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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수십년 동안 휴 기기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이 발 되어 왔다. 
재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작은 크기의 특화된 하드웨어를 차용하면서도 높은 효율의 성능을 가에 제

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 의 하나가 다  메모리 뱅크이다. 
를 들면, 이  메모리 뱅크는 같은 공간에 두 배의 메모리 역폭의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이 포트 메모리에 비하여 은 비용으로 동일한 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제

공한다. 그러나 재까지도 다  메모리 뱅크의 효율 인 사용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  메모리 뱅크의 활용 문제를 간섭 그래  (interference graph)를 이용하여 

효과 으로 해결하 다. 

1. 서론

   많은 임베디드 응용은 실시간 (realtime) 환경에서 동

작한다. 이것은 임베디드 시스템이 일정한 수 의 성능을 

엄격히 제공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키기 하여 재의 내장형 시스템은 응용에 특화된 하

드웨어를 로그래머블하게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특화된 하드웨어를 최 으로 이용하기 한 컴 일러

가 있어야만 한다. 재의 컴 일러는 명령어 스 쥴링  

지스터 할당과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에 특화된 최 화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  메모리 뱅크와 같은 메모리 

시스템을 한 부분에서는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멀티미디어 응용과 련된 데이터 집  임베디드 응용 

로그램에는 풍부한 데이터 병렬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에 멀티미디어 응용에 자주 사용

되는 코드 제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사의 DSP56000 어셈블리 코드이다. 라인 1, 5, 7에서 

move명령어로 데이터 근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ove 명령어의 x:, y:가 DSP56000에 포함된 이  메모리 

뱅크 X, Y를 나타낸다. move명령어는 디 티  x:, y:를 

통하여 각각의 뱅크에서 데이터를 지스터로 이동시킨다. 

코드에 나타난 바와 같이 move명령어는 X, Y 두 개 메모

리 뱅크를 활용하여 동시에 데이터를 근할 수 있다.

move x:(r0)+, x0 y:(r4)+,y0

mpyr x0,y0,a x:(r0)+, x0 y:(r4)+,y0

do    #N-1, end

mpyr x0,y0,a a, x:(r1)+ y:(r4)+,y0

move x:(r0)+,x0

end

move a,x:(r1)+

(그림 1) N real multiplies code from DSP56000

  DSP56000은 VLIW 아키텍처와 유사하게 명령어 하나

에 여러개의 독립 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첫 번째 명

령어는 메모리의 ro주소와 r4주소에서 데이터를 읽어 

지스터 x0와 y0에 로드하고 r0,r4 주소 값을 증가시키는 

연산을 수행한다. 두 번 째 명령어는 로드된 두 값을 곱하

여 장하고, 다른 두 값을 다시 로드하는 연산을 수행한

다. 두 개의 뱅크에 두 개의 피연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

우 동시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지만 한 뱅크에 두 값이 

있을 경우 순차 으로 두 번 데이터를 로드해야 한다. 이

때 한 개의 메모리 뱅크에 읽기 포트는 한 개 존재한다. 

컴 일러가 로그램 코드를 효율 으로 분석하여 동시에 

근 가능한 데이터는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치하도

록 코드를 생성해야 성능을 최 으로 만들 수 있다. 

- 46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2. 다  메모리 뱅크의 활용

   이상 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는 동시 근이 가능하도

록 할당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  메모리 뱅크가 n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n개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할당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 분할/할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첫째, 우리는 서로 다

른 데이터들 사이에서 분할 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즉, 

임의의 데이터를 특정 뱅크로 분할/할당을 결정할 때 기

을 양 으로 정의해주어야 한다. 둘째로 성능이 최상이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분할 데이터가 발생하도록 규칙을 

정의해야 한다.

  하나의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 사이의 분할 

계를 결정하기 하여 우리는 무방향 간섭 그래  

(undirected interference graph)를 사용한다. 간섭 그래

의 노드는 로그램의 변수들을 나타내며, 노드 사이의 에

지는 연결된 노드 이 동시에 근 가능함을 나타낸다. 

즉, 에지로 연결된 노드들은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할

당되어야 동시 근이 가능해진다. 간섭그래  제를 그

림 3에 나타내었다.

while(instructions not empty){

   if(operation == load or store){

      nodeBuild(variable);

      if(node_i and node_j access different vars/arrays)

         if(they have same liverange)

            add edge to graph;

   }

}

(그림 2) 간섭 그래  구성 의사 코드 (Pseudo code)

(그림 3) 간섭 그래  제

그림 2는 간섭 그래  구성을 나타내는 의사코드이다. 그

림 3(a)는 TI56000 아키텍처를 타겟으로 동시 실행 가능

한 명령어들의 코드 결합 (code compaction) 결과를 나타

내는 제코드이다. 그림 3(b)는 각 변수들의 라이 역 

(live range)를 나타낸다. 그린 3(c)는 각 명령어들을 상

으로 동시 근 가능한 변수들을 상으로 구성된 간섭그

래 와 두 개 뱅크 (X,Y)에 한 할당 결과를 나타낸다. 

제에는 생략하 으나, 제안하는 간섭 그래 는 에지에 

가 치 포함하는데, 변수들 사이의 간섭 횟수에 따라 가

치를 1씩 증가시켜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3(d)는 뱅크 할당 결과를 반 한 결과 

코드를 나타낸다. 간섭 그래  노드의 뱅크 할당은 최소 

비용 분할 (minimum cost partitioning)을 기반으로 진행

한다. 최소 비용 분할 문제는 NP-complete에 해당하는 문

제임으로 우리는 비용이 가장 큰 노드들을 우선으로 선택

하는 휴리스틱을 용하 다. 즉, 간섭 그래 에서 가 치

가 높은 에지가 많이 연결된 노드 순으로 할당을 시작하

여 되도록 많은 비용이 간섭 그래 에서 제거되는 순으로 

노드를 선택하여 서로 다른 뱅크에 할당한다. 

3. 성능 개선 측정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을 하여 우리는 

adpcm, edge_detect, compress, histogram 등의 DSP 커  

코드를 사용하 다. 한 TI56000 구조의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측정하 다. 비교 상 코드는 한 개의 메

모리 뱅크에 모든 데이터를 할당하는  기본 기법을 사용

하 다. 이상 인 성능 개선결과 (ideal)와의 비교를 하

여 이  포트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 다. 

   성능 개선 결과는 평균 7.5%개선되었다. 코드의 특성

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 루 안에 제어문 

(control code)의 분포 정도에 따라 메모리 연산의 병렬성

이 떨어진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의 효과도 작다. 반면 메

모리 근 연산이 많이 분포하는 커  코드의 경우 큰 성

능 개선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기본 기법의 성능

을 1로 보았을 때 ideal기법과 제안된 기법의 결과가 표 1

에 표기되어 있다. 이상 인 결과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표 1) 성능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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