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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이 주목받으면서 개발상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시뮬레이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시
스템 시뮬레이터들에 있어 그 성능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동기화 횟수를 줄이는 방
법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이 
시뮬레이터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내부를 크게 고치지 않고 공유 메모리 접근만을 
가로채 동작이 가능하므로 쉽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서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 역
시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과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7개의 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동작하는 JPEG 인코더 예제의 구동을 통해 테스트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과율을 
깨뜨리지 않고도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되

어 현재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

서 시뮬레이터들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하나

는 실제 프로세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실행

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개발 비용을 낮

출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실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드웨어가 잘못된 경우를 고

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은 많은 경우 기능 검증

용으로 사용되나, 임베디드 시스템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간 검증 역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의 중요한 용도 

중 하나가 되었다. ARMⓇ Symbolic Debugger armsd™

[1]의 경우 내장되어 있는 ISS(Instruction Set 

Simulator)에서 시간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프로세서 시

뮬레이터의 예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세서를 시뮬레이

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세서들과 컴포넌트들을 사

용한 시스템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 시뮬레이터

들 역시 개발되고 있다. Mentor Graphics Seamless™, 

ARMⓇ SoC Designer™ 등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기

능 및 시간 검증을 위해 개발된 도구들이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뮬레이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단일 프

로세서 시뮬레이터의 경우 ARM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기

준으로 1M~10Mcycles/sec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만, 이

를 여럿 사용하여 다중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경우 동기화 문제로 인해 그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다. 즉, 프로세서들끼리 공유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되어 

전체 시뮬레이터의 성능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기화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기화 횟수

를 줄이거나 동기화 한 번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동기화 횟수를 줄이는 동기

화 기법 및 이에 기반을 둔 다중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제안하였다. 이는 프로세서들이 상호 통신을 위해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동기화 횟수를 대폭 줄

여 시뮬레이션 성능을 높인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시뮬레이

터의 조건 중 다른 하나는 다양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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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프로세서 개

발사들이 자사의 프로세서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제공하

고는 있으나, 대부분 외부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정

만 가능하게 할 뿐, 시뮬레이터 코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다양한 프로세서를 채용한 임베디드 시스

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시뮬레이터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공유 메모리 접근만을 가로채 동작이 가능

하므로 다양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도록 쉽게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지는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을 소개하며, 4장에서는 이에 기반을 둔 다중 프로

세서 시스템 시뮬레이터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

험을 통해 시스템 시뮬레이터의 동작을 검증하고, 6장에

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다중 프로세서 시뮬레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보다 높은 추상화 수준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SystemC[2] 등의 언

어를 사용하여 TLM(Transaction level model) 수준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RTL(Register transfer 

level) 수준에서보다 정확도를 희생하는 대신 빠른 시뮬

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외에 실제로 시간을 계산

하지 않고 예측한 지연 시간을 코드에 삽입하여 빠른 시

간에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지연 시간 표기 기법

이 있다.[3][4][5][6]

두 번째는 동기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시뮬레이션 

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이 실제와 같은 동작

을 보이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서들의 단위 동작들 사이

에 시간 순서가 지켜져 인과율(causality)이 성립해야 하

므로 프로세서 간 동기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기화

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뮬레

이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동기화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는 

동기화 횟수를 줄이는 것과 동기화 한 번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성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기화 기법은 락-스텝 동기화 

기법으로 이는 매 cycle마다 동기를 맞추는 것이다. 

Mentor Graphics Seamless™와 같이 정확도가 중요한 

시뮬레이션 도구의 경우 이러한 동기화 기법을 사용한

다. 이보다 성능을 높인 방법으로 낙관적 기법(optimistic 

approach)[7]이 있다. 이는 동기화를 맞추지 않아도 문

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각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

을 진행시키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억

했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인

데, 이는 시뮬레이터에서 특정 시점의 상태를 저장하는 

기능과 해당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을 지원할 경우에

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두 번째 방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동기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동기화는 공유 메모리

에 접근하는 경우에 수행하며, 프로세서가 자기 자신에

게만 할당된 지역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프

로세서와의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ARMⓇ SoC Designer™와 같은 시스템 시뮬레이터들

은 근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시뮬레이터이다. 

이러한 시스템 시뮬레이터들은 충분한 프로세서 컴포넌

트 라이브러리가 제공될 경우에 쉽게 활용될 수 있지만,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지 않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붙

여서 동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큰 노력이 드는 것이 

보통이다.

CATS[8] 시스템 시뮬레이터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SimpleScalar[9]를 수정해서 개발한 시스템 시뮬레이터

인데 이 경우에도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내부를 크게 

고쳐서 개발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시뮬레이터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수정을 하지 않거나, 외부 메모리 접근 부

분 정도의 수정만으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

3.1. 시뮬레이션 대상 시스템의 구조와 그 명세

본 절에서는 동기화 기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명세에 대해 설명한다.

시뮬레이션할 시스템의 컴포넌트로는 프로세서, 프로

세서 별 지역 메모리, 공유 메모리가 있다. 각각의 컴포

넌트는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공유 메모리의 경우 접

근을 허용하는 프로세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구성 정보를 

XML 형식의 파일에서 읽어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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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시뮬레이션할 시스템의 구조와 그 명세의 

예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세 개의 ARM926EJ-S 프로세

서가 존재하며 각각의 id를 index라는 번호로 가지게 된

다. 각 프로세서들은 독립적인 지역 메모리들을 가지고 

있고, 세 프로세서가 공유하는 하나의 공유 메모리가 존

재한다. 본 명세에서 공유 메모리는 세 프로세서 모두 

접근이 허용되어 있다. (XML 파일에 접근이 허용된 프로

세서의 id들이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러 공유 

메모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sharedMem> 

</sharedMem> 태그를 두어 반복적으로 작성해주고 주

소 범위 및 접근 허용 프로세서들을 기술해주면 된다.

<xml version="1.0"?>
<hardware>

<processor name="arm926ej_s">
<index>0</index>
<localMem>

<addr>0x0</addr>
<size>0x10000000</size>

</localMem>
</processor>
<processor name="arm926ej_s">

<index>1</index>
<localMem>

<addr>0x0</addr>
<size>0x10000000</size>

</localMem>
</processor>

ARM926EJ-S ARM926EJ-S ARM926EJ-S

Local
Mem.

Local
Mem.

Local
Mem.

Shared Memory

<processor name="arm926ej_s">
<index>2</index>
<localMem>

<addr>0x0</addr>
<size>0x10000000</size>

</localMem>
</processor>
<sharedMem>

<addr>0x20000000</addr>
<size>0x08000000</size>
<id>0</id>
<id>1</id>
<id>2</id>

</sharedMem>
</hardware>

(a)

(b)

0x00000000

0x10000000

0x20000000

0x28000000

그림 1. 시뮬레이션할 시스템 구조의 예와 

그 명세

3.2. 동기화 및 시간 보정

제안하는 동기화 알고리즘에서는 각 프로세서 시뮬레

이터들이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점에서 해당 프로세

서 시뮬레이터를 멈추고 동기화를 수행한다. 즉, 각 프로

세서 시뮬레이터는 자신의 지역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

고 쓰는 중에는 동작을 멈추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할 수 있다.

각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은 공유 메모리 접근 시 시

뮬레이션 커널에 요청을 보내고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린다. 시뮬레이션 커널은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

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의 요

청들을 보아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요청부터 처리하

고 해당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커널은 모든 프로세서 시뮬레

이터들이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거나 종료될 때까지 기다

린다. 모든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공유 메모리에 접근

한 경우 그 중 가장 진행이 늦은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선택하면 이 시뮬레이터가 접근한 시점 이전에 다른 프

로세서가 요청한 공유 메모리 접근은 없다는 것이 보장

되므로 해당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요청을 처리하고 진

행시킬 수 있다. 어떤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종료한 경

우 이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는 향후 공유 메모리 접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

P0 P1 P2 Global

P0

P1

P0
P2
P1

P1

①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⑬

⑨

그림 2.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간 동기화의 예

[그림 2]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간 동기화의 예이다. 

먼저 ①모든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이 공유 메모리에 접

근할 때까지 각각 진행하도록 한다. 모두 공유 메모리 

요청을 진행한 경우 가장 먼저 접근한 ②P0의 요청을 처

리한 다음 ③P0가 다음 공유 메모리 접근할 때까지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P0 진행 후 공유 메모리 접근을 하

게 되면 가장 진행이 늦은 ④P1의 요청을 처리하고 ⑤진

행할 수 있게 한다. 이후 P0, P2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

오는데, 이런 경우 앞 번호의 프로세서에 우선순위가 있

다고 보고 ⑥P0의 요청을 먼저 처리하고 진행한 뒤 ⑧

P2의 요청을 처리, ⑨진행하게 된다. 그 사이에 들어온 

⑩P1의 요청은 그 이후에 처리되며 ⑪⑫⑬그 이후의 진

행도 앞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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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커널에서는 시간 보정을 위해 몇 가지 정

보를 기록해두는데, 한 가지는 각 프로세서가 공유 메모

리 접근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이며, 한 가지는 각 공유 

메모리 별로 마지막 처리를 완료한 시간이다. 각 프로세

서 시뮬레이터는 자신이나 다른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메모리 접근으로 인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어떤 공유 

메모리에 접근할 때 다른 프로세서의 해당 메모리 접근

으로 지연되는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시뮬

레이션 커널이 관리하는 것이다.

; selected_iss = 가장 느리게 진행된 ISS
; mem = 접근되는 공유 메모리
; iss_cycles = 해당 ISS가 진행한 시간 (메모리 접근 지연 시간 제외)
; delayed_cycles = 해당 ISS가 메모리 접근으로 지연된 시간
; mem_last_cycles = 해당 공유 메모리가 마지막 처리를 완료한 시간

if ((iss_cycles[selected_iss] + delayed_cycles[selected_iss])
>= mem_last_cycles[mem]) {

delayed_cycles[selected_iss]
+= memory_access_time(mem, access_type);

mem_last_cycles[mem]
= iss_cycles[selected_iss] + delayed_cycles[selected_iss];

} else {

mem_last_cycles[mem]
+= memory_access_time(mem, access_type);

delayed_cycles[selected_iss]
= mem_last_cycles[mem] - iss_cycles[selected_iss];

}

그림 3. 시뮬레이션 커널의 시간 보정 알고리즘

[그림 3]은 시간 보정 알고리즘을 나타낸 코드인데, if

문을 만족하는 경우는 앞서 있던 공유 메모리 접근이 모

두 처리된 뒤에 해당 공유 메모리 접근을 요청한 경우이

며,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앞서 들어온 공유 메모리 접

근이 처리되기 전에 공유 메모리 접근을 새로 요청한 경

우이다. 전자의 경우 단순히 메모리에 읽고 쓰는 지연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후자의 경우 앞서 들

어온 요청들의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충돌로 인해 추

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는 처리가 필요하여 두 가지를 나

누어 작성하였다.

3.3. 동기화 횟수 분석

제안한 방법은 락-스텝 동기화 기법에 비해 동기화 횟

수를 줄여 동기화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락

-스텝 동기화 기법을 이용할 때 걸리는 시뮬레이션 시간

을 정리하면 식 (1)과 같다.[10]

trans
i

transi stTsyncstT ´++´å
"

)}({ max … (1)

Tmax : 시뮬레이션 cycle 중 가장 긴 cycle

sti : 시뮬레이터 I에서 한 cycle을 진행하는 데 필

요한 시뮬레이션 시간

sync : 동기화를 한 번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

Ttrans :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는 트랜잭션의 개수

sttrans : 트랜잭션 하나를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

이에 비해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을 사용할 때 소요되

는 시간은 식 (2)와 같다.

)(}{ syncstTstT trans
i

transii +´+´å
"

… (2)

Ti : 시뮬레이터 i의 cycle

두 식을 비교하면 동기화 횟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의 효과는 전체 실행 cycle

에 비해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는 트랜잭션 수가 적을수

록 더 크게 나타난다.

4. 시스템 시뮬레이터의 구조

Processor
Simulator

Processor
Simulator

Processor
Simulator

Processor
Simulator…

Simulation Kernel

Shared
Memory

Shared
Memory

Shared
Memory

Shared
Memory…

pipe pipe pipe pipe

그림 4. 전체 시스템 시뮬레이터 구조의 개략

제안하는 동기화 기법에 기반을 둔 시스템 시뮬레이터

는 대략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 하나의 시뮬레

이션 커널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파이프로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 메모리에 

대한 각종 정보 역시 시뮬레이션 커널이 가지고 있어 동

기화에 사용하게 된다.

4.1.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각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은 각기 지역 메모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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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파이프를 통해 시

뮬레이션 커널에 접근 요청을 보낸다.

많은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이 버스나 메모리 접근에 

대해서 외부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 접근 인터페이스가 외부에 제공되는 경우 프로세

서 시뮬레이터 부분은 거의 수정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는 공유 메모리에 접근 할 때 공

유 메모리 접근 명령과 관련 정보들을 시스템 시뮬레이

터로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며, 결과가 돌아오면 진행을 

계속하게 된다.

4.2. 시뮬레이션 커널

시뮬레이션 커널은 파이프를 통해 각 프로세서 시뮬레

이터에 제어 명령을 보내거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보

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낸다.

시뮬레이션 커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3.2. 절

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프로세서의 지역 시각을 시스템 

내의 광역 시각으로 변환하여 처리 순서를 배열하고, 인

과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메모리 접근 시간에 대한 

연산이나 공유 메모리 동시 접근으로 인한 충돌 고려 역

시 포함하고 있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 커널의 동작

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while (there is any processor alive)
{

wait for a memory access request or a termination message
from the current running processor simulator

if (a termination message has come)
remove the processor simulator from the processor list

find the earliest request R which is not handled
transact the request R
compensate the timing information

give the result to the simulator S which requested R
and let S continue to run

}

그림 5. 시뮬레이션 커널의 동작

시뮬레이션 커널은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로부터 공유 

메모리 접근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결과를 바로 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대기하고 3.2. 절에서 설명

했듯이 모든 동기화 시뮬레이터가 요청을 보내거나 종료

한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진행이 늦은 프로세서 시뮬레이

터의 요청을 처리하게 된다.

5. 실험

제안한 동기화 기법과 이에 기반을 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테스트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JPEG 인코더를 예제로 사용하였다. JPEG 인코더는 [그

림 6]과 같이 7개의 단계를 거쳐 비트맵 파일을 JPEG 

파일로 만들어내게 된다.

Read BMP Pre-Shift

Chen-DCT Bound-DCT

Quantization Zig-Zag Huffman
Encoding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6. JPEG 인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

실험에서는 이 7개의 단계를 각각 하나의 프로세서에 

할당하고, 공유 메모리를 두어 이들 사이에서 통신이 일

어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림 6]의 ①②③④⑤⑥은 

각 단계 사이의 버퍼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는 ①②③

을 하나의 공유 메모리에, ④⑤⑥을 하나의 공유 메모리

에 배정하였다.

<xml version="1.0"?>
<hardware>

<processor name="arm926ej_s">
<index>0</index>
<localMem>

<addr>0x0</addr>
<size>0x10000000</size>

</localMem>
</processor>
<processor name="arm926ej_s">

<index>1</index>
<localMem>

<addr>0x0</addr>
<size>0x10000000</size>

</localMem>
</processor>
<processor name="arm926ej_s">

<index>2</index>
<localMem>

<addr>0x0</addr>
<size>0x10000000</size>

</localMem>
</processor>

:

<processor name="arm926ej_s">
<index>6</index>
<localMem>

<addr>0x0</addr>
<size>0x10000000</size>

</localMem>
</processor>
<sharedMem>

<addr>0x20000000</addr>
<size>0x00030000</size>
<id>0</id>
<id>1</id>
<id>2</id>
<id>3</id>

</sharedMem>
<sharedMem>

<addr>0x20030000</addr>
<size>0x00030000</size>
<id>3</id>
<id>4</id>
<id>5</id>
<id>6</id>

</sharedMem>
</hardware>

그림 7. JPEG 인코더 예제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구조 명세

[그림 7]은 JPEG 인코더 예제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구조 명세이다. 총 7개의 프로세서(0번~6번)와 2개의 공

유 메모리가 명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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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JPEG 인코더의 수행 결과

각각의 블록에 해당하는 7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본 시스템 시뮬레이터에서 동작시킨 결과 [그림 8]과 같

이 정상적인 인코딩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총 시뮬레

이션 cycle이 2179353 cycle임에 비해 동기화 횟수는 

176653회로, 매 cycle 동기화를 진행하는 락-스텝 동기

화를 사용했을 경우(2179353회)에 비해 월등히 적은 횟

수의 동기화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함에 있어 동기화 횟수를 줄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기반을 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시뮬레

이터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커널은 프로세서 시뮬레

이터와 공유 메모리 인터페이스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을 다수 사용하여 동작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제안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시뮬레이터는 7개의 프

로세서를 사용한 시스템 구조 하에서 JPEG 인코더 예제

를 구동하여 테스트한 결과 인과율을 해치지 않고 잘 동

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공유 메모리만을 프로세서 

간 통신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

세서들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동기화를 위해 

하드웨어 락(lock)과 같은 요소들 역시 시스템 시뮬레이

터에 추가한 상태이며, 향후 다른 방식의 통신을 고려한 

시뮬레이터의 지원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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