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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odern superscalar processors exploit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to achieve high performance by 

speculative techniques such as branch prediction. 

The indirect branch target prediction is very difficult 

compared to the prediction of direct branch target 

and branch direction, since it has dynamically 

polymorphic target.

  We present a accurate and hardware-efficient 

indirect branch target predictor. It can reduce the 

tags which has to be stored in the Indirect Branch 

Target Cache without a sacrifice of the prediction 

accuracy. We implement the proposed scheme on 

SimpleScalar and show the efficiency running 

SPEC95 benchmarks.

I. 서론 

   슈퍼스칼라 로세서에서의 더 깊은 이 라

인과 명령어 이슈율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명령어 

수 의 병렬성에 한 제약을 제거 는 완화시켜 보

다 좋은 성능을 해 투기 인 실행은 필수 인 요소

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기 인 실행을 유지하

기 해서는 정확한 분기 측이 필요하다. 직  분기 

  

명령의 타겟은 BTB를 사용하여 거의 정확하게 측할 

수 있으며[1], 조건 분기 명령의 분기 조건 결정을 

해 분기 방향 측기가 사용되는데 이에 한 많은 연

구로 인해 아주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2]. 그러

나 간  분기의 타겟은 동 으로 다형태의 특성을 보

이기 때문에 측하기 매우 어려워 이에 한 많은 연

구가 있었으나 분기 방향에 한 것보다 낮은 측 정

확도를 보이고 한 측기에 한 하드웨어 부담이 

크다[3-5]. 더욱이 간  분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C++나 Java와 같은 객체지향언어의 사용이 격히 증

가하고 있기 때문에 측 정확도가 아주 높으면서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효율 인 간  분기 측기가 실

히 필요한 실정이다[6,7].

  우리는 이  방식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측 

정확도가 아주 뛰어난 간  분기 측 방식 즉, 이미 

간  분기 명령과 이와 데이터 종속 계를 가지고 있

는 이 명령어 보다 훨씬 앞서 수행되는 명령어의 지

스터 내용을 결합하여 간  분기의 타겟을 측해내는 

방식을 제안하 으나[9], 기존의 측기들과 마찬가지

로 하드웨어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 을 안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 정확도에 한 손실이 없으

면서 측기의 IBTC(간  분기 타겟 캐시)에 장되

는 태그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한 제안된 방식을 심 스칼라[8] 상에서 구 하고, 

SPEC95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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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종속 기반의 간  분기 측기

그림 2. IBTC의 태그 구성 방식

II. 데이터 종속성의 간  분기 측기

2.1 간  분기 측기의 메커니즘

  본 논문의 측기는 간  분기 명령과 이와 데이터 

종속 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명령어 보다 훨씬 앞서 

수행되는 명령어의 지스터 내용을 결합하여 간  분

기의 타겟을 측하는 메커니즘이다[9].

  로그램 코드에는 간  분기 명령어와  상

계가 있는 명령어의 해당 지스터를 명확히 명시해 

두고, 이 명령을 해독하여 수행할 때 그 명시된 지

스터 즉, 최종  상 계에 있는 지스터를 

지스터 FAR(Final Absolutely-correlated Register)로 

불러온다. 그런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이 FAR과 간  

분기 주소 PC를 사용하는 해싱 함수에 의해 생성된 

인덱스로 측 분기 타겟 주소를 장해 놓은 IBTC를 

액세스한다[10].

  IBTC의 해싱 방법으로는 한 엔트리 선택을 

해 FAR과 PC를 연쇄연결(concatenate)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앨리어싱을 기능한 한 피하기 해 제한된 크

기의 인덱스에 분기 주소와 FAR의 비트를 각각 얼마

만큼 포함시키는 지에 따라 성능에 다양한 편차를 보

이게 된다. 실험에 따르면 각각의 비트를 반씩 포함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 결과를 보 다. 

2.2 IBTC의 태그 구성 방식

  IBTC를 액세스하기 한 해싱 방법과 더불어 IBTC

에 장되는 태그의 구성도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된

다. 일반 으로 성능을 고려하여 IBTC는 집합-연  

사상 방식으로 구 하고, IBTC에는 상 타겟 주소와 

함께 태그 정보를 장해야 하므로 IBTC의 하드웨어 

부담이 커지게 되어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태그 매칭에 사용되는 정보를 최 화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그림 2에서처럼 IBTC에 장되는 태그는 부정 인 

간섭을 피하기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태그 방

식들을 보여 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장 일반 인 방식으로, 그림 1에

서 설명한 것처럼 IBTC의 인덱스를 지스터 FAR의 

하  부분 r 비트와 분기 주소 PC의 하  부분 p 비

트로 구성하고, 태그로는 인덱스로 사용되지 않은 그 

나머지 상  비트 부분 즉, r' + p'로 구성하는 것이

다. 두 번째는 지스터 FAR에서 인덱스로 사용되지 

않은 상  비트들(r')로만 태그를 구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기 주소에서 인덱스로 사용되지 않은 상  

비트들(p')로만 태그를 구성하는 것이다. 를 들어 메

모리 주소와 지스터가 각각 4 바이트인 재 가장 

일반 인 32 비트 로세서에서 1K 엔트리의 IBTC를 

사용하고 인덱스로 FAR과 PC에서 각 5 비트씩을 사

용한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경우 장

되는 태그는 52 비트가 되고( 부분의 로세서는 4 

바이트 메모리 정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령어 주소는 

30 비트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같이 

태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각 27 비트와 25 비트의 

태그의 크기를 가진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분기 주소에서 사용되지 않은 

비트들로만 태그를 구성하는 세 번째 방식의 측 정

확도가 다른 두 가지 방식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3 태그 크기의 최소화

  이  에서 알 수 있듯이 분기 주소로만 태그를 구

성하는 p' 방식이 측 정확도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일반 인 형태인 p' + n' 방식에 비해 하드

웨어 오버헤드를 크게 일 수 있다.

  그러나 간  분기 측기의 IBTC에는 태그뿐만 아

니라 상 타겟 주소도 함께 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

에 하드웨어 부담이 커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장되

는 태그 비트 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p' 방식의 태그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IBTC에 태그 

비트를 p' 보다 게 장하도록 한다. 정상 인 경우 

보다 장되는 태그가 어질 때 통상 으로 부정 인 

간섭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장되는 태그 

크기와 성능과는 일반 으로 trade-off 계가 성립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그에 장되는 비트수를 

가변 으로 여가면서 나타나는 측 정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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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BTC의 태그 비트 수의 변화에 따른 측 정확도

IBTC의 크기

집합-연  사상

64 1 K 16 K

32 × 2 16 × 4 8 × 8 512 × 2 256 × 4 128 × 8 8 K × 2  4K × 4 2 K × 8

벤치마크

태그에 

장되는 

비트수

태그에 장되는 비트수에 한 측 정확도(%)

(IBTC에 장되는 최  태그 비트 수)

Gcc

1 61.67 33.28 32.77 88.18 58.45 40.81 57.61 47.30 55.49

3 72.07 73.22 61.67 96.07 95.02 89.31 81.56 78.53 77.69

5 72.91 77.36 76.82 96.65 97.99 98.08 91.33 91.28 95.05

7 72.98 77.53 78.01 96.80 98.26 98.28 95.88 95.92 99.69

9 72.98 77.54 78.10 96.80 98.28 98.67 99.82 99.85 99.88

Max
72.98

(26)

77.54

(26)

78.09

(26)

96.80

(24)

98.28

(23)

98.67

(23)

99.82

(22)

99.85

(21)

99.88

(21)

Perl

1 92.83 9.33 18.04 91.66 9.35 27.88 39.11 17.18 93.43

3 98.87 98.91 92.83 99.58 99.59 90.62 99.99 98.94 99.99

5 98.76 99.55 98.91 100.00 100.00 99.59 100.00 99.99 100.00

7 98.76 99.90 99.9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 98.76 99.90 99.9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Max
98.76

(26)

99.90

(26)

99.90

(26)

100.00

(22)

100.00

(22)

100.00

(22)

100.00

(22)

100.00

(22)

100.00

(22)

Vortex

1 95.37 63.20 53.03 84.69 76.08 67.19 54.74 79.31 76.08

3 96.45 93.21 74.01 99.58 99.44 98.95 95.49 95.07 99.41

5 96.65 94.12 75.57 99.58 99.88 99.61 95.65 97.39 99.96

7 96.63 94.04 82.30 99.58 99.88 99.91 99.96 97.39 99.96

9 96.63 94.04 82.30 99.58 99.88 99.91 99.96 99.96 99.96

Max
96.63

(24)

94.04

(25)

82.30

(26)

99.88

(23)

99.88

(23)

99.91

(22)

99.96

(20)

99.96

(20)

99.96

(20)

하 다. 만약 태그에 장되는 비트 수를 여도 측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비슷하다면,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크게 일 수 있을 것이다.

Ⅲ. 성능 분석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제안한 간  분기 측기를 

심 스칼라 상에서 구 하고, 다양한 IBTC 크기에 

해 분기 주소와 FAR를 연쇄 연결하는 해싱 방식과  

분기 주소의 상  비트들만을 태그로 장하는 p' 방

식을 용하고 태그에 장되는 p' 비트 수를 가변

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나타나는 간  분기 타겟 측율

을 측정하 다. 벤치마크 로그램으로는 SPEC95를 

사용하 고, 실험 결과는 지면 계 상 Gcc와 Perl  

Vortex만 제시하 다.

  표 1은 IBTC의 크기를 64, 1 K  16 K로 하고 다

양한 집합-연  사상을 사용하 을 때 IBTC에 장되

는 태그 비트 수에 따른 측 정확도를 보여 다. 

한 인덱스로 사용되는 분기 주소의 비트 수는 이 의 

논문에서 가장 높은 측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사용

하 다. 를 들어 Gcc의 경우, IBTC의 크기가 512 × 

2로 사용하면, 인덱스에 사용되는 분기 주소의 비트수

는 5비트(나머지 4 비트는 FAR에서 사용)이고 태그에 

장되는 최  비트수는 24비트임을 나타낸다. 4 바이

트 메모리 정렬을 사용하는 부분의 32 비트 로세

서는 메모리 주소를 30 비트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심

스칼라에서는 annotation field를 포함하여 opcode가 

3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 비트의 LSB를 제

외시켜 29 비트로 메모리 주소를 구분한다. 따라서 분

기 주소 29 비트 에서 하  5 비트를 인덱스에 이용

하고 나머지 24 비트가 태그로 장되는 것이다.

  Perl에 한 측 정확도 에 100%라는 의미는 

99.999%이상을 말한다. 즉, IBTC에 최 에 장된 후

에는 항상 정확한 측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각 벤치마크에 해 다양한 크기와 

집한-연  사상 방식을 용하 을 때 장되는 태그 

비트 수를 10 비트까지 여도 체 비트를 장하는 

방식과 동일한 측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장하는 태그 비트 수를 10 비트로 하면 사용하

는 IBTC의 크기와 집합-연  사상에 따라 50%에서 

61.5%까지 약할 수 있다. 

 그림 3은 1K 크기의 IBTC에 해 여러 가지 집합-

연  사상을 사용하 을 때의 각 벤치마크에 한 

측 정확도를 부분 으로 확 하여 자세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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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K의 IBTC에 한 부분 인 측 

정확도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

5 6 7 8 9 10

gcc 512-2-5 gcc 256-4-5 gcc 128-8-6

perl 512-2-5 perl 256-4-5 perl 128-8-6

vortex 512-2-5 vortex 256-4-5 vortex 128-8-6

여기서는 태그에 장되는 비트가 최 일 경우의 측 

정확도 100%로 했을 때 태그에 장되는 각 비트 수

에 따른 상 인 측 정확도를 보 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태그로 장되는 비트 수가 4 비트 이하가 

되면 측 정확도는 격히 나빠진다. 그러므로 그림 

3에는 태그에 장되는 비트 수가 5 비트 이상인 경우

만을 나타내었다. 태그에 장되는 비트 수를 6 비트

로 하여도 각 벤치마크에 해 측 정확도가 최소 

99.56% ~ 100.00%까지의 상 인 측 정확도를 보

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태그에 장되는 비트 수

는 크게 어들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매우 효율 인 

측기의 구 이 가능하게 된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하 던 간  분기 측기

의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

다. 즉, 측 정확도에 한 손실이 없으면서 동시에 

측기의 IBTC(간  분기 타겟 캐시)에 장되는 태

그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 다. 실

험 결과로 나타낸 바와 같이 IBTC의 태그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덱스로 사용되지 않은 분기 주소의 그 나머

지 상  부분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보다 그 일부분을 

태그로 사용하여도 측 정확도에 거의 손실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하는 태그 비트 수를 10 비트로 하

면 측 정확도의 손실이  없이 IBTC의 태그 크

기를 50%에서 61.5%까지 약할 수 있다. 한 태그 

비트 수를 6 비트로 제한할 경우 상 인 측 정확

도를 99.56% ~ 100%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태그에 장되는 비트 수는 크게 어들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매우 효율 인 측기의 구 이 가능하여 실

제 인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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