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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반 메모리 성능 개선 연구

Study on Memory Performance Improvement based on Machine 
Learning

조 두 산

Doosan Cho

요 약 이 연구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에지 컴퓨팅 등 많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성능 및 에너지 효

율을 높이고자 최적화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능 개선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최근 많

이 이용되고 있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메모리 시스템 성능을 도모한다. 머신 러닝 기법은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응용에 사용될 수 있는데, 메모리 시스템 성능 개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분류 태스크에 적용될 수 있다.

정확도 높은 머신 러닝 기법 기반 데이터 분류는 데이터의 사용 패턴에 따라 데이터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

여 전체 시스템 성능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주요어 : 메모리 시스템, 머신 러닝, 데이터 분배, 성능 개선, 시스템 소프트웨어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memory systems that are optimized to increase performance and energy 
efficiency in many embedded systems such as IoT, cloud computing, and edge computing, and proposes a 
performance improvement technique. The proposed technique improves memory system performance based on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at are widely used in many applications.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 can be 
used for various applications through supervised learning, and can be applied to a data classification task used 
in improving memory system performance. Data classification based on highly accurat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enables data to be appropriately arranged according to data usage patterns, thereby improving overall 
system performance.

Key words :  memory system, machine learning, data distribution, performance improvement, system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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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멀티미디어,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사람

의 온라인 연결이 다양화되면서 인터넷 연결망에 데이

터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되고, 이를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였다.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메모리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에 따르

는 병목 현상에 기인하여 전체 컴퓨팅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1. 데이터 버스에서 데이터 병목현상
Figure 1. Data bottleneck problem on data bus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오랜 기간 꾸준히 연구되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데

이터 트래픽 증가에 의한 병목 현상은 크게 인터넷 연

결망, 서버 연결망, 사물 인터넷 및 에지 컴퓨팅 연결망

등에서 발생하며, 작게는 컴퓨팅 보드의 데이터 버스

연결망에서도 발생한다. 인터넷 연결망의 병목 문제는

하드웨어 자원 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자

원 성능에 따라 해결 가능하지만 메인 보드의 데이터

버스 병목 현상은 메모리와 CPU사이의 데이터 사용 패

턴을 관찰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

이 있다. 본 연구는 사물 인터넷 및 에지 컴퓨팅 시스

템에서 데이터 버스와 프로세싱 코어들 사이의 데이터

사용패턴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병목

현상을 해결하여 전체 시스템 성능 및 에너지 효율에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데이터 사용 패턴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턴을 획득

하여, 데이터 버스와 메모리 그리고 프로세싱 코어가

병목 현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최적화하는 기술

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신의 머

신러닝 기반 데이터 패턴 추출기를 연구하였다. 제안하

는 패턴 추출기를 이용하면 프로세싱 코어의 데이터 사

용을 메모리 시스템의 계층에 적절히 분배하여 병목 현

상 해결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논의, 데이터 병목 현상 문제 검토, 그리고

머신 러닝 기반 메모리 시스템 성능 개선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겠다.

Ⅱ. 관련 연구

메모리 관련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머신 러닝 관련

메모리 연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디컬 시

스템에서 메모리 [1]는 사람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

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설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메모

리들의 설계는 개발자의 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데

이터 기반 자동화 툴 [2]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화 툴 또한 다양한 툴의 지원을 받아 개발

될 수 있는데 LLVM [3]이 대표적인 자동화 툴 개발

플랫폼이다. 특히 IoT, 클라우드 컴퓨팅 및 에지 컴퓨팅

은 모빌리티를 중요한 특성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저전

력 형태로 개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메모리가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섬세하게

설계된다 하더라도 저전력 설계 기준을 맞추기 힘들 때

가 있다. 이럴 때 개발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검토

하고 보다 최적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게되는데, 컴파

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프로그램 코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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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최적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메모리를 액세스

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최적화 [5]는 오랜 기간 동안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분야이다. 저비용으로 고

성능 메모리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작은 용량의

메모리로 많은 데이터 접근을 지원해야 하는데 일반적

인 경우 메모리 뱅크의 수를 늘려 이를 해결할 수 있다

[6]. 또 다른 저비용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 개발 방안은

하이브리드 메모리 이다 [7]. 하이브리드 메모리는 고가

의 고성능 메모리 일부와 저가의 중성능 메모리 일부를

혼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하

는 방식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저가의 중성능 메모리 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

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

단에서 명령어의 시쿼스 최적화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

을 수 있고, 또 다른 방안은 머신 러닝의 활용하여 메

모리 시스템 상에 최적의 데이터 배치를 결정하는 방안

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배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

어 머신 러닝을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관련 연구 분류
Table 1. Related work classification

관련 연구 설 명

메디컬 시스템의 메모리
설계

안전및보안문제에민감한하드
리얼타임 메모리 시스템 설계

기법이 요구됨

메모리 설계 툴 지원 기법
설계 기준에 맞는 메모리를 신속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화 툴이 요구됨

저전력 메모리 설계 기법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초
저전력 형태의 메모리 설계

기술이 요구됨

메모리 시스템 최적화 기법
이미 개발된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됨
멀티 뱅크 메모리 최적화

기법
저비용 고성능의 멀티 뱅크
메모리 개발 기술이 요구됨

하이브리드 메모리 설계
기법

고성능 및 저전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메모리 개발

기술이 요구됨

표 1은 상기 언급된 메모리 관련 연구와 해당 분야

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메모리 시

스템 기술 연구 분야는 집적도가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

는 누설 전류 문제, 저전력 수요, 지연시간 증가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응용에서 요구되

는 다양한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

구는 다양한 응용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메모리 시스템

최적화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 병목 현상

그림 1을 보면 멀티코어 환경에서 제한된 데이터 버

스 대역폭이 어떻게 병목현상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멀티 코어 시스템 칩은 데이터 버스

를 공유해서 사용하는데 데이터 충돌의 발생을 방지하

고자 모니터링 장치를 통하여 데이터 이동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코어 3의 경우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코어 4번의 데이터는 대기 이

후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 순서는 요청 순서 혹은

작업의 긴급함 정도에 따르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진

다.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 요청도 지연 시간에 따라

그 순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데이터 버스의 병목 현상은

상황에 따라 실시간 처리를 힘들게하는 요인으로 반드

시 해결되어야 하는 시스템 성능 큰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병목 혹은 데이터 충돌 문제는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 즉, 제한된 크기의 네트워크

대역폭 혹은 데이터 버스 대역폭을 넘어서는 데이터에

의하여 발생한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리소스 부족 문

제를 제어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존재하는데, 네트워크

라우터 혹은 메모리 관리 유닛 등의 컴포넌트가 이러한

문제들을 관제한다. 문제는 저비용 시스템 디바이스의

경우 이러한 병목현상을 관제하는 장치를 생략하여 시

스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제어를 소프트웨어에서 해결하게 된다. 소프트웨

어는 일정 크기 이상의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결하는 루틴을

포함하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병목 현상 문제를

해결하는 루틴으로 머신 러닝 기반 프로시저를 검토하

였다.

Ⅳ. 머신 러닝 기반 병목 해결 기법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사용 패턴의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트레

이닝 데이터란 기존의 프s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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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시스템 하드웨어에서 실행하여 생성되는 데이

터를 말한다. 해당 데이터에는 프로세서 코어 ID, 사용

되는 데이터 주소, 데이터 버스 점유 시간, 메모리 포트

번호 등을 포함한다.

그림 2.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Figure 2.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데이터 사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

해진다. 사용 패턴을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대상으

로 분류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동일

하게 분류하고 패턴에 따른 데이터 위치를 미리 결정하

여주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여 시스템 성능 개선

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 트레이닝 데이터 준비

-- 트레이닝 데이터는 미리 머신러닝을 사전 수행하

여 인지 가능한 범위의 모든 데이터 사용 패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함

-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작함. 준비된 데이

터들을 기반으로 학습하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데

이터의 각 특징들을 분석하여 이들을 분류하게되고,

유사한 패턴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들을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게됨.

-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위 작업을 다양한 패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함

-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데이터 버스의 병목 현상이 개선되

는지 검토하고,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위 작

업을 반복함

-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데이터 분류하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데이

터 병목 현상이 개선되었는지 검토함

- 검토 결과에 따라 위 작업의 반복 혹은 종료를 결정

함

그림 1의 경우 데이터 요청 #2와 #3의 처리로 인하여

데이터 요청 #4에 지연이 발생하는데, 최적의 요청 순

서는 데이터 요청 #2, #3와 #4를 적절히 오가는 방식에

따라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처리를 위하

여 메모리 제어기가 액세스 인터리빙을 지원하는 경우

도 있으나 아닌 경우 데이터 배치와 요청을 프로그램

명령어 레벨에서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일

련의 최적화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머신 러닝 기법중에서 일반적으로 심플한 최소 제곱

회귀법은 변수 h의 영역 내에서 h, z 두 변수 간의 관

계를 요약하는 선을 찾는 방법이다. 그 선은 Z = a +

bh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b = r * SDz/SDh, a = Z’

- bH’, slope = (NΣHZ - (ΣH) (ΣZ)) / (NΣH^2 - (Σ

H)^2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 값은 회귀 선의 slope,

a 값은 좌표평면상의 세로축과 회귀선의 교차점, H‘은

h값들의 평균, Z‘은 z값들의 평균, SDh은 h의 표준 편

차, SDz은 z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최소 제곱 회귀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진행한

다.

Step a: h값들의 수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N = 100

은 입력값 개수다.

Step b: 주어진 값들에 대한 HZ, H^2를 계산한다.

Step c: 주어진 값들에 대한 ΣH, ΣZ, ΣHZ, ΣH^2들

을 계산한다.

Step d: 위에 주어진 기울기 공식에 값들을 대입한

다. Slope (b) = (NΣHZ - (ΣH) (ΣZ)) / (NΣH^2 - (Σ

H)^2 )

Step e: 이제 위의 절편 수식에 다시 대입한다.

Intercept (a) = (ΣZ – b (ΣH)) / N

Step f: 그런 다음 계산된 값들을 회귀 방정식 공식

에 대입한다. Regression Equation(z) = a + bh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사용 패턴 분류기의

핵심은 머신러닝이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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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다. 오픈소스로 최신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대부

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신 러닝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고리즘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성된 예

측함수 (혹은 가설함수 hypothesis function) 구성이 중

요한 부분이다. 모델링되어 생성된 분류 함수를 이용하

여 데이터 사용 분류를 수행하고 실제 데이터 사용 패

턴과 비교하여 분류기의 정확도를 계산한다. 이때 분류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보다 다양한 학습 데이터 세트

를 준비하여 학습량을 늘리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작업

을 반복한다.

결과적으로 머신 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핵심은 학습

데이터의 질 관리와 반복되는 학습과정으로 정확도 개

선에 달려있다. 선형 회귀 분석 이외에 가중 선형 회귀

분석 (weighted linear regression),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 long short term memory),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기법과의 혼합 응용은 향후 연구로 진행

할 계획이다.

Ⅴ. 결 론

메모리 시스템에서 성능 저하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

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버스 상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기법에 대하여 제안하

고 있다. 여러 프로세싱 코어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들이

동시에 요구될 때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고자 우선 순위

에 따라 데이터 전송 지연이 발생하고 이에 대기하는

프로세싱 코어가 생긴다. 이러한 지연 시간에 따라 전

체 태스크의 완료 시점이 지연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

신 러닝 기반 데이터 배치 최적화를 수행하여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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