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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갈수록 복잡해지는 내장형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병렬성 명세

를 용이하게 하고자 중간단계코드(CIC)를 정의하였다. 이 중간단계 코드는 각 태스크의 순수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C형태의 태스크 코드와 그 외의 정보를 포함하는 XML형태의 아키텍쳐 정보 파일로 구성된다. 

이 CIC는 사용자가 직접 기술할 수 있고 각종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 플로우 모델에 사용된 블록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태스크 코드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

안하였다. 이것을 위해 블록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주어진 클러스터의 크기로 블록이 묶일 때까지 블록

의 수행시간 정보를 고려하여 함수 병렬성을 최대한 보존하며 블록들을 묶어나간다. H.263 코덱 예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다양한 클러스터의 크기 조건에 대해서 다양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공함을 보였다. 

 

1. 서  론 

 

짧은 개발 주기 하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시스템 수준 설계 방법이 

제안되었다. 과거 설계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하드웨어 설계는 플랫폼 기반 설계 방법에 기반한 

하드웨어 플랫폼의 재사용을 통해 개발 시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의 설계 시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과거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병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중간 단계 

코드(Common Intermediate Code : CIC)를 정의하고 

이것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다. 

CIC는 특별히 알고리즘 개발과 그 구현을 분리하고자 

크게 두 종류의 파일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기술하기 위한 태스크 코드 

파일로, 하나의 태스크 코드 파일은 하나의 태스크를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아키텍쳐 정보 파일로 XML 

형식으로 기술되며, 각종 하드웨어 정보 및 태스크의 

연결관계를 기술한다. 

이렇게 CIC를 이용하여 기술한 소프트웨어는 각 

태스크 코드를 프로세서에 매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앞에서 기술한 태스크 코드 파일이 매핑의 

단위가 된다. 매핑된 태스크는 CIC 변환기에 의해 타겟 

의존적인 코드로 변환이 된다. 

CIC의 태스크 코드 파일 내부는 기본적으로 C로 

기술되며, 기존의 C프로그래밍에 익숙한 개발자에 의해 

큰 진입장벽 없이 기술이 가능하다. 또한 태스크 코드는 

몇몇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하여 얻을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와 같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로부터 

태스크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 플로우 모델로부터 태스크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하나는 병렬성의 

명세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C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는 순차적인 수행을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주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플로우 모델은 블록간 데이터 

의존성이 명백히 들어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병렬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병렬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용이하다.  

또 다른 장점은 태스크 코드의 크기를 변경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태스크 코드 파일은 매핑의 

단위로서 작은 단위 태스크는 보다 세밀한 매핑이 

가능해지지만, 이는 실행시간 증가 및 태스크간 버퍼의 

증가 등, 소프트웨어의 전체 성능은 떨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선 태스크 코드의 크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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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만약 직접 태스크 코드를 작성했다면, 그 

크기를 수정하기 위해 태스크 코드를 직접 수정해야 

하나, 데이터 플로우 명세로부터 생성하였다면, 데이터 

블록을 묶어 태스크로 만드는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 용이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데이터 플로우 모델로부터 효율적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연구 자체는 이미 다양하게 

수행되었다[1][2][3][4]. 따라서 생성된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명세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의 블록을 어떻게 묶는가 하는 것이 된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클러스터링 하는 연구 또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5].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코드의 

크기 및 수행시간 등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처럼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병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묶어 태스크 코드로 

변환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블록의 크기 및 

버퍼의 크기를 고려하여 블록들을 클러스터링 하여 

다양한 크기의 태스크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에 

사용된 블록을 주어진 클러스터링 크기가 될 때까지 

묶어나간다. 이 때 각 블록의 수행시간 정보를 참조하여 

함수 병렬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묶는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제안하는 설계 환경의 설계 흐름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명세를 위한 데이터플로우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살펴본 후, 5장에서는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동작을 보이고, 6장에서는 논문을 

결론지으며 추가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하겠다. 

 

2. 중간단계 코드를 이용한 설계 환경 및 문제 정의 

 

중간단계 코드(CIC)는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핵심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여 설계 

하였다.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가능성으로 알고리즘 명세와 

알고리즘의 구현을 분리하였다. 이것을 위해 CIC를 각 

태스크의 순수한 알고리즘만을 명세 하는 C 형태의 

태스크 코드 파일과 하드웨어 정보, 각종 제약사항 정보, 

그리고 태스크의 구조 및 매핑정보를 명세 하는 XML 

형태의 아키텍쳐 정보파일의 두 종류 파일로 

구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병렬성 명세로서, 함수 

병렬성과 데이터 병렬성을 구분하여 명세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태스크 코드 파일은 하나의 태스크를 나타내며 

매핑 단계에서 매핑의 단위가 된다. 따라서 복수의 

태스크를 별도의 태스크에 매핑함으로써 함수 병렬성을 

얻을 수 있으며, 태스크 코드 파일 자체는 함수 

병렬성을 잠재적으로 표현하는 단위가 된다. 또한 

하나의 태스크 내부에서 동일 코드가 여러 데이터에 

대해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병렬성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OpenMP 지시자를 이용하여 

명세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술된 CIC는 그림 1의 과정을 거쳐 타겟에서 

수행 가능한 최적화된 코드로 변환된다. 먼저 각 태스크 

코드를 각 프로세서에 매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매핑 결과는 아키텍쳐 정보 파일에 반영이 된다. 그 

뒤에 CIC 변환기에 의해 타겟에서 수행가능한 코드로 

변환이 되며, 매핑 결과를 고려하여 태스크의 스케줄링 

코드 또한 생성이 된다. 이 때 각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가정하며, 각 태스크간 

통신에 필요한 통신 채널 또한 자동 생성된다. 최종 

생성된 코드를 수행해서 원하는 성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림 1의 피드백 간선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태스크 매핑을 다시 수행하거나 CIC를 변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흐름도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처럼 CIC의 태스크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서 직접 작성될 수도 있으며, 

각종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할 수도 있다. 자동 생성할 

때에 있어서 여러 개의 블록을 묶어 하나의 태스크로 

생성할 수도 있다. 이 때 작은 크기로 다수의 태스크를 

생성한다면 매핑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매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태스크는 최종 코드에서 

병렬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 수행 시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태스크간 통신을 위해 필요한 

채널이 증가하게 되어 시스템 메모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된다. 반면에 태스크를 크게 묶어 소수의 

태스크를 생성한다면 수행시간 및 메모리 측면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매핑 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태스크 코드 파일을 얻기 위해선 

모델에 사용한 블록을 태스크로 적절하게 묶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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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단계가 필요하다. 이 때 적절한 태스크의 

크기는 태스크 매핑 알고리즘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클러스터링 기법은 이러한 태스크 크기 

요구사항에 맞게 블록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그래프의 함수 병렬성이다. 

그림 2는 클러스터링의 변화에 따른 함수 병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2(a)와 같은 그래프가 존재할 때 

(b), (c), (d)와 같이 다양하게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b)의 경우는 블록 A와 B를 묶은 클러스터와 C, 

D의 클러스터간에 의존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렬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c)의 경우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로 줄어들었지만 두 

클러스터간에 의존성이 존재하게 되어 함수 병렬성을 

잃게 되었다. 이 경우 블록의 크기가 작다면 (d)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편이 성능이 좋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블록의 크기뿐 

아니라 블록을 묶음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함수 

병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그림 2 클러스터링에 따른 함수 병렬성의 변화 

 

3 명세를 위한 모델 

 

제안하는 설계 플로우에서 CIC를 생성하기 위해서 

태스크 모델과 데이터 플로우 모델의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태스크 모델에서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태스크를 나타내며 각 태스크는 하나의 쓰레드나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병렬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각 

태스크의 내부는 데이터 플로우 모델을 이용하여 명세 

된다. 각 태스크간 통신은 통신 블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신블록간에는 1:1로 통신 채널이 생성된다. 그림 3 

(a)는 알고리즘 명세의 예를 보여주며 Task2 내부에는 

통신을 위해 Rcv.라는 통신블록이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 플로우 모델에서 하나의 노드 혹은 블록은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변환하여 출력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기능 블록을 의미한다. 각 단위 블록의 

기능명세는 C 혹은 VHDL과 같은 상위수준 언어로 

이루어진다. 블록들을 연결하는 간선(arc)은 원시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에 데이터 샘플의 스트림을 

전달하는 채널을 나타낸다. 데이터 플로우 모델에서 

블록이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입력 샘플의 개수와 실행 

후 발생하는 출력 샘플의 개수를 각각 입력 혹은 출력 

샘플 레이트(input/output sample rate)라고 하며 샘플 

레이트가 고정된 데이터 플로우를 특별히 SDF[4]라고 

한다. 그림 3(a)의 Task2는 SDF로 명세된 태스크의 

예를 보여주는데, 각 간선은 블록이 수행될 때 소모되고 

생성되는 샘플의 개수가 표시되어 있다. 

 

A B
1. read_port(…);

2. for(i=0;i<2;i++) {
3. /* Code of block A */
4. …
5. }
6. /* Code of block B */
7. …

Rcv.

Task2

Task1

Task3

(a)

Scheduling: Rcv. 2(A) B

(b) (c)

1 2

 
그림 3 (a) 알고리즘 명세의 예, (b) 태스크 2의 스케줄링 예, 

(c) 스케줄링을 고려한 태스크 2의 자동 생성된 코드 

 

SDF 의 특징 때문에 블록의 수행 순서나 필요한 

메모리 요구량 등을 컴파일 시간에 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블록의 수행 순서를 스케줄링이라고 하며, 

코드 생성을 위해 필요하다. 어떤 스케줄에서 한 노드가 

호출되는 회수를 그 노드의 반복횟수(repetition 

count)라고 한다. 그림 3(b)는 Task2 명세의 가능한 

여러가지 스케줄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2(A)의 의미는 블록 A 가 2 번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스케줄링 결과에 따른 코드는 그림 3(c)와 

같이 생성된다. 

SDF 그래프의 블록을 효율적으로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선 그래프의 구조뿐 아니라 스케줄링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케줄링상 반복횟수에 의해 묶인 

루프 구조의 블록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모델로 명세된 그래프의 구조뿐 

아니라 스케줄링 정보 또한 XML 형태의 파일을 통해 

블록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넘겨진다. 

 

4. 블록 클러스터링 

 

블록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블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블록의 

수행 시간 정보를 지표로 사용한다. 각 블록의 수행시간 

정보는 제안하는 설계 환경에서 성능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며 이 정보 또한 XML형태로 전달된다.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먼저 블록의 스케줄링 정보를 이용하여 

블록을 1차적으로 묶어 작은 클러스터들을 만들어 낸다. 

그 뒤에 작은 클러스터들을 점차 병합해 가며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병합을 반복해 나간다. 클러스터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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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는 XML형태로 코드 생성기에 전달된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부 섹션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4 블록 클러스터링 흐름도 

 

4.1 스케줄링을 고려한 클러스터링 및 도달 가능성 분석 

이 단계에서는 스케줄링 정보 가운데, 반복횟수로 

묶여 루프 구조가 형성된 블록들을 묶어나간다. 이 때 

루프 안에 있는 블록의 수행 시간 합이 원하는 

클러스터의 크기보다 작다면 묶는데 성공하게 되며, 

크다면 실패하게 된다. 실패할 경우에는 루프 안에 

중첩된 루프가 존재하는지 체크하여 존재하면 묶는 

과정을 반복해 간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클러스터의 집합은 다음 단계인 클러스터 병합 

단계에서 하나의 노드로 취급된다. 

 

4.2 그래프 구조를 고려한 클러스터 병합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클러스터들을 하나의 

노드로 취급하여 보다 크기가 큰 클러스터로 묶는 

과정을 수행하며, 전 단계와 다르게 그래프의 구조를 

고려하여 함수 병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그림 2의 예제를 살펴보면, 

입력과 출력이 한 개씩인 노드들을 병합할 때에는 함수 

병렬성이 줄어들지 않으며, 입·출력이 2개 이상인 

노드를 병합할 때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입, 출력이 1개인 

노드의 간선을 따라가며 먼저 클러스터의 후보를 

작성한다. 이 때 후보의 크기가 원하는 클러스터링의 

크기를 넘어가거나 입출력이 1개가 아닌 노드를 만나면 

멈추게 된다. 

그림 5는 특정 그래프에서 어떻게 클러스터링 후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4개의 

클러스터링 후보가 만들어진다. 이 때 블록 E는 4개의 

모든 클러스터링 후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블록 E가 어떤 그래프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전체 소프트웨어의 함수 병렬성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구현에서는 이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클러스터링에 과정에서 먼저 

선택된 클러스터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블록 E가 

하나의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면, 다른 쪽 클러스터 

후보에서는 이 블록이 제외 된다. 그 뒤에 클러스터 

결과를 노드로 취급하여 원하는 클러스터의 크기를 

얻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A B

C D

E
F G

H I

1

2

3

4  

그림 5 클러스터링 후보 생성의 예 

 

4.3. 작은 블록의 클러스터링 및 통신 블록의 삽입 

클러스터 병합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수행시간이 매우 

작지만 병합되지 못한 블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작은 블록들을 클러스터에 

병합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때 그 블록은 병합하려는 

클러스터들 중 수행시간이 가장 짧은 곳에 병합된다. 

 

A B

C D

E F G

H I

Send

Rcv.

Send

Rcv.

Send

Rcv.
 

그림 6 최종 클러스터링 결과의 예 

 

모든 블록이 클러스터링되면 하나의 클러스터는 

하나의 태스크 코드로 생성되어야 하며, 클러스터의 

경계점에서는 태스크간 통신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경계점에 Send/Receive역할을 수행하는 통신 

블록을 적절히 삽입하여 최종 클러스터링을 완성하게 

된다. 그림 6은 그림 5 예제가 4개의 클러스터로 묶인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5. 실험 

ME Distributor

Encoder
MB 

Encoding VLC

Display MB
Decoding

Decoder

VLD

Send

Rcv.

MC MB
Decoding

File

 
그림 7 H.263 코덱 예제의 간략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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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해서 H.263 코덱 예제를 태스크 모델과 

SDF모델을 이용하여 명세하였다. H.263 코덱 예제는 

그림 7과 같이 H.263 인코더와 디코더의 2개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내부는 SDF를 이용하여 

명세하였다. H.263 인코더와 디코더는 각각 41개와 

17개의 데이터 플로우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블록의 수행시간 정보로 RealView Development Suite 

2.2[7]에서 제공해주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Arm926ej-s 프로세서에 대해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다양한 클러스터링 크기 조건에 따른 

클러스터 결과를 보여준다. 클러스터링 크기 조건이 

커짐에 따라 클러스터의 개수는 줄어들며 그에 따라 

클러스터간 채널의 개수도 줄어듦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태스크 매핑과 생성된 코드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클러스터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 클러스터 크기 조건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의 변

화 

 

6. 결론   

 

데이터 플로우 명세로부터 태스크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선 데이터 플로우 블록을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블록을 작은 크기로 클러스터링 하면 태스크 

매핑을 보다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으나, 태스크 개수의 

증가로 인한 생성된 코드의 수행시간이 증가하게 되며, 

태스크간 채널이 증가하게 되어 시스템 메모리 

요구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클러스터링 

크기 조건에 따라 다양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공해주는 클러스터링 도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블록을 묶어 각 블록의 

수행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주어진 클러스터링 크기 

조건에 맞는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함수 병렬성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블록을 묶어나간다.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클러스터를 병합할 때 

블록이 여러 클러스터에 병합 가능하면 가장 처음 

병합을 시도하는 클러스터에 병합시킨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클러스터링을 위해선 보다 많은 그래프 

정보를 참조하여 병합시킬 클러스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루프가 전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일 

수 있다면 몇 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OpenMP 코드를 

생성하여 데이터 병렬성을 갖는 태스크로 만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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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63 Encoder H.263 Decoder 

클러스터 크기 

(cycle) 

클러스터 

개수 

통신채널 

개수 

클러스터 

개수 

통신채널 

개수 

1520250 30 73 8 21 

2027000 29 68 8 21 

2533750 23 71 8 21 

3040500 21 66 6 19 

3547300 21 60 6 19 

4054050 21 60 6 19 

4560800 21 60 2 15 

5067550 21 59 1 0 

10135100 17 48 1 0 

50675400 1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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