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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메모리 시스템에서 페이지 부재(page fault)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사용될 페이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사용될 페이지는 이미 입력된 페이지들의 패턴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페이지 교체 정책(page replacement 

polic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교체 우선권을 가지는 페이지들 간의 예측 

적중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NUR(not used recently) 정책에 참조횟수 비트를 추가하여 우선 순위

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정책은 C 언어를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으며 시뮬레이션 결

과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와 무관하게 기존의 정책들에 비해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은 메인 메모리의 물리적인 
크기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기 위해 요구 
페이징(demand paging) 기반의 가상 메모리 기법을 사
용한다. 요구 페이징은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 필
요한 페이지만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식으로서, 
멀티 쓰레드(thread) 혹은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메
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하지만 요구 페이징은 메인 메모리가 포화 상태이고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

어 있지 않은 경우 페이지 부재가 발생되며 디스크로

부터 해당 페이지를 가져온 후 교체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은 디스크의 매우 느린 탐색시

간(seek time)으로 인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1]. 

페이지 부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입력될 
페이지를 예측하여 실제 페이지 요구 시 메모리 상에 
페이지가 적재되어 있을 확률을 높여야 한다. 미래에 
입력될 페이지를 예측하고 교체할 페이지를 선택하는 
페이지 교체 정책은 그 방법에 따라 최적 페이지 교
체 정책, LRU(least recently used), LFU(least frequently 
used), NUR 등으로 구분된다[2-5]. 최적 페이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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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과거에 입력된 페이

지들의 최근성(recency), 참조횟수(frequency) 등을 기

준으로 미래에 입력될 페이지를 예측한다. 하지만 최
근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오래된 기록들은 
참고하지 않는 다는 단점이 있으며, 참조횟수를 기준

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최근 유입된 페이지의 교체우

선순위가 높아져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NUR 페이지 교체 정책에 참조횟수를 추가 적용하여 
페이지 부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제안하는 페이지 교체 정책 

NUR 페이지 교체 정책은 각 페이지 마다 참조비

트 및 수정비트를 추가하여 이 두 비트들의 상태를 
토대로 교체될 페이지를 결정하는 정책으로서, 페이

지 교체 시 각 페이지의 참조비트 및 수정비트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에 비해 구현이 간단하

다. 하지만 표 1 과 같이 교체 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표 1> NUR 정책의 페이지 유형 

그룹 참조비트 수정비트 교체순위 

그룹 1 0 0 1 
그룹 2 0 1 2 
그룹 3 1 0 3 
그룹 4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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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4 가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과 같
이 큰 크기의 페이지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우선순위

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페이지들의 개수가 증가하

고, 이로 인해 동일한 그룹의 페이지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림 1) 페이지 입력에 따른 참조 범위 설정 

 
이에 본 논문에서는 NUR 정책에 참조횟수를 나타

내는 비트를 추가하여 동일한 그룹 내 페이지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림 1
과 같이 참조횟수의 최대 값(N)을 두어 페이지의 최
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정책의 수행 절차는, 페이지가 교체될 경우

가 발생하면 우선 모든 페이지의 참조비트와 수정비

트를 확인하여 페이지]들을 그룹화 하고 그룹간의 교
체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최우선 교체순위로 선
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그림 1 에서와 같이 참조범위 
내에 있는 각 페이지의 참조횟수를 비교하여 교체 대
상이 되는 페이지를 결정한다. 제안하는 페이지 교체 
정책은 기존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모든 페이지간의 
참조횟수 비교가 그룹 내의 페이지간의 비교로 줄어

들어 그에 따른 오버헤드(overhead)가 감소하게 된다. 
 

3.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C 언어를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의 비교 분
석을 위해 MIN(최적 페이지 교체 정책)[5], NUR, LRU 
정책 역시 추가로 모델링 되었다. 그림 2 는 페이지 
프레임 크기의 증가에 따라 4 가지 모델들의 페이지 
부재 빈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 페이지 프레임의 증가에 따른 페이지 부재 

발생 수 

성능평가에 사용된 워크로드는 지프 분포(Zipfian 
distribution)[2]를 통해 0~6000 사이의 수 1 만개를 생
성 하였다. 실험 결과 4 가지 모델 모두 페이지 프레

임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책이 LRU, 
NUR 정책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페이지 프레임 크기가 10~30 의 경우 
NUR 정책이 LRU 정책보다 페이지 부재 수가 낮았지

만 페이지 프레임이 40 이상으로 커졌을 경우 LRU 정

책의 페이지 부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NUR 정책 중 페이지 유형에 따른 그룹화 과정

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 페이지의 개수가 많아

지면서 페이지 부재의 횟수가 많아 지는 것이라 분석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NUR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룹 내 페이지들

간의 경합도 고려하고 있어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가 
증가하여도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NUR 페이지 교체 정책에 참
조횟수를 적용하여 페이지 부재를 최소화 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정책은 성능의 비교 및 분
석을 위해 C 로 모델링 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정책들에 비해 페이지 프레임 크기와 무관하

게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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