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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신의 프로세서들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용량과 더 복잡한 구

조의 캐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전력 소모 

중 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캐시의 동적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더 매력적이고 중요한 

작업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와 서브 뱅킹을 조합한 선택적 워

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를 이용한 저전력 명령어 캐시를 제안하고자 한

다. 제안하는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을 도입하였는

데, 한 가지는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이며, 다른 하나는 가변 길

이 하위 저장소 기법이다. 하나의 TLB 항목(entry)을 저장하고 있는 어드

레스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ALRT)를 통하여 불필요한 TLB접근을 최

소화 하여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가변길이 하위 저장소(VLSB)를 

이용해서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와 서브 뱅킹 캐시의 장점만을 가져와 전

력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와 서브 뱅킹 캐시

에 비해서 Energy*Delay 곱 관점에서 각각 2.5% 와 12.7%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 (Word Selective Line

Buffer with filter TLB: WSLBT), 저전력 (Low Power), 주소저장 레지스

터 (Adress Latch Register: ALR), 가변길이 하위 저장소 (Variable

Length Sub-Banking: VLSB)

학  번 : 201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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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메모리 계층 구조는 프로세서와 메모리사이 그리고 메모리와 메모리 사

이의 성능 차이를 허물고자 도입된 구조이다. 캐시 메모리는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여 공간적, 시간적 로컬리티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임베디드 프로세서에서 

조차 이러한 계층구조를 도입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점차 거

대해 지는 캐시의 크기와 복잡도는 필연적으로 더 큰 전력 소모를 야기하

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Alpha 21264와 StrongARM110 프로세서 설

계에서는 각각 전체의 16%와 43%의 전력이 캐시에서 소모되고 있

다.([5],[6]) 이는 저전력 캐시 설계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캐시 메모리에 있어서의 전력 소모는 누출 전력과 동적 전력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집적도의 향상에 따라 누출 전력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나, 동적 전력의 경우 저 전력 캐시 설계에 있어서 큰 잠재력을 

가진 부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적 전력을 줄이는데 집중한다. 동적 

전력을 최소화 하는 것은 회로의 스위칭을 최소화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캐시 메모리에 한 번 접근 할 때 얼마나 적은 부분

을 활성화 시키느냐가 저 전력 설계의 관건이 된다.

기존에 저 전력 캐시 설계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3]-[5],

[7]-[22], [2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는 여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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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랜치당 명령어 개수

의 캐시 중 로컬리티가 가장 높게 관찰되는 명령어 캐시를 통해 이 로컬

리티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동적 전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캐시 구

조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브렌치 당 명령어 개수(Instruction Per Branch:

IPB)는 명령어 캐시가 얼마나 큰 로컬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

다. 가장 작은 브렌치 당 명령어 수를 가지는 mcf의 경우에도 6정도를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적어도 6개 명령어만큼의 로컬리티는 활용할 수 있다

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높은 로컬리티를 가지는 명령어 캐시의 특

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3]의 활용에 더불어서 저 전력 설

계에 특화된 하위 저장소[4] 구조와 필터 변환 참조 버퍼(Translate

Lookaside Buffer: TLB)[17]를 접목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명령어 

캐시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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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저전력 캐시 설계 기법인 라인 버퍼 캐시와 하위 

저장소 캐시의 구조와 장점을 알아보고, 두 구조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더 

효율적인 캐시 구조를 설계 하고자 한다. 더불어 라인 버퍼에 필터 TLB

를 접목하여 TLB 접근에 의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해 본다. 각각 캐시 구조의 전력 소모량을 벤치마크를 통해 비교해 보

고 Energy-Delay 곱[9]의 관점에서의 성능 을 비교 분석 해 보고자 한다.

1.3 논문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와 하

위 저장소 캐시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 에너지 모델을 구해본다. 3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구조와 

동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에너지 모델 식을 구해본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력 소비 및 성능에 대해 평가

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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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 전력 캐시 구조 연구

2.1 라인 버퍼 기법

2.1.1 라인 버퍼 소개

라인 버퍼 캐시[3]는 전력과 성능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득을 얻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된 몇 개 또는 하나의 라인의 태그와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새로 요청된 주소와 비교하여 적중할 경우 캐시 접

근 없이 라인 버퍼 접근만으로 요청을 처리 할 수 있다. 즉, 캐시 자체는 

비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캐시 접근에 필요한 에너

지가 절약 되고 몇 개의 라인 또는 하나의 라인만을 포함 하므로 태그 어

레이와 데이터 어레이의 검색을 더 빠른 시간에 처리 할 수 있어 성능 향

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로컬리티는 라인 버퍼 캐시의 효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로컬리티는 공간적 로컬리티와 시간적 로컬리티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라

인 버퍼의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적 로컬리티이다. 이 공

간적 로컬리티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라인 버퍼의 적중을 기대 할 수 있으

므로 라인 버퍼를 사용하는 효과가 매우 커질 것이다. 하지만, 로컬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한 것에 비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앞서 제시한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명령어 캐시는 매

우 큰 로컬리티를 가지므로 라인 버퍼를 적용 할 경우 그 효율성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는 캐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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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라인 버퍼를 이용한 명령어 캐시 구조

2.1.2 라인 버퍼 구조와 동작

그림 2.는 라인 버퍼 명령어 캐시의 구조를 도식화 하여 보여주고 있다.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TLB와 명령어 캐시가 함께 동작하게 된다.

요청된 명령어 주소는 가상 주소이므로 해당 주소의 가상 태그 부분과 일

치하는 TLB의 태그를 찾아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 태그를 가져온다. 이 

물리적 태그를 라인 버퍼의 태그와 비교하여 일치하면 라인 버퍼 적중,

일치하지 않으면 적중 실패가 된다. 적중할 경우 바로 라인 버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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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명령어를 가져오면 하나의 명령어를 가져오는 동작이 완료된다. 하지

만, 적중 실패의 경우 요청된 명령어 주소의 인덱스를 이용하여 명령어 

캐시의 접근하여 해당하는 태그 어레이를 찾아 TLB를 통하여 변환한 물

리적 태그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태그를 찾고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어레

이에서 명령어를 가져오게 된다. 이 때, 일치하는 태그를 찾지 못 하면 명

령어 캐시 적중 실패가 되어 하위 메모리 계층 구조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한다.

2.1.3 Line Buffer 분석

라인 버퍼가 높은 적중률을 갖기 위해서는 공간적 로컬리티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워드 크기의 

버퍼만 사용한다면, 다음 번 요청에서 완전히 동일한 주소가 요청 되어야 

라인 버퍼가 적중 되는데 이런 경우, 특히나 명령어 캐시를 가정하는 경

우 라인 버퍼가 적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전의 주기(cycle)에 적재해 

둔 데이터에서 이번에 요청된 명령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즉 하나의 

명령어 단위에 해당하는 몇 개의 워드를 포함하는 라인 크기만큼을 가져

야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워드씩 접근하는 하위 저

장소 기법에서 버퍼를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이유가 이것이다.

높은 로컬리티를 가지는 환경에서 라인 버퍼는 에너지와 성능 측면에서 

매우 큰 효율을 발휘하지만, 요청된 주소가 라인 버퍼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태그 비교를 위해서는 여전히 TLB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므로 

TLB를 접근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매번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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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위 저장소 기법

2.2.1 하위 저장소 캐시 소개

캐시 하위 저장소[4]은 캐시의 데이터 어레이를 몇 개의 하위 저장소로 

분할하여 관리하고 사용하는 캐시 분할 기술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저장

소는 독립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저장소

만을 활성화 시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활성화 되지 않은 

나머지 저장소는 비활성화된 채 남아있게 된다. 기존의 캐시 접근 방식에

서는 해당하는 라인 전체를 활성화 하여 동작하지만, 캐시 하위 저장소 

기법을 사용하면 이 활성화되지 않은 저장소에 접근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하위 저장소 기법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시키는 데는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중 명령어 가져오기

(Multiple instruction fetch)를 사용하는 최신의 프로세서에서는 성능 측면

에서 큰 희생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2.2.2 하위 저장소 캐시의 구조

그림 3.은 명령어 캐시에 적용된 Sub-Bank의 구조이다. 이 그림에서는 

하나의 라인을 4개의 하위 저장소로 나누고 하나의 저장소는 하나의 워드

로 이루어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요청된 주소의 가상 태그를 이용하

여 TLB접근을 하고 여기서 물리적 태그 주소를 추출해 낸다. 동시에 인

덱스 주소를 가지고 명령어 캐시의 태그 어레이에 접근하여 필요로 하는 

라인의 집합을 찾아내고, 그 사이에 요청된 주소의 바이트 오프셋으로 필

요로 하는 워드가 몇 번째 워드인지 알아낸다. TLB로부터 얻어낸 물리적 

태그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태그가 라인들의 집합 중에 있으면 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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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위 저장소를 이용한 명령어 캐시 구조

하는 데이터 라인 중 필요로 하는 워드만을 활성화 하여 접근한다. 이렇

게 캐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캐시가 소모

하는 에너지를 줄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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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하위 저장소 기법 분석

하위 저장소기법을 활용한 캐시에서는 필요로 하는 저장소만을 활성화 

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저장소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수록 더 많

은 에너지소모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32바이트 라인을 4개로 

나눈 것 보다 8개로 나누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비활성화 

저장소가 3개 이므로 3/4만큼, 후자의 경우 7/8만큼의 에너지소모를 줄여

주게 된다. 하지만, 성능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존의 캐시가 한 번에 하

나의 라인을 가져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하위 저장소 캐시에서는 라인을 

나눈 저장소의 개수만큼, 즉 8개로 나누어진 경우 8배 만큼 성능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기법에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로컬리티의 이

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2.3 에너지 모델

2.3.1 캐시 에너지 모델

기존의 집합 연관 캐시 구조에서는 대부분의 전력 소모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메모리 소자, 주소 해독기, 태그 비교기, 멀티플렉서, 센스 증폭

기, 입출력 단자 등이 있다([1][2][4]). 이러한 구성 요소들 중에서 태그 어

레이와 데이터 어레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전력 소모의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한다[4]. 캐시가 소모하는 전체 에너지(Ecache)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식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3].

      (1)

여기서 Ecell은 태그와 데이터 어레이에 접근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내며, Edecode는 주소 해독과 주소 버스 등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이다.

EI/O는 캐시 미스가 발생하였을 때 하위 메모리로의 입출력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명령어 캐시는 데이터 캐시에 비해서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명령어 캐시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매우 높은 적중률

을 보이는 n-차(way) 집합 연관 캐시를 가정하면, 식(1)은 다음의 식 (2)로 

간단히 표현 할 수 있다[13].

≈  ×    (2)

여기서 각각 Etag는 태그 어레이에서, Edata는 데이터 어레이에서 소모하

는 에너지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Edata는 Etag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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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tag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식(3)과 같다[15]. 여기서 t는 태그의 

비트 개수, b는 라인의 크기를 나타낸다.

  ×


× (3)

2.3.2 라인 버퍼 캐시의 에너지 모델

이제 앞절에서 정의한 변수와 식으로 라인 버퍼 캐시가 소모하는 에너

지(ELB)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4)와 같다.

     ×   ×   

    ×    × ×      

     × ×     

(4)

여기서 Chit-rate은 캐시 적중률을 나타내며 LBhit-rate은 라인 버퍼의 적중률

을 나타낸다. 명령어 캐시의 접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TLB의 접근이 필요

하므로 식(4)에서는 TLB접근에 필요한 평균 에너지(ETLB)를 포함 하였다.

TLB접근 평균 에너지는 TLB가 적중하는 경우와 적중 실패할 경우의 에

너지의 총 합에 대해 TLB에 접근하는 총 회수를 평균한 값으로 가정 한

다. 라인 버퍼 적중 실패와 캐시 적중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두 번째와 마지막 항에는 라인 버퍼의 태그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를 고려하여 Etag 가 한 번 더 더해졌다. 캐시를 접근하기 전에 항상 라인 

버퍼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태그 비교를 먼저 수행 하

기 때문이다. 이 때 라인 버퍼 적중 실패가 되면 라인 버퍼가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에는 접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에너지는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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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2.3.3 하위 저장소 캐시의 에너지 모델

다음의 식(5)는 하위 저장소 캐시가 소모하는 에너지(ESB)를 모델링한 

것이다.

     ××  




     ××

(5)

여기서 Nb는 하위 저장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하위 

저장소 기법을 활용한 캐시는 태그 어레이를 먼저 접근하고 원하는 주소 

태그를 찾은 후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접근하는 순차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 적중 실패시에는 태그 어레이 접근에 소모되

는 에너지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캐시 적중 실패의 경우를 표

현 한 두 번째 항은 데이터 어레이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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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

3.1 개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 (Word

Selective Line Buffer with filter TLB: WSLBT)는 라인 버퍼와 하위 저장

소 캐시의 장점을 조합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의 항목(entry)을 가지는 필

터 TLB를 추가 하여 전력 소모의 감소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캐시 구조를 

가진다. 라인 버퍼와 하위 저장소 기법을 조합하기 위해 가변길이 하위 

저장(Variable Length Sub-Banking: VLSB)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

며, 라인 버퍼와 필터 TLB를 조합하기 위해서 기존의 라인 버퍼의 구성 

요소였던 태그 버퍼 대신에 주소 저장 레지스터(Address Latch Register:

ALR)[13]를 도입하고 이것에 필터 TLB 역할이 추가되는 방식이 사용된

다.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특정한 L1

명령어 캐시 환경을 설정하고자 한다. 분리된 4-차 집합 연관 방식의 

32KB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가정하고, 하나의 라인은 4개의 8byte

짜리 워드로 구성되는 환경을 가정한다. 또한 모든 캐시 메모리는 태그와 

데이터 어레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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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구조

3.2.1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

나인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를 먼저 설명 한다. 먼저 주소 저장 

레지스터에는 주 메모리 주소, 여기서는 명령어의 주소를 의미하는 프로

그램 카운터가 저장된다. 주소 저장 레지스터에 저장된 주소 값은 이전 

명령어 캐시 접근 시 사용된 주소의 상위 비트, 즉 태그 비트와 인덱스 

비트로 구성된다. 이 저장된 태그 비트의 경우 기존의 라인 버퍼 태그와

는 달리 가상 주소 태그를 그대로 저장하게 된다. 이후 현재 요청된 주소

가 도달하면 TLB의 접근 없이 가상 태그끼리의 비교와 인덱스 비트의 비

교를 통해 라인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적중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상 주소 간 비교가 일치했다는 의미는 같은 라인

내에서의 접근이라는 의미 이므로, 라인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에 요구되

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소 저장 레지스터에는 추가적으로 TLB의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물

리적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항목을 가지는 필터 TLB

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페이지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한 

TLB 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가 적중

하는 경우 TLB접근에 필요한 동적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TLB가 포함하는 태그 어레이와 데이터 어레이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에너

지는 그 크기에 비례하는데, 보통의 TLB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

에 한 번의 접근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큰 값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TLB의 경우 명령어의 개수만큼 접근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많

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한 번 접근에 필요한 에너지는 작은 수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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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

만, 접근 수를 고려해 볼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

의 항목을 가지는 필터 TLB만으로도 에너지 소모량 감소에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이것 이다.

그림 4에서 아래 쪽 사각형 부분이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의 

구조를 보여준다. 가상 태그를 저장하는 태그 부분과 인덱스를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저장된 가상 태그에 대응하는 물리적 태그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BL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4

와 같이 두 개의 비교기를 필요로 한다. 그림 4에 나타낸 비교 1과 2가 

모두 일치 할 경우 주소 저장 레지스터 적중이 발생한다. 이 경우 라인 

버퍼가 적중이 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라인 버퍼에서 가져가게 된다.

비교 1이 일치 하였으나 비교 2는 일치 하지 않으면 라인 버퍼는 적중 실

패이나, 필터 TLB는 적중하게 된다. 비교 1만 적중하였을 때는 라인 버퍼

에 의한 이득은 얻을 수 없지만, 필터 TLB를 통해 TLB의 접근을 차단하

여 TLB접근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절약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적중 실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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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① hits and ② hits then Line Buffer(LB) hits

if ① hits but ② misses then LB misses and filter TLB hits

else cache operate as like conventional I-cache

표 1.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의 동작 알고리즘

상기 설명한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의 동작을 의사 코드로 나

타낸 것이 표 1 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비교 결과로 라인 

버퍼 적중과 필터 TLB의 적중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3.2.2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의 구현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WSLBT)를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VLSB)이다. 기존의 하위 저장

소 기법에서는 요구되는 단 하나의 저장소 단위만을 활성화 시켜 필요한 

데이터를 읽거나 쓰도록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 기법에서는 요구되는 단위의 저장소 뿐만 아니라 그 저

장소로부터 라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저장소까지 한 번에 읽어들이도록 

구현 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캐시의 구성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의 라인

은 4개의 하위 저장소로 구성되고, 각 저장소는 하나의 워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에 2번째 저장소가 목적지 주소로 지정되었을 때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 기법에서는 2번째 하위 저장소로 부터 라인의 마지막 저장소인 4

번째 하위 저장소까지 접근 한다. 이 경우 3개 워드를 읽어 들이게 되고,

하나의 하위 저장소가 2개 워드로 구성 될 경우 6개 워드를 한 번에 접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적지 주소가 3번째 저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1

번, 2번 하위 저장소는 비활성화 상태로 두고 3번, 4번 저장소만을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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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워드 선택 논리 회로

게 된다.

이러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한 새롭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림 5에서 보여주고 있는 워드 선택 논리회로(Word Selection Logic:WSL)

이다. 그림에서는 8바이트 크기의 워드가 하나의 하위 저장소를 이루고 

있는 경우 요청된 주소 값의 3번과 4번 비트를 이용하여 목적지가 되는 

하위 저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저장소 이전의 저장소는 활성화 

하지 않고 지정된 저장소와 그 이후의 저장소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논리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선택된 하위 저장소에서 읽어 들인 데이터는 명령어 패치 큐로 

전달됨과 동시에 라인 버퍼에 저장되는데, 비 활성화된 저장소에 해당하

는 라인 버퍼의 저장소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저장되지 않는다. 이 저장소

에는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가 남아 있거나 그냥 비어 있게 되는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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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의 구조 및 동작

버퍼의 저장소 별로 유효 비트 하나를 따로 두어 해당 저장소의 데이터가 

유효한지 여부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면, 주소 저장 레지스터에서 적중이 

발생하더라도 라인 버퍼 데이터에 접근하여 유효 비트가 세트되어 있지 

않으면 라인 버퍼는 적중 실패가 된다.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 기법은 기존의 라인 버퍼 기법을 하위 저장소 

기법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고안된 설계구조이다.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라인 버퍼와 하위 저장소 기법을 결합하게 

되면, 한 번에 하나의 저장소 단위만을 라인 버퍼에 저장하게 되므로 라

인 버퍼가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의 로컬리티를 

확보 할 수 없다. 일정부분 라인 버퍼의 효율성을 희생하되, 더 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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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효과가 있는 하위 저장소 기법을 함께 조합하면 전체적으로 성능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워드 선택 논리 회로에 의해 구현된 가변 길이 하위 저

장소 기법의 종합적인 구조와 그 동작을 위의 그림 6에서 두 번째 저장소

가 목적 저장소로 선택된 경우를 예로 들어 도식화 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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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동작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효과

는 공간적 로컬리티에 크게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로컬리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명령어 캐시에 집중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동작을 설

명하고자 한다.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의 동작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

루어지며 라인 버퍼가 적중했을 경우와 적중 실패했을 경우를 나누어 그

림 7 과 그림 8에 나타내고 있다.

1. 캐시 접근이 시작되어 요구되는 목적지 명령어 주소에서 태그 비트와 인

덱스 비트를 추출하여 이전 접근에 사용되었던 명령어 주소의 태그 비트

와 인덱스 비트가 저장된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비교한다. 이 비교를 통

해서 라인 버퍼 적중 또는 적중 실패 신호가 생성된다.

2. 라인 버퍼가 적중하게 되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드 선택 논리

회로로 부터 라인 버퍼의 데이터 어레이로 워드 선택 신호가 전달된다.

워드 선택 논리 회로는 요구된 명령어 주소의 하위 블럭 오프셋을 참조

하여 필요로 하는 라인 버퍼상의 하위 저장소를 활성화 시키게 되고 필

요로 하는 데이터 즉 명령어를 읽어낸다.

3. 만약에 라인 버퍼가 적중 실패하고 필터 TLB 또한 적중 실패하는 경우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LB 접근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명령어 캐

시의 태그 어레이 접근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워드 선택 논리회로의 도

움을 받아 필요한 하위 저장소들을 활성화 하여 해당하는 명령어를 읽어

낸다.

4. 라인 버퍼는 적중 실패하고 필터 TLB는 적중하였을 경우 필터 TLB의

이미 변환된 물리적 태그 주소를 이용하여 명령어 캐시의 태그 접근이

바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동작은 위의 3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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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어레이로 부터 읽어낸 명령어는 명령어 인출 큐(instruction

fetch queue)로 보내진다.

6. 라인 버퍼 적중 실패로 명령어 캐시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 읽어낸 명령

어는 명령어 인출 큐로 보내짐과 동시에 워드 선택 논리회로에 의해 선

택된 모든 하위 저장소의 데이터가 다음 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라인

버퍼 데이터 어드레스에 저장된다. 마찬가지로 필터 TLB 적중 실패가

발생 했을 때도 TLB 접근을 통해 얻어진 물리적 태그 주소 값은 다음

번 접근에 이용하기 위해 필터 TLB에 저장된다.

7. 명령어 캐시조차 적중 실패일 경우는 하위 메모리 계층에 접근하여 새로

운 라인으로 교체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메모리 계층 간 동작 방식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재 적재된 데이터는 다

음 접근에 대비하기 위해 라인 버퍼에 저장된다.

8. 모든 캐시의 동작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접근한 주소 값의 상위 비트

즉, 태그 비트와 인덱스 비트가 주소 저장레지스터에 다음 접근을 위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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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라인 버퍼 적중 시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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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라인 버퍼 적중 실패 시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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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 에너지 모델

앞의 3.3 절에서 설명한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동작 방

식에 따른 에너지 소모(EWSLBT)를 전술한 식(4), (5)를 이용하여 유도 해

보면 아래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6)

여기서 EALRT는 주소 저장 레지스터와 필터 TLB가 소모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며 Na는 활성화된 하위 저장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기존의 라인 버

퍼와 마찬가지로 높은 LBhit-rate은 더 큰 에너지 소모의 감소를 보장한다.

또한 에너지 소모량은 비 활성화된 하위 저장소의 개수(Nb-Na)가 변수로

작용한다. ETLB는 TLB접근에 사용되는 평균 에너지 소모량을 표현한 것

으로 필터 TLB 적중과 적중 실패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값으

로 가정하여 간략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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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모의 실험 및 성능 분석

4.1 모의실험 환경 인자 및 벤치마크

본 논문의 검증을 위해서, 슈퍼 스칼라 프로세서의 사이클 수준 시뮬레

이터인 SimpleScalar 3.0[24]을 제안하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의 명령어 캐시 구조에 맞게 수정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력 소모량의 측정을 위해 CACTI 5.1[2]을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하였으

며, 32nm 기술을 가정하였다. 프로세서는 3.46 GHz의 하나의 프로세서 

환경을 가정 하였다. 8개의 하위 저장소로 구성된 32바이트 라인을 가지

도록 설정 하였으며, 하나의 하위 저장소는 4바이트 워드 하나로 구성하

였다.

4.1.1 모의실험 환경 인자

모의실험을 위한 시스템의 환경 인자는 표 2와 같다. 명령어의 실행은 

비순차적(out of order) 실행을 선택했으며, 4-차 집합연관 방식의 L1 명

령어 캐시와 L! 데이터 캐시, 그리고 통합된 L2 캐시를 사용 하였다. 다양

한 캐시 환경이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서 캐시 용량은 16KB, 32KB, 64KB로, 집합연관의 차수는 2-

차, 4-차, 8-차, 라인 크기는 16B, 32B, 64B까지 변화시키며 실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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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종류 인자값

L1 I-Cache

크기 16KB, 32KB, 64KB

집합 연관 4-way

라인 크기 16Byte, 32Byte, 64Byte

접근 성공 지연 사이클 3

L2 Unified-Cache

크기 1MB

집합 연관 16-way

라인 크기 64Byte

접근 성공 지연 사이클 10

Line Buffer for L1 I-Cache

크기 1 entry

집합 연관 direct-mapped

접근 성공 지연 사이클 1

I-TLB

항목 개수 16 entry

집합 연관 4-way

페이지 크기 4096Byte

접근 성공 지연 사이클 2

메모리 접근 지연 사이클 400

1사이클당 명령어 인출 속도 1

명령어 이슈 방식 Out of order

명령어 인출 폭(Instruction fetch width) 4

명령어 발행 폭(Instruction issue width) 4

명령어 수행 폭(Instruction commit width) 4

표 2. 모의실험 환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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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벤치마크

정수형 gzip, mcf, parser, vortex, vpr, crafty, gap, twolf

실수형
art, equake, mesa, swim, mgrid, applu, galgel, lucas,

apsi

표 3. 실험에 사용된 SPEC 2000 벤치마크 응용 프로그램

4.1.2 벤치마크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모의실험에 가자 많이 쓰이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SPEC(Standard Perfoermance Evaluation Corporation) 프로세서 벤치마크

[24]이다. 현재 네 번째 버전인 SPEC 2006까지 나와 있으나, 실험 환경 

구축의 용이함을 위해서 SPEC 2000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SPEC 2000

은 워크로드(workload)에 따라서 정수형 연산 프로그램과 실수형 연산 프

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SPEC 프로세서 벤치마크는 범용 마이크로 프

로세서 디자인의 실험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서버와 하이엔드 

유저용 시스템을 위한 실험에 많이 쓰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내장형 시스템에서 부터 범용 데스크탑 

PC까지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SPEC 2000 벤치마크로 실험을 하

는 것이 적합하다. 본 모의 실험에서는 SPEC 2000의 벤치마크 정수형 연

산 프로그램과 실수형 연산 프로그램 17개를 순차적으로 실험하였다. 하

나의 프로세서 환경을 가정하였으므로 벤치마크를 조합하여 실험 하지는 

않았다. 본 모의 실험에서 사용한 벤치마크 응용 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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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의실험 결과 및 분석

앞서 연구 배경에서 언급하였던 브렌치 당 명령어 개수에 대한 관찰 결

과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래프의 크기가 클수록 공간적 로컬리티가 높아

서 라인 버퍼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 역시 라인 버퍼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 할 수 있다. 모든 벤치마크 응용 프로그램의 

실험 결과는 그림 1의 브렌치 당 명령어 개수의 순서로 나열하여 공간적 

로컬리티의 영향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에 대한 비교군 으로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

[3]와 하위 저장소 기법 중 하나인 선택적 워드 읽기 캐시[10]를 함께 실

험 하였다. 기본 비교 대상으로는 여타의 최신 기법들이 가미되지 않은 

기본 구성의 캐시를 사용하여 다른 기법들을 이에 대해 일반화

(normalize)하였다. 기본적으로 실험은 32byte 라인 크기의 32KB 용량의 

4-차 집합연관 캐시를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며, 다른 캐시의 구성으로의 

실험은 각각의 기법들이 다양한 캐시 구성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만 실행 하였다.

4.2.1 에너지 소모 비교

상기 언급한 구성의 캐시에서 소모하는 동적 에너지를 CACTI를 통해 

모의실험을 해 보면 한 번의 캐시 접근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태그 어레이 

접근에 0.00180135nJ, 데이터 어레이 한 라인 접근에 0.0162653nJ이 소모된

다. 이를 토대로 각 벤치마크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명령어 캐시에 

접근한 회수를 통해 전체적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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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line Line Buffer Selective Word WSLBT

mgrid 26041884.59 9850649.225 9934067.235 9806457.436

swim 2508747.16 979318.8787 975079.4043 970866.5607

applu 1245342.911 418837.2138 403097.8852 410231.1297

lucas 26110372.44 8860687.897 8568160.47 8728821.682

apsi 29732834.21 11335340.31 10156869.82 10846674.44

galgel 29527194.83 13066144.96 10185382.05 12073024.13

art 11109023.79 5915819.738 3729648.65 4888582.368

mesa 8693003.189 4027275.415 2899717.4 3541841.278

gzip 12493006.07 6455670.354 4354000.365 5558873.125

twolf 2119104.478 1026961.773 710287.463 913994.2507

v.p.r. 12651906.85 6425857.997 4292749.039 5538882.958

equake 10297239.94 5076315.195 3557438.865 4374760.039

crafty 32243927.97 17352314.79 11676860.84 15246559.87

gap 9581070.634 5146487.888 3178940.14 4304596.753

parser 34085931.61 18905860.4 11361138.47 16092562.68

vortex 29689596.69 14722048.77 10225154.69 12637912.97

mcf 2352553.419 1168151.252 698128.1128 1010768.262

mean 16498984.75 7690220.121 5700395.347 6879141.76

표 4. 벤치마크 완료까지의 소모 에너지 (단위: nJ )

라인 버퍼는 하나의 항목만을 가지는 버퍼를 사용하였으며, 선택적 워

드 읽기 캐시의 하위 저장소는 저장소당 하나의 워드를 가지도록 구성하

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시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캐시 본체에 접

근하는 회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안하는가, 그리고 한 번 접근에 소모

되는 에너지를 얼마나 줄여 주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라인버퍼

는 캐시 접근회수를 줄임으로서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는 기법이며, 하

위 저장소 기법은 한 번 접근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체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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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너지 소모

그림 9에서는 각각의 캐시 구조 즉, 라인 버퍼 캐시와 선택적 워드 읽

기 캐시,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 캐시의 에

너지 소모를 추가적인 기법이 사용되지 않은 기존의 캐시를 기준으로 비

교하고 있다.

라인 버퍼의 에너지 소모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브렌치 

당 명령어 개수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높은 공간적 로컬리티는 라인 버

퍼 캐시에 더 많은 이득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선택적 워드 읽기 

캐시는 낮은 공간적 로컬리티를 가지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것은 하위 저장소 기법을 사용한 캐시는 공간적 로컬리티에 크

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의 경우 라인 버퍼 캐시와 동일하게 브렌치 당 명

령어 개수의 그래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라인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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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보다 더 낮은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낸다. 단지 에너지 소모량은 관

점에서만 본다면 선택적 워드 읽기 방식의 캐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4.2.2 필터 TLB에 의한 에너지 소모 변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소저장 레지스터에는 하나의 필터 TLB 항목

(entry)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하나의 항목을 가지는 필터 TLB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다. 표 1에서 보인 TLB사양을 토대로 필터 TLB에 의한 명령

어 TLB의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았

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모양은 그림 1에서 본 브렌치 당 명령어 

개수 그래프와 반전된 모습이다. 즉, 로컬리티가 높을수록 필터 TLB적중

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평균적으로 필터 TLB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 대비해서 11%정도의 에너지만을 소모하였다. 기존의 필터 TLB[17]보

다 3배 정도의 효율을 보이며, 가장 최신의 기법이 적용된 필터 TLB[26]

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로컬리티가 

특화된 명령어 TLB에 한정하므로 확장된 TLB환경에서는 일반적인 필터 

TLB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라인 버퍼 설계를 

위해 추가되는 하드웨어에 물리적 태그 주소에 해당하는 몇 개의 비트만

을 추가하여 얻은 결과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큰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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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필터 TLB에 의한 에너지 소모 감소

4.2.3 성능 비교 평가

이제 실험에 사용된 캐시 구조의 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인 구성의 캐시의 경우 적중 시 접근 지연을 2사이클로 가정

하였다. 이에 라인버퍼 캐시의 라인 버퍼 적중 시는 1사이클, 적중 실패 

시는 3사이클이 되며 마찬가지로 라인 버퍼를 갖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

퍼도 동일한 접근 지연 사이클을 갖는다. 하위 저장소 기법을 이용한 선

택적 워드 읽기 캐시는 순차적 접근을 방식을 이용하면서 2사이클의 적중 

시 접근 지연을 갖는다.

TLB의 관점에서 보면 필터 TLB와 TLB에 대한 접근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접근 지연은 숨겨질 수 있다. 그것은 TLB의 접근

은 명령어 캐시 접근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명령어 캐시의 접근이 완료되

기 전에 TLB접근이 완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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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위 저장소 캐시의 성능

기 때문이다. 결국 명령어 캐시의 성능만을 평가하는데 따로 TLB나 TLB

필터의 접근 지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하위 저장소 캐시의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의 저

장소만을 활성화 시켜 접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도 하나의 저장소 크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명령어의 경우 하위 저

장소 기법을 채택한 캐시를 한 번 접근해서 명령어 인출 큐(instruction

fetch queue)를 다 채울 수 없으므로 몇 번의 접근이 필요 하다. 그림 11

은 선택적 워드 읽기 캐시의 성능을 평가한 막대그래프이다. 거의 모든 

벤치마크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 캐시 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

다. CPI기준으로 평균 15%가량 성능이 하락 하였다.

라인 버퍼 캐시의 경우 라인 버퍼를 제외한 캐시를 접근하기 위한 지연 

시간은 기본 캐시와 같이 2사이클이지만 라인 버퍼를 매 번 먼저 접근해

야하기 때문에 라인 버퍼 적중 시에는 1사이클로 성능에 이득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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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라인 버퍼와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 캐시의 성능

만, 적중 실패 시에는 라인 버퍼 접근 지연 시간이 더해져서 3사이클로 

지연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적 

로컬리티가 높은 명령어 캐시에서는 라인 버퍼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기본 캐시의 성능과 큰 차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

려 'equake'의 경우 성능이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인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 캐시는 경우에 따라 전체 라인을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 보다는 라인 버퍼 적중

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시 기존의 기본 캐시와 큰 차이 없는 

성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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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nergy-Delay 곱

4.2.4 Energy-Delay 곱에 의한 평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기법을 도입했을 때 보통의 경우 성능 하락

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너지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법

을 제안하였으나 성능을 크게 희생해야만 하는 경우 실제 환경에서 활용

도는 미지수일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과 성능을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Energy-Delay 곱(EDP)[9]을 평가의 

지표로 도입하였다. Energy-Delay 곱 = Energy ✕ Delay 로 정의 된다.

이 지표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된 각각의 캐시 구조간의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실험 결과는 기본 캐시에 대해 일반화 시켜 나타냈으며,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

적 워드 라인 버퍼 기법은 기본 캐시에 비해 평균 56.2%의 EDP 향상을 

보이며,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에 비해서는 평균 2.5%, 선택적 워드 읽기 

캐시에 비해서는 12.7%의 EDP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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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다양한 캐시 구성 환경에 의한 평가

다양한 캐시 구성환경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기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캐시의 용량은 16KB,

32KB, 64KB 까지 변화 시켰으며, 집합 연관 정도는 2-차, 4-차, 8-차로, 라

인의 크기는 16byte, 32byte, 64byte로 변화를 주어서 실험 하였다.

그림 14에서 다양한 캐시 구성환경에서의 EDP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

고 있다. 그림 14(a)와 그림 14(b)는 캐시의 용량과 집합연관 정도의 변화

에 모든 에너지 소모 감소를 위한 캐시 기법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만 변

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14(c)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

여준다. 라인 버퍼 캐시는 라인 크기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니다. 라인 버퍼는 라인의 크기를 따르게 되는데 큰 버퍼는 더 적은 

에너지의 소모를 이끌어내고, 작은 크기의 버퍼는 더 많은 에너지 소모를 

가져온다. 이것은 버퍼의 크기가 클수록 라인 버퍼의 적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의 경우 라인 버퍼 구조를 채택하였음에도 라인 크기가 변화 하

더라도 여전히 각 라인 크기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가변

길이 하위 저장 기법으로 라인 크기가 작을 때 명령어 캐시에 접근하는 

빈도가 많아지더라도 하위 저장 기법이 에너지 소모를 유지시켜 주고, 라

인 크기가 클 경우에는 큰 라인 크기에 의해 이득을 보는 식으로 EDP 결

과에 변화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러 캐시 구조의 변화에서도 민감하

게 반응하지 않고 본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작은 라인 크기에서

는 기존의 라인 버퍼 보다 50%정도의 EDP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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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다양한 캐시 구성에 따른 EDP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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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LBT Line 
buffer

Selectiv
e Word

Space
overhead

ALRT

Virtual tag bits 17 0 0

Index bits 8 0 0

Physical tag bits 17 17 0

Line  Buffer
Data array bits 256 256 0

vaild bit 8 0 0

Total 　 306 273 0

Additional
logic

Logic for 
word selection 　 O X O

표 5. 구현에 따른 추가 비용 분석

4.2.6 추가 비용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변 길이 하위 저장소 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추가

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32KB 4차 집

합연관 방식의 32byte 라이 크기를 가지는 캐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 오버헤드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방식의 

캐시가 데이터 어레이 262144bits(32KB), 태그 어레이 17408bits를 사용하

여 전체적으로 279552bits를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은 

306bit를 더 사용한다. 이는 기존 캐시의 0.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것과 더불어 추가적인 배선이나 워드 선택 논리 회로 등이 필요하나, 이

것에 의한 추가적인 공간이나 전력 소모는 실험 결과에서 고려해야 할 정

도로 크지 않으므로 실험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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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 기법을 제안하여 L1

명령어 캐시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TLB 필터가 포함된 주소저장 

레지스터(Address Latch Register with filter TLB: ALRT)와 가변 길이 하

위 저장소(Variable Length Sub-Bank: VLSB)를 소개 하였다. 주소저장 레

지스터와 필터 TLB는 가상 주소와 이것이 변환된 물리적 태그 주소를 포

함하고 있어서 최대한 TLB의 접근을 차단하여 TLB접근에 소모되는 에너

지를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를 위

한 캐시 기법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 하였다. 가

변 길이 하위 저장소를 이용하여 기존의 라인 버퍼 기법을 통해 캐시 접

근을 최소화 하고 하위 저장소 기법을 조합하여 캐시 접근 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감하여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두 가지 기법의 장점을 모두 활

용 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택적 워드 라인 버퍼와 필터 TLB기

법을 이용하여 큰 성능 하락 없이 캐시의 동적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 효과는 캐시의 집합 연관 정도, 캐시의 

용량, 라인의 크기 등 구성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검증되었다.

검증 결과를 기존의 기본 캐시와 비교하면 EDP관점에서 평균적으로 

56.2%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기존의 라인 버퍼 캐시와 비교하면 평균적

으로 2.5% 정도의 EDP 향상을 가져왔으며, 하위 저장소 기법을 적용한 

선택적 워드 읽기 캐시와 비교해서는 12.7%의 EDP 향상을 가져올 수 있

음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하면 적중실패가 발생한 저장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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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버퍼에 적재하게 되는데 기존에 적재된 저장소를 재 적재 하면서 에

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 적재된 저장소는 그대로 두

고 유효하지 않은 저장소에 해당하는 캐시 하위 저장소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워드 선택 논리회로를 수정하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연구해 볼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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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nlargement of cache memory size and the increased

complexity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processors rebound a

significant increment of total power consumption. Therefore, cache

dynamic power is the most attractive and important target for power

minimiz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Word Selective Line Buffer with filter

TLB(WSLBT) which is combination of line buffered cache, sub-banking

cache and filter TLB. Our proposed WSLBT introduces two significant

architecture design that are Address Latch Resigter with filter

TLB(ALRT) and Variable Length Sub-Banking(VLSB). ALRT can reduce

the energy dissipation for accessing TLB by partially eliminating TLB

access. Combination of Line buffer and sub-banking with VLSB can

take advantage of two energy efficient architecture. In case of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line buffer and selective word

reading, the ED product is improved by average 2.5% and 12.7%,

respectively.

Keywords : Word Selective Line Buffer with filter TLB(WSLBT), Low

Power, Address Latch Register(ALR), Variable Length

Sub_Banking(VLSB)

Student Number : 201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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