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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새로운 임베디드 로세서를 설계하거나 재설계하는 경우에 실제 하드웨어로 구 하기 에 로세

서의 다양한 성능확인과 개선을 해 소 트웨어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뮬 이터와 같은 실험환경

의 구축은 하드웨어 설계자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자에게 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

디드 로세서 설계자의 아키텍처 탐색과 성능측정 환경을 지원하기 해 임베디드 로세서를 한 

시뮬 이터를 인스트럭션-셋 캄 일 방식으로 설계한 후 모델을 제시한다. 한 시뮬 이터를 구성하

는 각 요소에 한 기능 , 연결성 기술을 통해 실제 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임베디드 로세서 설계자는 다양한 목 에 따라 기존 

임베디드 로세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로세서 설계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를 하드웨어로 구 하기 

에 로세서의 다양한 성능 확인과 개선을 해 소 트웨

어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뮬 이터와 같은 실험 환경의 

구축은 하드웨어 설계자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자

에게 요한 요소이다[1]. 한 최근에 임베디드 로세서

의 에 지 소비를 측정하고 추 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을 

구축은 많은 련 연구와 더불어 수요가 지속 으로 제기

되고 있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에 지-지향 시뮬 이터

(Energy-oriented Simulator)는 아키텍처에 해 소 트웨

어 으로 탐색하고 개선하기 해 실행 속도, 메모리 사용 

등과 같은 통 인 성능 측정과 더불어 어 리 이션의 

에 지-소비량, 에 지-소비 발생의 원인, 에 지-소비 추

 등의 결과를 생성한다. 한 성능분석 결과에 한 지

속 인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코드 생성, 에 지 최 화, 

아키텍처 탐색과 설계에 편리한 시뮬 이터를 개발한다.

2. 련연구

2.1  재목  시뮬 이터

   ADL로부터 설계되는 아키텍처는 실제 하드웨어 개발

에 소 트웨어 으로 아키텍처에 한 탐색을 해 시

뮬 이터  디버거를 구축하므로서 많은 개발 비용과 시

간을 일 수 있다. 특히, 최 의 성능을 갖춘 하드웨어 

설계  짧은 하드웨어 라이 -사이클에 처하기 해서

는 ADL로부터 시뮬 이터, 디버거 등과 같은 소 트웨어

인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 이다. 시뮬 이터

의 구축은 아키텍처에 한 추상화 수 에 따라 인스트럭

션-셋 시뮬 이션 모델과 사이클-정확 시뮬 이터 모델로 

구분된다. 다양한 로세서에 한 시뮬 이션이 가능한 

재목  시뮬 이터는 임베디드 SoC 분야에서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 설계 분야에서 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뮬 이터 구성 모델은 추상화 수 에 따라 인스트럭

션의 모델링을 통해 기능 인 시뮬 이션이 핵심이 되는 

인스트럭션-셋 시뮬 이터(ISS)와 보다 자세한 타이  정

보가 요구되는 사이클-정확성(cycle-accurate) 시뮬 이터

로 구분된다[2]. 

[그림 1] 시뮬 이터 모델 비교

  인스트럭션-셋 시뮬 이터에서는 인터 리티  시뮬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512 -



이션(interpretive simulation), 컴 일 방식 시뮬 이션

(compiled simulation), 혼용 시뮬 이션(mixed 

simulation) 모델로 세분화되며 [그림 1]과 같이 인터 리

티  방식에 갖는 융통성을 보존하면서 시뮬 이션 속도

를 개선하기 해 컴 일 방식 시뮬 이션 련된 국내외

인 연구 시도가 [3]을 시작으로 Facile[4], JIT-CCS[5], 

IS-CS[6,7], FacSim[8] 등에서 선행되었다. 

2.2 EXPRESSION의 시뮬 이터

  EXPRESSION은 구조/행  정보를 가진 LISP-like한 

아키텍처 기술 언어로부터 컴 일러(EXPRESS)와 시뮬

이터(SIMPRESS)를 [그림 2]와 같이 생성하며 MDes[9]를 

기반으로 계층  메모리 구조 표 과 로세서의 구조를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 으며 MIPS 

R4000 로세서에 한 기술 결과를 제시하 다. 메모리 

계층과 이 라인 메커니즘, 데이터 송경로에 한 아

키텍처 정보를 기술할 수 있지만 불규칙한 하드웨어의 특

성을 모델링하는데 제한 인 단 을 갖는다. 한 MIPS 

R4000에 한 EXPRESSION 기술을 통해 생성된 컴 일 

결과와 시뮬 이터의 결과가 미흡하며 다른 로세서를 

기술하는데 많은 제약 이 지 되고 있다[10]. 

[그림 2] SIMPRESS 시뮬 이터 구성 요소

3. 에 지-지향 시뮬 이터 모델 설계

3.1 체 시스템 구조

  에 지-지향 시뮬 이터는 로세서에 해 소 트웨어

으로 탐색하고 개선하기 해 디버거 기능을 갖춘 통

인 성능 측정과 더불어 에 지 소비 측정, 측, 추  

동작을 수행하며 [그림 3]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 

가능한 에 지-지향 시뮬 이터를 생성한다. 추출된 정보

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에 지-지향 시뮬 이터는 디코드

된 인스트럭션이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탑재된 후 페치, 디

코드, 실행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페치된 인스트럭션에 

한 변경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재컴 일 과정을 통해 인스

트럭션 메모리에 탑재된 후 실행된다. 

\

[그림 3] 에 지-지향 인스트럭션-셋

시뮬 이터 구조

3.2 구성요소

  디코더(decoder)는 타깃 로세서의 바이 리 일을 시

뮬 이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스트림으로 변

환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디코딩을 수

행하는 것은 체 인 시뮬 이션 속도를 신속하게 수행

하는 핵심요소이다. 한 빠른 디코딩을 수행하기 해서

는 시뮬 이터 인스트럭션의 형식이 시뮬 이션 속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바이

리 일에 한 빠른 디코딩이 가능하도록 포  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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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션 포맷을 설계하여 시뮬 이션의 속도 향상에 기여한

다. 

  시뮬 이터 에 지-라이 러리는 로세서에 독립 인 

시뮬 이터의 구성과 동작을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 구성되는 시뮬 이터가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실행에 

해 에 지 소비량 측정, 에 지 소비 요소 추 , 에 지 

소비 요소 측 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

다. 구조 정보을 시뮬 이터를 구성하는 정보로서 이

라인과 어 리 이션의 데이터 흐름에 한 정보를 장

하고 있으며 시뮬 이터 구성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디코드된 로그램 코드, 시뮬 이터-에 지 라이 러

리, 구조 정보는 모듈화된 C++ 형식으로 출력되며 GNU  

컴 일러에 의해 실제 인 시뮬 이터로 변환된다. 시뮬

이터는 시뮬 이터의 인스트럭션 메모로리부터 인스트럭

션을 읽어들여 페치, 디코드, 실행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

다. 디코드시에 인스트럭션에 변경이 감지되면 시뮬 이터 

컴 일러를 통해 재컴 일을 수행한 후 인스트럭션 메모

리에 장한 후 페치, 디코딩, 실행의 과정을 반복한다.

4. 결론  향후연구

  임베디드 로세서의 새로운 등장, 변경 등은 실제 으

로 하드웨어 설계 에 소 트웨어 으로 탐색하고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시뮬 이터의 지원이 필수 이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 인스트럭션-셋 컴 일 방식의 시뮬 이터를 

고찰한 후 시뮬 이터의 속도 개선과 에 지 소비, 추 , 

측이 가능한 시뮬 이션을 설계하 다. 이를 해 바이

리에 한 디코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포  인

스트럭션 포맷을 설계한 후 실제 디코딩을 한 정  디

코딩 알고리즘을 구 하 다. 향후 보다 구체 인 실험결

과를 제시할 정이며 빠른 시뮬 이터 엔진 개발을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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