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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용화 되어감에 따라 그 안에서 핵심적
인 처리기능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의 코어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많은 수의 코어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으나, 단일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실행하
는 경우 여전히 성능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병렬화 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의 경우, Amdahl’s 
Law[1]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실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하나의 코어에서
만 실행되기 때문에 많은 연산 자원들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다중 코어 환경에서 
이러한 잉여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Back-end Fusion 이라는 구조를 제안하여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Back-end Fusion 이란,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back-end 부분 
(execution unit, writeback 단계 등)을 필요에 따라 코어 간에 동적으로 재구성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이 재구성된 프로세서의 back-end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속성과 로드 밸런
스 등을 고려한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을 함께 제안한다. Intel사의 x86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Back-end Fusion 프로세서의 성능을 측정 해 본 결과 기
존의 단일 코어 프로세서에 비해 평균 32.2%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상용화된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한 칩에 여러 
개의 코어를 배치한 다중 코어의 구조를 가진다. 모
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역
시 일반적으로 4 개 이상의 코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중 코어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중 코어 프로세서는 병렬화된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누어 분산처리를 하거나,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실행할 때 높은 성능을 보이
지만, 여전히 병렬화 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순차적으
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성능의 한계가 존재한다.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병렬적 실행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의 경우, Amdahl’s Law에 의해 순차적으
로 실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 부
분에서는 하나의 코어에서만 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 자원들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코어를 하나의 
큰 코어로 동적 재구성할 수 있는 향상된 프로세서들
이 제안된 바 있다[2][3].  
본 논문은 코어들의 back-end 부분 (execution unit, 

writeback 단계 등) 의 재구성을 통해 프로세서의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Back-end Fusion 구조를 제안
한다. 이 프로세서 구조는 성능 저하의 주 원인이 되

는 back-end 의 하드웨어 자원을 필요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식으로써, 사용되지 않는 코어의 자원을 동적
으로 재구성하여 순차적 실행이 필요한 부분을 더 빠
르게 연산 할 수 있다. 또한, 풍부한 연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스트럭션을 효율적으로 
각 코어에 분배하는 알고리즘들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동적 재

구성 가능 프로세서, clustered 프로세서,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 등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
던 다른 논문들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Back-end 
Fusion 프로세서의 구조와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 4 절에서는 Back-end Fusion 프로세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및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2. 관련 연구 

2.1 동적 재구성 가능 프로세서 

Ipek 과 Engin 등은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
라 여러 개의 다중 코어 방식으로도 실행 가능하고, 
하나의 큰 코어로도 연산이 가능한 재구성 가능 프로
세서, Core Fusion[2] 모델을 제안했다 (그림 1). 이 동
적 재구성 가능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재구성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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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이나 컴파일러의 지원 
없이 하드웨어 내에서 더 좋은 성능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 (그림 1과 같이 여러 개의 작은 코어가 재
구성 되어 하나의 큰 코어로서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재구성된 큰 코어는 작은 코어들의 L1 캐시 및 인스
트럭션 fetch unit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며, 작은 코어
들과 같은 ISA를 이용하여 실행한다. 
 

 
(그림 1) Core Fusion 프로세서의 구조 

 
2.2 Clustered 프로세서 

 Farkas 와 Keith 등은 분산적이고, 동적으로 스케쥴 
되는 multi-cluster 구조[4]를 제안했다 ((그림 2). 각각
의 연산 자원들은 스케줄러와 레지스터 파일, 
functional unit 을 가지며, 분산적으로 프로그램을 나누
어 처리한다. 이러한 clustered 프로세서는 기존의 복
잡한 하드웨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 그 효
과로 임계 경로 (critical path)를 단축시켜 프로세서의 
싸이클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작아진 각 연산자원 하드웨어는 그 안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시켜 데이터 이동을 빠
르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연산 자원간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시점에는 반드시 인터코넥션 
네트워크 (ICN)를 통한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연이 프로세서의 성능 저하 요소가 될 수 있
다.  
 

 
(그림 2) Clustered 프로세서의 구조 

2.3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 

 여러 개의 연산 자원들을 분산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는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그림 3)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 비교 

Baniasadi 와 Amirali 등은 다양한 분배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분배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5]. (그림 3의 (a)와 같은 인스트럭션 종속성
(dependence)을 갖는 프로그램의 경우, (c)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스트럭션 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균등한 분배는 연산 자원들을 쉬지 않고 구동할 수 
있으나, 연산 자원들간의 과도한 데이터 통신을 야기
하여 오히려 성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효율
적인 인스트럭션 분배를 위해서는 (b)와 같이 종속성
이 있는 인스트럭션들을 한 연산자원에 몰아주는 동
시에, 특정 연산자원에 인스트럭션들이 편중되는 현
상을 방지해야 한다.  
연산 자원들간 통신 때문에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스트럭션을 복제하여 여러 연
산 자원에게 동시에 할당하는 방법도 제안된 바 있다
[6]. 같은 인스트럭션을 서로 다른 연산 자원에 종속
성을 고려해 적절히 할당하면, 연산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연산자원 내부에서 직접 결과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3. 제안하는 방법 

3.1   Back-end Fusion 구조 

제안하는 기술은 다중 코어 환경에서 단일 프로세
스를 단일 스레드로 실행하는 경우, Back-end Fusion 
을 이용하여 실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Execution unit의 많은 연산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경우, execution unit에서의 지연이 전체 프로세서
의 병목 (bottleneck)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우, 인접
한 다른 코어의 execution unit으로 인스트럭션을 분배
하여 여러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실행하면 execution 
unit 부분의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
로 프로세서 전체의 성능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서의 구조는 (그림 4
와 같고, 이는 동적으로 Back-end Fusion 된 프로세서
의 상태를 나타낸다. 동일한 성능을 갖는 두 개의 코
어를 각각 Core 0, Core 1으로 명명하였으며, Core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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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코어로서 Core 0에서 받아온 인스트럭션을 실행
하는 역할을 한다. Core 1에서 옅게 표시된 부분은 사
용되지 않고 꺼져있는 부분이고, Core 0 과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Back-end Fusion 에서 새로 추가된 
데이터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4) Back-end Fusion 프로세서의 구조 

제안하는 프로세서 구조는 단일 스레드의 프로세스
를 실행할 때, dispatch 단계에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인스트럭션을 두 개의 코어로 분배해 주고 각 
코어의 back-end 에서는 분배된 인스트럭션을 실행한
다. 코어간의 통신으로 인한 실행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코어가 리오더 버퍼 (reorder buffer)와 
레지스터 파일 (register file)을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
하였다. 인접한 코어에서 리오더 버퍼와 레지스터 파
일은 물리적으로 코어들의 경계에 위치할 수 있기 때
문에 접근하는 시간은 0 싸이클로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다. 두 코어에서 리오더 버퍼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분기 예측 실패 시에는 commit 단계에서 복구과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3.2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 

Back-end Fusion 을 이용하는 프로세서에서는 두 코
어의 로드 밸런스 및 인스트럭션간의 종속성을 고려
한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이 성능 향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
교해 보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세 종류의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Mod 1: 1개 인스트럭션 단위로 인스트럭션을 

각 코어에 순차적으로 배분 
▪  Mod 2: 2개 인스트럭션 단위로 인스트럭션을 
각 코어에 순차적으로 배분 

▪  Dep 4: 4 개 인스트럭션 단위의 종속성 분석
을 통한 배분 

Mod 1 과 Mod 2 는 로드 밸런스만을 고려한 분배 
알고리즘이고, Dep 4는 종속성과 로드 밸런스을 함께 
고려한 알고리즘이다. 특히, Dep 4에서는 종속성 검사
를 위해 비교기 (comparator)를, 로드 밸런스 유지를 
위해 카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5 는 Dep4 알고리즘에서 인스트럭션 사이의
종속성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비교기의 동작 메커니
즘을 보여준다. 비교기는 dispatch 단계에서 리네이밍
이 끝난 인스트럭션에 대해 선행하는 네 개의 인스트
럭션들과 source/destination 레지스터 분석을 통해 해

당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코어를 결정한다. True 
dependence 와 artificial dependence[7]를 검사하여 종속
성 고리 (dependency chain)으로 연결된 인스트럭션들
을 골라내고, 선별된 인스트럭션들은 같은 core 로 분
배하는 방식이다. 

 

 
(그림 5) 비교기의 동작 메커니즘 

카운터는 로드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인
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 종속성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코어로 분배되고, 인스트럭션이 Core 0 로 분배되는 
경우 카운터의 값에 +1을, Core 1으로 분배되는 경우 
카운터의 값에 -1을 한다. Back-end Fusion 프로세서는 
이 카운터의 값이 미리 정해진 임계 값을 넘지 않도
록 조절하여 인스트럭션을 dispatch 함으로써 로드 밸
런스를 유지한다. 
 

4. 실험 

4.1   실험 환경 구성 

본 논문에서는 C 언어로 프로그래밍 된 cycle-
accurate Multi2sim[8]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Back-end 
Fusion 을 구현하였다. 바탕이 된 프로세서 모델은 
x86 기반의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이며, PARSEC 및 
SPLASH 벤치마크를 이용해 성능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의 상

세한 구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x86 프로세서 파이프라인 환경 설정 

프로세서 Parameters 
Decode Width 4 Fetch Queue 64 

Dispatch Width 4 μop Queue 32 
Issue Width 4 Reorder Buffer 64 

Commit Width 4 Instruction Queue 4 

Branch Predictor Two 
level Load/Store Queue 4 

BTB Size 256 Core 2 
 
4.2   실행 성능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Back-end Fusion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 하기 위해 Multi2sim 시뮬레이터의 파이프라인 
단계 및 데이터 경로를 수정하여 PARSEC[9], 
SPLASH[10]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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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비교를 위해 각 벤치마크에 대하여 기존의 슈퍼
스칼라 프로세서 및 3.2 에서 제시한 3 가지 종류의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을 적용해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성능 변화 결과는 <표 2 와 같
고, (그림 6의 각 결과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프로세서에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좋
은 성능을 보이는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다.  
 

<표 2>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에 따른 성능 변화 

Benchmark 
성능 변화 (Speedup) 

Mod 1 Mod 2 Dep 4 
PARSEC 0.746 0.775 1.568 
SPLASH 0.851 0.828 1.191 

 

 
(그림 6)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결과를 보면 Mod 1과 Mod 2 알고리즘은 일반적으
로 기존의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에 비해 저조한 성능
을 보이고 있다. 리오더 버퍼와 레지스터 파일을 공
유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능 저하가 발생
한 이유는 인스트럭션 간의 종속성을 분석하지 않은 
분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ore 0 안의 
특정 인스트럭션과 종속성 고리로 연결된 선행하는 
인스트럭션이 Core 1에 분배된 경우, Core 1에서의 인
스트럭션 실행이 끝날 때까지 Core 0의 인스트럭션이 
실행 될 수 없다. 인접한 인스트럭션 사이에서 이러
한 true dependence 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스트럭션의 분배는 오히려 
프로세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면에 Dep 4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의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에 비해 최대 두 배의 성능 향상과 평균 
32.2%의 성능 향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로드 
밸런스를 고려하는 동시에, 위의 문단에서 언급한 인
스트럭션 간의 종속성 확인을 통해 인스트럭션을 분
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이 실제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고, 본 논문에서는 평균 32.2%의 성능향상을 보이
는 인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5. 결론 

다중 코어 프로세서는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 성능 향상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 향상
을 위해 다중 코어 환경에서의 Back-end Fusion 구조

를 제안하였다. 이는 필요에 따라 인접한 코어의 
back-end 하드웨어 자원을 빌려 사용하는 구조로, 
execution 단계가 전체 프로그램 실행의 병목이 되는 
경우, 효과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Back-end Fusion 
구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각 코어의 back-end
에 인스트럭션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알고리즘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스트
럭션 분배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 알고리즘을 프로
세서에 적용하여 실험 하였다. 그 결과 이들 중 인스
트럭션 간의 종속성 및 로드 밸런스를 모두 고려한 
Dep 4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프로그
램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두 배, 평균적으로 약 
32.2%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코어를 Back-
end Fusion 구조에 적용하는 연구 및 더 효과적인 인
스트럭션 분배 알고리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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