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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존의 공유 버스 다중처리기 시스템의 성능 연

구는 프로세서의 처리능력, 캐시의 일관성 문제와 

병행한 성능연구, 버스의 구조 및 운영에 따른 성능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4]. 기존 모델들은 시스템의 

전반적 성능이 아닌 특정한 부 시스템의 성능 분석

이었으며, 입출력 성능연구나 입출력 수행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시스템 성능 모델의 구축은 활발치 

　 　* 평택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입출력 부 시스템의 시스템 성능

에 대한 기여도 및 공유 자원에 대한 과부하 영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의 성능 모델을 설정한다. 제시된 

시스템 성능 모델을 통해 1) 단일 공유버스의 구조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한 입출력 수행에 의한 공유 자

원에서의 과부하 영향, 2) 입출력 수행의 시스템 작

업 수행 성능에의 기여, 3) 버스 및 입출력 구조에 

대기 장소를 설치한 파이프라인 식 운영 등을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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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performance model of a shared bus multi-processor system and
analyzes the effect of input/output types on system performance and overload of shared
resources. This system performance model reflects the memory reference time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input/output types on shared resources and the input/output processing time in
relation to the input/output processor, disk buffer, and device standby places. In addition, it
demonstrates the contribution of input/output types to system performance for comprehensive
analysis of system performance. As the concept of workload in the probability theory and
the presented model are utilized, the result of operating and analyzing the model in various
conditions of processor capability, cache miss ratio, page fault ratio, disk buffer hit ratio
(input/output processor and controller), memory access time, and input/output block size. A
simulation is conducted to verify the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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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입출력

을 고려한 다중처리기 시스템의 성능 지표와 중앙 

및 입출력 프로세서의 작업부하를 확률적 방법에 의

해 설정한다. 3장에서는 공유버스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성능 모델과 입출력에 의한 과부하를 분석하

고, 4장에서는 디스크 입출력 처리과정 및 각 장치

의 성능을 모델링한다. 5장에서는 분석적 모델의 구

현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한 후, 6장에서 결론으로 마감한다.

Ⅱ. 기존 연구들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의 성능은 캐시를 이용한 

명령어 수행시간과 메모리 참조 시간의 합인 명령어 

처리 시간으로 모델링되곤 했는데, Akella는 이에 

입출력 전달 및 주변 장치 대기 시간의 입출력 처리

시간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확장하였다[5].

Yang은 패킷 스위칭 멀티버스 구조를 갖는 

CPU/memory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제공한다. 또

한 메모리 입력부와 출력부에 무한 크기 버퍼가 있

다는 구조를 가정한다. 동기와 비동기 모두에 대한 

점근적 큐잉 네트워크 모델 들을 개발하였다[4].

Chiang 은 공유 버스 다중처리기 운영을 위한 

MVA(Mean Value Analysis) 분석적 모델의 정확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몇 

개의 메모리 참조가 발생하는지 알아냈다[2, 6].

Ⅲ. 시스템 성능 모델 및 작업 부하
다중처리기의 성능은 그 시스템의 운영체제와 구

조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나, 이들을 

하나의 모델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다음

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모델링할 수 있다. 운영체

제에 의한 특성은 상위 모델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성능은 하위모델로 표현하고, 이 두 단계의 모델들

은 서로 작업부하 및 성능인수를 공유 및 교환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표현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하위 모델을 제시하며, 이는 추

후 상위의 운영체제를 고려한 모델에 필요한 성능 

인수를 제공하게 된다.

3.1 시스템 성능 모델
본 논문에서는 다중처리기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

을 고려하여 공유 자원에서 충돌에 의한 성능 영향 

및 입출력 수행의 시스템 성능에 대한 영향과 각 부 

시스템의 성능 역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

템 성능 모델을 확장한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성능

을 프로세서 대기시간, 입출력 요청 사이의 캐시를 

이용한 프로세서 활동시간, 공유메모리의 참조시간 

및 입출력 처리 시간의 합인 작업 동작주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작업 동작주기() =  ×


 : 프로세서 대기시간

(활동시간) : 지역 메모리를 이용한 프로세서 

수행시간

 (메모리 참조시간) : 메모리 요청의 처리 시간

 : 입출력 요청사이의 중앙프로세서 공유메

모리 참조 수

 (입출력 처리시간) : 입출력 요청의 처리 시간

위 모델에서 는 상위 모델에서 다루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기본 모델에 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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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들의 성능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활동시간에는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을, 메모리 참조시간에는 버스 

및 메모리 모듈의 구조적 특성을 , 입출력 처리 시간

에는 입출력 프로세서, 디스크 버퍼 및 입출력 구조

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확장한다.

   ×

 : 캐시 참조 주기

 : 캐시 참조 수/활동시간

     

 : 요청 중재 시간

 : 요청 전달 시간

 : 메모리 대기 시간

 : 메모리 접근 시간

 : 자료 전달 중재 시간

 : 자료 전달 시간

    

 : 커널 준비 시간

 : 입출력 프로세서 처리 시간

 : 제어기 처리 시간

 : 디스크 처리 시간

위의 각 성능 분석을 대입하면, 작업 동작주기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3.2 중앙 및 입출력 프로세서의 작업부하 모델
중앙프로세서의 작업부하는 캐시 참조를 수행하

는 활동 시간의 분포로 모델링할 수 있다. 한 명령어

의 수행을 위해 평균 회 캐시 참조를 하며, 프로

세서의 명령어 수행 능력이  명령어 수행 수/단위

시간 이라면, 평균 캐시 참조주기( )는 ×

이다. 프로세서의 활동 시간동안에 발생하는 캐시 

참조 수의 합()은 매 캐시 참조마다 성공할 확률 

(캐시 미스 확률)로 공유 메모리를 참조하는 기하

(geometric) 분산으로 모델링되어,   
이 된다.

이로부터, 평균 프로세서 활동시간()은

   ×   ×× 

이 된다.

입출력 프로세서의 작업부하는 중앙 프로세서로

부터의 디스크 입출력 요청 분포로 모델링한다. 즉,

각 중앙 프로세서들은 매 공유 메모리 참조마다 일

정한 확률( )로 입출력 요청을 발생한다고 모델링

하면, 입출력 요청사이의 각 중앙 프로세서들의 메

모리 요청 참조 합()은   이 된다.

실제 프로세서의 활동시간과 메모리 참조시간의 

합( )의 주기마다 메모리 요청이 발생되

므로, 각 중앙프로세서의 입출력 요구 발생 주기는 

평균이  ×이고 메모리리스

(memoryless)한 분포를 갖는다.

기존의 공유메모리 및 버스의 요청률 및 충돌율 

계산 시 입출력 수행의 영향을 무시하여 왔다. 실제

로는 입출력 수행에 의해 부가적인 메모리 요청(이

에 따른 버스 요청)을 하게 된다. 1회의 입출력 수행

에 의한 메모리 요청 ( )은  로 표

현되는데, 여기서 는 페이지의 크기, 는 시스

템 버스의 크기, 는 입출력 처리용 메모리 요청 

수이다. 실제 개의 중앙프로세서 및 1개의 입출력

프로세서로 구성된 경우에 입출력프로세서의 작업

부하를 무시한 경우와, 중앙프로세서와 같다고 가정

한 경우 및 앞에서 제시한 입출력 작업부하를 별도

로 고려한 경우의 입출력 요청 주기 당 메모리 요청

수를 <표 1>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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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유 버스 특성에 따른 메모리 참조 모델
공유 버스의 동작 주기는 정상 읽기 요청에 대해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요청전달 2) 메모리 

접근 3) 자료전달. 여기서, 중재시간은 전달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한다.

중형 컴퓨터에 적절한 단일 버스의 경우에도 스

위칭(switching) 방식, 부 버스 구조 및 재요청을 위

한 대기 장소 등의 개선을 통해 성능의 혁신적 향상

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메모리 참조 

모델을 구현한다.

패킷 스위칭(packet-switching)의 경우에는 실제 

전달에 필요한 주기 동안만 버스가 점유되므로 (요

청 전달시간 + 자료 전달시간)마다 최대 1개의 요청

이 처리되어, 메모리 접근 시간에 비해 고속인 버스

에 효율적이다. 이에, 독립적 부 버스 기능이 첨가되

면 요청 전달은 주소 버스를, 자료 전달은 데이터 버

스를 이용하며, 이들의 중재 및 전달이 서로 독립적

이라면 부 버스 점유 주기마다 최대 1개의 요청이 

처리된다. 메모리 참조가 파이프라인 식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공유 자원의 획득에 실

패한 요청을 위한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 버스를 통

과한 메모리 요청을 위한 메모리 모듈내의 입력 대

기 장소(memory-in-buffer)와 메모리와 버스사이에 

재요청 처리를 위한 출력 대기 장소

(memory-out-buffer)의 활용으로 재요청의 처리가 

효율적이 된다. <표 2>에 메모리 모듈내의 대기 장

소에 따른 모델의 특성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독립적 부 버스 및 

메모리 모듈의 대기 큐를 고려한 비동기 패킷 스위

칭 버스 운영의 메모리 참조모델을 Chiang의 사용

자 MVA 모델 및[6], Yang의 동기/비동기 버스의 

큐잉 모델[4]보다 간단한 큐잉 모델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단일 버스의 경우에는 동시에 버스를 통과한 요

청의 수는 최대 1이므로, 각 메모리 모듈을 M/D/1

큐로 모델링할 수 있다. 실제로는 M/D/1 주소 버스

를 통과한 출력이 마코비안(markovian)이 아니고,

작업부하
메모리 요청 수   중앙프로세서   중앙프로세서   중앙프로세서

1 입출력프로세서
중앙프로세서의 요청 수 × × ×

입출력프로세서의 요청 수 0  ×

총 요청 수 ×  × 
×


<표 1> 입출력 작업부하의 메모리 요청에 대한 영향

대기 장소
항목 입력대기 장소 출력대기 장소 입력 및 출력대기 장소 대기 장소 없음

메모리점유시간    

주소 버스 요청 수 메모리 요청 수
메모리 요청 수 +

재요청수
메모리 요청 수

메모리 요청 수 +
재요청수

메모리모듈의 모델 M/M/1
delay

(constant)
M/D/1

delay
(variable)

<표 2> 대기 장소에 따른 메모리 모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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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주기 당 최대 1개의 요청만이 메모리 모듈로 

전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정하면,

 

×
××












 







이 된다.

 : 메모리 모듈 수,  : 메모리 활용률

메모리 요청 주기의 동작이 항상 일정할 경우에

는 는 무시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요청 및 자

료 전달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로 처리할 수 있다.

Ⅴ. 디스크 입출력 성능 모델
다중 처리기에서 디스크 입출력 성능 분석은 2가

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작업 처리과

정의 구성 성분으로 중앙프로세서의 입출력 요구로 

인한 입출력 처리 과정을 분석해야 하고, 둘째는 입

출력 수행의 운영체제 및 버스와 메모리 등의 공유 

장치에 대한 과부하 영향(overhead)에 의한 시스템 

성능에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중 둘째 항은 앞

장에서 분석되었고, 이 장에서는 입출력 처리과정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성능의 주

요 병목요소인 입출력 성능의 향상을 위한 구조적 

분석을 위하여, 입출력과정을 단계별로 분리 모델하

고 입출력 성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디스크 

버퍼의 성능 영향과 입출력 프로세서, 입출력 버스,

제어기, 디스크 등의 개별적 성능을 분석토록 한다.

입출력 프로세서가 시스템 및 입출력 버스로의 접근

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각 유닛에 비지에 

대비한 명령 대기 장소를 가정한다. 이 경우에, 입출

력 처리 과정은 각 유닛 별로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파이프라인 식으로 처리되는데, 실제 처리되는 과정

은 디스크 버퍼의 상태에 따라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의 발생 확률은 각각   

이라하자.

첫 번째 경우는 입출력 프로세서의 디스크 버퍼

에서 히트하여 입출력 제어기 또는 디스크의 직접 

접근 없이 입출력 프로세서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

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입출력 프로세서의 디스크 버퍼

에서 미스(miss)하였으나 입출력 제어기의 디스크 

버퍼에서 히트하여 실제 디스크의 접근이 필요 없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입출력 프로세서 및 입출력 제

어기의 디스크 버퍼에서 모두 미스(miss)하여 실제 

디스크 접근이 필요한 경우이다.

입출력 처리시간은 각 입출력 요청의 수행을 위

한 입출력프로세서, 제어기 및 디스크에서의 대기시

간과 수행시간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입출력 프로세서는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 버스에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고, 각 장치는 대기 장소를 포

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입출력 처리시간( ) =   


(커널준비시간) : 입출력 요청의 전달 시간

 (입출력프로세서처리시간) = 대기시간 +

점유시간

(제어기 처리시간) = 대기시간 + 점유시간

(디스크 처리시간) = 대기시간 + 점유시간

위에 정의된 입출력 시간 성분들은 각 장치의 입

출력 요청 당 점유시간, 활용도를 이용해 아래와 같

이 구할 수 있는데, 입출력 버스의 대기 및 점유시간

은 해당 명령 및 자료 전달 시간에 포함된다.

장치점유시간 장치수
점유시간장치요구×

장치 활용도  점유시간장치요구×

입출력 요구율×장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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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입출력 처리 경우에 대한 합을 나

타낸다. 각 장치의 활용도 및 점유시간으로부터, 각 

장치의 대기시간은 입출력 프로세서와 제어기는 

M/M/1 큐로, 디스크는 M/G/1로 모델링하여 각 

큐의 대기시간으로 계산하고, 디스크의 재접속 시

간은 재시도 횟수를 기하 분산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Ⅵ. 모델의 수행 및 시뮬레이션
6.1 모델의 수행결과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시뮬레이터는 SMPL이

라는 시뮬레이션 툴과 C로 작성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서의 각 명령어들의 수행시

간이 일정하고, 명령어의 캐시참조가 명령어 수행 

중 특정시간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공유메

모리 및 디스크 입출력 요청은 각 장치에서의 읽기

만을 고려하였고, 디스크를 제외한 다른 입출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적 모델들을 프로세서처

리 능력, 캐시미스 율, 페이지 폴트 율, 디스크 버퍼 

미스 율(입출력 프로세서), 디스크 버퍼 미스 율(제

어기), 메모리 접근 시간, 입출력 블록 크기 등의 다

양한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

션을 위해서도 동일한 값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파라미터 값 들은 논문 [2, 5, 7]에서 사용한 값들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적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가정 하에서 확률분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수행한 결과가 <표 4>이다. <표 4>에서 A는 분석적 

모델의 결과이고 S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분석적 모델의 결과가 매우 비슷

한 결과를 보여주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적 모

델이 매우 정교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6.2 분석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파라미터 값과 성능 모델 분

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능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입출력 수행의 공유자원에 대한 영향이 버스 

및 메모리 참조시간 모델에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파라미터
환경 N MIPS      

(1) 4 40 0.1 0.001 0.1 0.1 0.16 2048

(2) 4 10 0.2 0.001 0.1 0.1 0.16 2048

(3) 4 10 0.1 0.0005 0.1 0.1 0.16 2048

(4) 4 10 0.1 0.001 0.5 0.1 0.16 2048

(5) 4 10 0.1 0.001 0.1 0.5 0.16 2048

(6) 4 10 0.1 0.001 0.1 0.1 0.16 1024

(7) 10 10 0.2 0.001 0.1 0.1 0.32 2048

(8) 10 40 0.1 0.0005 0.1 0.1 0.32 2048

(9) 10 40 0.1 0.001 0.1 0.1 0.16 1024

(10) 10 40 0.1 0.001 0.1 0.1 0.16 2048

<표 3> 분석적 모델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 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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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요청에 대한 입출력 영향은 11~21%를 차지

한다.

② 시스템 성능에 대한 입출력 구성비를 고려해

야 한다. 입출력 요청 중 실제 디스크 접근이 1%인 

경우에도 입출력 처리시간이 최대 34%를 차지한다.

③ 시스템 성능에 대한 가장 큰 구조적 영향은 효

율적인 버퍼링이다. 즉, 캐시 미스 율, 페이지 폴트 

율, 및 디스크 버퍼의 미스 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능 향상 방법이다.

④ 공유 자원의 대기 장소에 의해 처리과정이 파

이프라인 식으로 되며, 이외의 모델도 큐잉 이론을 

이용해 쉽게 된다.

⑤ 버스의 특성(점유방식, 독립적 부 버스 등)이 

버스의 처리율에 큰 영향을 준다.

Ⅶ.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유버스 다중처리기의 작업부하

를 확률적으로 설정한 분석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Ching의 사용자 MVA 모델 및 Yang의 

동기/비동기 버스의 큐잉 모델보다 간단하다. 분석

적 모델이 실제 시스템에 잘 적용될 수 있고 잘 만

들어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환경 Time Utilization 

× ×     

(1)
A 1.88 0.34 0.33 2.55 33.7 11.4 0.20

S 1.87 0.34 0.32 2.53 33.8 11.5 0.21

(2)
A 3.33 0.33 0.29 3.95 20.2 6.9 0.20

S 3.22 0.32 0.29 3.83 20.2 6.9 0.21

(3)
A 14.96 0.64 0.26 15.86 4.7 1.6 0.12

S 14.86 2.07 0.26 15.79 4.7 1.6 0.12

(4)
A 7.50 0.32 0.64 8.46 9.4 16.3 0.20

S 7.47 0.32 0.61 8.40 9.4 16.4 0.20

(5)
A 7.50 0.32 0.60 8.42 9.4 16.2 0.20

S 7.47 0.32 0.59 8.38 9.4 16.3 0.20

(6)
A 7.48 0.32 0.22 8.02 7.24 3.2 0.20

S 7.44 0.32 0.22 7.98 7.24 3.2 0.21

(7)
A 3.33 0.60 0.62 4.55 64.8 16.2 0.20

S 3.46 0.65 0.59 4.70 65.4 16.3 0.20

(8)
A 3.77 1.45 0.59 5.81 55.3 12.1 0.11

S 3.76 1.52 0.56 5.84 55.9 12.0 0.11

(9)
A 1.79 0.38 0.42 2.69 65.8 28.1 0.20

S 1.85 0.37 0.39 2.61 65.9 27.9 0.21

(10)
A 1.87 0.39 1.18 3.44 88.0 28.7 0.20

S 1.82 0.40 1.06 3.28 87.9 28.1 0.20

<표 4> 분석적 모델 및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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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능 모델에는 단일 버스의 성능향상을 

위한 패킷 스위칭 버스, 독립적 부 버스 및 메모리 

대기 큐의 3가지 구조적 특성과 입출력의 영향을 고

려한 메모리 참조 모델과 입출력프로세서 및 디스크 

버퍼를 고려한 입출력 처리 모델 및 이들의 시스템 

성능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였다. 이로부터, 시스템의 

작업 수행 과정 및 입출력 수행의 시스템 성능에 대

한 기여도 등에 관한 포괄적 분석이 가능하다. 버스,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의 요청된 자원이 비지이거

나 동시에 다중요청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요청의 

발생 없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장소를 갖는 구조의 

성능적 특성을 큐잉모델로 분석하였다.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 입출력 처리 능력 및 버스의 구조적 개선

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을 캐시, 공유 메모리 및 디스

크버퍼의 히트 율에 따라 모델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디스크 캐시가 계층적으로 구성되

고 그의 히트 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 대해 분석했는

데, 실제  매우 큰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의 히트 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다양한 작업 부하

의 특성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성능 성

분들을 활용하여 다중처리기 운영체제의 특성을 고

려한 시스템의 상위 성능 모델의 연구로 확장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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