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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폰, 타블렛 PC 등 고성능 모바일 기기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베디드 
프로세서에 대한 성능 최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성능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계된 Empress 프로세서는 다수의 기능 유닛을 포함하고 있어 명령어 스케줄링을 통해 성능 향
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존의 컴파일러는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NU C 컴파
일러를 이용하여 Empress 프로세서를 위한 DFA 기반의 명령어 스케줄링 최적화를 구현하였다. 그 
결과 EEMBC 벤치마크를 이용한 성능 분석에서 실행시간 기준 평균 8%의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1. 서론 1) 

IPC(Instruction Per Cycle)는 프로세서가 한 사이클 
동안 실행한 명령어 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프로세서
의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
여준다. 다수의 기능 유닛(Functional Unit)을 포함한 
프로세서의 IPC 를 저해하는 요소는 명령어간의 의
존에 의한 지연(Data Hazard)과 기능 유닛의 부족에 
의한 지연(Structural Hazard)이며, 이는 명령어들의 순
서를 바꾸는 것으로 숨길 수 있다. 명령어 스케줄링 
최적화(Instruction Scheduling Optimization)는 컴파일러
의 기법을 통해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성능향상이 
가능하다. 

Empress 프로세서의 경우 1-way 이슈(Issue) 프로
세서이나 다수개의 기능 유닛을 가지며 각 유닛들마
다 다른 사이클이 소요되므로 명령어 스케줄링을 통
한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GNU 
C 컴파일러에 포함된 DFA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기반 명령어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EISC 컴
파일러에 명령어 스케줄링을 구현하였고 EEMBC 벤
치마크를 이용해 결과 코드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2. DFA 기반 명령어 스케줄링 

최적의 명령어 스케줄은 최소한의 실행시간을 의
미하며 이를 찾는 것은 NP-hard 문제이다. 상용 컴
파일러에서는 실용성을 위해 결과의 최적을 포기하
                                                           
1)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시스템 IC2010 사
업(10030565-2010-04)으로 지원되었음을 밝힙니다. 

는 대신 합리적인 컴파일 시간이 보장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GNU 컴파일러는 매 사
이클에 이슈 할 수 있는 명령어 수를 최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The First Cycle Multi-pass’ 알고리
즘을 사용하고 있다[1]. 이 알고리즘은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오토마타로 
표현하고 각 명령어 입력에 의한 전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이슈 되는 명령어 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명령
어 순서를 찾는다.  
컴파일러는 프로세서에 포함된 기능 유닛의 수와 
각 유닛이 필요로 하는 사이클 수, 그리고 각 명령
어가 어떤 기능 유닛을 사용하는 지를 입력 받고 이
를 바탕으로 오토마타를 생성한다. 생성된 오토마타
는 DFA 나 NFA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가 
될 수 있는데, DFA 의 경우 가능한 스케줄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도하지만, NFA 의 경우 시도 가능한 
모든 스케줄을 동시에 시도하게 되므로 DFA 보다 
느리게 동작한다. GCC 는 모든 NFA 를 DFA 로 바꾸
어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다[2]. 
 
3. Empress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 구조 

명령어 코드에 임의의 상수 값을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메모리 접근을 줄인 EISC(Extendible Instruction 
Set Computer)프로세서는 코드의 압축성과 전력효율 
면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3]. 본 연구에서 사용
한 EISC 프로세서는 고성능 멀티미디어 처리를 위
해 설계된 Empress 프로세서이며 파이프라인은 그림
1 과 같이 ALU, MULTIPLY, 그리고 LD/ST 유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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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4]. 각 유닛의 실행 사이클은 ALU 의 
경우 1 사이클, 나머지 두 유닛들은 3 사이클이 소요
되며 내부적으로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연
속된 동일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1. Empress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 구조 

 
 

4. Empress 파이프라인의 DFA 

 
그림 2. Empress 파이프라인의 DFA 

파이프라인은 GCC의 MD (Machine Description) 파
일에서 제공하는 구조체들을 사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고, GCC 는 이를 기반으로 DFA 를 생성한다. 
Empress 컴파일러는 기능 유닛을 표현하는 오토마타 
선언과 명령어의 속성 정의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모
델링 한다. 속성 정의는 해당 명령어가 몇 사이클 
동안 어떤 기능 유닛을 사용하는지를 표현하는데 사
용된다. 그림 2 는 Empress 컴파일러에서 정의한 파
이프라인의 DFA 를 보여주고 있다. MULTIPLY 와 
LD/ST 연산은 3 사이클 동한 한 상태에 머물게 되
며 나머지 연산은 한 사이클 안에 실행을 완료하게 
된다. 

GCC 는 최소화를 통해 DFA 의 중복된 상태를 줄
인 다음, 각 상태에서의 입력에 따른 전이를 테이블 
형태로 생성한다. 테이블은 GCC C 언어의 switch 문
을 이용해 구현되며, ‘The First Cycle Multi-pass’ 알고
리즘이 이슈 넓이(Issue Width)를 최대화 하는 명령어
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알고리즘이 빠르게 동작
하기 위해서는 각 명령어가 이슈 될 수 있는지 여부
를 따져 명령어 후보 군을 파악해야 하는데 테이블
을 이용해 그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5. 스케줄링 예제 

Empress 컴파일러 명령어 스케줄링은 멀티 사이클 
명령어와 이에 의존적인 명령어들을 대상으로 적용
된다. LOAD 와 MULTIPLY 연산의 경우 3 사이클이 
소요되며 둘에 의해 정의되는 값을 사용하는 명령어
가 스톨(stall)없이 실행되기 위해선 다른 명령어들을 
사이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림 3 의 예제는 명령어 
스케줄링 전후의 어셈블리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스케줄링 전의 코드에서 마지막 두 명령어는 R9 
레지스터에 값을 읽고 다시 저장 하는데 두 명령어 
사이의 거리가 1밖에 되지 않아 STB 명령어가 2 사
이클 지연된다. 스케줄러는 R8 값을 계산하는 두 명
령어(MOV 와 ADD)를 LDB 와 STB 사이에 위치시켜 
로드로 인한 지연을 숨기고 있다. 

 

 
그림 3. 스케줄링 예제 

 
6. 성능 평가 및 분석 

명령어 스케줄링 최적화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최적화가 적용된 코드의 정확도와 IPC(Instruction Per 
Cycle),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비교하였다. 
정확도 검사에는 GCC 에 포함된 테스트 묶음
(Testsuite)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코드가 문제없이 컴
파일 되고 실행됨을 확인하였다. 
  IPC 와 실행시간 측정에는 ESCAsim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5]. ESCAsim 시뮬레이터는 Empress 프로
세서의 파이프라인을 정확히 모델링하여 파이프라인 
위험(Pipeline Hazard)을 모두 감지할 수 있으며 사이
클 단위까지 정확한 실행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벤
치마크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EEMBC벤치마크를 사용하였다[6]. 
 

 
그림 4. 명령어 스케줄링 전후의 IPC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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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은 최적화 적용 전후의 IPC 를 비교한 결
과이다. 몇몇(autcor, tblook, matrix)을 제외한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IPC 가 향상되었고 (평균 7%), 특히 
rgbyiq 의 경우 IPC 가 0.54 에서 0.79 로 크게 향상되
었다.  
명령어 스케줄링은 다른 컴파일러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EISC컴파일러의 경우 레지스터 할당(Register 
Allocation)과 핍홀 최적화(Peephole Optimization)가 직
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에서 
IPC가 감소한 autcor이 첫 번째 경우로 상이한 레지
스터 할당으로 인해 추가적인 MOV명령어가 발생하
였다.  

EISC 컴파일러는 SP 레지스터의 값을 일반 레지
스터로 옮기는 명령어와 이 일반 레지스터에 상수 
값을 더하는 명령어가 일렬로 나타나면 핍홀 최적화
를 통해 두 명령어를 하나의 LEA 명령어로 대체시
킨다. 하지만 명령어 스케줄링을 적용하게 되면 두 
명령어가 떨어져 핍홀 최적화가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결과 명령어 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
서 명령어 스케줄링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실제 실행시간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그림 5. 명령어 스케줄링 전후 실행 시간 변화 

그림 5 는 EEMBC 벤치마크의 실행 시간을 측정 
결과이며, 스케줄링 적용 전의 결과에 표준화
(Normalized)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최대 30% 
(rgbyiq)까지 성능향상이 있음을 볼 수 있고, 평균적
으로 8%의 실행 시간 단축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7. 결론 

명령어 스케줄링은 한정된 파이프라인 자원을 최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에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진다. 최적의 스케줄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체험적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하며 GNU 컴파일러의 DFA 기반의 파이프라인 
모델을 효과적으로 이를 구현하였다. 레지스터 할당 
및 핍홀 등 다른 컴파일러 단계들이 영향을 받았지
만 사이클 단위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성능 측정에서 
상당한 성능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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