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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집합연관 캐시를 위한 효과적인 알고리즘

(Effective Algorithm for the Low-Power Set-Associative 

Cach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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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d a partial-way set associative cache memory with an 

effective memory access time and low energy consumption. In the proposed set-associative 

cache memory, it is allowed to access only a 2-ways among 4-way at a time. Choosing ways to 

be accessed is made dynamically via the least significant two bits of the tag. The chosen 2 ways 

are sequentially accessed  by the way selection bits that indicate the most recently referred 

way. Therefore, each entry in the way has an additional bit, that is, the way selection bit. In 

addition, instead of the 4-way LRU or FIFO algorithm, we can utilize a simple 2-way 

replacement polic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energy*delay product  can be reduced by 

about 78%, 14%, 39%, and 15% compared with a 4-way set associative cache, a sequential-way 

cache, a way-tracking cache, and a way cach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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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대용량 및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등장

으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컴퓨팅 시스템은 더욱 빠

른 처리 속도를 위해 점점 고성능의 프로세스를 요

구하고 있다. 고성능 프로세서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높은 클럭 주파수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세서의 높은 주파수는 오히려 높은 에너지 소

비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높은 발열현상으로 프로

세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프로세서의 

공정기술 발달은 이러한 에너지 소비 및 발열을 줄

이는 한 방법으로 현재 22의 공정기술을 사용하

고 있다. 특히, 인텔은 트라이게이트 트랜지스터 기

술을 바탕으로 22공정뿐 아니라 차후 14, 5

의 공정을 계획하고 있다[1].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은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에너지 소비에 효과적인 새로운 구조 캐시의 접근

이다. 이미 알고 있듯이, 캐시는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저전력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캐시 성능향상의 대표적인 방법은 구조적인 

모델링으로 접근실패율의 가장 큰 원인인 충돌 접

근실패율을 줄이는 것이다. 성능향상을 위한 효과적

인 구조인 N-웨이 집합연관 캐시는 이러한 충돌 접

근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N-웨이 집합연

관 캐시는 높은 접근성공률을 가지는 반면, 그에 따

른 높은 에너지 소비와 긴 접근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기존의 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에너지 소

비 및 성능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장 기본적인 N-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성능향상 

방법은 웨이를 증가 시키는 것이다. 예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모토로라 MPC7450[2]과 고성능을 위한 

인텔의 core i7[3]의 경우 8-웨이 집합연관 캐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

은 웨이의 사용은 빠른 클록 주파수를 가지는 프로

세서에서 높은 에너지 소비와 발열 그리고 추가적

인 접근 시간이 요구된다. 

웨이 예측 알고리즘은 이러한 N-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에너지 소비 및 빠른 접근시간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부분이다. 웨이 예측 알고리즘

은 올바른 예측시 1/N의 에너지 소비와 직접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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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만큼의 빠른 접근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

만, 접근실패시,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와 접근시간

이 필요하다. 비록, 웨이 예측 알고리즘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지만, 많은 용량의 추가적인 하드웨

어나 복잡한 알고리즘이 가졌다. 하지만, 최근 연구

에서는 간단한 알고리즘 및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줄이면서, 웨이 예측 알고리즘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4-8].

본 논문에서는 각 웨이 블록에 추가적인 1비트

를 이용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낮은 에너지 소비 

및 빠른 접근시간을 가지는 4-웨이 집합연관 캐시

를 제안한다. 제안된 캐시는 단지 4-웨이 집합연관 

캐시 중 하위 2-웨이를 태그 하위 2비트를 이용하

여 선택되어진다.  그리고 선택되어진 하위 2-웨이

는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된 웨이부터 순차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 추가된 1비트는 하위 2웨이의 

최근 접근성공 웨이를 나타내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캐시 알고리즘은 에너

지*지연시간에 대해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에 

비해 약 78%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웨이 캐

시(Way Cache), 웨이 추적 캐시(Way-Tracking 

Cache) 및 순차적 웨이 접근 캐시(Sequential Way 

Access Cache)에 비해 각각  15%, 39% 그리고 

14%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관

련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제안된 캐시의 

제안동기 및 구조와 알고리즘 및 동작에 대해 설명

한다. IV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및 평가 그리고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오늘날, 빠른 CPU 클럭 속도에 따라 저전력 및 

고성능 내장형 캐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프로세서는 높은 접

근성공률을 위해 웨이 집합연관 캐시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6, 7, 9]는 웨이 집합연관 캐시로 구성된 

큰 용량의 L2 캐시의 성능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연구이다. 하지만, L2 캐시의 접근은 5%미만으로 

L1 캐시의 성능향상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Way-tracking Cache(WTC)[8]는 WTT(Way 

Tracking Table)를 이용하여 집합연관 캐시를 선택

적으로 접근하여 성능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향상

을 이루었다. WTT는 태그(Tag) 부분의 하위 비트 

정보를 가지며, 이 정보는 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접

근 전 요청된 주소와 비교하여 선택되어진 웨이만 

접근하게 된다. 비록, WTC가 기존 N-웨이 집합연

관 캐시에 비해 부분적인 웨이 접근으로 에너지 소

비에 효과적이지만, 하나의 웨이 접근을 제외하고는 

기존 N-웨이 집합연관 캐시와 동일한 접근 시간을 

가진다.  

Way-Cache(WC)[10]의 연구는 CAM(Contents 

Address Memory)으로 구성된 WC 메모리에 최근 

접근된 집합연관 캐시의 정보를 저장하므로 웨이 

캐시 접근 전 각 웨이의 접근 여부를 판단하게 된

다. 만약 WC에 웨이 접근 정보가 있다면, 웨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빠른 접근 시간과 낮은 에너지 

소비를 줄인 연구이다. 더욱이 WC는 LSQ 

(Load/Store Queue)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

지므로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 중 한 웨이만의 

접근성공률을 높였다. 하지만, 웨이 집합연관 캐시 

접근을 위해 CAM의 구동은 실제 많은 에너지 소비

를 초래한다. 실제, WC는 32~64개의 블록을 제안

하였다. 이는 32 Kbyte의 4-웨이 집합연관 캐시와 

비슷한 에너지 소비를 보인다.

Sequential Way-Access Cache(SWAC)[11]는 

기존 2-웨이 집합연관 캐시에서 가장 최근에 접근 

웨이를 순차적으로 접근 하여 에너지 소비 및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을 향상 시켰다. 비록 SWAC가 간

단한 알고리즘으로 에너지 소비 및 메모리 접근 시

간의 성능을 향상 시켰지만, 여전히 SWAC의 접근

실패율은 기존 2-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실패율을 

가지며, 이는 실제 2-웨이 집합연관 캐시에 한정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위한 선행연구

로 캐시에 대한 접근성공 패턴 및 접근성공에 대한 

웨이 비율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는 범용 컴퓨팅 시스템 및 임베디드 시스템의 

고성능 프로세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4-웨이 집합연

관 캐시이며, 32byte의 블록 크기를 가지는 32 

Kbyte 캐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Ⅲ. 본  론

 

1. 제안된 캐시의 방법 및 구조

본 논문의 주목적은 빠른 메모리 접근 시간 및 

저전력을 가지는 효과적인 웨이 집합연관 캐시를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에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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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제안된 캐시의 기본 아이디어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① 최근 참조된 블록은 가까운 시간에 다시 참

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간지역성 특성을 이

용하는 것이다. 

② 순차적인 접근은 특정 웨이를 접근 하는 높

은 비율의 선택비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

다.

만약 가장 최근에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이 블록

이 다시 접근성공 율이 높다라면, SWAC와 같이 간

단한 웨이 예측알고리즘으로 좋은 성능향상을 가질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 가장 최근에 접근성공이 발

생한 웨이 블록의 다시 접근성공이 발생할 경우가 

평균 70%를 보였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접근성공

이 발생한 웨이 블록을 우선 참조하는 것은 성능향

상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많은 웨이의 순차적인 접

근은 오히려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선행연구 시뮬레이션 결과 태그 하위 2비트 채

택시 2-웨이 선택에 가장 효과적인결과를 보였다. 

그림 1은 미디어밴치(MediabenchII)에서 접근실패

시 동일한 태그 하위 2비트를 가지는 웨이의 비율

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태그 하위 

2비트를 웨이 선택 비트로 이용할 경우 전체 접근

의 약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제안된 캐시는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

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와 달리, 제안된 캐시는 하위 2비트를 

이용하여 단지 2-웨이 접근만이 이루어진다. 예로, 

태그 최하위 2비트가 ‘00’이면 Way0와 Way1에 접

근하며, ‘01’이면 Way1과 Way2, ‘10’이면 Way2와 

Way3 그리고 ‘11’이면 Way3과 Way0에만 접근이 

일어난다.  

위의 예와같이, 제안된 캐시는 4-웨이 집합연관 

캐시중 단지 하위 2-웨이만이 접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안된 캐시의 각 웨이는 서로 다른 태그 

하위 2비트를 가지는 공유웨이가 된다. 즉 Way0는 

하위 태그 2비트 ‘00’과 ‘11’에 대한 공유 웨이며, 

Way1은 ‘00’과 ‘01’의 공유 웨이가 된다. 그리고 

Way2는 ‘01’과 ‘10’의 공유 웨이, Way3은 태그 하

위 2비트 ‘10’과 ‘11’의 공유 웨이가 된다. 

선택되어진 하위 2-웨이 접근은 최근 접근성공

이 발생한 웨이부터 순차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안된 캐시는 선택되어진 하위 2-웨이중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이 선택을 위한 추가적 

그림 1. 4-웨이 집합연관 캐시 접근실패시 동일한 

태그 하위 2비트의 비율

Fig. 1 The ratio of lower two bits of tag that 

when 4-way set associative cache occur miss

인 1비트의 웨이 선택비트(S.B)를 가진다. 그리고 

이 웨이 선택비트는 오직 하위 2-웨이 접근에 대한 

우선순위 정보만을 가진다. 따라서 선택되어진 하위 

2-웨이 접근실패시, 데이터 교체정책은 웨이 선택

비트에 의해 요청된 데이터가 저장되어진다. 이때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된 웨이 블록은 가장 최근에 

접근이 발생한 웨이 블록을 표시하기위해 웨이 선

택 비트가 갱신된다. 웨이 선택비트의 갱신은 하위 

태그 2비트가 가리키는 웨이 선택비트가 갱신되어

진다. 예로 하위 태그 2비트가 ‘00’이고, 만약 

Way1에서 접근성공이 발생하면 하위 태그 2비트가 

‘00’이기 때문에 Way0의 웨이 선택비트가 갱신되

며, Way1이 최근 접근성공 웨이를 가리키는 Way0

의 선택비트가 ‘1’로 갱신된다. 만약 Way0에서 접

근성공이 발생하면, Way0의 웨이 선택비트가 

Way0를 가리키는 선택비트가 ‘0’으로 갱신된다. 

접근실패시 교체정책은 선택비트에 의해 하위 

2-웨이에 대한 동작이지만, 제안된 캐시는 각 웨이

가 태그 하위 2비트에 의해 공유웨이 이다. 따라서 

추출되는 웨이 교체 블록은 이웃 웨이의 교체 블록

에 이동이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만약 추출 

웨이 블록이 이웃 웨이 블록과 같은 태그 하위 2비

트를 가고,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한 블록이면, 그 

추출 웨이 블록의 데이터는 이웃 웨이 블록으로 저

장되어진다. 이동되어지는 웨이 블록은 최근 접근이 

발생된 웨이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비트 역시 갱신

이 된다.  

2. 제안된 캐시의 동작

제안된 캐시는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에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구현 할 수 있다. 제안된 캐시

는 4-웨이 집합연관 캐시중 하위 2-웨이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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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하위 2웨이 접근은 태그 하위 2비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때 각 웨이는 하위 2비트에 

대한 공유 웨이를 제공한다. 

제안된 캐시의 선택 되어진 하위 2-웨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접근이 발생한 웨이부터 순차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때, 웨이의 순차적인 접근은 

최근 접근이 발생한 웨이를 나타내는 선택비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2-웨이 중 최근에 참조되어

진 웨이 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1비트를 가진다.

제안된 캐시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청된 주소의 태그 하위 2비트를 이용하여 4-

웨이 집합연관 캐시 중 하위 2웨이를 선택하게 

된다 

2) 선택 되어진 하위 2웨이 중 태그 하위 2비트가 

가리키는 웨이의 선택비트에 의해 하위 2웨이가 

순차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 선택비트가 ‘0’

이면 태그 하위 2비트가 가리키는 웨이가 우선 

접근되며, ‘1’이면 다른 웨이가 우선적으로 접근

이 일어난다.

3) 선택되어진 하위 2웨이중 접근성공이 발생하면, 

접근성공이 발생된 웨이 선택비트가 현재 웨이

가 최근에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이를 가리키는 

‘0’으로 갱신이 되며, 접근성공 웨이에 공유 될 

수 있는 다른 태그 하위 2비트가 가리키는 웨이 

역시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이가 최근 접근되었

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택비트 ‘1’의 값으로 갱신

된다. 예로, Way1에서 접근성공이 발생하며, 

Way1의 선택비트는 ‘0’으로 갱신되며, Way1에 

공유되어 질수 있는 하위 태그 ‘00’을 가리키는 

Way0의 선택비트는 ‘1’로 갱신이 발생합니다. 

4) 접근실패가 발생하면, 선택되어진 하위 2웨이 중 

태그 하위 2비트가 가리키는 웨이의 선택비트에 

의해 LRU동작을 수행된다. 이때, 선택되어진 웨

이 교체 블록은 공유 웨이 블록이기 때문에 선

택되어진 교체 블록은 이웃 웨이 블록으로 이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로, Way0의 추출 블록

의 태그 하위 2비트가 ‘11’이고 Way3의 선택비

트가 ‘1’이라면, Way0의 추출 블록은 Way3에 

저장 된다. 이때, Way3의 추출 블록이 Way2에 

저장 될 수 있다면, Way3의 추출 블록은 Way2

에 저장 된다. 하지만, Way2의 블록이 Way1에 

저장 될 수 있는 조건이라도 현재 접근이 이루

어진 하위 2웨이중 가장 최근 접근이 이루어진 

블록으로 데이터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

서 제안된 캐시의 데이터 이동은 선택되어진 하

위 2-웨이 접근에서 가장 최근에 접근이 발생된 

웨이까지 이루어지며, 제안된 캐시에서 데이터 

이동은 최대 2번 발생하게 된다. 

2.1 접근성공이 발생할 경우.

그림 2(a)는 제안된 캐시의 접근성공을 나타낸 

그림이다. 만약 CPU로부터 요청된 주소가 그림 2(a)

와 같이 ‘1100010’이면, 인덱서는 ‘10’, 태그는 

‘11000’이다. 이때 태그 ‘11000’의 하위 2비트(‘00’)

에 의해 2-웨이 접근은 Way0와 Way1에서 이루어

진다. 하위 2-웨이의 순차적인 접근은 태그 최하위 

비트가 ‘00’이므로, 순차적인 접근의 판별은 Way0의  

선택비트에 의해 결정된다. Way0의 선택비트가 ‘0’

이므로 Way0가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이로, 

Way0부터 Way1로 접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림 

2(a)처럼, 4-웨이 집합연관 캐시에서 Way1에서 접

근성공이 발생하며, 이때 순차적인 접근으로 추가적

인 접근시간이 발생한다. 

그리고 Way1의 선택비트는 현재 웨이가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이 블록을 나타내는 ‘0’으로 갱

신이 일어난다. Way1은 태그 하위 2비트 ‘00’과 ‘01’

의 공유 웨이로 태그 하위 2비트 ‘00’에 대한 Way0

의 선택비트 Way1을 나타내는 ‘1’로 갱신된다. 

2.2 접근실패가 발생할 경우.

그림 2(b1, b2)는 제안된 캐시 접근실패를 나타

낸 그림이다. 제안된 캐시의 접근실패시 공유 웨이를 

통한 데이터 이동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2(b1)은 

제안된 캐시에서 데이터 이동이 없는 접근실패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요청된 주소가 ‘1100011’이

라면, 태그 하위 2비트‘00’에 의해 제안된 하위 2-웨

이 접근은 그림 2(a)에서 Way0와 Way1에서 이루어

진다.  태그 하위 2비트가 ‘00’임으로, 그림 2(a)의 

결과 Way0의 선택비트가 ‘0’으로 Way0가 최근 접근

발생 된 웨에 블록이다. 따라서 요청된 데이터는 

Way1에 저장되게 된다. 그리고 Way1의 선택비트가 

‘1’이기 때문에 Way2가 Way1보다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이로 Way1로부터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청된 데이터가 Way1에 저장된 후, Way1

의 선택비트는 현재 웨이가 최근 접근이 발생한 웨이

를 나타내는 ‘0’으로 갱신되고, Way1에 공유 될 수 

있는 태그 하위 2비트 ‘00’이 가리키는 Way0의 선택

비트는 Way1이 최근 접근된 웨이를 가리키는 ‘1’로 

갱신되어진다. 

그림 2(b2)는 접근실패시 데이터 이동을 가지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요청된 주소가 그림 2(b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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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캐시 접근성공 및 실패 동작

Fig. 2 The Hit and Miss operation of proposed 

cache memory

항목 값

CPU 처리 속도 3GHz

캐시 접근 시간 1 ~2 CPU cycle

버스 폭 64bit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 196 CPU cycle

표 1.  시스템 환경

Table 1. System Environment

같이 ‘1110000’일 때, 태그는 ‘11100’로 하위 2비트 

‘00’에 의해 하위 2-웨이 접근 역시 Way0와 Way1

에서 일어난다. 태그 하위 2비트‘00’에 의해 Way0 

선택비트에 의해 교체 웨이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태(그림 2(b1))에서  Way1이 최근 접근성공

이 발생된 웨이로 요청된 주소 및 데이터는 Way0에 

저장하게 된다.

하지만, Way0의 태그의 최하위 2비트는 ‘11’로 

Way3에 저장 될 수 있다. 또한 Way3의 선택비트가 

‘1’로 Way0이 Way3보다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한 웨

이로 Way0는 Way3으로 데이트 이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Way3의 태그 하위 2비트 역시 ‘10’으로 

Way2에 이동이 가능하다. Way2의 선택비트 역시 

‘1’로, Way3이 Way2보다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된 

웨이 블록으로 Way3의 데이터는 Way2에 이동되어

진다. 반면, Way2의 태그 하위 2비트가 ‘01’로 

Way2의 데이터가 Way1로 이동 가능하지만, Way1

의 선택비트가 ‘0’으로 Way2보다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된 웨이로 데이터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캐시에서 이러한 데이

터 이동은 약 13%가 발생하며, 그중 위 예와 같이 2

번의 데이터 이동은 단지 2%만 발생하였다. 제안된 

캐시는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중 태그 하위 2비

그림 3. 평균메모리 접근 시간(Cycle)

Fig. 3. Average Memory Access Time(Cycle)

트를 이용하여 하위 2-웨이 접근만 이루어지며, 선택

되어진 하위 2웨이중 태그 하위 2비트가 가리키는 

선택비트 1비트에 의해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된 웨

이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제안된 캐시

의 교체정책은 태그 하위 2비트가 가리키는 선택비

트에 의한 교체웨이와 교체웨이에 공유 되어지는 태

그 하위 2비트가 가리키는 웨이의  선택비트 값만을 

변경하게 된다. 실제 제안된 선택비트는 전체 웨이들

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하위 2-웨이 접

근 및 공유 웨이에 대한 우선순위만을 나타낼 수 있

다. 

Ⅳ.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캐시의 구조의 성능평가로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Average Memory Access 

Time), 에너지 소비 그리고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

을 고려한 에너지*지연시간(energy*delay product

을) 지표로 하였다. 표 1는 제안된 캐시의 성능 평

가를 위한 시스템 환경 변수를 나타낸 표이다. 

제안된 캐시의 성능 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벤치II[12]를 인텔의 메모리 분석 툴인 

pin-tools[13] 시뮬레이터를 수정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메인 메모리는 다른 요소들은 배제한 

CPU 사이클에 대한 전체 메모리의 최소 동작 사이

클을 사용하였다. 메모리 계층은 제안된 구조의 성

능 비교를 위해 CPU, L1 캐시 그리고 메인 메모리

로 가정하였다. 제안된 캐시의 성능 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교 캐시로 최근에 연구되어진 WC, 

WTC, SWAC 그리고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

(4W)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캐시와 비교 캐시는 모

두 32Kbyte의 동일한 캐시를 가지며, 블록 크기 역

시 동일한 32Byte를 가진다. 또한 성능평가는 본 

논문에서는 단지 캐시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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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너지 소비()
Fig. 4. Energy consumption()

즉, WTC의 경우 추가적인 테이블이 존재하며,  

WC의 경우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접근성공

이 발생한 웨이 정보를 저장된 추가적인 하드웨어

이다. 

그림 3은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을 나타낸 그림

이다. 제안된 캐시는 WC를 제외한 비교 캐시에 비

해 3~16%의 성능향상을 보이고 있다. 제안된 캐시

의 경우, 4-웨이 집합연관 캐시중 하위 2-웨이 접

근이 이루어지며, 특히 하위 2-웨이 접근중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된 웨이를 순차적으로 접근한다. 만

약 순차적인 접근에 의해 처음 접근이 성공이 되면, 

1cycle 동작이 이루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

된 캐시의 1cycle 접근은 전체 접근성공의 평균 

97%를 보였다. SWAC와 WC의 경우 역시 약 96%

의 1cycle 접근 동작을 보였다. 하지만, SWAC의 

경우 높은 접근실패율로 제안된 캐시에 비해 높은 

메모리 접근시간을 보이고 있다. WC의 경우, 높은 

접근성공률과 1cycle접근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WC에 웨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접근성공 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가진다. WTC의 경우, 전체 접근성

공에 대해 약45%의 1cycle 접근성공률을 가진다. 

 그림 4는 에너지 소비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안

된 캐시는 높은 1cycle 접근성공과 하위 2웨이의 

접근으로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에 비해 약

75%의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SWAC는 제안된 캐

시에 비해 약10%의 높은 에너지 소비를 보이며, 이

는 높은 접근실패율 뿐 아니라 제안된 캐시에 비해 

한 웨이 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AC의 순차적인 접근은 평균메모리 접근시간에 

비해 좋은 에너지 소비를 가진다.

 WTC는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를 제외하

고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를 보인다. 비록 WTC가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

그림 5. 기존 4-웨이 캐시 기준에 대한 

에너지*지연시간(%)

Fig. 5. Energy*Delay(%) by various 4-way set 

associative cache memories

이지만, 다른 비교 캐시에 비해 1cycle 접근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다양한 웨이 접근을 가지므로 다른 

비교 캐시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비를 가진다.

WC는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에서 가장 좋은 성

능을 보였지만, 에너지 소비에서는 오히려 제안된 

캐시에 비해 약17%의 높은 에너지 소비를 가진다. 

WC에 웨이 정보가 없으면, 기존의 4-웨이 집합연

관 캐시의 에너지 소비를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 

4-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에너지 소비는 제안된 캐

시에 비해 3~5배정도 높은 에너지 소비를 가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캐시는 비교 캐시(4-웨

이 집합연관 캐시 제외)에 비해 평균 11%~29%의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그림 5는 전체 성능평가를 위한 에너지*지연시

간을 나타낸 그림으로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

에 대해 평준화한 그림이다. 에너지*지연시간 지표

는 에너지 및 성능의 효과적인 평가지표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캐시는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에 비해 78%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SWAC에 비해 14%, WTC에 비해 39%, 그리고 

WC에 비해 15%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앞서 언

급처럼, SWAC는 순차적인 접근임에도 2-웨이 집

합연관 캐시의 높은 실패율과 제안된 캐시에 비해 

큰 용량의 웨이 때문에 높은 에너지 소비를 가진다. 

또한 WTC의 경우, 제안된 캐시에 비해 다양한 웨

이 접근으로 높은 에너지*지연시간을 가진다. 더욱

이, WC는 높은 1cycle 접근 비율을 가짐에도 WC

에 캐시 접근정보가 없다면,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의 높은 에너지 소비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

지연시간에서 제안된 캐시 비해 낮은 성능향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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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접근성공률을 가지는 4-웨

이 집합연관 캐시에 대해 저전력 및 빠른 접근 시

간을 보장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간단한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태그의 하의 2비트를 이용하

여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 중 2-웨이 접근으

로 에너지 소비를 줄였으며, 더욱이 선택 되어진 

2-웨이는 최근 접근성공이 발생된 웨이부터 순차적

으로 접근하므로 빠른 접근시간 및 에너지* 지연시

간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캐시는 기존 4-웨이 

집합연관 캐시에 비해 약 78%의 에너지*지연시간

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다른 비교 캐시에

(SWAC, WTC, WC) 비해 약 14~39%의 에너지*지

연시간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따라서 제안된 캐시

는 다른 비교캐시에 비해 작은 용량의 추가적인 비

트로 에너지*지연시간의 성능향상에 좋은 구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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