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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현재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의 성능은 높은 명령

어 이슈율과 명령어 수준 병렬성(Instruction Level

을 가능한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중Parallelism : ILP)

요하다 를 처리 할 때 주요 장애 요소로는 제어. ILP

종속과 데이터 종속이 있다 제어종속은 조건분기 명.

령이 반입 될 때 분기 방향과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주소를 예상하는 분기 예상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 종속에는 종속과. false-data true-

종속이 있다 종속에 의한 장애는 소data . false-data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명명 방법으로 완전(rename)

히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명령어의 결과를 입.

력으로 사용하는 종속관계의 명령어는 병렬true-data

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종속성을 제거. true-data

하기 위해 결과 값 예상기법을 사용하게 된다(value) .

결과 값 예상기법은 선행 명령어의 결과를 예상하고,

종속적인 명령어가 예상 값을 사용하여 빨리 수행함

으로서 종속 연결관계를 제거하는 하드웨어true-data

메커니즘이다[1,2,3,4,5,6,7].

명령어의 결과를 바로 이전에 수행된 결과로 예상

하는 결과 값 예측기 일정한 값 만큼Last [1,2], (stride)

변하는 명령어를 예상하는 결과 값 예Stride-based

측기 이전에 수행된 개의 결과 중에 하나를 예[5,6], 4

상하는 결과 값 예측기 가 있다 또한 다Two-level [5] .

양한 특성을 갖는 여러 명령어들을 모두 예상하기 위

해 여러 예측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예

측기 가 제안되었다[5,7] .

하이브리드 예측기는 하나의 예측기만 사용하는 방

법보다 높은 예측정확도를 갖는다 그러나 제한된 예.

측기 테이블에서 동일한 명령어를 여러 예측기의 엔

트리에 할당함으로서 예측 가능한 다른 명령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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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종속성에 의한 장애를 제거해

야 한다 최근 여러 논문들은 이러한 데이터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령의 결과 값을.

예상하는 메커니즘이 연구되고 있다.

결과 값 예상 메커니즘 중 여러 예측기를 하이브리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 하나의 예

측기만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하이브리드 예측.

기는 명령어를 중복해서 저장하여 많은 하드웨어 크기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예측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하이브리

드 예측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예상하기 어려운 명령어를 동적으로 찾아내어 예상하지.

않음으로서 잘못 예상한 페널티를 줄이고 예상 정확도를 높인다 시뮬레이션misprediction .

결과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한 하이브리드 예측기에서 예측율은 평균SPECint95

에서 로 향상하였고 는 평균 에서 로 낮추었다79% 90% , misprediction rate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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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의 엔트리에 할당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기술한 세 가지 결과 값 예측

기의 장점을 혼합해서 사용하며 명령어들의 수행 결

과의 패턴을 조사하여 각 패턴에 맞는 결과 값 예측

기를 사용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측기를 제

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명령어가 이전 패턴과 관련된.

예측기의 테이블만을 사용하게 하여 여러 예측기의

테이블 엔트리에 중복 사용을 피하게 함으로써 제한

된 하드웨어 테이블에 보다 많은 명령어를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들을 동적으로 찾.

아내어 그러한 명령어들은 예측기에 할당시키지 않음

으로서 예측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예

상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

관련 연구2.

이 장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결과 값 예측기인

결과 값 예측기 결과 값 예측기Last , Stride-based ,

결과 값 예측기 하이브리드 예측기를 설Two-level ,

명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고찰한다.

결과 값 예측기2.1 Last

결과 값 예측기 는 명령어의 마지막 수행 결Last [2]

과 값을 저장하는 과 예VPT(Value Prediction Table)

상을 결정하는 비트 로 구2 CT(Classification Table)

성되어있다 두 개의 테이블은 명령어 주소 로 인. (PC)

덱스하고 테이블 값 이 이상일 때만CT (CT Counter) ‘2’

테이블의 값을 수행 시 예상 값으로 제공하는 방VPT

법이다.

결과 값 예측기는 적은 하드웨어 비용을 요구Last

되지만 예상 정확도는 로 낮다는 단점을40% 50%～

갖는다.

결과 값 예측기2.2 Stride-based

결과 값 예측기 는 명령어의 결과Stride-based [5]

값과 마지막 두 번의 수행 결과 값의 차 를(stride)

에 저장하여 명령어의 반입 시 마지막 수행VPT (fetch)

결과 값과 의 합으로 예상한다stride .

이 방법은 결과 값 예측기보다 좋은 성능을Last

가진다.

결과 값 예측기2.3 Two-level

결과 값 예측기 는 명령어가 수행한Two-level [5]

마지막 개의 결과 값을4 VHT(Value History Table)

에 저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과 값을 예상하는 방법

이다 결과 값 예측기는 명령어의 주소. Two-level

로 를 인덱스하고 해당 엔트리에 있는 개(PC) VHT , 4

의 결과 값의 이전 수행 패턴으로 PHT(Pattern

를 인덱스하고 엔트리의 카운터History Table) PHT

에 의해 개의 값 중 하나를 결과 값으로 예상한다4 .

결과 값 예측기는 높은 예상 정확도를 갖Two-level

지만 많은 하드웨어 비용을 요구한다는 단점을 갖는

다.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측기2.4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측기 는 결과[5] Stride-based

값 예측기와 결과 값 예측기를 결합한 것Two-level

으로 신뢰성 카운터 에 의해 한(Confidence Counter)

예측기의 예상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명령어가 두.

개의 예측기에서 모두 엔트리를 갖고 있다면 높은 신,

뢰성 카운터 값을 갖는 예측기의 예상 값을 선택한다.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상방법은 특성을 갖는stride

명령어와 다양한 패턴을 갖는 명령어를 모두 예상하

기 때문에 높은 예상 정확도를 갖는다는 장점을 갖지

만 명령어가 두 개의 예측기의 엔트리에 중복됨으로

써 많은 하드웨어 비용을 요구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위에서 보듯이 명령어의 결과 값을 예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상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아직 만족할 만

한 예상정확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상 값이.

틀릴 경우 회복 을 위한 페널티가 크므로 예(recovery)

상이 어려운 명령어는 예상하지 않는 것이 성능 향상

에 도움이 된다.

제안된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상방법3.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예측기의 구조와

명령어에 가장 적합한 예측기를 선택하기 위해 명령

어들을 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제안된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측기 구조3.1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제안된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상방법이 동일한 명령어에 대해 여러 예측기에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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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를 할당함으로서 많은 하드웨어 비용을 요구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령어의 결과 값을 예상 할

때 어떤 예측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동적으로 분류하

고 가장 적합한 예측기에만 엔트리를 할당하여 중복

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하드웨어 비용을 감소시키는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상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예상.

하기 어려운 명령어들은 UIT(Unpredicted Instruction

에 저장하여 반입된 명령어가 에 있을 경Table) UIT

우 명령어의 결과 값을 예상하지 않고 예측기의 엔트,

리도 할당하지 않음으로서 예측율과 예상정확도를 향

상시키게 한다.

그림 은 여러 예측기가 사용하는 예상테이블의[ 1]

엔트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 값 예상방법. Last

의 테이블의 엔트리 그림 는 태그 필드 한 개의( 1, a) ,

결과 값 필드 카운터 로 구성되어Last , (CT Counter)

있다 결과 값 예상방법의 엔트리 그림. Stride-based (

는 태그필드 상태필드 필드 결과1, b) , , stride , Last

값 필드로 구성되며 결과 값 예상방법보다 좀더Last

많은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 결과 값 예. Two-level

상방법의 엔트리 그림 는 태그필드 필드( 1, c) , LRU ,

네 개의 마지막 결과 값 필드 비트의 패턴 히스, 2*p

토리 필드와 로 구성되며 다른 예측기보다 상당VPT

히 많은 하드웨어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 값 예상 방법Last , Stride

결과 값 예상 방법 결과 값 예상-based , Two-level

방법의 장단점에 착안하여 세 개의 예상 방법을 결합,

시킨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상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들은 에 할당하여 반입된UIT

명령어가 에 있으면 예상을 하지 않으며 예측기UIT ,

의 엔트리도 할당하지 않는 메카니즘을 제안하여,

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예측기와 동일Kai Wang[5]

한 하드웨어 비용으로 높은 예상 정확도를 갖도록 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예측기의 구조는

그림 의 에서 보듯이 추가된 부분이 있다1 e) . Valid

비트는 해당 엔트리에 명령어가 할당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비트가 로 설정된 예측기로 예상을. Valid ‘1’

하고 모두 일 때는 결과 값 예측기에 할‘0’ Two-level

당한다 또한 신뢰성 카운터는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 ,

들을 찾아내는데 사용한다 카운터. Filtering

는 결과 값 예측기에서 명령(F_Counter) Two-level

어를 동적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명령어의 동적 분류 방법3.2

동적 분류방법은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와 명령어의

예상을 위해 가장 예상 정확도가 높은 예측기를 동적

으로 선택하게 한다 명령어는 최초 결과. Two-level

값 예측기 에 할당하고 는 로 설정(TVP) , F_Counter ‘2’

한다 명령어가 다시 반입되면 를 확. (fetch) F_Counter

인 로 설정되어 있으면 두 개의 결과 값을 비교하, ‘2’

여 결과 값 패턴이면 결과 값 예측기Last Last

로 전이시키고 같지 않을 경우 를(LVP) , F_Counter ‘1’

로 수정하고 필드와 결과 값 필드에 값을 넣는Stride

다 다시 명령어가 반입되면 를 확인 로. F_Counter , ‘1’

되어 있으면 세 개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Stride-

결과 값 패턴이면 결과 값 예측based Stride-based

기 로 전이시킨다 결과 값 패턴도(SVP) . Last Stride-

결과 값 패턴도 아니면 를 으로 설based F_Counter ‘3’

정하여 다음부터 반입된 명령은 결과 값Two-level

패턴으로 처리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초기에 패.

턴을 알아낼 수 있고 계속해서 패턴을 검사할 필요가

없어 결과 값 예측기의 오버헤드를 줄인Two-level

다 또한 각각의 예측기는 처음 엔트리에 할당될 때.

그림 1 여러 예측기에서의 테이블 엔트리 구조

그림 2 제안한 하이브리드 결과 값

예측기에서 동적 분류를 위한 상태 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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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카운터를 으로 초기화하고 예상이 틀리면‘3’ ,

신뢰성 카운터를 씩 감소시킨다 신뢰성 카운터가‘1’ .

이 되면 즉 연속해서 세 번 틀리면 예상하기 어려‘0’ ( )

운 명령어로 판단하여 이러한 명령어들은 로 전UIT

이하여 그 명령어는 예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명령어.

의 예측기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상태 전이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2] .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기의 메카니즘3.3

제안한 하이브리드 예측기의 구조는 그림 과 같[ 3]

다 명령어가 반입되면 그 명령어의 로 해쉬 함수. PC

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해서(HF1, HF2, HF3, HF4) 3

개의 예측기 중 그 명령어가 할당된 엔트리를 선택하

고 선택된 예측기의 엔트리에 있는 값을 예상 값으로,

사용한다 만약 반입된 명령어가 에 있으면 예상. UIT

을 하지 않는다 명령어에 대한 엔트리가 개의 예측. 3

기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에 없다면 예상은 이루UIT

어지지 않으며 먼저 예측기에 해당 명령, Tow-level

어를 할당하고 명령어의 수행이 완료되면 수행 결과

값을 할당된 엔트리의 결과 값 필드에 저장한다 해당.

명령어가 다시 반입할 때를 위해 비트 를 세valid (v)

트시켜 다음에 예상하도록 한다.

반입된 명령어가 개의 예측기나 에 있을 경우3 UIT

예상과 갱신 및 예측기의 동적 전이는 다음과 같다.

반입된 명령어가 에 엔트리를 갖고 있을 경(1) LVP

우

명령어 반입시 엔트리의 카운터 값이LVP CT ‘2’

이상이면 결과 값 필드에 있는 값으로 예상하고 명령,

어 수행이 완료 후 예상 결과가 맞으면 카운터CT

값을 증가시키고 신뢰성 카운터를 으로 고쳐 예상, ‘3’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래 가지도록 한다.

예상 결과가 틀렸으면 수행 결과를 결과 값 필드에

저장하고 카운터를 감소시키며 신뢰성 카운터 값CT

을 감소시킨다 신뢰성 카운터가 이 되면 해당 명령. ‘0’

어를 로 전이하고 해당 엔트리의 비트를UIT valid ‘0’

으로 리셋시켜 초기화한다.

반입된 명령어가 에 엔트리를 갖고 있을 경(2) SVP

우

명령어가 반입시 엔트리의 상태 필드가SVP

이면steady(10) 결과 값 필드와 필드의 합으로stride

예상한다 명령어 수행 완료 후 정확한 결과 값과.

값을 해당 엔트리로 갱신하고 연속해서 예상이stride

틀려서 신뢰성 카운터가 이 되면 명령어를 로‘0’ UIT

전이시키고 해당 엔트리의 비트를 으로 리셋valid ‘0’

시켜 초기화한다.

반입된 명령어가 에 엔트리를 갖고 있을 경우(3) UIT

에서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들은LVP, SVP, TVP

로 보내진다 따라서 에 있는 명령어들은 예UIT . UIT

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령어처럼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후의 명령어들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는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를 잘못 예상해서 생기는 페

널티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반입된 명령어가 에 엔트리를 갖고 있을 경(4) TVP

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예측기에서 는 결과 값을TVP

예상하는 예측기 역할은 물론 결과 값들의 패턴을 조

사하는 필터기의 역할로도 사용된다 우선 예측기의.

역할을 보면 명령어 반입 시 엔트리의 필, TVP VHP

드를 사용하여 엔트리를 인텍스하고 엔트PHT , PHT

리의 선택된 카운터 값이 임계치 이상이면 해당 카운

터에 대응하는 결과 값 필드의 값으로 예상한다 필터.

기의 역할을 보면 명령어 수행 완료후 수행 결과 값,

과 마지막 값이 같으면 수행 결과 값을 의 결과LVP

값 필드로 전이하고 의 카운터 값을 로LVP CT ‘2’ ,

그림 3 제안한 하이브리드 결과값 예측기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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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를 로 설정한다 또 패턴이 경향valid ‘1’ . , Stride

이 있으면 수행 결과 값과 값을 의 결과 값stride SVP

필드와 필드로 전이하고 필드를stride state

로 비트를 셋트시키고 의 해당steady(10) , valid TVP

엔트리의 필드를 리셋시킨다 에서도 마찬valid . TVP

가지로 예상을 해서 틀리면 신뢰성 카운터는 감소하

고 신뢰성 카운터가 이 되면 해당 명령어를 로‘0’ UIT

전이하고 비트를 리셋시킨다valid .

실험 환경4.

본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의 하이브Kai Wang[5]

리드 예측기 와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기(Hybrid)

의 상대적인 예상율(Filtered Hybrid : F-Hybrid)

및 예상 정확도(Prediction rate) (Prediction

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개의accuracy) , 5 SPECint 95

벤치마크에 대해 시뮬레이터인execution-driven

버전 툴셋 을 사용하여 시뮬레이SimpleScalar( 2.0) [9]

션을 수행하였다 표 은 실험에 사용한 벤치마크이. [ 1]

다 첫 번째 열은 실험에 사용된 벤치마. SPECint 95

크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열은 프로그램에 사용한,

파일들이고 마지막 열은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Input ,

했을 때의 명령어 수를 나타내며 단위는 M(106 이다) .

실험 결과5.

이 장에서는 의 하이브리드 예측기Kai Wang[5]

와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기 의(Hybrid) (F-Hybrid)

엔트리 수 예상정확도를 비교 분석한다, .

예상 테이블의 엔트리 수5.1

표 는 하이브리드 예측기 와 동일한 하드[ 2] (Hybrid)

웨어 비용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

기 가 가질 수 있는 테이블 엔트리 수를 나(F-Hybrid)

타내고 있다.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기 는 기존의 하(F-Hybrid)

이브리드 예측기 의 엔트리 수 보다 동일한(Hybrid)

하드웨어 비용으로 배정도 많은 엔트리 수를 가진다3 .

이것은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기에 예상 가능한 명

령어를 할당할 수 있는 엔트리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기의.

장점은 동일 하드웨어 비용에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예측기보다 많은 명령어를 테이블 엔트리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명령어 대체를 줄여 예상을 할 수 있는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예상 정확도5.2

제안된 하이브리드 예측기를 사용하여 명령어의 결

과 값을 예상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실험 결과와 예

상 정확도를 그림 그림 에서 보여주고 있다[ 4], [ 5] .

그림 는 예상할 수 있는 명령어의 실험결과로서[ 4]

는 예측기의 테이블에 해당 엔트리가 할당Table miss

이 되지 않아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내고,

은 엔트리가 존재하더라도 카운터 값이Not prediction

임계치보다 작아서 예상을 못한 명령어 비율을 나타

내고 은 예측기의 테이블에 할당된, Correct prediction

엔트리가 존재하고 예상이 이루어진 명령어 중 정확,

한 예상이 이루어진 비율을 나타낸다. Incorrect

은 예상이 이루어진 명령어 중에서 예상이prediction

틀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은. No prediction

본 논문에서 각 예측기에서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로

판단된 명령어들이 에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UIT .

부분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예측기Incorrect Prediction

보다 평균 에서 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12% 2%

있다.

그림 은 본 실험에서 비교한 두 개의 하이브리드[ 5]

예측기의 예상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Correct

은 예상한 명령어 중에서 정확하게 예상한Prediction

비율이고, 은 예상한 명령어 중에Incorrect Prediction

서 예상이 틀린 비율이다 예상 정확도는 평균 에. 80%

서 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을 사용95% . UIT

함으로서 예상하기 어려운 명령어는 예상하지 않음으

표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입력 데이터1

표 두 하이브리드 예측기의 테이블 엔트리의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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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예상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

이 틀릴 경우 발생하는 높은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결론6.

본 논문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에서 를 향상시ILP

키기 위해 결과 값을 생성하는 명령어와 그 값을 사

용하는 명령어 사이의 데이터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

해 명령어의 결과 값을 예상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예상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예상기법.

은 각각의 예측기에 예상할 명령어를 중복하여 할당

함으로서 많은 하드웨어 비용이 든다 그러나 제안한. ,

하이브리드 예측기는 명령어에 대해 가장 예상 정확

도가 높은 예측기를 동적으로 선택함으로서 중복된

할당을 피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많은 명령어를 예,

측기에 할당하여 예상 빈도수와 예상 정확도를 높였

다 또한 예상이 어려운 명령어들을 동적으로 탐색하.

는 메카니즘을 제안하였고 그러한 명령어들을 에UIT

저장하여 반입된 명령어가 에 있을 경우 명령어UIT

의 결과 값을 예상하지 않고 예측기의 엔트리도 할당,

하지 않음으로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SPECint95

잘못 예상되는 율 을 평균 에(Incorrect Prediction) 12%

서 로 현저히 낮추었고 예측율은 평균 에서2% , 79%

로 예상정확도는 평균 에서 로 향상시켰90% , 80% 95%

다.

향후 과제로는 본 논문의 실험은 반입된 명령어의

실행은 순서적 으로 처리하여 구현하였으나(in-order) ,

순서에 관계없이 실행 가능한 명령어부터 처리하는

비 순서적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의(out-of-order)

전체적인 실행속도의 성능 향상도 측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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