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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계  모의실험의 

단계

Abstract

  In this paper, statistical simulation is applied 

to a superscalar digital signal processor 

architecture using DSP kernel and DSP 

application benchmark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a digital signal processor with 

several microarchitecture configurations can be 

estimated with the relative error of 3.7 \% on 

the average.

I. 서론 

  범용 마이크로 로세서의 설계 과정에서 그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트 이스 구동 모의실험이 주로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트 이스 구동 모의실험은 그 높은 

정확도에 불구하고 과다한 시간과 기억 공간이 필요하

다. 최근에 이르러, 디지털 신호처리 로세서에서도 

수퍼스칼라나 VLIW 형태의 고성능 마이크로 아키텍

처를 채택하기에 이르 다.

본 논문에서, 신호처리용 수퍼스칼라 로세서에 통계

 모의실험 모델을 용하 다 [1,2]. 이를 하여 

DSP 벤치마크 로그램에 한 통계  특성을 비롯하

여, 명령어 캐쉬, 데이터 캐쉬  분기 측 정확도에 

한 특성을 수집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명령어 

트 이스를 합성하 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통계  

모의실험은 통계  로화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은 수의 명령어를 가지고도 모의실험 속도가 

빠르면서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

서는 4 개의 DSP 커 과 4 개의 DSP 응용 로그램

을 상으로 하여 그 성능을 기존의 트 이스 구동 

모의실험으로 측정하 다.  한, 통계  로화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명령어 트 이스를 합성하고 

통계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측정하 다.

II. 통계  모의실험

 

 통계  모의실험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4 단계로 이

루어진다. 단계 1에서는 기존의 일반 인 방법으로 각 

벤치마크의 명령어 트 이스를 구한다. 단계 2에서는 

통계  로화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각 벤치마크 로

그램의 고유한 특성과 마이크로 로세서의 고유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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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TDSP 벤치마크 

벤치마크 설명

FFT 1024 의 복소수 FFT

FIR 64 의 256 탭 FIR 필터

IIR 64 의 4-직렬 IIR biquad 필터

LMSFIR 64 의 32 탭 LMS 응 필터

COMPRESS
DCT를 이용한 128x128  상 이미

지의 압축

EDGE DETECT
256 그 이 벨의 128x128 상 이

미지의 에지 추출

JPEG
16 비트 데이터의 32 비트 데이터로

의 확장

LPC 선형 측코딩 인코더

표 1 아키텍쳐 사양

아키텍쳐 사양 값

도우의 크기 16 32 64

인출율 4 8 16

이슈율 4 8 16

퇴거율 4 8 16

연산

유닛

정수형ALU 4 8 16

로드/스토어 2 4 8

실수형 덧셈 1 2 4

실수형 나눗셈 1 2 4

1차 명령어 캐쉬
32KB, 2차 세트연
32B 블록
10 싸이클 미스 지연

1차 데이터 캐쉬
32KB, 직 매핑
32B 블록
10 싸이클 미스 지연

분기 측기 16K엔트리,6 싸이클미스지연

성을 수집한다. 각 벤치마크 로그램의 고유한 특성

은 명령어의 유형별 분포, 각 유형별 명령어의 피연산

자 개수의 분포  각 유형별 명령어의 데이터 종속 

분포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명령어의 데이터 종속은 

각 명령어의 피연산자와 그 피연산자에 결과를 공 하

는 명령어 간의 거리로 측정된다. 이러한 특성은 명령

어 집합과 컴 일러에 의해서만 향을 받는다. 한편, 

마이크로 로세서의 고유한 특성인 명령어  데이터 

캐쉬 히트율, 분기 측 정확도  분기 어드 스 캐

쉬 히트율에 한 정보도 수집된다. 통계  로화일

링 단계는 반복될 필요가 없으며  일단 한번 얻어진 

후에는 다양한 하드웨어에 한 통계  모의실험을 수

행할 수가 있다. 

단계 3에서는 0과 1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통계  로화일링을 기반으로 하는  분포 함수의 

특정한 지 에 응시킨다. 이 단계에서 명령어 유형

과 피연산자의 개수, 명령어 유형 간의 지스터 종속

을 결정한다. 이 때, 분기나 스토어 명령어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제외시켜야한다. 마이크로 아키텍

쳐에 고유한 특성은, 각 명령어에 하여 명령어 캐쉬

의 히트  미스 여부  각 로드 명령어에 하여 데

이터 캐쉬의 히트  미스 여부, 그리고 각 분기 명령

어에 하여 분기 측의 옳고 그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게 하여 새로운 명령어 트 이스를 합성한 후에, 

디지털 신호처리 수퍼스칼라 로세서를 통하여 통계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합성된 명

령어 트 이스는 통계  로화일링을 기반으로 하므

로 보다 은 수의 명령어로 모의실험이 빠르게 수렴

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얻을 수가 있다.

III. 수퍼스칼라 디지털 신호 처리 

로세서

본 논문에서는 범용 마이크로 로세서 모의실험기인 

SimpleScalar와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신호 처리 로

세서 모의실험기를 개발하 다 [3]. 통계  수퍼스칼라 

디지털 신호처리 모의실험기는 아키텍쳐를 구체 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명령어 집합도 정수형, 로드, 스

토어, 분기, 실수형 덧셈/뺄셈, 실수형 곱셈, 단일 정도 

실수형 나눗셈  2 배 정도 실수형 나눗셈의 8 개 명

령어로 구성된다. 명령어 간의 데이터 종속은 모두 확

률 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스터 일도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매 싸이클마다 모든 명령어는 명령

어 도우, 연산유닛, 리오더 버퍼를 차례로 거친다. 

구체 인 로세서의 사양은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

다. 명령어는 비순차 수행될 수 있지만, 순차 으로 완

료된다. 분기 측을 하여 이  응형 분기 측법

을 채택하 으며, 이 때 14 비트의 분기 히스토리 

지스터와 16 K 패턴 히스토리 테이블을 이용하 다 

[4].

정수형, 로드, 스토어, 분기  실수형 덧셈/뺄셈의 지

연은 모두 1 싸이클이며, 실수형 곱셈의 지연은 3 싸

이클이다. 한 단일  2 배정도 실수형 나눗셈의 지

연은 각각 6 싸이클과 9 싸이클이다. 1차 캐쉬와는 달

리, 2 차 캐쉬는 모의실험에 포함되지 않았다.

Ⅳ. 모의실험 환경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UTDSP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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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우 크기가 16일 때의 성능 

비교

표 3 UTDSP 벤치마크의 통계  기본 특성

벤치마

크

기본

블럭

정 수

형

실

수

형

로드
스 토

어

분 기

어

분 기

측

(%)

명 령

어 캐

쉬

(%)

데 이

터 캐

쉬(%)

FFT 6.4 49.4 1.9 25.1 8.3 15.4 95.0 94.6 98.1

FIR 5.8 38.4 0.5 26.9 16.9 17.3 89.5 92.7 96.7

IIR 4.6 58.2 0.3 13.6 6.2 21.7 91.4 93.3 94.6

LMS

FIR
5.6 42.0 2.6 26.4 11.6 17.4 90.3 95.5 95.7

comp 6.0 38.6 0.1 27.2 17.5 16.7 91.5 97.9 98.7

edge

detect
6.0 38.4 0.0 27.3 17.7 16.7 91.4 96.5 98.7

JPEG 4.8 46.7 0.1 25.1 7.4 20.7 96.5 99.9 87.2

LPC 6.2 38.0 5.1 29.5 11.9 15.6 98.7 81.1 95.5

그림 2 fft에서 정수형 명령어의 종속거

리

Toronto Digital Signal Processing) 벤치마크에서 4 

개의 DSP 커 과 4 개의 DSP 응용 로그램을 선정

하여 모의실험의 입력 로그램으로 이용하 다. 이 

로그램들은 운 체제 SunOS 5.6 하의 Sun 

UltraSPARC에서 C 컴 일러를 이용하여 컴 일하여 

실행화일을 얻었으며, Shade를 이용하여 5천만개의 

명령어 트 이스를 발생시켰다 [5]. 통계  트 이스를 

상으로 통계  모의실험을 수행할 때는 성능의 표

편차가 1 % 이내를 만족할 때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

다.

Ⅴ. 모의실험 결과

통계  로화일링에 의한 결과가 표 3에 요약되어있

다. 기본 블록의 크기는 5.6이며, 부분의 벤치마크에 

걸쳐서 분기 측 정확도는 89 %에서 95 %의 범 를 

나타내었다. 1차 명령어 캐쉬 히트율은 93 %에서 99 

%의 범 를 나타내지만, 외 으로 lpc가 극히 조

한 히트율을 기록하 다. 1차 데이터 캐쉬도 jpeg를 제

외하고 94 %에서 98 %의 높은 히트율을 보 다. 그림 

2에 fft 벤치마크에 하여 정수형 명령어간 종속 거리

의 분포율을 나타내었다.  정수형 명형어의 피연산자 

지스터 2 개에 하여 각각 2 개의 히스토그램이 필

요하다. 명령어간 종속거리가 증가할 수록, 그 분포율

이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  모

의실험의 정확도에 있어서 명령어의 병렬성을 나타내

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로그램의 성능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싸이클 당 명령어의 실행률을 나타내는 IPC 

(Instructions Per Cycle)을 이용하 다. IPC의 상 오

차는 수식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각 벤치마크에 

하여 상 오차를 구한 후 평균을 취하여 체 벤치

마크에 한 정확도를 가늠하는데 사용하 다.

수식 1 IPC 상 오차 

 
  



그림 3부터 그림 5에서 각 DSP 벤치마크에 하여 일

반 인 트 이스 구동 모의실험에 의하여 측정한 성능

과 통계  모의실험에 의하여 측정한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각 벤치마크 로그램의 흰색 막  그래

는 일반 인 트 이스 구동 모의실험에 의하여 측정

한 성능이다.

그림 3에서 lpc 벤치마크는 실수형 명령어의 비율이 

높고 명령어 캐쉬 히트율이 81 %로 매우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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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우 크기가 64일 때의 성능

의 비교

그림 4 도우의 크기가 32일 때 성능

의 비교

0.42 IPC에 불과한 성능을 기록하 다. 이 때 모든 

로그램의 성능에 한 IPC의 조화평균은 0.80에서 

1.04를 나타내었다. . 각 벤치마크의 검은색 막  그래

는 통계  모의실험에 의하여 측정한 성능을 나타낸

다. 도우의 크기가 16이고 명령어 인출율이 4 일 때 

상 오차의 평균은 7.0 %를 기록하 다.

도우의 크기가 32로 증가하고 명령어 인출율이 8일 

때 상 오차의 평균은 3.1 %로 감소하 으며, 도우

의 크기가 64로 증가하고 명령어 인출율이 16일 때 상

오차의 평균은 1.2 %로 감소하 다. 도우의 크기

가 16에서 64로 4 배로 증가하 을 때, 조화평균은 1.3 

배 향상되었다

상 오차의 평균은 도우의 크기와 명령어 인출율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 는데, 그 이유는 작은 명령어 

도우에서는 상 으로 작은 종속거리를 갖는 명령어

들로 구성되어 성능이 과다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시행한 3 가지 서로 다른 아키텍쳐 사양에 

하여 통계  모의실험을 시행한 결과 상 오차의 평

균으로 3.7 %를 얻었다.

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DSP 커 과 DSP 응용 로그램을 이

용하여 디지털 신호 처리 수퍼스칼라 로세에 하여 

통계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통계  모의실험에 의

한 성능을 기존의 일반 인 트 이스 구동 모의실험의 

성능과 비교한 결과. 3.7 %의 상 오차를 얻을 수 있

었다. 따라서, 범용 마이크로 로세서 뿐만이 아니라 

수퍼스칼라 디지털 신호처리 로세서에 하여통계  

모의실험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  모의실험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  로화일링을 각 벤치

마크 로그램 체가 아닌 각 벤치마크 로그램의 

기본블럭 단  는 서로 다른 로그램의 단계마다 

시행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통계  로화일링 과

정에 로그램의 흐름도에 련된 정보를 포함시켜서, 

로그램의 특성을 더욱 자세히 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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