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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원적 제약이 있는 임베디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명령어 단위 프로파일 방법을 제시한

다. 이전 많은 연구들은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의 프로파일 방법에 대하여 연구되었으며, 특정한 목

적 시스템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방법은 리눅스 상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오픈 소스인 

GDB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 시스템에 쉽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기술한다. 다른 한편으로 성능의 향상

을 위하여, 기록 버퍼를 이용하여 호스트와 게스트 시스템 사이의 통신 부담을 줄여 처음 제시한 방법의 

수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최적화 기법들의 적용을 통한 성능 향상

을 기대하고 있다. 

 

1. 서  론 

 

명령어 단위의 프로파일 기술은 컴퓨터 아키텍처의 

최적화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프로파일 

기술은 명령분기 통계,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자주 

수행 되는 프로그램 지역, 특정 시점에서의 작업 

집합들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정보들은 하드웨어 시스템의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얻어진 정보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시스템의 

최적화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인 명령어 단위 프로파일은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진다. 우선 믿을 수 있고 완전한 

시뮬레이터가 존재하여야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뮬레이터를 완성하기 어려우며, 특히 리눅스 상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파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세서 코어의 시뮬레이션만이 아니라 주변 

장치에 대한 구현 또한 필요함으로 인하여 리눅스를 

실행 가능한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통한 프로파일 방법이 

아닌, 실제의 임베디드 시스템 상에서 gdbserver를 

이용하여 보드에서 직접 실행한 결과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디버거의 기본적인  

 

기능인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한 single-stepping 

방법으로 리눅스 상에서 수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 단위 프로그램 수행 기록을 얻어 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한다.  

다음 2장에서는 이전에 사용된 프로파일 기법들에 

대하여 장단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GDB를 이용한 

프로파일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소개한다. 4장에서는 

앞의 기본적인 방법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으로의 

일들과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다. 

 

2. 관련 연구 

 

우선 명령어 단위 프로파일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완벽한 명령어 단위 프로파일이라고 

한다면, 운영체제에서 수행되는 코드와 동시에 수행 

되고 있는 다른 프로세서들의 명령어들과 같은 

CPU에서 수행되는 모든 명령어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완벽한 프로파일 기록을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에 대하여 한정 지어 프로파일 기록을 저장하는 

것에 범위를 한정 짓는다. 아래에서는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single-stepping[1], instruction-

inlining[2,3,4], hardware monitoring[5]과 프로세서 

시뮬레이션[1,6]의 방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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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ardware monitoring 

일반적으로 Logic analyzer와 같은 하드웨어 장치 

등을 통하면 프로세서에서 수행되는 명령을 직접 기록 

할 수 있다. 만약 계측 하드웨어 장치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고, 기록 버퍼의 크기가 크다면 완벽한 프로파일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수한 하드웨어장치를 필요하며 가격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2.2. 프로세서 시뮬레이션 

만약 프로그램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완벽히 수행이 

가능하다면, 모든 수집 가능한 정보들을 완벽하게 

수집이 가능하다. 완벽한 프로파일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터는 모든 하드웨어 구성요소들을 시뮬레이션 

하여야 하며, 다양한 타깃 시스템을 위한 구현이 

필요하다는 점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2.3. Instruction-inlining 

실행 이미지를 직접 변형하여, basic block의 시작 

부분과 같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위치에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여 해당하는 부분이 수행될 때 마다 

기록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우선 

소프트웨어 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타깃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부하 자체도 크지 않다. 반면 

기록을 저장할 저장장치가 없거나 충분치 않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이전 프로그램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명령어를 

삽입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2.4. Single-stepping 

디버깅 기능인 브레이크포인트[7,8] 명령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내는 데에는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커다란 단점이 있다. 매 

명령어 또는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 

마다 브레이크포인트 명령에 의한 인터럽트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프로파일 수행 성능이 크게 느려 

진다. 하지만 우리는 single-stepping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픈소스 디버거인 GDB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프로세서를 목표로 개발되어 있어, 이동성이 

용이하다. 특히 gdbserver는 원격 디버깅을 지원하여, 

호스트 컴퓨터에서 프로파일 기록을 저장할 수 있어 

하드웨어 자원이 제한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사용이 적합하다. 

 

그림 2. 동작 개요 

 

3. 기본 프로파일 시스템 

 

프로파일의 시작은 GDB와 gdbserver의 

기본기능을 이용하여 이들 간의 통신 내용을 파일에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GDB는 프로파일 기록을 

저장할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타깃 보드에 맞게 

수정된 gdbserver는 타깃 보드 상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구현된 프로파일 시스템의 경우 

 

그림 1. stepi 명령어 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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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프로파일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부하이다. 현 

방법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호스트와 타깃 사이의 기록 전송에 따른 통신 

비용 

 

 “SWI”명령을 사용하여 브레이크포인트를 

생성하여 프로그램이 멈춤으로 인하여,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gdbserver와 대상 

응용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간 통신 비용 

 

 다음 번 수행될 명령의 주소를 계산하기 

위하여, 명령어를 종류를 분류하고, 분기 대상 

주소를 계산하는 비용 

5. 결과 

 

이 장에서는 간단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파일 

성능 결과를 보여 준다. 호스트 컴퓨터는 Linux를 

사용하는 Pentium4를 사용하였고, 타깃 보드로는 

210Mhz로 동작하는 ARM926EJ-S 개발 보드를 사용 

하였다. 두 머신의 연결은 100M Ethernet을 통하여 

연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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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하였듯이 GDB에서 stepi명령의 간단한 

확장으로 명령어 단위의 수행 결과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실제 적용 결과 초당 약 50개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정도의 속도였다. 이 속도는 실제 프로그램을 

프로파일 하기에 너무나 느려 속도 향상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림 4. 프로파일 성능 

 

<그림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버퍼를 사용 

하였을 경우 이전에 비하여 좋은 성능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4Kbyte일 때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난다. 

1Kbyte 또는 2Kbyte일 경우 원래 호스트 쪽에서 명령 

분석을 하여, 다음 수행 명령어의 위치를 확정 지었던 

동작을 타깃 보드 쪽에서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부담이 

생겨 커다란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으나 어느 정도 

버퍼가 커짐에 따라 두 실험 컴퓨터 사이의 통신빈도가 

줄어 들어 이러한 부담을 덮게 된다. 4Kbyte가 

넘어가는 경우는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 

현재 단계의 방법에서의 주 성능 저하의 원인은 

기록 전송에 따른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매 명령마다 break-point를 설정하여 

응용 프로그램과 gdbserver 프로세서 간의 통신이 

발생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우선은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전의 방법에서 다음 번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계산하고 그것을 지시하는 부분을 호스트 쪽에서 

처리하였으나 이 부분을 타깃 보드로 이전하여 통신 

횟수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매 명령마다 호스트와의 

통신이 아닌 프로파일의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기록 

버퍼를 두어 버퍼가 찰 때만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이 

일어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3>에서와 같이 단지 

버퍼가 가득 차게 되었을 경우만 호스트와 통신이 일어 

나게 된다. 

6. 결론  

 

이 논문에서 소개한 방식은 구현하기 간단하고 

다양한 타깃에 적용 가능하며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당히 느린 프로파일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체제의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을 뽑아 낼 수 없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실험 장비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 부하는 버퍼를 사용함으로써 크게 사라 

짐을 알 수 있으나, 매 명령어에 대하여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함으로써 gdbserver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프로세서 통신이 일어난다는 점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전의 single-

stepping을 통한 프로파일 기법들은 이러한 문제를 

basic block단위의 브레이크포인트 설정등과 같은 보다 

통신을 줄이기 위하여, 이전까지 호스트에서 하던 

다음 수행하게 될 명령어 분석을 타깃 보드에서 함으로 

인하여 그만큼의 성능 부담이 생겨나지만, 통신을 

줄임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큼으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dbserver와 응용프로그램의 프로세서 

간 통신비용에 대한 최적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마지막 6장에서 다시 고려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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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위를 기준으로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는 빈도를 

줄여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우리의 방법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형태이다. 제시된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어의 수행 기록과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 엔지니어 혹은 응용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보다 빠른 프로파일 방법을 위하여 

instruction-inlining과 대상 프로그램의 부분적 전 

분석을 통한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능적 

시뮬레이션 기법의 단점인 하드웨어 장치의 구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기법을 통한 하드웨어 

장치의 동작의 결과를 다시 시뮬레이션에 이용하는 

등과 같은 이용 방법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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