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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dely used low-cost design methodology for IoT devices is very popular. In 

such a networked device, memory is composed of flash memory, SRAM, DRAM, etc., 

and because it processes a large amount of data, memory design is an important 

factor for system performance. Therefore, each device selects optimized design factors 

such as function, performance and cost according to market demand. The design of a 

memory architecture available for low-cost IoT devices is very limited with the 

configuration of SRAM, flash memory, and DRAM. In order to process as much data 

as possible in the same space, an architecture that supports parallel processing units 

is usually provided. Such parallel architecture is a design method that provides high 

performance at low cost. However, it needs precise software techniques for instruction 

and data mapping on the parallel architecture. This paper proposes an instruction/data 

mapping method to support optimized parallel processing performance. The proposed 

method optimizes system performance by actively using hardware and software 

paralle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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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oT나 에지 컴퓨팅은 적은 전력으로 고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적은 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값싼 저성능 프로세싱 유닛 다수를 연결하

여 고성능을 제공토록 하는 매니코어 칩 형태 혹

은 재구성형 프로세서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용화된 제품으로 Movidius Myriad X, Huawei 

Kirin SoC, Coarse grained reconfigurable array 

[1, 2, 3] 등이 있다. 이러한 칩들의 성능은 병렬 

매니 코어 하드웨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결정된다. 병렬 하드웨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구성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

법들이 지난 수십년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슈퍼 컴퓨팅과 같은 고전력 고성능을 위한 

기법들이기 때문에 IoT나 에지 컴퓨팅 시스템 소

프트웨어 최적화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

자 컴파일러 분야에서 명령어 레벨 병렬화 혹은 

데이터 레벨 병렬화 등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 되

어왔다. 명령어 레벨 기법으로 다양한 스케쥴링 

기법[4, 5, 6] 들이 제안되었고, 데이터 레벨 최적

화 기법으로 지역성 기반 코드 변환 기법들 [7, 

8, 9]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다양한 형

태의 병렬 시스템에 일반화된 기법들로 특정 응용

에 특화된 형태로 설계된 IoT 혹은 에지 컴퓨팅 

단말에서는 최적 성능을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

다. 그림 1은 IoT 디바이스에서 흔히 사용될 수 

있는 병렬 코어 칩 형태의 하나를 나타낸다. 저비

용으로 개발되도록 기본적인 연산이 대량으로 실

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싱 유닛 4x4 형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전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모리 포트가 프로세싱 유닛 1열, 2열과만 연결

되어있다. 메모리 전체를 하나로 하여 데이터 버

스를 전체 프로세싱 유닛과 연결하면 멀티플렉스 

사이즈 또한 2^2로 네배 커지기 때문에 칩 사이

즈, 개발비용, 전력 소모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설계는 응용에 특화하

여 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된

다. 이러한 상용화 칩으로 GAP-8, Mr. Wolf, 

Intel Myriad VPU [10, 11, 1]가 있다. 이러한 설

계에서 문제는 제한된 메모리 포트로 인하여 명령

어 스케쥴링, 데이터 배치 등이 영향을 받게 되는

데, 즉, 컴파일러가 전체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GAP-8, Myriad VPU에 아키텍처 특화 최

적화 기법이 적용되어 있다. 

Fig. 1 an example of the architecture

2. 배경지식

2.1 IoT AND EDGE COMPUTING 

ARCHITECTURES 

Myriad architecture [1]는 드론, 보안 및 로봇

을 위한 각종 영상처리 프로세서 아키텍처로 개발

되었다. 이것은 12개의 128bit VLIW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의 프로세서가 8개 코어를 

포함하여 총 96개의 코어로 동작한다. 인공지능 

영상 인식에 특화되어 개발되었는데, 특히 저전력 

설계가 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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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rse grained reconfigurable architecture 

[3]는 64∼256개 이상의 프로세싱 코어를 메쉬 

구조로 연결한 성능 가속기이다. 보통 응용 프로

그램 실행시간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루프 코드

를 고속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데이터 스트림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영상 처리와 같은 응용

에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저전력 설계를 위하여 

메모리와 연결망에 응용 특화된 최적화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Nvidia의 GPGPU Fermi [12]의 경우 총 512

개의 코어가 32개씩 16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어의 개수가 32개 이상인 경우 각 코어간 연결

망과 메모리 대역폭의 한계로 인하여 코어간 그룹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그룹으로 코어들을 연결하

고 각 그룹에 온칩 메모리를 부착하여 메모리 대

역폭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스트리밍 어플리케이

션의 성능 및 전력 소모 측면에서 유리하다. 

앞서 살펴본 아키텍처들이 IoT, Edge 

computing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매니코어 아키텍

처들이다. 각각의 시스템에서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복수의 코어들을 그룹핑하고 각 그룹별로 메모리

와 코어간 연결망을 구성한다. 타겟 응용에 맞게 

그룹 사이즈, 연결망 복잡도가 정해지며 성능과 

전력 소모량의 측면에서 적당한 크기의 온칩메모

리가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설계된 시스템의 

최종 성능은 코어, 연결망,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고려하여 설계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스템 성능이 최적이 되기 위

해서는 응용 코드를 분석하고, 코드에 내재된 명

령어 레벨 병렬성, 데이터 레벨 병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명령어/데이터 분할 및 할당, 스케쥴링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컴파

일러가 진행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특화된 컴파

일러 분석 및 최적화 기법이 요구된다.

2.2 CODE AND DATA MAPPING 

TECHNIQUES

이상 검토된 아키텍처들에서 코드 할당 및 데

이터 배치, 스케쥴링을 위한 컴파일러 기법으로는 

[13, 14]이 있다. 대표적인 명령어 배치 기법으로

는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이닝 [15, 16] 이 있다.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이닝은 여러 프로세싱 유닛이 

동시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명령어들 사이

의 의존도를 분석하여 명령어를 배치하는 기술이

다. 특히 병렬 형태의 하드웨어의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안의 명령어 병

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이닝은 상당히 일

반화된 기술로 다양한 특화 플랫폼안에서 기술이 

재설계 될 수 있는데, 메디컬 시스템 [17], 시스템 

설계 도구 [18], 저전력 플랫폼 [19], 컴파일러 플

랫폼 [20], 멀티 뱅크 메모리 플랫폼 [21], 하이브

리드 메모리 플랫폼 [22] 등의 연구에서 다양한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메디컬 시스템 [17]의 경우 명령어 재배치를 고

려할 때 실시간 제약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하드 

리얼 타임 조건을 맞추기 위해 명령어 배치를 예

측 가능한 범위안에서 진행한다. 시스템 설계 도

구 [18]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플로우 분석과 제어 

흐름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분석 정보는 기본

적인 컴파일러 최적화 기법에 사용되지만 특히 명

령어 및 데이터의 재배치에 필수적으로 그 정확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컴퓨팅 디바이스

에서 저전력 기술 [19]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다. 현재 많은 제품이 배터리 구동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품의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명령어 배치의 방법론

에 따라 배터리 사용량의 상당부분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개발되는 신규 플랫폼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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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LLVM이라는 컴파일러 플랫폼 [20]을 사용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 및 

데이터 배치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자의 필

요에 따라 적합한 최적화 기법을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비용 고성능 제품을 

개발할 때 다양한 설계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는

데, 그중에 대표적인 메모리 개발 방법론이 멀티 

뱅크 메모리 플랫폼 [21]이다. 멀티 뱅크 메모리

는 저렴한 비용으로 복수개의 메모리 접근을 지원

하기 때문에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하이

브리드 메모리 메모리 플랫폼 [22]은 반도체 집적

도가 향상될수록 누설 전류가 지수증가하여 동작 

전력이 증가하게 됨으로 저전력 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이다. 누설전류 특성이 거의 0에 

가까운 메모리 소자와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기존 소자를 혼합 사용하여 고집적 공정에서 누설 

전류 특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

3. 제안하는 기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저전력 IoT 및 에지 컴

퓨팅 플랫폼에서 최적의 코드 및 데이터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다

양한 기법이 있었으나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최

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아

는 선에서 없었기 때문에 본 기술의 기여가 중요

하다.

이 연구는 아키텍처 그래프로 저전력 IoT 및 

에지 컴퓨팅 플랫폼의 특성을 정형화하고, 이에 

맞는 코드 및 데이터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로

드/스토어 그래프를 이용한다. 로드/스토어 그래프

를 아키텍처 그래프에 매핑하여 최적의 데이터 배

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아키텍처 그래프는 그림 2와 같이 아키텍

처가 있을 때 이를 요약 표현하는 데이터구조를 

말한다. 그림 2의 상단에 일반적인 병렬 형태의 

메시 연결된 프로세싱 유닛과 더블 버퍼링이 제공

되는 메모리를 포함한 아키텍처를 나타내었다. 그

림 2의 하단에 해당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아키텍

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이 아키텍처 그래프는 

프로세싱 유닛, 메모리, 그리고 이러한 컴포넌트들

의 연결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아키텍처 그래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DEFINITION 1. ARCHITECTURE GRAPH

아키텍처 그래프는 노드와 에지로 구성된 그래

프이다. 노드는 두가지 형태로 프로세싱 유닛과 

메모리를 나타낸다. 에지는 노드들의 연결을 나

타내는 비방향성 에지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정의된 아키텍처 그래프를 

상대로 로드/스토어 그래프를 매핑시킴으로서 최

적의 데이터 배치를 결정한다. 로드/스토어 명령

어를 실행하는 프로세싱 유닛으로 데이터를 복사 

전송하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스토어 명령어의 배

치에 따라 데이터의 배치가 따라서 결정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정의된 로드/스토어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DEFINITION 2. LOAD/STORE GRAPH

이 그래프는 에지와 노드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집합 N의 각 노드는 로드/스토어 명령을 나타

낸다. 에지 집합의 각 에지는 노드들 사이의 종

속성 관계를 나타낸다. 에지의 가중치는 합산된 

노드의 수를 나타낸다.

 

그래프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종속성 그래프가 구성된다. 종속성 그래프는 최적화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흐름 분석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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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23]. 그래프 구성 대상이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으로 구현된 데이터 의존성 그래프는 

우리가 제안한 로드/스토어 의존성 그래프를 구현하

기 위한 출발점이다. 데이터 의존성 그래프에서 시

작점은 그래프의 모든 산술 노드를 로드-스토어 

노드에 병합하는 것이다. 로드 명령에 의존하는 산

술 노드는 로드에 해당하는 노드로 병합됩니다. 이

때 다른 노드에 연결된 에지는 해당 로드 노드에 

연결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종속성 그래프가 

로드/스토어 명령어로만 구성된다. 그림 3은 종속

성 그래프 작성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그림 3의 가장 왼쪽의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컴

파일러에서 생성된 데이터 종속성 그래프이다. 처

음 두 개의 로드 명령어는 변수 A,B를 만들고 순

서대로 ADD, MULTIPLY, DIVIDE 명령어를 실행

하여 최종 계산 결과를 스토어 명령어를 실행하여 

저장한다. 그림 3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ADD 노

드는 로드 A와 로드 B에 의존하여 실행되어 있

다. 따라서 두 개의 로드 명령어와 ADD 명령어는 

병합할 수 있다. 병합을 진행할 때 두 노드들 사

이에 Add를 병합하여 에지를 생성한다. 가중치 1

은 통합된 노드가 두 개의 로드에 의해 병합되었

음을 나타낸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MULTIPLY 및 DIVIDE 명령어의 노드를 병합한

다. 결국 가중치 3은 두 개의 로드 명령어 노드 

사이에 생성됩니다. 이는 로드가 3개의 노드를 병

합했기 때문에 3개의 작업 전에 동시에 실행되어

야 함을 나타낸다.

  Fig. 4 An example of load/store dependence

graph

그림 4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로드/스토어 종속

성 그래프를 나타낸다. 스토어 노드는 변수 B 만 

저장하므로 에지는 로드 B 노드에만 연결된다. 제

안된 기술은 이 로드/스토어 그래프를 사용하여 

Fig. 2 The target architecture and its graph

Fig. 3 The building process of the load/store 

dependence graph



74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IoT 및 에지 컴퓨팅 시스템에서 명려어/데이터 배

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로드/스토어 종속성 그래프를 기반으로 본 논문

에서 제안된 기술은 여러 프로세싱 유닛에 명령어

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도록 프로그램 코

드를 최적화한다. 제안된 기술의 목표는 시스템에

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및 전력 사용

량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령어/데이터 매핑 문제를 간단한 그래프 

매핑문제로 변형하여 정의한다.

PROBLEM :

MINIMIZE_PERFORMANCE(MAPPING(ARCHI

TECTURE_GRAPH, LOAD_STORE_GRAPH))

제안된 기법은 전체 (exhaustive) 검색 기법을 

이용하여 로드/스토어 의존성 그래프의 각 노드를 

아키텍처 그래프에 할당하고 그 결과를 실행시간 

변수로 측정한 이후 다른 매핑 결과와 비교하여 

최적의 매핑을 찾아내는 전체 검색을 진행합니다.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검색 공간이 지수 증가하

는 문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체 검색

을 사용하고 향후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5는 여기서 정의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로드/스토어 그래프와 아키텍처 그래

프를 입력으로 실행된다. 기본적으로 사용된 매핑 

알고리즘은 전체 검색공간을 탐색하는 전체 탐색 

(exhaustive search)를 이용하고 있다. 로드/스토

어 그래프의 각 노드를 아키텍처 그래프에 하나씩 

할당하고 모든 로드/스토어 그래프를 할당하였을 

때 그 매핑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측정하여 저

장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또 다른 매핑 결과의 

성능 측정 결과와 이전 결과를 비교하여 더 나은 

매핑 결과를 저장하는 과정을 더 이상 다른 매핑 

결과가 없을 때 까지 진행하여 최적의 성능을 제

공하는 매핑을 최종 솔루션으로 제공한다. 이때 

이전 성능 측정 결과를 PREV_BEST에 저장하고 

현재의 측정 결과를 BEST_SOLUTION에 저장하

여 비교한다. 매핑 결과는 Result에 저장하여 사

용한다. 전체 검색 공간 탐색 방식은 그래프의 노

드의 수가 N 증가할 때 검색해야 할 공간의 크기

가 N의 지수 크기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

의 사이즈에 따라 검색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

으나 이 부분은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MAPPING ALGORITHM
LSG = Load_Store_Dependence_Graph
AG = Architecture_Graph
PREV_BEST = 0
WHILE(1)

if(Result !=Empty){
 if(N!=Empty)

 N= Get_Node(LSG)
 Result=Mapping(N, AG)

BEST_SOLUTION = 
Estimate_Performance(Result)

IF (BEST_SOLUTION >= PREV_BEST)
PREV_BEST = BEST_SOLUTION

}ELSE 
 
Return BEST_SOLUTION

Fig. 5 The proposed mapping technique

그림 4에 나타난 로드/스토어 그래프를 그림 2

에 나타낸 아키텍처에 매핑하는 경우 그 결과는 

그림 6의 오른쪽 결과와 같이 얻을 수 있다. 해당 

아키텍처는 동시에 2개의 읽기 그리고 1개의 쓰



IoT/에지 컴퓨팅에서 저전력 메모리 아키텍처의 개선 연구 75

기 각각의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데, 로드 A와 로

드 B는 동시에 수행되어야 성능 측면에서 최적이

며, 스토어 명령어는 각종 연산 명령어를 3개를 

수행한 이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로드와 다른 

슬롯에서 실행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두 개

의 로드 명령어는 같은 라인에 한 개의 스토어는 

다른 라인에 할당되어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

게 된다. 그림 6 왼쪽 매핑 결과와 같이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스토어 B 명령어가 로드 

A와 직접 연결된 노드에 매핑될 수 있다. 이때는 

LOAD A가 실행되고 동시에 스토어 B를 시행하

고자 할 때 B의 위치가 LOAD B와 같이 한칸 아

래쪽이기 때문에 스토어 처리를 위해 데이터가 

아래 유닛 한칸, 왼쪽 유닛 한칸 이렇게 2칸의 

이동이 발생하여 성능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최적의 배치는 스토어 B가 LOAD B와 같은 행 

다른 열에 위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

이 최적의 명령어 및 데이터 배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안된 기법을 그림 7의 GSM (Global System 

for Mbile) 코드의 메인 루프에 매뉴얼하게 적용

해 보자. 1, 2, 4, 6번 명령어가 로드이고, 9가 

스토어 명령어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연산 명령

어이다. 일반적인 매핑은 번호 순서대로 명령어를 

프로세싱 유닛에 할당하기 때문에, 그림 1의 4x4 

병렬처리 칩에서는 순서대로 1행에 1-4번 명령

어, 2행에 5-8번 명령어, 3행에 9번 명령어가 할

당된다. 

Fig. 6 The mapping result

Fig. 7 GSM example

단순하게 각 명령어가 1싸이클 소비한다면 이

러한 매핑에서 총 10싸이클이 소비되지만, 제안된 

기법으로는 5싸이클로 실행을 완료할 수 있다. 따

라서 해당 루프 코드에서 성능이 2배 개선될 수 

있고, 루프코드가 전체 실행시간의 90%를 차지함

을 감안한다면 전체 시스템 성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드론의 메인 제어부 [24], 로봇

의 메인 제어부 [25]에 적용한다면 배터리 효율 

개선 뿐만 아니라 리얼타임 제약조건 개선 및 전

체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병렬 프로세싱 유닛을 가진 다

양한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대한 명령어/데이터 위

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명

령어/데이터 할당 문제를 그래프 노드 매핑 문제

로 변환하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장점은 리소스 할당 문젱 해당하는 NP 문제를 매

우 간단한 그래프 노드 매핑 문제로 정의하여 다

양한 아키텍처 플랫폼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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