고리즘 자체만 가지고도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으며, 이 부

분은 본 논문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모든 캐시 분할 알고리

즘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와 좋은 웨이 할당 결과를 보여주는 예견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BIP-Bypass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예견 웨이 할당 알고리즘은 그림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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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RU_utility > BIP_utility)

utility[i][way] = LRU_utility ;

owner[i][way] = LRU;

else

utility[i][way] = BIP_utility ;6

owner[i][way] = BIP;

end if

end for

end for

balance = N /* Num blocks to be allocated */

allocations[i] = 0 for each competing application i

while balance>0

for application i /* get max marginal utility */

alloc ⇐ allocations[i]

max_utility[i], max_policy[i] ⇐ get_max_utility(i, alloc, balance)

blocks_req[i] ⇐ min blocks to get_max_utility for i

end for

winner ⇐ application with maximum value of max utility

allocations[winner] += blocks_req[winner]

balance -= blocks_req[winner]

end while

end::

get_max_utility(p, alloc, balance)

max mu = 0

for (ii=1; ii<=balance; ii++)

utility, policy = get_utility_policy(p, alloc, alloc+ii)

if utility > max_utility

max_utility = utility

max_policy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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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if

end for

return max_utility, max_policy

end::

get_utility_value(p, policy, a, b)::

U = change in misses for application p when the number

of blocks assigned to it increases from a to b under policy

replacement.

return U

end::

get_utility_policy(p, a, b)::

U = utility[p][b] - utility[p][a]

policy = owner[p][b]

return U/(b-a), policy

end::

그림 3.11 BIP-Bypass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예견 웨이 할당 알고리즘

위 알고리즘을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우선 BIP-Bypass와 LRU의 각 웨이에서의 적중 Counter를 재구성한다.

1개의 웨이씩 더해가면서 할당했을 경우 최상의 결과를 내는 교체 정책과 

얼마나 적중을 시키는지를 각각 owner와 utility에 저장한다.

2. 각 코어에서 현재 몇 개의 웨이를 더 할당했을 경우 할당한 웨이에 비

해 많은 적중을 이끌어 내는지를 max_uility에 저장하고 해당 교체 정책

을 max_policy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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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큰 max_utility 값을 가진 코어에게 max_utility 값을 내는 웨이를 

더 할당한다. 할당되지 않은 웨이가 있다면 2번으로 돌아간다.

1번 단계를 빼면 기존 예견 웨이 할당 알고리즘과 같다. 다만 LRU와 

BIP-Bypass 두 가지 교체 정책 중에 좋은 것을 사용하도록 수정하였다.

3.4.3 캐시 분할 교체 정책

위의 웨이 할당 알고리즘은 각 코어가 몇 개의 웨이를 사용할 것인지 

할당해 준다. 각 코어에 할당된 웨이를 각 set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

체 정책 또한 캐시 분할을 지원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된 교체 정

책은 UCP의 경우와 같다[QP06].

캐시의 각 블록은 코어 식별 코드를 가진다. 적중 실패가 일어났을 경

우 해당 set에서 각 코어가 가지는 블록의 수를 계산한다. 자신에게 할당

된 블록보다 더 적은 블록이 존재한다면 전체 set에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LRU 위치에 가까운 블록을 희생시킨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

는 자신의 블록 중에 LRU 위치에 가까운 블록을 희생시킨다. 물론 우회

가 일어나면 어떤 블록도 희생시키지 않는다.

여기까지 BIP-Bypass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BIP-Bypass 교체 정

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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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성능 평가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실제 모의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BIP-Bypass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의 성능상의 향상 정도를 살펴본다.

3.5.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의 모의실험은 구동 기반 시뮬레이터인 SimpleScalar를 기

반으로 단일 칩 다중 프로세서 실험을 위해 확장된 CMPSIM을 사용하였

으며 BIP-Bypass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 구현을 위해 변경

되었다[BAB97][Bald07].

표 3.2에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환경이 제시되어 있다. 단계 2 캐시의 

용량과 전용 캐시에서 공유 캐시로 바뀜 점을 제외하고는 2.4.1의 실험 환

경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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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Fetch Queue 8

Fetch, Decode Width 4

Issue Width 4

ROB entries 16

LSQ entries 8

Functional Units(integer) 1 ALU, 1Mult/Div

Functional Units(floating point) 1 ALU, 1Mult/Div

Instruction TLB 128(4 set × 32 way) entries

Data TLB 128(4 set × 32 way) entries

Predictor Style bimod, 2048 entries

BTB entries 2048(512 set × 4 way) entries

RAS entries 8 entries

Branch Misprediction Penalty 3 cycles

L1 I-Cache 64KB, 4 way, 64B line, 1 cycle

L1 D-Cache 64KB, 4 way, 64B line, 1 cycle

L2 Cache(unified)
1MB, 16 way, 64B line

10 cycle local hit latency

Memory Latency
first chunk = 300 cycles

inter_chunk = 4 cycles

표 3.2 모의 실험 인자

3.5.2 워크로드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에서 제공하는 CPU 성능 측정 프로그램인 SPEC

CPU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은 2.4.2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 메모리 요구량이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만들기 위해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분류를 기초로 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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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을 조직하였다. 첫 번째 분류는 증여자(Giver) 벤치마크 프로그램들로 

캐시 용량을 다른 프로그램에게 빌려줘도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며 

캐시 용량이 추가되어도 성능향상이 미미한 프로그램들이다. 다른 하나의 

분류는 수여자(Taker) 벤치마크 프로그램들로 추가된 캐시 용량으로 성능

이 향상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증여자 벤치마크 프로그램 그룹과 수여자 

벤치마크 프로그램 그룹으로 나누어진 결과는 표 2.6에 소개되어 있다.

표 3.3은 본 논문에서 실험하는 다중 프로그래밍(multi-programmed)된 

28개의 워크로드들이다. 다양한 캐시 요구량의 워크로드들을 구성하기 위

해 증여자와 수여자 프로그램의 수에 따라 워크로드들을 분류하고 구성하

였다. 워크로드들은 총 5가지로 분류되며, 증여자 수 X개와 수여자 수 Y

개인 워크로드는 GXTY 워크로드 그룹으로 분류된다. 예로 G1T3 워크로

드 그룹은 증여자 프로그램 하나와 수여자 프로그램 세 개로 구성된 워크

로드 들이다. 또한 캐시 요구량이 더 큰 워크로드를 만들기 위해 수여자 

프로그램인 AMMP와 ART를 각 코어에서 실행한 워크로드들을 추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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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o. Workloads

G4T0

1 applu, equake, gap, gcc

2 crafty, gcc, mcf, vortex

3 applu, gap, gzip, wupwise

G3T1

4 art, bzip2, gap, vortex

5 applu, eon, fma3d, gap

6 applu, art, bzip2, crafty

G2T2

7 ammp, gzip, mgrid, vortex

8 art, bzip2, equake, vpr

9 mesa, mgrid, twolf, vortex

10 art, equake, mesa, twolf

11 ammp, galgel, gcc, mesa

12 art, fma3d, lucas, mcf

13 ammp, gzip, mcf, twolf

G1T3

14 ammp, art, mesa, vpr

15 fma3d, galgel, mgrid, vortex

16 art, gzip, mgrid, twolf

17 art, fma3d, swim, vpr

18 art, gzip, mgrid, parser

19 art, equake, mgrid, twolf

20 ammp, applu, art, mgrid

G0T4

21 art, fma3d, mgrid, twolf

22 ammp, apsi, mgrid, vpr

23 art, parser, twolf, vpr

24 art, fma3d, galgel, vpr

25 art, fma3d, galgel, mgrid

26 art. galgel, mgrid, twolf

Same
27 ammp x 4

28 art x 4

표 3.3 워크로드

3.5.3 성능 평가 척도

2.4.3 장에서 설명했듯이 가중 성능 촉진, IPC 처리량과 조화평균

(harmonic mean)을 성능 평가 척도로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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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3.12는 각 워크로드의 캐시 적중 실패율을 보여준다. SHARED는 

기본 공유 캐시를 의미하며, BYPASS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IP-Bypass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을 의미한다. SHARED, UCP,

BYPASS는 각각 평균 47.52%, 45.32%, 33.33%의 적중 실패율을 보여주며 

BYPASS가 가장 작은 적중 실패율을 보여 주였다. BYPASS는 SHARED와 

UCP에 비해 각각 평균 29.85%, 26.45%의 실패율을 감소시켰다. 이는 

BYPASS가 워킹셋이 캐시의 크기를 넘어설 때에 BIP-Bypass 교체 기법을 

사용하여 캐시 적중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11번 워크로드

에서는 Shared가 가장 적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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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캐시 적중 실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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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가중 성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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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SHARED를 기준으로 한 가중 성능 촉진을 보여준다.

BYPASS는 SHARED와 UCP에 비해 각각 평균 7.5%와 4.7%의 성능향상

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BYPASS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지만 역시 11번에서는 SHARED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이는 낮은 

캐시 적중 실패율로 인한 것이다. BYPASS기법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

며 예측이 실패했을 경우 기존 SHARED경우보다 나쁜 성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림 3.14는 각 워크로드별 BYPASS 기법의 우회율을 보여준다. 우회율

은 우회의 숫자를 캐시 적중 실패의 수로 나눈 것이다. 평균 35.75%의 우

회율을 보여주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우회를 통해 UCP보다 성능을 향상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워크로드 9, 15는 거의 우회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성능 또한 UCP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워크로드 11은 작은 수의 우회

로 인해 UCP보다 성능 하락이 생겼으며 13은 작은 수의 우회로 큰 성능 

향상을 얻었다.



109

그림 3.14 우회율

이로써 동적 삽입 캐시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스택 처리에 관한 이론적 

설명 및 실험 결과를 모두 살펴보았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

은 상용 프로세서들은 완전한 LRU 교체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며, 간단하

지만 LRU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모조 LRU(Pseudo-LRU) 교체 정책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모조 LRU 교체 정책으로서 Sun Microsystems는 

NRU(Not Recently Used)를 사용하며, IBM은 BT(Binary Tree)를 사용한

다[SUN07][CLS06]. 하지만 기존의 캐시 분할 연구의 대부분은 LRU 교체 

정책을 가정한 캐시에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NRU와 BT 교체 정책을 

사용할 경우 어떤 LRU 위치에서 접근 성공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못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MC+10]은 기존의 NRU와 BT 교체 정책

에서 접근 성공이 일어 날 경우 어떤 LRU 위치에서 접근 성공이 일어났

는지 추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스

택 처리 기법에도 적용 가능하며, 따라서 NRU와 BT 교체 정책에서도 본 

논문의 스택 처리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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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마이크로프로세서에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공급하기 위해 

캐시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캐시는 빠른 클럭의 프로세서 코어와 느린 메

모리간의 속도차로 인한 메모리 장벽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

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다중 코어화는 메모리 장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

으며, 따라서 캐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다중코어 프로세서의 

단계 2 캐시에는 공유 캐시와 전용캐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설계 개념이

있으며, 현재 여러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조합하여 성능, 에

너지, 대역폭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4.1 요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 코어 환경에서 여러 개의 코어가 캐시를 효율적으

로 공유함으로써 각각의 코어의 성능을 더욱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첫째, 다중코어 단계 2 캐시의 두 가지 중요한 설계 개념 중 하나인 전

용 캐시에서 효율적인 용량 공유 기법을 제안하였다. 전용 캐시 설계에서

는 각 코어가 각기 작은 캐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 시간이 작으며 

성능 고립, 타일 구조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캐시의 크기가 작기 때문

에, 많은 캐시 용량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은 크게 성능이 하락할 수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시에서 희생된 블록을 다른 코어의 전용 

캐시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용 캐시 간에 용량을 공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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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전달된 블록이 성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른 코어에 전달된 희생 블록이 사용되어 성능에 도움이 되

는지 알려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모델을 기존 전

용 캐시에 적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소개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

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식은, 기존 전용캐시에 비해 

평균 48.79%의 성능향상이 있었으며, 기존 용량 공유 기법인 협력 캐시와  

DSR에 비해 각각 평균 6.37%와 5.44%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둘째, 다중코어 단계 2 캐시의 두 가지 중요한 설계 개념 중 하나인 공

유 캐시에서 효율적인 용량 분할 기법을 제안하였다. 우회 기법을 추가한 

스택 처리의 포함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함 조건을 변경했으며, 또한 

완전 순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교체 정책이 완전 순서 포함 조건을 만족하

면 포함 특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회 기법으로 인

해 변경된 스택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새 스택 처리 

방법을 구현한 하드웨어를 소개 한 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스택 처리 방

법을 사용한 캐시 용량 분할 기법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식

은 기존 공유 캐시에 비해 평균 7.5%의 성능향상을 보였으며, UCP 캐시 

분할 방법에 비해 4.7%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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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전용 캐시환경에서의 희생 블록 전달 조

절 기법과 공유 캐시 환경에서의 동적 삽입 교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이다. 이는 특정 전용 캐시환경과 공유 캐시환경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캐시 환경에서도 충분히 범용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

식이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 본 논문에서 사용된 환경 의외에 보다 더 다

양한 캐시 환경에서 제안된 방식들에 대한 성능 향상 여부를 검증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연구일 것이다.

희생 블록 전달 조절 기법은 효과적으로 희생 블록의 재사용 여부를 예

측하여 성능향상을 이끌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성

능향상을 추가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적 삽입 교

체 정책을 포함하는 캐시 분할 기법의 스택 처리는 LRU나 BIP-Bypass

교체 정책의 캐시 요구량만을 측정할 수 있다. 최근까지 다양하게 나온 

교체 정책들의 캐시 요구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서의 다중 코어화가 심화됨에 따라 캐시 또한 예전에 

비해 다단계화 되며 더욱 복잡한 구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단계 

2는 전용 캐시로 단계 3은 공유 캐시로 구성하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으

며, 이 환경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

에 추가로 실험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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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hip Multi-Processors (CMP) is widely used in server 

computing, PC and even hand held devices. One of the key design 

decisions in CMP is to organize the last level cache as either 

private cache or shared cache. Private L2 cache has potential 

benefits e.g. small access latency, performance isolation, 

tile-friendly architecture and simple low bandwidth on-chip 

interconnect. But the major weakness of private cache is the 

higher cache miss rate caused by small private cache capacity. On 

the other hand, shared cache can use large cache space, but has 

large cache access latency.

  This paper proposes following two solu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rivate and shared L2 cache, respectively.

  First, this paper proposes Throttling Capacity Sharing (TCS) for 

effective capacity sharing in private L2 cache. 

  For some programs, private cache capacity is too small and they 

experience high L2 cache miss rate. But for other programs, it is 

too large and they use only small L2 cache capacity. To deal with 

this problem, private cache shares capacity through spilling 

replaced blocks to other private caches. However, indiscriminate 

spilling can make capacity problem worse and influence 

performance negatively. It can pollute cache space and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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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 interconnect bandwidth.

   TCS determines whether to spill a replaced block by predicting 

reuse possibility, based on life time and reuse time. In performance 

evaluation, TCS improves weighted speedup by 54.64%, 5.34% and 

7.21% compared to non-spilling, Cooperative Caching with best 

spill probability (CC) and Dynamic Spill-Receive (DSR), 

respectively.

  Second, stack processing is modified to partition shared cache 

with anti-thrashing replacement policy.

  Shared cache allows different applications to share L2 cache. 

Since each application has different cache capacity demand, L2 

cache capacity should be parti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Existing partitioning algorithms estimate the capacity 

demand of each core by stack processing considering the LRU 

(Least Recently Used) replacement policy only. However, 

anti-thrashing replacement policies like BIP (Binary Insertion 

Policy) and BIP-Bypass emerged to overcome the thrashing 

problem of LRU replacement policy in a working set greater than 

the available cache size. Since existing stack processing cannot 

estimate the capacity demand with anti-thrashing replacement 

policy, partitioning algorithms also cannot partition cache space 

with anti-thrashing replacement policy. 

  In this paper, it is proved that BIP replacement policy is not 

feasible to stack processing but BIP-bypass is. And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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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is modified to accommodate BIP-Bypass.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the pipelined hardware of modified stack 

processing. With this hardware, the success function of the various 

capacities with anti-thrashing replacement policy can be obtained, 

and it can partition the cache capacity adequate to each core in 

real time.

Keywords : Capacity Sharing, Capacity Partitioning, Multi-core 

Processor, Private cache, Shared Cache, Stack Processing

Student Number : 2007-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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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준원에게 감사합니다. 모두들 원하는 일을 하며 꿈을 이루길 바랍니

다.

대학원 생활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말썽쟁이 

동생 은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

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

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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