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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정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정 변이 (process variation)에 따른 수율 (yield) 감소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

며, 공정 변이 대응 설계 기법 (process variation tolerant design technique)은 하드웨어 제작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캐시 메모리 (cache memory)의 경우에도 공정 변이로 인한 수율 

감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특

성 분석을 통해 공정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캐시 구조 설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1. 서론  

반도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단일 반도체 

칩 (chip)의 크기뿐만 아니라 칩 상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transistor) 등 집적 소자의 크기 또한 

작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채널 (channel) 

길이, 산화물 (oxide) 두께, 임계 전압 (threshold 

voltage), 채널 상 임의 도핑 문제 (random dopant 

placement) 등 각종 소자 특성들이 공정에 따라 큰 

변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공정 변이 (process 

variation) 문제는 결국 접근 시간 (access latencies), 

동적 전력 소모 (dynamic power consumption), 누설 

전력 소모 (leakage power consumption), 그리고 동작 

온도 등 하드웨어 (hardware)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  

캐시 메모리 (cache memory)의 경우, 이러한 공정 

변이 (process variation) 문제로 인해 캐시 메모리 셀 

(cache memory cell)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들이 각기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셀이 

서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메모리 셀 각각에 대한 접근 시간 (access time)이 

균일화되지 못하거나, 공정 변이가 발생한 일부 캐시 

라인 (cache line)에 오류 (fault)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캐시 라인에 읽기/쓰기 동작 (read/write 

operation)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오류가 발생한 캐시 라인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direct-mapped 캐시의 경우에는 시스템 오동작 

(system failure)을 야기할 수 있으며, set-associative 

캐시의 경우에는 캐시 일부 (way)를 쓸 수 없게 되어 

성능에 있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정 변이는 수율 (yield) 감소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공정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소자 크기의 급격한 축소에 따라 

수율은 50% 이상 감소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공정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소자 크기를 고려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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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발생한 캐시 라인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류 캐시 라인 일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공정 변이 대응 설계 기술 

(process variation tolerant design technique)의 개발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저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공정 

변이 대응 설계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특성 분석을 통해 많은 경우 이들 

데이터가 내로우 밸류 (narrow value)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공정 변이 대응 설계 기술 개발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Process Variation Tolerant Technique Using 
Narrow Values 

내로우 밸류 (narrow value)란 워드 (word) 상위 

비트 (bit)의 반 이상이 연속적인 영 (0)으로 채워진 

값을 말한다. 즉 32-bit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위 16-bit 가 모두 0 인 데이터 워드를 말한다. 따라서 

상위 비트에 있는 값들은 아무 의미 없는 값이다. 

우리는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상에서 

사용되는 값들의 상당수가 내로우 밸류라는 점에 

착안하여, 내로우 밸류의 특성을 공정 변이 대응 설계 

기술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로우 밸류 (narrow value)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superscalar 

microprocessor)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3], 전력 

소모 혹은 누설 전력 소모 (leakage power 

consumption)를 줄이기 위한 방법 [4]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로우 밸류 들이 특정한 공정 변이 

대응 기술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캐시에 접근되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내로우 밸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로우 밸류 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정 변이로 인한 각종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오류 발생 시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캐시 

구조를 개발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캐시 라인에 공정 변이로 인하여 

오류 (fault)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캐시 라인, 더 

나아가서는 캐시 메모리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동작하도록 

하는 캐시 설계 기술을 이용한다면, 오류가 발생한 정도 

또는 캐시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문제 있는 

캐시 라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오류 대응 캐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 오류가 발생한 캐시 라인에 

내로우 밸류가 저장되어야 한다면, 무의미한 값을 

저장하고 있는 상위 비트 위치에 오류가 발생한 비트의 

값들을 저장한다. 이와 반대로 오류가 발생한 캐시 

라인에 내로우 밸류가 아닌 값 (와이드 밸류, 혹은 

wide value라 불림)이 저장된다면 WVB(Wide Value 

Buffer)라 불리는 임시 버퍼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연구는 4장에 설명되어 있다. 

 

3. Evaluation and Result Analysis 

캐시 라인에 접근되는 데이터 중 내로우 밸류의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한 일부 캐시 라인을 

위한 버퍼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캐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내로우 밸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이클 (cycle) 당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simplescalar 3.0 [5]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SPEC2000 벤치마크 (benchmark suite) [6]에 포함된 

26 개의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모두 실행시켜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로우 밸류 비율을 조사해보았다. 

또한 읽기/쓰기 동작 (read/write operation) 각각에 

대해 내로우 밸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그림 1 과 그림 2 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읽기 동작의 경우, 정수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 

(integer benchmark applications)들을 실행시켰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약 34.02%가 내로우 

밸류였으며, 부동 소수점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 

(floating point benchmark applications)을 실행시켰을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B)



경우 평균적으로 30.84%가 내로우 밸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쓰기 동작의 경우, 정수 및 부동 소수점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을 때 각각 

평균적으로 44.51%, 33.63%가 내로우 밸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공정 변이 대응 기술 

적용을 위한 임시 버퍼 설계 시 구조 및 크기 결정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정수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 상의 내로우 밸류 

비율 

 

그림 2. 부동 소수점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 상의 내로

우 밸류 비율  

 

 

4. Future Work 

공정 변이 (process variation)를 극복한 캐시 

메모리 설계를 위해 다음 기술을 제안한다. 우선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캐시 구조는 그림 3 과 같다. 이 캐시 

구조에서는 기존 구조와는 다르게 WVB(Wide Value 

Buffer) 라는 임시 버퍼가 추가되었다. 이 WVB 는 캐시 

라인의 인덱스 (index)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2 개의 필드 (field)로 구성되어있다. 이 임시 버퍼는 

오류 (fault)가 발생한 캐시 라인에 내로우 밸류가 아닌 

값을 저장해야 할 경우에 사용 된다.  

제안된 구조를 사용하는 오류 대응 기술의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정 변이로 인하여 특정 캐시 

라인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 캐시 라인에 

저장해야 할 값이 내로우 밸류 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다. 만일 이 값이 내로우 밸류가 아니라면 WVB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된다. 반면 해당 값이 내로우 

밸류일 경우, 오류가 발생한 캐시 라인의 남는 비트들 

(redundant bits)을 이용해서 내로우 밸류를 저장한다.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일 캐시에 저장해야 

될 값이 와이드 밸류라면, 상기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WVB 버퍼에 해당 값을 저장을 한다. 반면 

저장되는 값이 내로우 밸류일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캐시 라인에 저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저당하되, 오류가 발생한 비트에 위치한 데이터들만 

남는 비트들 (redundant bits)에 저장을 하는 방법이다.  

캐시에 접근되는 데이터들의 내로우 밸류 비율 

분석을 통해 상기 제안된 두 가지의 공정 변이 대응 

기술에 사용되는 적절한 WVB 버퍼의 크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이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ACHE

Mapping
Table

Wide 
Value
Buffer

Address

 

그림 3. 제안된 캐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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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값들이 

많은 경우 내로우 밸류에 해당한다는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작동하는 캐시 메모리의 설계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캐시에 접근하는 데이터들의 

내로우 밸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정수 

벤치마크 (integer benchmark)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데이터 중 약 34.02%가 내로우 밸류로서 읽기 동작 시 

캐시에서 추출되며, 쓰기 동작 시 전체 데이터 중 

약 44.51%가 내로우 밸류로서 캐시에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동 소수점 벤치마크 (floating 

point benchmark)의 경우 읽기 및 쓰기 동작 시 각각 

30.84%, 33.63%의 데이터가 내로우 밸류로서 캐시에서 

읽히거나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 변이로 인해 특정 캐시 라인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처하며 동작하는 캐시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로우 밸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나태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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