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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베딩된 소프트웨어 실행 시간의 통계적 기준의 추정을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소프트웨어 실행 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접근법이 타겟 처리 장치의 모델을 준비하고, 그 모델의 준비에 사용

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들로 추정될 소프트웨어를 상관시키고, 이어서 추정될 소프트웨어를 그 모델에 적용시킴으로

써, 구현된다. 그 모델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실제 실행 시간을 결정하고,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내의 가상 명령

(virtual instruction)들의 수를 결정하고, 그 실제 실행 시간에 가상 명령들을 상관시키는 예측 방정식(predictor equ

ation)(도 4의 420)을 결정함으로써 개발된다. 그 예측 방정식은 가상 명령들의 상관 분석, 높게 상관된 명령들의 제

거(도 4의 410), 및 예측 방정식을 결정하기 위한 스텝식 선형 회기(stepwise linear regression)와 다중 선형 회기의

조합(도 4의 422)에 의해 결정된다. 2-샘플 t-테스트는 벤치마크 프로그램들로부터 개발된 모델의 추정에 의해 소프

트웨어 특성을 평가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소프트웨어 실행 시간, 통계적 접근법, 타겟 처리 장치, 벤치마크 프로그램, 가상 명령, 예측 방정식, 스텝식 선형 회기

, 다중 선형 회기, 2-샘플 t-테스트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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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고

본 특허 문서의 공개 중 일부가 저작권 보호의 적용을 받는 재료를 포함한다. 저작권 소유자는 특허청 및 상표국의 특

허 파일 또는 기록들에 있는 특허 문서 또는 특허 공개는 아무나 팩시밀리 복제해도 이의가 없지만, 그 밖의 것은 무

엇이든지 모든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기술분야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간의 추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임베딩된)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간의 추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발명의 배경

임베딩된 시스템 설계자들은 종종 동시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사양들에 직면하는 소프트웨어 및 전자공학의 설계 

소요시간(turnaround)을 감소시키기 위해 증가된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최대의 설계 비준 문제들 중 하나는 다

른 HW/SW 분할들의 추정이다.

오늘날의 접근법들은 종종 공동-검증 레벨로 수행된다 - 비준하에서 시스템의 가상의 프로토타입이 구상된다. 예를 

들어, 도 1은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통한 전-분할로부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검증에 대한 예의 구조를 제공

한다. 그 구조는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을 지원한다.

오늘날의 접근법들에서, 그 임베딩된 SW는 명령 세트 시뮬레이터(ISS: Instruction Set Simulator)에서 컴파일되고 

실행되는 반면, 하드웨어 부분은 논리 시뮬레이터로 실제의 VHDL 또는 베릴로그(Verilog) 구현들을 수행함으로서 

시뮬레이팅된다 - 그 두 분할들 간의 통신은 버스 트랜잭션 레벨로 시뮬레이팅된다. 이러한 접근법의 명백한 이점은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에 있다. 단점은 시뮬레이션 속도에 있다 - 완전 시스템 시뮬레이션들은 설계 공간을 효율

적으로 익스플로링하는데 너무 느릴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 소요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추상화 레벨(level of 

abstraction)이 상승된다.

구조로부터 동작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키 패러다임(key paradigm)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 동작과 구조가 공진화(co-evolve)할 수 있다: 한편 구조 요구조건들(예를 들어, 비용)은 동작 변경들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동작의 새로운 제약조건들이 구조의 변화들을 요구할 수 있다. 좋은 시스템 설계 실행은 추상적 사양을 유지

하면서 구조로의 동작의 독립적인 매핑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능/구조 공동-설계로 언급되어 온 것의 본질이

며, VCC 방법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VCC는 가상 구성요소 공동-설계에 대한 케이던스 설계 시스템들에 의해 개발된 설계 도구이다. 그 VCC 환경은 그 

구조적인 IP들이 그들의 성능 모델들에 의해 표현되고 타이밍 정보를 갖는 설계의 행동 묘사를 백-애노테이팅(back-

annotate)하는데 사용되는 지적 재산 및 가상 구성요소에 기초한 설계 둘 모두를 지원한다. HW-SW 트레이드-오프

들이 정확하게 익스플로링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W 구현으로 매핑되는 행동들의 실행 시간의 정확한 추정들을 제

공하는 것이 키(key)이다.

VCC SW 추정 프레임워크(framework)는 타겟 시스템(CPU 명령 세트, 타겟 컴파일러 등)과 너무 많은 정확도를 잃

지 않으면서 추정 시간을 적당하게 하는 추상 레벨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 둘 모두를 모델링한다. 그러나, 앞

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설계자들은 여전히 설계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증가된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증가된 정확도 역

시 소요시간 및 제품 품질에 도움이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자들은 통계적 접근법이 현재의 소프트웨어 추정 기술들의 결과들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는 두 개의 

단계들로 달성된다. 제 1 단계에서,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이 유일한 방식으로 현존하는 구성 블록들을 조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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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프로세서 명령 세트에 의해 얻어진다:

1. 프런트-엔드 컴파일러 최적화기가 데드 코드(dead code), 일정-루프 할당 등과 같은 추정될 코드 내의 부정확성

들의 소스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2. 한 세트의 특정(무선, 멀티미디어, 자동-동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이 선 택된다;

3. VCC 가상 컴파일러 및 추정기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행된 가상 명령들의 수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4. 타겟 환경에 대한 명령 세트 시뮬레이터(ISS)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정확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5. 다중 선형 회귀법(multiple linear regression)이 추정의 오차의 신뢰성 정도에 따라 추정된 시간에 대해 예측 방

정식을 결정하도록 수행되며, SW의 추정오차 대 제어/계산 비가 추정될 것이고, 가상 프로세서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

의 가상 기계 명령의 사이클 수가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것이다.

제 2 단계에서, 프로세서 모델을 얻는데 사용되는 벤치마크들의 현존하는 세트에 대해 추정될 실제 응용 코드의 유사

성(similarity)은 2-샘플 t-테스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그러한 경우라면, 그 응용 코드는 똑같은 프런트-엔드 최

적화기로 최적화되며, 애노테이팅된 실행 시간을 갖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VCC 컴파일-코드 발생기/애노테이터(gen

erator/annotator)에 의해 생성된다.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벤치마크 프로그램 세트의 실행 시간에 기초한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과, 그 적어도 하나의 

벤치마크 프로그램 세트로 추정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상관시키도록 구성된 상관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추정된 

실행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추정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그 모델에 적용시키도록 구성된 추정 장치를 포함하는, 소

프트웨어 실행 시간의 추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구현된다. 본 발명은 또한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간을 추정하

기 위한 장치를 포함한 다. 타겟 프로세서를 모델링하기 위한 모델링 수단과, 그 모델링 수단에 기초로 사용되었던 벤

치마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트로 추정될 소프트웨어를 상관시키기 위한 상관 수단과, 그 소프트웨어의 추정된 실

행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모델링 수단에 그 상관된 소프트웨어를 적용시키도록 구성된 추정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세트에 기초하여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을 준비하는 단계와,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

들로 추정될 소프트웨어를 상관시키는 단계와, 그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간의 추정을 결정하기 위해 모델에 그 상관 

소프트웨어를 적용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장치 및 방법 둘 모두의 적어도 일부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출력 또는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네트워킹된 

컴퓨터들로 편리하게 구현될 수 있고, 그 결과들은 일반적인 목적 중 어느 것에 접속되거나 리모트 장치에 전송된 출

력 장치에 출력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적어도 일부는 실행가능하거나(executable), 해석가능하거나(interpretab

le), 또는 컴파일가능한(compilable) 명령들의 세트로서 구현될 수 있으며,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또는 임의의 매체에

전송되는 전자 신호들(예를 들어, 네트워크, 패킷들, 무선 전송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보다 완전한 이해와 많은 부수적인 이점들이 쉽게 이해될 것이며, 이는 첨부 도면들과 관련하여 고려될 때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통한 후-분할로부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 동-검증에 대한 예시적인 구조의 블록

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전체적인 흐름의 플로우차트.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처리의 실시예의 플로우차트.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들의 플로우차트.

실시예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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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세한 분석을 계속하기 전에, 본 발명이 개발된 환경을 설정하는 현재의 방법론들을 좀 더 근접하여 고찰

해보고, 본 발명자들의 관찰들을 정리해 보자. 현재, 소프트웨어(SW) 성능 추정은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경고들 

및 단점들을 제시한다. 이 영역에 개발된 기술들은 다음의 특징들로 기재될 수 있다:

- 추상의 레벨: 소스 코드 기준, 개체 코드 기준, ISS 기준 등;

- 성능 추정이 작동하는 SW의 형태에 대한 제약 조건들: 제어 중심 대 계산 중심, 포인터들 대 정적 데이터 구조들 등

;

- 분석 형태: 정적(어떠한 시뮬레이션들도 요구되지 않음) 대 동적;

- 실제의 방법: 추정 대 모델링, 통계 등;

- 모델러(modeler)를 위한 비용: 높음, 중간, 낮음;

- 시뮬레이션 속도: 느림, 빠름, 비교적 빠름, 비교적 느림;

- 분석의 입도; 및

- 결과들의 정확도.

소프트웨어 성능 추정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다른 접근법들, 소스 기준의 접근법들 및 개체 기준의 접근법들로 분류

될 수 있다. 소스-기준의 접근법은 가상의 명령 세트에 대해 컴파일을 사용하고, 하나가 타겟 프로세서에 대해 컴파일

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정들을 신속하게 획득하도록 허용한다. 개체-기준의 접근법은 어셈블리 레벨-기능적으로 

동등한 C에 대해 타겟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된 어셈블러를 번역한다. 두 가지 경우에서, 코드는 타이밍 및 다른 실행 

관련 정보(예를 들어, 추정된 메모리 억세스들)로 애노테이팅되며, 정확하지만 빠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모델로서

사용된다.

몇가지 결과들이 제한된 구조를 갖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체 코드 레벨(상대적으로 낮은 추상 레벨)로 사용가능하

다 - 동적 데이터 구조들, 순환적인 절차들 및 무한 루프와 같은 구성들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은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합성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프리미티브(primitive)들이 명령들의 

고정된 시퀀스로서 정의된다. 그 실행 시간 및 이러한 명령들의 코드 사이즈는 미리-계산되고, 그러므로, 그들은 성능

의 정확한 예측들을 산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임의의 코드의 정적인 분석은 부가적인 문제들을 제시한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 세트의 선형 방정식들은 실행가능

한 경로들을 함축적으로 기재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지 않는 이점을 가

지므로, 보수적인 최악의 경우의 실행 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단일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으로 타게팅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임베딩된 시스템들은 공통의 자원들을 억세스하

는 다수의 태스크들로 구성되며, 동적 활성화는 (예를 들어, 캐쉬의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각 다른 것의 실행 경

로 또는 타이밍 동작을 현저하게 변경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성능 추정은 실시간 임베딩된 시스템들의 합성 및 검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개발됨으로서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접근법들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예측 방법의 실행 시간은 실행된 명령

들의 수와 타겟 시스템의 MIPS 비율의 곱에 비례한다. 몇가지 경우들에서, 통계적 방법들이 몇몇 CPU들이 그들을 실

행해야하는 코드에 대해 추정될 수 있도록 타겟 CPU의 성능을 모델링하도록 제안된다. 한가지 모델은 프로그램 내의

각각의 명령에 대해 요구되는 실행 사이클들의 수, 메모리 판독/기록들의 수 및 메모리 억세스당 사이클 수에 의한 소

프트 웨어 성능을 추정한다. 또 다른 시스템에서, 주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합성된 RT 레벨 타겟 시스템을 실행

하고, SW 타이밍 특성들이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로부터 추출된다.

도 1의 구조와 같은 시스템들에서, 필터링된 정보는 사이클-정확 ISS와 하드웨어 시뮬레이터 사이로 전달된다(예를 

들어,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에서 명령 및 데이터 페치-관련된 동작을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접근법은 정확하지만 느

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세한 모델을 요구한다. 성능 분석이 구조 선택들이 변화하기 어려울 때, 그 설계를 

완료한 후에만 행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설명의 제어 흐름 그래프(CFG: control flow graph)

는 사이클-정확 성 능 모델(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및 캐쉬를 고려하는)을 얻는데 유용한 정보와 애노테이팅된다. 그 

분석은 각각의 기초 블록에 대해 발생되는 코드로 수행되며, 실제 편집 처리에 의해 수행되는 최적화에 대한 정보가 

통합된다. 레지스터 할당, 명령 선택 및 스케줄링 등을 고려한다. 물체 코드-기초의 접근법 또한 이 구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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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제한하는 대신, 대안으로, 몇몇 샘플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의 실행의 트레이스(trace)가 분석을 구동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프로파일링(profiling)으로서 언급되고,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에 종종 적용된다. 레지스터-전달(RT: Register Tranfer) 레벨에서의 트레이스-구동된 구성들 및 통계적으

로-생성된 부하들을 사용하는 것이 또한 제안되어 왔다. 변경되지 않은 형태에서,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상세한 모델 

또는 지정된 것과 유사한 시스템의 예를 요구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그러한 디테일이 사용가능하기 전에 추정들이 

사용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피하기 위해, 트레이스-구동된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시간 축을 독립적으

로 다루고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샘플링하는 순수한 프로파일링 접근법 대신에, 그 기능성 모델의 실행은 독립 변수

이며, 실행 지연들은 시뮬레이팅된 미래로 포워딩된다. 성능 분석은 통계적으로 벤치마크들의 관련 세트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레벨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비싸므로, 분석이 독립 경로를 따라 지연을 결정하도록 요구되는 정

확성 및 비용 없이 제어 흐름 경로들의 세트들의 레벨을 발생하는 것이 제안되어 왔다.

컴퓨터-중심의 코드(computational-dominated code) 도메인에서, DSP를 실행 하는 SW의 실행 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그 기술은 실행 시간이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을 통해, 이전에 특징으로 된 한 세트

의 커널 함수(kerner function)를 정의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어서 추정될 알고리즘은 DSP 응용들(동기 데이터플

로우)에 대해 커널들의 정적인 합성으로부터 구상된다. POLIS SW 추정 방법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최초의 C 코드

는 컴파일러 최적화들을 추측하려고 하는 타이밍 추정들과 애노테이팅된다. 이러한 소스-기준 접근법은 그 성능 모

델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고레벨의 언어 진술 각각에 대해 선택된 프로세서의 추정된 실행 시간), 그 선택된 프로

세서(들)에 대해 완전한 설계 환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이점을 갖는다. 그 접근법은 타게팅된다. 제어-중심의 코

드(control-dominated code)는 컴파일러 및 복잡한 구조적 특징들(예를 들어, 데이터 의존성들에 기인한 파이프라인

스톨들)을 고려할 수 없다.

본 발명의 접근법

본 발명의 접근법은 SW에 어떠한 제약조건 없이(임의의 C 코드), 비교적 낮은 가격의 모델러를 가지며, 비교적 빠른 

시뮬레이션 속도의, 다이나믹하고(시뮬레이션들이 요구됨) 통계적인 분석 기준의 접근법의 소스-기준 접근법으로 분

류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위에서 기재된 접근법들 중 몇몇에는 없었던 추정들의 추정들의 신뢰성 정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성능 모델을 찾아서 커널 함수에 할당하기 위해 예측 방정식을 통해 반자동 방식을 제공하므로, 알맞은 

프로그램 경로들을 기재하기 위한 선형 방정식 세트들을 이용한 방법들을 개선한다. 또한, 현존하는 세트와 새로운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유사성이 추론될 수 있으며, SW의 추정 대 제 어/계산 비의 오차도 추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물체-기준 또는 ISS 기준의 접근법의 정확성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 발명은 통계적 신뢰

의 정도를 갖는 추정들의 오차를 제공하므로, 설계자가 그 추정들이 트레이드오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렇지 않으면, 물체 또는 ISS 기준의 보다 비싼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신뢰할만한 실행 시간 추정

다이나믹한 소스-기준의 SW 추정 기술이 가상 명령들의 세트에서 타겟 프로세서를 동작하는 SW 태스크에 의해 실

행되는 실제 기계 명령들을 추출하는 사고에 기초한다. 가상 명령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들(예를 들어, If문들, G

OTO문들, 메모리로부터의 로드(LD), 메모리에 저장(STO), OP i - 정수의 32비트 연산자, MUL i - 정수곱, 등)의 

제너릭 패밀리로 분류된 명령들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들의 제너릭 패밀리에 포함되는 몇몇 명령들이 직접적으

로 기계 명령들로 매핑하고, 통상적으로 임의의 특정 제너릭 패밀리 멤버가 매핑될 수 있는(예를 들어, 다른 형태들의

IF문들은 다른 기계 명령들로 매핑됨) 다수의 다른 실제 기계 명령들이 존재하지만, 명령들의 전체 패밀리는 가상 명

령의 단일 형태에 의해 표현된다(즉, 모든 다른 IF 변수들은 단일의 IF 가상 명령에 의해 표현되고, 모든 GOTO 변수

들은 단일의 GOTO 가상 명령으로 표현됨. 등). 블록의 실행을 포함하는 가상의 명령들의 수의 카운트는 SW 태스크

의 각각의 기준 블록에 응한다; 시뮬레이션 동안, SW 태스크 는 선천적으로 호스트 워크스테이션(host workstation)

에서 실행되지만, 실제 타겟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많은 가상의 명령들이 축적된다.

이 추상 레벨에서 조합 CPU/컴파일러를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태스크로 증명되었다. 실제로, 상이한 컴파일

러들이 발생되고 실행되는 어셈블리 명령들에 의해 매우 동일한 코드의 상이한 결과들을 생성할 수도 있다. 동일한 

컴파일러는 최적화 플래그들에 의존하여 상이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의의 소스-기반 접근법은 푸쉬 

버튼 솔루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키 아이디어는 VCC 컴파일러/추정기가 CPU/컴파일러 쌍을 모델화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명령들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제공할 것이다 - 2가지 상이한 해석들이 이용 가

능하다:

1)  엄격한 해석 : VCC 컴파일러는 타겟 환경을 모델화한다; 그러므로 각 가상 명령은 실제로 대응하는 클래스의 어

셈블리 명령(들)을 나타낸다. 그 다음 실제 사이클들의 양호한 근사치로서 데이터 북에 의해 제공된 사이클들을 고려

하고 그 사이클들을 가상 명령들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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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대한 해석 : VCC 컴파일러는 타겟 환경을 모델화하지 않으므로 가상 명령은 예측 방정식에서 팩터(factor)이다

.

관대한 해석은 예측에 있어 신뢰의 정도를 갖는 통계 접근법에 따른다. 엄격한 해석과 관대한 해석 사이에서 무엇이

든 사례별로 평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VCC에서, 가상 명령들은 LD(load from memory), LI(load immediate), ST(store), OP(i, c, s, l, f, d)(i

nteger, char, short, long, float, double에 대한 기본 ALU 연산자들) 등을 포함하는, RISC 명령 세트의 간략화된 뷰

이다.

타겟 프로세서상의 각 가상 명령은 가상 명령들에 의해 커버되는 실제 타겟 프로세서 사이클들의 수에 대한 다수의 

방법들을 통해 특징지워진다. 이는 예측 방정식을 유도한다:

여기서, N i 는 타입 i의 가상 명령들의 수와 동일하며, P i 은 가상 명령을 사이클 카운트로 변환한 파라미터와 동일

하다. N i 는 VCC에서 SW 태스크의 편집과, 호스트 기준 실행 동안 가상 명령의 각 발생을 축적하는 태스크의 주석

을 단 버전의 발생에 의해 계산된다.

P i 는 몇 가지 방식들로 결정될 수 있다:

1) 타겟 프로세서의 데이터시트로부터(엄격한 해석);

2) 교정 슈트(calibration suite)에 최적합 최소 제곱(best fit least square) 접근법을 사용하여;

3) 유사한 도메인(관대한 해석)으로부터 추출된 태스크들의 세트들에 대해 스텝식 다중 선형 회귀 접근법을 사용하여

. 이 접근법은 상기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솔루션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다음 결과들을 조정(tuning)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

후자의 경우에, 한 세트의 선형 방정식들에 대한 제한들은 가상 명령들이 타겟 프로세서 어셈블리 명령들에 대해 의

미론적인 대응을 갖지 않으므로 관대해야만 한다. 테이블 1에서, 본 발명자들은 가상 명령들의 상이한 해석들이 포함

되는 트레이드오프들을 도시한다. 또한, ISS 기반 기술들뿐만 아니라 객체-기반(object-based)에 대한 기술의 위치

가 도시된다.

표 1. SW 추정 기술들

추정 접근법 형태 생성 효과 정확성 속도

통계적 VI

(제약조건없음)

데이터 북 Ⅵ

동조된(Ⅵ)

(제약조건들)

커널 함수

컴파일링된 코드

ISS

릴렉스 소스

코드 기준

리지드 소스

코드 기준

반-리지드 동조된

소스 코드 기준

DSP 동향

물체-기준

쉬운 w/SW

벤치마크들

쉬운 w/SW

벤치마크들

쉬운 w/SW

벤치마크들

적당한

w/프로파일링

적당함

중간

중간

중간

양호 또는

매우 양호

매우 양호

100+배

100+배

100+배

N/A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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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통합 루프 내의 ISS 매우 높음 우수함 1

아래에서, 예로서 프로세서 A를 사용하여, 이 기술들을 도시할 것이며, 이들의 이점들과 단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 논문들에 사용된 샘플 세트는 태스크당 대략 200 사이클을 실행하는 35 제어(control-oriented)(우위 결정) S

W 태스크들로 구성된다. 이는 자동 추진 제어 도메인(automotive control domain)으로부터 추출된다.

기준 결정들의 예

소프트웨어 추정들에 기초한 결정은 다수의 상이한 방식들로 실행될 수 있다. 성과의 정도를 변화시키는데 적용되는 

2가지 중요한 예들은 데이터시트 접근법 및 교정 접근법이다.

데이터시트 접근법은 파라미터(P i )들을 공고된 프로세서 A 데이터시트의 연구 논문으로부터 추출하며, 실제 머신 

명령 세트 및 가상 명령 세트간을 유추하여 추출한다. 이는 2개의 주된 논쟁들을 갖는다:

1) 명령당 보고된 사이클들의 몇몇 해석은 파이프라이닝이 효과를 갖는 것과 같은 요청된 효과들이다.

2) 사이클들의 수에서 변화성을 갖는 예들에 대해, 프로세서 상태에 기초하여, 최악, 최상 또는 몇몇 공칭의 경우를 사

용하는지에 관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A에서, LD 및 ST 명령들(메모리에 로드 및 저장)은 공칭 3 사이클들을 취한다. 그러나, 프로세

서는 3단계 파이프라인을 가지며, 컴파일러의 질 및 태스크에 의존하여, 프로세서는 메모리에서 대기하고 넣어지지 

않는 동안 다른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지능형 편집은 실제 LD 및 ST 유효 사이클 

카운트를 1까지 감소시키거나 그것에 매우 근접하게 한다. 원래의 사이클 카운트 3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관적인 

추정기를 제공한다.

또 다른 유사한 논쟁은 SUB 및 RET(서브루틴 호출들 및 리턴들)을 발생시킨다. 0에서 15까지의 레지스터들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프로세서 A는 루틴에 대한 호출에 대해 실제로 쓰이고 있는 레지스터 세트의 일부만을 메모리에 저장할

것이다. 유사하게 리턴에 대해, 요청된 수의 레지스터들만이 메모리로부터 재생된다. 모두 15개의 사용자 레지스터들

이 절약되어야 한다면 SUB 및 RET에서 최악의 경우의 사용은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매우 비관적 또는 보수적인 SUB

및 RET에 대해 19 및 21의 파라미터들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사용된 레지스터들의 실제 수는 동적 방

식으로 태스크에서 태스크로 변하며 몇몇 종류의 통계적인 연구 없이 공칭 또는 전형적인 값을 구할 수 없다.

본 발명자들은 35개의 벤치마크들의 세트를 통한 사이클 카운트들의 데이터시트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2개의 파라미

터 파일들(기준 파일들로 명명됨)을 사용했다. 첫째로, 모든 가상 명령들은 가장 보수적인 기초로 추정된다; 둘째로 

로드들 및 저장들은 3에서 1 사이클로 감소된다. 제 1 추정기를 사용하면, 오차 %(예측과 실제 사이클들을 비교)는 -

8.5%에서 44% 범위에 있으며, 양의 오차는 비관적 추정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더 현실적인 로드 및 저장 사이클

카운트들을 갖는 제 2 기초 파일을 사용하면, 46%의 총 오차 범위를 갖는 명확하게 덜 비관적인(실제로 이제 약간 낙

관적인) -28%에서 18%의 오차 범위를 얻는다.

그러나, 본 발명은 예측된 오차 범위들의 감소를 포함하는 기술의 개선이다. 데이터시트 방법은 불충분하게 동적이며,

특정 SW 태스크 도메인들과 동조되지 않으며, 그리하여 특정 종류들의 태스크들에 대해 매우 양호한 추정기를 제공

하도록 예측될 수 없다. 이것이 로드/저장 사이클 카운트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하더라도, 서브루틴 호출 및 리턴 

오버헤드들을 정확하게 하는 용이한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많은 계층적인 기능의 호출 구조를 갖는 큰 

태스크에 대해 기술은 여전히 매우 보수적일 것이다. 이는 사실상 VCC를 사용한 본 발명자들의 경험이었다.

교정 접근법은 프로세서 기본 파일을 유도하는 상이한 접근법이며, 프로세서 기본 파일은 몇몇 부분의 가상 명령 세

트를 강조하고, 그 다음 각각의 태스크에서 가상 명령들의 발생 수들로 세트의 태스크들에 대해 실제 사이클들의 적합

최소 제곱을 행하도록 각각 시도하는 프로그램들의 특정 교정 슈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가상 명령에 대

한 파라미터들이 교정 슈트로부터 경험에 의한 데이터에 기초한 기본 파일을 유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기본 파일에서, 로드들 및 저장들에 대한 파라미터는 IF 1.6 등에 대해, 2.6에서 149.3까지(피연산자 타입에 의존

하여)의 범위를 승산하기 위해 0.1이였다.

이를 세트 35 벤치마크들에 적용함에 있어, 55 내지 15%(모두 낙관적으로 추정, 사이클들의 수를 과소 평가)의 오차 

범위, 총 40%의 오차 범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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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접근법에는 몇몇 문제점들이 있다:

1) 교정 테스트 슈트의 선택 - 본 발명자들의 경우에서 경험들은 소수의 표준 프로그램들(예를 들어, 8 queens, sort,

FFT 및 특정 가상 명령들을 강조하기 위해 생성된 한 세트의 고도의 합성 프로그램과 같은 SPEC 타입 프로그램들)

로 행해졌다. 이런 종류의 슈트 및 특성들에 관한 임의의 특정 매입된(embedded) SW 도메인간의 관계는 기껏해야 

마진이다. 특히, 이는 양호한 제어 예측들의 비용면에서 수학적인 처리(많은 합성 프로그램들이 MUL 및 DIV 변화들

에 대한 값들을 구할 것이므로)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

2) 상기 결정된 분석 - 25 가상 명령들과 약 20-30 프로그램들의 교정 슈트로 이는 적합 최소 제곱들이 교정 슈트에 

대해 완성 또는 거의 완성을 달성하지만 이를 다른 프로그램들에 적용할 수 있는 선행 기본을 거의 갖지 않는 상기 결

정된 시스템이다.

3) 가능한 강인성의 부족 - 교정 슈트 및 상기 결정된 분석은 상이한 도메인으로부터 프로그램들에 대해, 교정 슈트 

기본 파일이 매우 부정확한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는 극단적으로 낙관적이고 데이터 북 접

근법 보다 집합에 대해 최악의 결과들을 제공하는 본 발명자들의 35개의 제어 프로그램들의 세트에 도시된다.

4) 가상 명령들간의 높은 상관성들 - 종속 변수만 있는 사이클 카운트를 갖는 모든 독립 변수들인 이 명령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들에서 한 가상 명령의 상대 주파수는 종종 다른 것들(

예를 들어, 기본 ALU 연산자들을 갖는 로드들, 또는 IF들을 갖는 로드들)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이는 더 간단

하고, 더 강인한 추정기들이 독립 변수들의 수가 최소로 감소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 사용자 해석에서의 어려움들 - 사용자들은 의미하는 파라미터들을 제공하기 위해 교정 접근법을 기대한다. 즉, 모

든 가상 명령 파라미터들은 1이거나 또는 바람직하게 정수로 더 커야만 하며, 논리적으로 스케일링이다(어떠한 실제 

명령도 실행하기 위해 사이클보다 작게 취하므로). 그러나, 최적합 접근법은 단지 방정식에서 파라미터들을 구한다. 

이 접근법을 취하면, 파라미터들은 더 이상 가상 명령 에 대해 사이클 카운터에 어떠한 실제 관계도 갖지 않는다. 이것

은 이러한 종류의 접근법에 친숙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교정 접근법은 보다 견고하게 근거를 둔 통계적 접근법에 관한 방식을 나타내지만, 3가지 전제들:

1) 특정 도메인들로부터 나온 - 자동 추진, 통신들, 제어-지향, 수학적으로 우위의 - 실제 SW 프로그램들에 기초한 

분석과;

2) 예측기에서 사용된 가상 명령들의 수를 독립 변수들의 최소 수로 감소시키고 그래서 더 강인하고 중요한 추정기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와;

3) 파라미터들 및 팩터들이 사이클 카운트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가상 명령들과 사이

클 카운트간의 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상관성들에 근거를 둔다.

본 발명의 통계적 추정 접근법

본 발명은 모든 SW 태스크들에 대해 단일 예측을 생성하기 위한 이전의 아이디어를 버린다. 대신에, 본 발명은 특정 

SW 태스크 도메인에 대해 예측을 유도하기 위해 통계적인 기술을 사용하며 그 다음 다른 도메인들에 대한 예측의 적

응성을 연구한다.

사용된 접근법은 기본적인 다수의 선형 회귀 및 상관성 분석과 함께, 스텝식 다중 선형 회귀 접근법이다. SW 태스크 

도메인은 보다 앞서 논의된 세트의 35 제어 자동 추진의 벤치마크들이다.

제어 세트로서, 본 발명자들은 에스뜨렐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한 세트 의 6 제어 소프트웨어 태스크들을 이용했

다. 35 태스크들로부터 유도된 추정기들은 그 다음 오차를 결정하기 위해 제어 세트에 적용된다. 그러나, 35의 세트

로부터 유도된 결과들은 6의 제어 세트에 불량 결과들을 제공한다. 그 다음 제어 샘플이 벤치마크 샘플과 동일한 모집

단으로부터 추출되지 않음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2-샘플 t-테스트를 수행한다.

35-샘플 세트에서 VCC 주석 작성기(annotator)에 의해 실제로 발생된 한 세트의 가상 명령들은 10개다: LD, LI, ST

, OPi, MULi, DIM, IF, GOTO, SUB 및 RET. 본 발명자들은 이들이 모두 독립 변수들이라고 가정하며, 종속 변수로

서 태스크(사이클들)에 대해 총 사이클 카운트를 사용한다.

실행 시간 태스크 상호 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평가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동적으로 행해진다. 더욱이, 최상의 실행을

구해서 몇몇 구조적인 매핑들을 검사하기에 충분히 빠를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주로 C로 쓰여진 소프트웨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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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는데, 이는 매입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우위의 고레벨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언어들

에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자들의 접근법은 또한 계산적으로 우위의 코드 소프트웨어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스텝식 다중 회귀를 적용하면, 본 발명자들은 몇몇 흥미로운 결과들을 얻는다.

1) 밴드마크 세트내의 MULi 및 DIM의 수들은 상수이며, 그러므로 버려져야 한다(변화 없이, 가정된 독립 변수는 사

이클 카운트의 종속 변수와 상관성이 없을 것이다);

2) 단지 한 독립 변수, LD는 방정식에 부가되며, 방정식을 제공하면,

(1)

및 

그 R 2 측정법은 회귀의 주요 방법이다. 본질적으로, 종속 변수(이 경우, 사이클)에서 얼마나 많은 총 편차가 회귀된 

독립 변수들에서의 편차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그래서 사이클 카운트에서 36%의 편차는 LD 가상 명령의 

편차로 설명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회귀는 인터셉트들(즉, 상수 팩터)을 갖는 방정식들을 제공할 것임을 유념하라. 이는 몇 가지 방

식들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태스크를 실행 및 중지하는데 요청되는 셋업의 양이다. 그러나, 다

른 뷰는 단지 회귀 최적합을 만드는 상수이다. 회귀 파라미터들이 상관성 이외에 무엇이든지 측정한다고 가정하는 것

은 잘못일 수 있다. 그래서 LD 파라미터에 대한 4는 평균에 대한 각 LD가 그 자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명령들의 4 사

이클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이클들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통계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식을 한 세트의 35 샘플들에 재적용할 때, 본 발명자들은 -13 내지 +17%의 오차 범위, 총 30% 범위를 얻

는다. 이는 양호하게는 가운데에 있으며, 임의의 데이터북 또는 교정 슈트들보다 더 작은 오차임에 유념하라. 다른 샘

플들에 대한 이 방정식의 적응성은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다수의 선형 회귀를 실행한다면, MULi 및 DIVi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을 사용하면, 본 발명자들은 몇

몇 더 많은 결과들을 얻는다:

1) RET는 샘플에서 SUB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제로로 된다(그러므로 2는 100% 상관된다.).

2) 본 발명자들은 다음 방정식을 얻는다:

(2)

이때, 이다. 이 방정식은 사이클 카운트의 49.65%의 변화성을 설명한다. 재적용될 때 본 발명자들은 10

.3 내지 +19.4%의 오차 범위를 얻었다.

1) 본 발명자들은 대부분의 샘플 세트의 사이클들(200-250)의 수보다 큰 인터셉트(354)를 갖는다;

2) 본 발명자들은 음의 계수들 또는 파라미터들을 갖는다;

3) 그들 중 대부분은 크다(LI에 대해 31.9)(SUB에 대해 51.5);

4)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패키지가 고발된다(즉, 가정된 독립 변수들 LD, LI, ST,

OPi, IF, GOTO 및 SUB 중 몇몇은 실제로 높게 상관된다). 이는 스텝식 회귀 결과들로부터 명백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은 명령당 사이클들과 관련된 동작적 의미를 갖는 파라미터들과 관계없이 입력 변수들에 대해

사이클 카운트의 순수한 통계적 적합이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독립 변수들에 대해 상관성 매트릭스를 산출했으며 LD-OPi .92,



공개특허 10-2004-0004549

- 10 -

OPi-IF .99 및 LDIF .88의 상관성들을 얻었다. 이는 모두 높게 상관되어 있으므로 이들 3개의 변수들 중 2개가 제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5개의 독립 변수들: LD, LI, ST, GOTO 및 SUB를 갖는 재실행 회귀는 다음 방정식을 초

래한다:

(3)

이때, 이며, 오차 범위는 10 내지 +22.5%이다.

인터셉트 및 계수들에 대한 동작적 또는 내포된 의미가 없음에 다시 유념하라. 그 패키지는 다중 공선성이 가벼운 문

제임을 보고했다(본 발명자들은 결국 다른 변수들을 버릴 수 있었으며, 그 방정식에서 단지 LD를 갖는 스텝식 회귀로

보고된 결과로 끝낼 것이다).

결과들

본 발명자들은 2개의 상기 회귀 방정식들 (1) 및 (3)을 몇몇 에스뜨렐 벤치마크들로부터 6의 샘플 세트에 적용한다. 

이는 불완전하게 실행되는데, 사이클 카운트들을 (1)에 대해 23%내지 60%로, (3)에 대해 87% 내지 184%로 과대 평

가한다. 이 샘플 세트에서, 본 발명자들은 또한 가상 명령 OPc를 가지며, 적용할 수 있는((3)에서) ON에 대한 파라미

터를 사용했다.

나쁜 결과들은 샘플 A에 기초하여 새로운 샘플 B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도된 예측의 적응성에 의해 설명되며, 샘플 B

가 A에 대해 유사한 특성들을 갖는 유사성 에 대한 논증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다른 관점에서, 이는 샘플들 A 및 B

가 동일한 근본적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테스트하는 한 방법은 2-샘플 t

- 테스트이다. 이는 2 샘플들이 동일한 평균 및 편차를 갖는 동일한 근원적인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된다는 가정을 테

스트한다.

우리는 비교하기 위해 몇몇의 특징적인 SW 태스크들을 필요로 하며, 이는 예를 들어 사이클 카운트와 같이 독립적이

다. 한 아이디어는 총 사이클 카운트에 대한 가상 IF 명령들의 수의 비가 SW 태스크의 제어 우위의 측정인 것인데, 즉

, 제어 우위인 태스크들이 알고리즘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우위인 태스크들보다 더 높은 비를 가질 것이다. 이는 아

마 중요하지 않는 논쟁이지만, 태스크들에 대한 제어 우위의 명확한 측정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 비를 사용하여, 본 발명자들은 다음의 통계를 얻었다:

35-샘플 자동추진 제어 배치:

평균 비 = .1077, 표준 편차 = .016

6-샘플 에스뜨렐 배치:

평균 비율=.0300, 표준 편차=.0168

2-샘플 t-테스트는 이 2 샘플들이 동일한 근원적인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실상, 정상 그 자체가 제 2 샘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2-샘플 t-테스트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본 발명자들은 다른 샘플로부터 추출된 예측 방정식을 새로운 샘플에 적용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이러한 종류의 차별적인 기능을 새로운 일괄들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본 발명자들이 예측들의 적응성의 도메인들간을 구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는

35 자동 추진 제어 예들의 제 1 일괄로 되돌아가며, 그들 중 18개를 랜덤하게 선택하며, 5개의 변수들 LD, LI, ST, G

OTO, 및 SUB에 대한 회귀를 재실행한다: 이는 다음의 식을 제공한다.

이때, 이다.

본 발명자들은 이 방정식을 제 1 일괄(17 샘플들)의 나머지 절반에 적용했으며 12% 내지 +5%의 예측의 오차 범위를

얻었다. 2-샘플 t-테스트를 18 및 17 태스크들의 이 일괄들에 적용하면, 총 사이클들에 대한 IF들의 비의 특성을 사

용하여, Null 가설을 취한다-즉, 2 샘플들이 동일한 모집단(이들이 있는)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는 높은 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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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도메인 샘플로부터 추출되는 예측이 그 도메인으로부터 다른 샘플들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고 SW 태스

크들의 샘플들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추출될 수 있는지(따라서 식별기의 적응성)를 체크하는데 간단한 식

별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기술들을 또 다시 연구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한 세트의 가상 명령과 18 FFT 태스크들에 대한 사이클 카운트들을 

이용했다. 여기서 본 발명자들은 상기의 예측 (4)을 사용했으며, 이것이 100% 오차를 넘어 매우 불충분함을 발견했다

. 본 발명자들은 FFT에 대해 회귀를 사용하여 예측을 산출했으며 Cycles = 286,387 + 2153 * MUL d (MUL d = 

이중 정밀도 승산)을 얻었다. 사실상 286,387의 인터셉트는 버려질 수 있으며, 본 발명자들은 Cycles = 2153 * MUL

d 를 사용할 수 있다-이 벤치마크들은 다수의 사이클들(예를 들어, 564,038,767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 10억을 넘어

) 동안 실행되며, 따라서 286000의 인터럽트는 비교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다. 이 벤치마크들에서, 이 예측을 사용하

는 오차는 +/-1%이다. 본 발명자들은 실제로 커널 기능- 외부 커널 기능 보다 오히려 내부 커널 기능-을 발견했다. 

커널 기능은 사이클 카운트가 동적 제어 우위 브랜칭보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학적인 연산들에 의해 우

위를 차지하게 되는 매우 수학적인 SW 태스크에 대한 예측이다. 계산들에 대한 정적 성질로 인해(예를 들어, 동적 반

복 카운트들 또는 수렴 테스트들에 기초한 것보다 오히려 이전에 알려진 반복 사이즈들을 갖는 루프들) 커널 기능들

은 매우 예측 가능할 수 있으며, 매우 낮은 오차를 가질 수 있다. FFT 예들은 명백하게 이 현상을 설명한다. 이 경우에

, 커널 기능은 외부 특성(샘플 사이즈, 등)보다 오히려, 태스크에서 내부 특성(MULd의 수가 2배 승산과 동일하다)에 

의해 표현된다. 둘 중 한 종류의 커널 기능이 가능하다.

모집단들에 대한 본 발명자들의 분석과 다른 도메인에 사용되고 있는 한 도메인내의 한 샘플 세트로부터 유도된 예측

방정식의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45 제어-샘플 및 18-FFT 샘플에 대한 또 다른 2-샘플 t-테스트를

실행했다. 본 발명자들은 다시 식별기로서 총 사이클들에 대한 가상 IF들의 비율을 사 용했다. 18-FFT 예에 대해, 평

균 비율은 매우 낮은 표준 편차를 갖는 약 .00035였다(즉, 45-샘플 평균에 대해 약 10%에 반하는 것으로 .035%). 2

-샘플 t-테스트는 이 2-샘플들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는 가설을 매우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한 일괄로부터 추출된 예측은 본 발명자들의 결과들이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것에 사용되는 경우 약간의 타

당성을 가질 것이다.

본 발명은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특정 도메인들로부터 태스크 샘플들에 기초하여, SW 추정을 위해 통계적 기반 예측

방정식들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논의된 벤치마크들이 자동 추진 엔진 모델로부터 추출된다 하더라

도, 산업용 제어에 한정되지 않지만, 무선 및 유선 통신들을 포함하는 다른 도메인들 및 멀티미디어가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특정 짓고 경계지을수록 정확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도면들을 다시 참조하면, 예기서 동일한 참조 번호들은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부분들을 표기하며, 특히 도 2를 참조하

면,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전체 처리의 흐름도가 도시된다. 단계 200에서,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이 준비된다. 도 3은 타

겟 프로세서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처리 예를 도시한다.

도 3에서, 단계 300에서, 한 세트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이 결정된다. 상기에 논의된 바와 같이, 벤치마크 프로그램

들은 바람직하게 단일 도메인으로부터 추출되며, 광범위한 프로그램 흐름들, 명령들 및 전체 프로그램 구조를 나타낸

다.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각각의 가상 명령들의 수(단계 310)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실제 실행 시간이 결정된다(

단계 320).

이어서, 단계 330에서, 한 세트의 예측 방정식들 및 다른 데이터(추정의 오차, 가상 명령당 사이클 등)가 준비된다. 단

계 330은 선형 회귀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선형 회귀를 실행하는 단계들의 예를 도시하는 흐

름도를 제공한다.

도 4에서의 단계(400)에서, 상관성 분석이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가상 명령들로 수행된다. 어떤 높게 상관된 명령들

이 제거된다(단계 410). 높게 상관된 명령들은 제 1 명령과 제 2 명령의 발생 주파수간의 매우 예측 가능한 관계 또는

선험 관계를 갖는 명령들이다.

단계(420)에서, 각각의 명령 형태의 발생 주파수(패밀리형 명령들의 발생 주파수)에 기초하여 컴퓨터에서 실행될 사

이클 수의 예측을 허용하는 예측 방정식(predictor equation)을 결정하기 위해 선형 회귀(regression)가 수행된다. 

단계(420)는 예를 들어, 예측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해 스텝식 선형 회귀를 수행하는 단계(422), 및 상기 예측 방정식

을 얻기 위해 예측 변수들로 다중 선형 회귀를 수행하는 단계(424)로서, 구현될 수 있다.

단계(430)에서, 단계(420)의 선형 회귀에서 결정되는 예측 변수들의 세트는 미리 결정된 임계값까지 감소된다. 그 예

측 변수는 독립 변수들(예를 들어, N i )이며, 그 예측 변수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측 정확성 또한 감소된다. 그러므

로, 예측 변수들의 감소는 계산의 복잡성(보다 많은 예측 변수들 = 보다 높은 복잡성)과 예측 정확성간의 트레이드오



공개특허 10-2004-0004549

- 12 -

프(tradeoff)를 초래한다. 본 발명자들은, 예를 들어, R 2 값인 임계값을 사용하면, R 2 값이 감소된 독립 변수들로 얼

마나 내려가는지를 관찰하여 R 2 임계값이 3.5인 양호한 결과들을 얻었다.

단계(440)에서, 예측 방정식은 오차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제 2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세트

에 적용된다. 완전한 정보의 세트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제 2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세트

에 예측 방정식을 적용하는 결과들은 제 2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세트의 실행 시간의 추정을 제공한다. 실제의 실

행 시간과 추정된 실행 시간간의 차는 예측 방정식의 품질의 측정을 제공한다.

이제, 도 2를 계속하면,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이 준비된 후, 추정될 실제의 소프트웨어가 적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며, 단계 200에서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준비된 

모델에 기초하여 추정될 수 있다. 추정될 소프트웨어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간에 많은 상관성을 제공하는 결정이 임

의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그 결정은 2-샘플 t-테스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2-샘플 t-테스트가 

추정될 소프트웨어와 벤치마크 프로그램 사이에서 식별할 수 있다면,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델은 

부정확한 결과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식별되면, 그 모델은 양호한 추정 결과들을 제공할 것이

다. 일례로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각각은 30과 90 사이의 IF문(statement)들의 수를 가진다면, 100,000과 200,00

0 사이의 사이클들의 총수를 가진다. 그리고, 추정될 SW에서 IF문들의 수가 60이고, 사 이클들의 수가 125,000이면,

2-샘플 t-테스트는 그 샘플들이 유사한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식별하지 못한다.

단계 220에서, 소프트웨어의 실제 실행 시간들이 추정된다. 추정될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가상 명령들의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 VCC에서 동작하며, 이어서 실행 시간 추정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 200으로부터) 모델 또는 예측 방정

식에 적용된다. 결과의 추정된 동작 시간은 현재 사용가능한 것 중 최고의 정확성과 최저의 가격을 조합한 추정된 소

프트웨어 실행 시간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 프로세스 또는 방법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1) 베이스 파일이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또는 설계 도메인을 결정하라. 그 베이스 파일은 그 도메인을 수학적으로 기재

한 계수들의 세트이다.

2) 그 도메인(설계 도메인)의 통상적인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세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획득하라.

3) VCC(또는 또 다른 EDA 타입 도구)에서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가상의 명령 카운트들을 획득하라. 

이러한 카운트들은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가상의 명령들(예를 들어, GOTO의 수, 곱셈, 및 가상 명령들)의

주파수를 포함한다.

4) 사이클-정확성, 명령 세트 시뮬레이터(ISS)를 카운팅하는 사이클, 또는 실제 하드웨어의 벤치마크들을 실행하고, 

정확한 사이클 카운트를 획득하라.

5) 그 벤치마크 결과들을 이용하여, 모든 가상의 명령들에 대한 상관성 분석 을 실행하라.

6) 그 샘플로부터 높게 상관된 명령들을 제거하라.

7) 그 제거된 가상 명령 샘플 세트와 총 사이클 카운트들에 스텝식 다중 선형 회귀를 적용하고, 통계적으로 중요한 예

측 변수들의 세트를 결정하라.

8) 그 예측 변수들의 세트(가상 명령들)에 다중 선형 회귀를 적용하고, 예측 방정식을 획득하라.

9) (R-제곱법에 의해 측정된) 샘플 세트를 통한 예측의 품질이 몇몇 미리 결정된 임계값이 될 때까지, 예측 변수들의 

세트를 감소하라.

10) 몇몇 도메인으로부터의 벤치마크 소프트웨어 태스크들의 제 2 세트에 예측 방정식을 적용하고, 예측 방정식에 의

한 결과들의 품질을 측정하라.

11) 두 샘플들이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그 예측 방정식을 산출하는데 사용된 벤치마크 샘

플과 독립 품질 메트릭 샘플에 대해 2-샘플 t-테스트를 수행하라. 사용할 하나의 측정법은 총 사이클 카운트에 대해 

각 태스크에서의 가상 명령과 'IF' 명령들의 비를 식별자(discriminator)로서 사용하는, 비교적 '제어-중심의' 소프트

웨어 태스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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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측되지 않은 태스크들의 새로운 세트가 최초의 벤치마크 세트와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나올 적절한 통계적 가

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예측 방정식을 얻는데 사용되는 벤치마크들의 세트와 표면상 동일한 도메인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소프트웨어 태스크들을 갖는 제어-중심의 식별자를 사용하라. 이는 2-샘플 t-테스트로 행해진다.

컴퓨터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할 것처럼, 본 발명은 종래의 일반적인 목적 또는 전문화된 디지털 컴퓨터 또

는 본 명세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프로그램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구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할 것처럼, 적절한 소프트웨어 코딩은 본 명세서의 가르침들에 기초하여 숙련

된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준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쉽게 명백해 질 것처

럼, 종래의 컴퓨터 회로들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서로 접속시키거나 또는 특정 집적 회로들의 적용 준비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명령들을 갖는 저장 매체(미디어)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포함하며, 그 위/내에서 본 발명의 임의의 프

로세스들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야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저장 매체는 플로피 디스크들, 미니 

디스크들(MD들), 광 디스크들, DVD, CD-ROM들, 마이크로-드라이브, 및 자기-광 디스크들, ROM들, RAM들, EPR

OM들, EEPROM들, DRAM들, VRAM들, (플래쉬 카드들을 포함한) 플래쉬 메모리 장치들, 자기 또는 광카드들, (분자

메모리 IC들을 포함한) 나노시스템들, RAID 장치들, 리모트 데이터 저장/달성/수용, 또는 명령들 및/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절한 미디어 또는 장치의 임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미디어) 중 어느 한 매체에 저장되면, 본 발명은 일반적인 목적의/전문화된 컴퓨터의 하드웨

어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제어하고,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본 발명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다른 메카니즘과 상호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장치 드라이버들, 운영 시

스템들, 및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더 포함한다.

일반적인/전문화된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것은, 처리 장치들의 모델

들을 준비하는 것과,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세트를 선택하는 것과, 가상 명령들을 결정하는 것과, 실제 실행 시간들

을 특정하는 것과,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들로 추정될 소프트웨어를 상관시키는 것과, 높게 상관된 명령들을 제거하는

것과, 선형 회귀를 수행하는 것과, 예측 방정식(들)을 얻는 것과,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제 2 벤치마크들의 세트에 예

측 방정식들을 적용하는 것과 본 발명의 처리들에 따른 결과들의 디스플레이, 저장, 또는 통신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

한되는 것은 아닌, 본 발명의 가르침들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들이다.

명확하게는, 위의 가르침들의 관점에서 본 발명의 많은 변경들 및 변화들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첨부 청구항들의 범

위 내에서 본 발명은 특히 본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실행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세트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 기초하여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을 준비하는 단계와;

추정될 소프트웨어를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과 상관시키는 단계와;

상기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간의 추정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상관된 소프트웨어를 상기 모델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은 명령들을 실행 시간에 상관시키는 선형 모델을 포함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을 준비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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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될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영역으로부터 한 세트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세트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서 한 세트의 가상 명령들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세트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실제 실행 시간들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가상 명령들을 상기 실제 실행 시간들에 상관시킴으로써 예측 방정식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방정식을 결정하는 단계는,

가상 명령들이 다른 가상 명령들과 높게 상관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 포함된 가상 명령

들 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와;

제거된 가상 명령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높게 상관된 요소들 중 하나가 남을 때까지 각각의 세트의 높게 상관된 가상 

명령들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단계와;

한 세트의 예측 변수들을 가진 예측 방정식을 도출하기 위해 상기 제거된 가상 명령 세트에 대해 선형 회귀를 수행하

는 단계와;

상기 세트의 예측 변수들을 소정의 임계값까지 감소시키는 단계와;

감소된 변수 예측 방정식에서 오차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상기 감소된 변수 예측 방정식을 제 2 세트의 벤치마크 프

로그램들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실제 실행 시간들을 측정하는 단계는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각각에 대한 총 사이클 카운트를 결정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형 회귀를 수행하는 단계는,

만족스러운 중요 세트의 예측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해 스텝식 다중 선형 회귀를 제거된 가상 명령 세트 및 총 사이클 

카운트들에 적용하는 단계와;

예측 방정식을 결정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를 상기 세트의 예측 변수에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감소시키는 단계는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상에서의 예측의 품질이 소정의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세

트의 예측 변수들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의 품질은 회귀되고 있는 예측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다수의 사이클들에서의 변화의 양을 측정하

는 R-제곱 함수를 통해 측정되는, 추정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상기 R-제곱 함수의 대략 .35 결과인,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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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시키는 단계는 추정될 소프트웨어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간에 2-샘플 t-테스트를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상에 저장되는 한 세트의 컴퓨터 명령들로 구현되고,

상기 컴퓨터 명령들은 컴퓨터에 로딩될 때 상기 컴퓨터가 상기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게 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상에 저장되는 한 세트의 컴퓨터 명령들로 구현되고,

상기 컴퓨터 명령들은 컴퓨터에 로딩될 때 상기 컴퓨터가 상기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게 하는, 추정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명령들은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상에 실행 가능 프로그램으로서 저장된, 컴파일된 컴퓨터 명령들

인, 추정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전자 신호에 저장된 한 세트의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들로 구현된, 추정 방법.

청구항 14.
소프트웨어의 실행 시간들을 추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타겟 프로세서를 모델링하는 모델링 수단과;

상기 모델링 수단에서 기초로서 사용된 한 세트의 벤치마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에 추정될 소프트웨어를 상관시키

는 상관 수단과;

상기 소프트웨어의 추정된 실행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상관된 소프트웨어를 상기 모델링 수단에 적용하도록 구

성된 추정 장치를 포함하는, 추정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링 수단은,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서 가상 명령들의 빈도를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실제 실행 시간들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가상 명령마다의 사이클들, 예측 방정식, 및 추정의 오차 중 적어도 하나를 결정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추정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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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가상 명령들에 대해 상관 분석을 수행하는 수단과;

높게 상관된 명령들을 제거하는 수단과;

높지 않게 상관된 가상 명령들 및 상기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시간에 기초하여 예측 방정식을 도출하는 수

단과;

상기 도출된 예측 방정식에서의 한 세트의 변수들을 소정의 임계치까지 감소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추정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수단은,

상기 예측 방정식의 추정 능력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제 2 세트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 상기 도출된 예측 방정식

을 적용하는, 추정 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방정식을 도출하는 수단은 상기 가상 명령들에 적용된 선형 회귀 툴을 포함하는, 추정 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 방정식을 도출하는 수단은,

한 세트의 예측 방정식을 결정하기 위해 스텝식 선형 회귀를 수행하는 수단과;

상기 예측 방정식을 도출하기 위해 상기 예측기 값들에 대해 선형 회귀를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추정 장치.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회귀되고 있는 예측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다수의 사이클들에서의 변화의 양을 측정하는 R-

제곱 함수 값을 포함하는, 추정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대략 .35인, 추정 장치.

청구항 22.
소프트웨어 실행 시간들의 추정들을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한 세트의 적어도 하나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에 기초하는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과;

추정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상기 세트의 적어도 하나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상관시키도록 구성된 상관 장치와;

상기 소프트웨어의 추정된 실행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추정될 상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상기 모델에 적용하도록 

구성된 추정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프로세서의 모델은 상기 세트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의 높지 않게 상관된 가상 명령들의 선형 회귀 및 상

기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에 의해 구성된 예측 방정식인, 장치.



공개특허 10-2004-0004549

- 17 -

도면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4-0004549

- 18 -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