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실행 코드 역 로 일링을 통한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
1)

김정훈, 김인 , 엄 익

성균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e-mail:{myhuni20, kkojiband, yieom}@ece.skku.ac.kr

MFU-based Page Coloring Scheme

through Application Code Profiles

Junghoon Kim, Inhyuk Kim, and Young Ik Eom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

요       약
 페이징을 이용한 가상 메모리 환경에서는 로세스가 사용하는 가상 페이지가 임의의 물리 페이지로 

매핑이 되므로 캐시 인덱스 충돌로 인한 캐시 미스율이 증가한다. 이를 하드웨어의 지원 없이 해결하

기 해 페이지 컬러링 기술은 처음 연구되기 시작하 고, 지 까지도 꾸 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페이지 컬러링 기술은 컬러링 정책을 먼  정해놓고 컬러링을 하는 정  페이지 컬러링, 그리고 동  

로 일링을 통해 로세스의 데이터 역 근 패턴을 악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컬러링을 하는 

동  페이지 컬러링으로 나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다음과 같은 단 이 존재한다. 먼  

정  페이지 컬러링은 로세스의 동작을 로 일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컬러링으로 인한 효율을 극

화시킬 수 없고, 동  페이지 컬러링은 동  로 일링을 하고 이를 통해 재컬러링(recoloring) 하

는 오버헤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실행 코드 역 로 일링

을 통한 MFU(Most Frequently Used)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동 으로 

로세스 코드 역을 로 일링 하여 실행 유율이 높은 역을 알아낸 뒤, 이를 기반으로 정  페이

지 컬러링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이 가진 단 을 해결하

고, 캐시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페이징을 이용한 가상 메모리 환경에서는 로세스가 

사용하는 가상 페이지가 임의의 물리 페이지로 매핑이 된

다. 따라서 물리 주소 기반 캐시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로세스에 할당된 물리 페이지 넘버에 따라 캐시 미스율

이 달라지고, 성능을 측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해 페이지 컬러링 기술이 처음 연구되기 시작

하 고, 지 까지도 꾸 히 연구되고 있다.

   페이지 컬러링 기술은 연구 분야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로 나  수 있다. 먼  멀티코어 환경에서 페이지 컬러링

을 이용하여 어떻게 효율 으로 공유 캐시를 사용할 지에 

한 연구가 있다[1][2][3]. 한 페이지 컬러링 기술을 가

상화 환경에 존재하는 가상 머신들에게 용하는 연구가 

있다[4]. 마지막으로 페이지 컬러링을 이용하여 로세스 

내에서 어떻게 효율 으로 캐시를 이용할 지에 한 연구

가 있다[5]. 이는 다시 정  페이지 컬러링과 동  페이지 

컬러링으로 나  수 있는데, 정  페이지 컬러링은 컬러링 

정책을 먼  정해두고 컬러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동  페이지 컬러링은 동  로 일링을 통해 로세스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1-(C1090-1121-0008))

의 데이터 역 근 패턴을 악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컬러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음과 같은 단 이 존재한다.

   먼  정  페이지 컬러링의 경우, 로세스의 동작을 

로 일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컬러링으로 인한 효율을 

극 화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동  페이지 컬러링의 경

우, 동  로 일링을 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컬러링

(recoloring) 하는 오버헤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동 으로 실행 코드 역을 로 일링 하여 자주 

근되는 페이지들의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정

 페이지 컬러링을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실

행 코드 역의 주소들은 매 실행마다 바 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에서 언 한 두 기법의 단

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다루고, 3장에서는 제안 기법에 해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제안 기법에 해 평가  분석을 하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계획을 설명한다.

2. 련 연구

2.1 페이지 컬러링(page coloring)

   페이지 컬러링은 운 체제 벨에서 페이지 매핑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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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캐시 효율을 높이는 소 트웨어 기술이다. 이 기술

은 L2 캐시 주소와 물리 메모리 주소와의 비트 패턴 차이

로 인해 발생하는 캐시 컬러를 활용한다. 그림 1은 Intel 

Core2 Duo CPU E6550 로세서의 L2 캐시와 물리 메모

리 주소 사이의 비트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 1) Intel Core2 Duo CPU E6550 로세서에서

L2 캐시와 물리 메모리 주소 사이의 비트 패턴

   여기서 L2 캐시는 4 MB 16-way set associative이고, 

64 B 오 셋을 가진다. 이 경우 ×    

개의 캐시 인덱스를 가지게 되고, 12비트가 이 인덱스를 

표 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물리 페이지 넘버 하  6비

트가 캐시 인덱스와 맞물리게 되고, 64개의 캐시 컬러가 

생기는 것이다. 즉, 로세스가 사용하는 물리 페이지들이 

주어진 캐시 컬러를 골고루 가지도록 운 체제 벨에서 

리하는 것이 페이지 컬러링 기술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로세스는 주어진 캐시 공간을 최 한 활용함으로써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2 하드웨어 성능 카운터

   최근의 모든 로세서들은 시스템 성능 분석이나 로

세스 모니터링을 하여 하드웨어 성능 카운터(Hardware 

Performance Counters)를 내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이벤트 발생 횟수를 측정하기 한 지스터의 그룹이다. 

우리는 하드웨어 성능 카운터를 이용하여 실행된 명령어

의 수, 캐시 근 횟수, 캐시 미스 횟수, 페이지 폴트 횟수 

등 여러 가지 이벤트에 한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측정 

방법은 폴링(polling)을 이용한 방법과 인터럽트(interrupt)

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인텔 로세서에서는 Precise Event-Based Sampling 

(PEBS)[6]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

하면 기존의 인터럽트 방식의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왜냐하면 인터럽트 방식은 카운터 오버 로

우(overflow)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처리하기 한 인터럽

트 핸들링 오버헤드가 크지만, PEBS는 이를 하드웨어

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즉, 메모리에 정의된 버퍼에 

자동으로 카운터 값을 장하는 동작을 하드웨어 으로 

하기 때문에 버퍼가 오버 로우 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터럽트 핸들링 오버헤드가 없다. 한 PEBS는 

캐시 미스나 데이터 TLB 미스와 같은 이벤트에 해 이

벤트가 발생한 코드의 IP 주소를 함께 버퍼에 기록해 

다. 뿐만 아니라 명령어 실행 당시의 지스터 값들도 함

께 기록해 으로써, 로세스 모니터링을 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다.

2.3 코드 역 로 일링

   코드 역 로 일링은 로세스가 실행하는 코드 

역에 해 실행 유율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를 통해 자주 실행되는 코드 역을 알아낼 수 있다. 방법

에는 리 스에서 제공하는 Perf 모니터링 로그램[7]을 

이용하거나 동  코드 변환(dynamic binary translation) 

기법을 이용한다.

   먼 , Perf 모니터링 로그램은 하드웨어 성능 카운터

를 통한 방법이다. 이 로그램은 명령어 추  기능을 제

공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코드 추 을 통해 각 코드의 IP 

주소별로 실행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존

의 코드를 그 로 수행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은 반면

카운터 오버 로우 처리로 인해 정확한 로 일링 결과

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다음으로 동  코드 변환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

존의 코드가 새로운 코드로 변환되는 과정에다 실행 횟수

를 카운트하는 새로운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로 일링 

한다. 이 방법은 동  코드 변환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존

재하는 반면 코드 IP 주소별로 정확한 실행 횟수를 카운

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동  코드 변환 기법에는 

Valgrind[8], PIN[9] 등이 있다.

3.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

3.1 동  코드 로 일링

   동  코드 로 일링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  

련 연구에서 보았듯이, 실행 코드 역 로 일링을 통해 

실행하는 코드 역에 해 실행 유율을 분석한다. 즉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로세스가 실행하는 코드의 IP 

주소별로 실행 횟수를 구할 수 있고, 자주 실행되는 코드 

순서 로 정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텔 로세서에서 제공하는 PEBS 기능을 

통해 캐시 미스가 났을 경우를 모니터링 한다. 이 단계를 

진행하는 이유는 캐시 미스를 발생시킨 코드에서 근하

는 데이터의 주소를 알아내기 해서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PEBS는 버퍼에 코드의 IP 주소 이외에 지스터 

값들도 함께 기록해 다. 그리고 실행 일의 메모리 맵

을 분석하면 Load, Store와 같은 메모리 근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근할 때 사용하는 지스터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지스터의 종류를 알아낸 뒤, PEBS 버

퍼에서 값을 참고하면 데이터 주소를 구할 수 있다.

   의 두 단계를 거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자주 

근하는 코드 역과 그 코드들이 근하는 데이터 역

에 한 것이다. 이 정보는 다음 에서 설명할 MFU 기

반 페이지 컬러링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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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은 동  코드 로 일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기법은 정  

페이지 컬러링 방식이므로 재컬러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없고, 코드 역 로 일링 정보를 기반으로 

컬러링을 하기 때문에 캐시 효율을 극 화시킬 수 있다. 

이 기법은 실행 코드 역의 주소들은 매 실행마다 바

지 않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캐시 역을 캐시 컬러를 기 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즉, 캐시의 M 역이 N 역보다 캐시 컬러의 수가 많도

록 한다. 다음으로 실행 유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된 코

드 역 정보를 기 으로, 코드 역과 그 코드들이 근

하는 데이터 역의 크기가 캐시 M 역의 크기와 같아

질 때까지를 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

는 캐시 M 역에 매핑 할 코드 역의 주소이다.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의 순서는 그림 2와 같

다. 로세스가 실행 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우리

는 앞에서 구한 M 역에 매핑 할 코드 역의 주소 정

보를 기 으로 페이지 컬러링을 한다. 즉, 실행 유율이 

높은 코드와 그 코드에서 근하는 데이터 역은 캐시 

M 역에, 그리고 실행 유율이 낮은 이외의 역들은 

캐시 N 역에 매핑이 될 수 있도록 페이지를 할당하는 

것이다.

   본 기법을 사용할 경우 로세스에서 자주 실행하는 

역들, 다시 말하면 실행 유율이 높은 역들 간 캐시 

경쟁(contention)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캐시 미스율을 크

게 일 수 있다. 이는 로세스가 자주 실행하는 역들

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실행 유율에 따라 매

핑이 될 캐시 역을 분리하기 때문에, 실행 유율이 낮

은 역으로 인해 높은 역이 캐시 공간에서 쫓겨나는 

상을 막을 수 있다. 즉, 실행 유율이 높은 역들은 

캐시 공간에 오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순서도

4. 평가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

을 사용했을 경우와 기존의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페이지 컬러링 기법을 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각 기법 별 특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

다.

   먼  캐시 공간 사용 활용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컬

러링 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Native 경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Native 경우에는 로세스가 사용하는 

가상 페이지가 임의의 물리 페이지로 매핑이 되므로 캐시 

컬러를 골고루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재컬러링

으로 인한 오버헤드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동  페이지 

컬러링 기법만 오버헤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동  페이지 컬러링 기법의 경우, 동  로 일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로세스 실행 도 에 재컬러

링을 하기 때문이다. 재컬러링은 기존에 로세스가 사용

하던 물리 페이지에서 컬러가 다른 새로운 물리 페이지로

의 복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페이지 컬러링의 성능을 높이

기 해 재컬러링 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의 주기가 빈번

하게 발생할수록 오버헤드는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컬러링 성능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동  페이지 컬러링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MFU 기

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페이지 컬러링 기법의 경우, 로세스 실행 도 에 

일정 주기를 가지고 재컬러링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의 경우, 코드 역 로

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유율이 높은 역을 분할해

서 컬러링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행 유율이 높은 

역의 캐시 미스율을 크게 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제안한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은 캐시 공간 사용 활용도 측면, 오버헤드 측면, 페이

지 컬러링 성능 측면 모두에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성    

캐시 공간 사용 활용도 ↓ ↑ ↑ ↑

재컬러링으로 인한 오버헤드 × × ○ ×

페이지 컬러링 성능 × ↓ ↑ ↑

 : 페이지 컬러링 기법 용 안 함 (Native)

 : 정  페이지 컬러링 기법

 : 동  페이지 컬러링 기법

 :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

<표 1> 컬러링 기법 별 특성 비교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실행 코드 역 로 일링을 통한 

MFU 기반 페이지 컬러링 기법을 제안하 다. 본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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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코드 역의 주소들은 매 실행마다 바 지 않는다는 

특성에 기 하여, 로 일링 결과를 통해 실행 유율이 

높은 역을 분할해서 페이지 컬러링 한다. 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가 제안한 기법은 캐시 공간 사용 활용도 측면, 

오버헤드 측면, 페이지 컬러링 성능 측면 모두에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페이지 컬

러링 기법을 실제 리 스 커 에 구 하여 본 논문의 결

과와 비교, 분석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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