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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랜잭셔  메모리는 통 인 병렬 로그래  기법인 Lock을 체하여 동시성 제어 패러다

임을 크게 바꾸었다. 특히 HTM(Hardware Transactional Memory)은 하드웨어에 의해 지원되는 가장 

뛰어난 기법이다. 그러나 기존 HTM 기법은 HTM 의 자원 제약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다  코어 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형 트랙잰션을 

처리하기 한 HTM 기반 트랜잭션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첫째, 제안하는 기법은 트랜잭션이 자원 제약

성 때문에 실패하면, 트랜잭션을 첩 티션 불럭으로 분할한다. 둘째, 제안하는 기법은 워크로드 특성을 

반 하여 티션 불럭의 최 의 길이를 계산하는 응  트랜잭션 분할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STAMP 벤치마크를 사용한 실험  성능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트랜잭션 분할 기법인 

Part-HTM에 비해 약 70%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키워드: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트랜잭션 분할, 멀티코어 환경,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Abstract Transactional Memory has greatly changed concurrency control paradigm by replacing 

locks, the conventional parallel programming mechanism. Especially, HTM(Hardware Transactional 

Memory) is the most promising scheme that is supported by hardware. However, the existing HTM 

techniques have a problem that they cannot overcome the resource limitations of HTM. To solve the 

problem, we propose a HTM-based transaction splitting technique to support large-sized transaction 

processing in multicore in-memory databases. First, the proposed technique can split a transaction into 

nested partition blocks when the transaction fails by resource limitation. Second, the proposed 

technique makes use of our adaptive split algorithm that computes the optimal size of partition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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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a workload. Finally, through our experimental performance analysis 

using STAMP benchmark, the proposed technique shows about 70%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transaction splitting technique, i.e., Part-HTM.

Keywords: hardware transactional memory, transaction splitting, multi-core environment, in-memory 

databases

1. 서 론

트랜잭션(transaction)이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한 번

에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의 한 단 로서 원자성(Atomi-

city), 일 성(Consistency), 고립성(Isolation), 지속성

(Durability)의 성질을 갖는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공

유자원에 한 트랜잭션의 통 인 처리 방법으로 락

(lock) 기반의 병렬 로그래 이 표 이다. 그러나 락 

기반의 병렬 로그래 은 작성된 로그램에 해서 높

은 유지보수 비용이 요구되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1993년 미국 라운 학의 Herlihy 교수

는 트랜잭셔  메모리(Transactional Memory; TM)라는 

기술을 제안했다. TM을 이용한 병렬 로그래 에서는 

락을 사용하지 않고 원자 으로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블

록의 시작과 끝을 선언함으로써 동기화를 수행한다.

TM은 락 기반의 병렬 로그래 과 비교하여 로그

래머의 설계에 의존 이지 않고, 높은 확장성을 통해 병

렬 로그래 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었다[1]. TM을 

이용한 병렬 로그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처리

방식에 따라 소 트웨어 트랜잭셔  메모리(Software 

Transactional Memory; STM)[2,3], 하드웨어 트랜잭

셔  메모리(Hardware Transactional Memory; HTM) 

[4,5], 하이 리드 트랜잭셔  메모리(Hybrid Transac-

tional Memory; HyTM)[6,7]로 크게 분류된다.

STM은 로그래머가 설계한 코드 내에서 소 트웨

어 임워크 기반으로 트랜잭션의 동시성 제어를 지

원한다. 그러나 트랜잭션의 메모리 근 이력을 리하

는 오버헤드가 높기 때문에 성능에 큰 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해 하드웨어를 활용한 기술이 HTM이

다. HTM 시스템은 TM의 주요 설계들이 하드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일련의 처리 과정을 로그

래머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존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캐

시  버스 로토콜을 활용하기 때문에 락 기반의 병

렬 로그래  성능을 크게 상회한다. 상용 로세서에 

첫 번째로 HTM을 탑재한 표 인 기술로는 Intel 

TSX(Transaction Synchronization Extensions)[8]가 

존재한다. 재 TSX는 표 인 HTM 기술로 활용되

고 있으며, 로그래머에게 두 가지 인터페이스로 HLE 

(Hardware Lock Elision)와 RTM(Restricted Trans-

actional Memory)을 제공한다. HLE는 _xacquire()와 

_xrelease() 명령어를 통해 트랜잭션 블록을 지정하고, 

단 한 번의 HTM 처리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RTM은 

_xbegin()과 _xend() 명령어를 통해 트랜잭션 블록을 

지정하고, _xabort() 명령어를 통해 트랜잭션 재시도와 

같은 로그래머의 자율 인 설계를 지원한다. 하지만 

Intel TSX를 포함한 모든 HTM 기술은 종류에 상 없

이 트랜잭션의 footprint가 캐시에 축 되기 때문에 

형 트랜잭션으로 인해 캐시 오버 로우가 발생하는 경

우 commit에 실패한다. HyTM은 HTM과 STM을 결

합한 방식이다. 트랜잭션의 크기가 작아서 쉽게 처리되

는 트랜잭션은 HTM 상에서 처리하며, 트랜잭션의 크기

가 커서 캐시 자원한계로 abort되는 트랜잭션의 경우에

는 STM으로 처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형태의 표 인 

HyTM 연구로는 Part-HTM 기법[9]이 존재한다. 해당 

기법은 Ring STM[10]  Lite HTM 환경에서 트랜잭

션을 병렬 으로 수행하며, 동시성 제어를 해 블룸필

터 기반의 시그니처(signature)를 활용한다. 해당 기법

은 형 트랜잭션에 한 HTM의 캐시 자원한계 문제

를 극복하기 해 STM을 활용한 연구로서, HTM의 

처리 능력을 최 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  코어 인메모리 환경에서 

형 트랜잭션 처리를 해 트랜잭션 분할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NP-HTM(Nested Partitioned HTM) 기법은 트랜잭션

의 abort를 분석하여 캐시 자원 한계에 의한 abort 인 

경우, HTM 기반 역 트랜잭션의 수행을 유지한 상태

에서 트랜잭션 분할을 제공하여 트랜잭션 footprint에 

의한 캐시부담을 감소시킨다. 이를 해 실시간으로 변

화하는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 트랜잭션 분할 기 을 설

정하는 응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

법은 실시간으로 워크로드에 포함된 write 트랜잭션의 

수를 계산하여 분할 기 을 설정하기 때문에, HTM 기

반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킨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분할 기법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평가를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트랜잭션 분할 기법을 이용한 표 인 연

구인 SpHT 연구[11]  Part-HTM 연구[9]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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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P-HTM의 체 시스템 구조

Fig. 1 Overall architecture of NP-HTM

2.1 SpHT

해당 연구는 하드웨어 기반 트랜잭션 처리의 확장성

을 해 트랜잭션 분할 기법을 제안하 다. 아울러, 

HTM상에서 지역 인 재시도 기법이나 스 드 스

링 기법을 지원하기 한 트랜잭션 분할을 활용한다. 이

를 해, 트랜잭션 블록에서 분할이 필요한 시 마다 모

든 처리를 단하고, HTM commit  HTM begin을 

반복 으로 수행한다. 한, 분할된 트랜잭션의 동시성 

제어를 해 트랜잭션의 결과를 eager 방식으로 메모리에 

즉시 반 한다. 아울러, 트랜잭션이 실패할 경우, rollback

을 수행하기 해 undo log  redo log를 유지한다. 

그러나 undo log와 redo log는 원래 트랜잭션의 foot-

print를 과하기 때문에, HTM의 capacity abort 문제

를 악화시키는 단 을 지니고 있다.

2.2 Part-HTM

해당 연구는 HTM 의 capacity abort를 해결하기 

해 HTM  STM 기술을 결합한 형태이다. 첫째, 

Part-HTM은 HTM의 캐시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해 

RingSTM을 활용한 소 트웨어 임워크 상에서 트

랜잭션 commit을 지원한다. 따라서 HTM에서 발생한 

캐시 자원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이 존재한다. 

둘째, 트랜잭션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해 모든 트

랜잭션이 근한 주소를 블룸필터 기반의 로그에 기록

하고, HTM 과 HTM, HTM 과 STM, STM 과 STM 

간의 충돌 검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캐시 일 성 로토

콜을 통해 충돌검사를 기본 으로 지원하는 HTM에 비

해 큰 오버헤드를 지닌다. 셋째, 소 트웨어 임워크 

상에서 트랜잭션 rollback을 수행하기 때문에 undo log

가 캐시에 축 된다. 이는 HTM 기반의 트랜잭션과 유

사한 크기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capacity abort 

발생을 래한다. 마지막으로, HTM 기반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fast-path  RingSTM 기반 트랜잭션이 처

리되는 partitioned-path가 Global lock에 의한 slow- 

path와 충돌하면서 Lemming effect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문제 이 존재한다.

3.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분할 기법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는 Intel TSX의 RTM 인터페이스를 기

반으로 형 트랜잭션의 성공을 보장하는 하드웨어 트

랜잭셔  메모리 분할 기법인 NP-HTM(Nested Parti-

tioned HTM)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NP-HTM기법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고, 처리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존의 HTM을 그 로 활용하는 Lite HTM

이 시작되고(①), Capacity abort 로 인해 실패한 트랜

잭션은 Nested Partitioned HTM으로 재시작된다(②). 

둘째, Capacity abort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실패한 트랜

잭션은 성공을 해 재시도를 수행하고(③), 실패를 반

복한 트랜잭션은 Global Lock을 획득하여 직렬 으로 

처리된다(④). 셋째, Nested Partitioned HTM에서 재시

작된 트랜잭션은 Split Manager에서 캐시 용량에 합

한 write set 크기를 계산하여 split 기 을 제공받는다

(⑤). 분할 트랜잭션(Partition HTM)은 Lite HTM과 

마찬가지로 최 한 성공을 보장받기 해 일정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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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랜잭션 분할을 한 Nested Partitioned HTM

Fig. 2 Nested Partitioned HTM for transaction splitting

를 수행하고(⑥), 역 트랜잭션이 commit할 때 까지 

분할 처리를 반복한다(⑦). 넷째, 분할 처리에도 불구하

고 실패한 Partition HTM은 Global Lock을 획득하고 

직렬 으로 처리를 보장받는다(⑧). 이 과정에서 하드웨

어 트랜잭션은 정확한 write-set 정보를 얻기 힘든 문

제 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write set 정보는 

Global Lock이 획득된 직렬 처리를 통해 수집한다(⑨). 

Global Lock이 획득되지 않은 모든 트랜잭션은 기존 

HTM과 동일하게 캐시 일  로토콜을 통해 동시성 

제어를 보장받는다.

제안하는 NP-HTM 기법의 주요 아이디어는 Nested 

Partitioned HTM에서 역 트랜잭션의 실행을 유지한 

채 분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RTM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에서 로그래머가 지정한 _xbegin() 명령어와 _xend() 

명령어의 호출 횟수를 유지하여 첩을 지원한다. 이를 

활용하면 역 트랜잭션의 HTM을 유지하고 분할 트랜

잭션의 HTM 범 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트랜

잭션의 고립성을 보장하기 해 하나의 분할 트랜잭션

과 다음 분할 트랜잭션 사이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수행

되지 않도록 한다. 한, RTM 인터페이스는 트랜잭션이 

실패할 경우 _xabort() 명령어를 통해 직  _xbegin() 

시 으로 rollback을 수행하여 정확성을 보장한다. 체

인 Nested Partitioned HTM의 흐름은 그림 2와 같

다. 트랜잭션 블록의 시작 에서 일반 인 트랜잭션 처

리와 동일하게 역 트랜잭션의 시작을 HTM으로 수행

한다. 모든 트랜잭션은 역 트랜잭션의 commit을 만나

기 까지, 분할 임계값을 도달할 때마다 commit과 begin

을 반복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역 트랜잭션의 HTM

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첩 상태의 HTM begin  commit

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분할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은 트랜잭션 블록이 역 트랜잭션의 끝에 도달하는 

경우, begin과 commit의 을 맞추기 해 partition 

commit을 수행한다.

3.2 분할 알고리즘

제안하는 NP-HTM 기법에서 트랜잭션을 분할하는 기

은 기 수행된 write 트랜잭션의 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다. 계산에 사용되는 메타 데이터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트랜잭션 분할을 한 메타 데이터

Table 1 Meta data of transaction splitting

description

split_s  write set commit threshold

suc  successive partition commits

λ  partitions pe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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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Split  Algorithm

1:  if(capacity abort) then

2:    period = period+1
3:  if(split transaction commit)

4:    suc = suc + 1

5:  else
6:    suc = 0

7:  if(!(period%100))

8:     if(suc > 50) then
9:            = -1

10:    else    then

11:           = +1
12:  split_s = # of write_inst(tx) / 

그림 3 응  분할 알고리즘 의사코드

Fig. 3 Pseudo code of adaptive split algorithm

Capacity abort가 발생한 트랜잭션 블록은 공유 메모

리에서 수행할 write 작업의 footprint가 L1캐시를 과

했다는 가정 하에, write_instructions(tx)에서 Partition 

수(λ)를 나  수치 split를 write set의 commit 임계값

으로 설정한다. 이 때, write_inst(tx)는 트랜잭션 tx 내

에 포함된 write instruction의 체 수를 나타낸다. 아

울러, λ 는 실시간 워크로드 특성을 최 한 반 하기 

해 100개의 트랜잭션 블록을 주기로 계산된다. 100개의 

트랜잭션 블록  연속 으로 commit을 수행한 수(suc)

가 50 이상일 경우, 분할 비용을 최 화하기 해 λ 를 

조정하며, 이는 다음 식과 같다.

if  ≺    
  

실시간으로 워크로드를 반 하지 않고 정 인 분할 기

을 제공할 경우에는 λ 의 값이 5일 때 최 임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λ 의 기값을 5로 

설정하고, 10 미만의 양의 정수로 변화의 폭을 제한한다. 

아울러, HTM상에서 내부 버퍼에 근하여 write 기록

을 확인하는 작업은 트랜잭션 안 을 보장하지 않기 때

문에, 모든 연산은 global lock을 획득한 직렬 처리환경

에서 계산한다. 이를 구 한 의사코드는 그림 3과 같다.

Nested Partitioned HTM를 통한 트랜잭션의 수행 

횟수 100회를 주기로 capacity abort 발생에 따라 period 

변수를 증가시킨다(line 1-2). 한, 연속 인 Nested 

Partitioned HTM의 commit수(suc)를 설정하기 해, 

분할된 트랜잭션 블록이 commit된 경우 suc를 증가하

고, 실패한 경우 이를 기화한다(line 3-6). period가 

100이 되는 시 마다 주기 으로 분할 기 (λ)을 계산

하여 분할 임계값 split_s에 반 한다.

4.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분할 기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한 성능평가를 수행

한다. 비교하는 상은 제안하는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분할 기법(NP-HTM)  기존 연구 가운데 가장 

표 인 트랜잭션 분할 기법인 Part-HTM(PartHTM) 

이다. 실험은 트랜잭셔  메모리 시스템을 평가하기 해 

제안된 STAMP(Stanford Transactional Applications 

for Multi-Processor)벤치마크[12]를 사용하여 성능평가

를 수행하 다. 성능평가 환경은 Intel Core i7-6700K(4 

core, 8 threads) 로세서, 32GB RAM, GCC-5.4.2, 

Ubuntu 16.04에서 수행하 다.

그림 4는 제안하는 기법(NP-HTM)  Part-HTM 

기법의 트랜잭션 처리 성능(Speedup)을 HTM을 기 으

로 스 드 수에 따라 각 워크로드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기법이 스 드 수가 증가할수록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8스 드를 기 으로 제안하는 

기법이 체 워크로드에서 HTM에 비해 약 115%, 

Part-HTM기법에 비해 약 76%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멀티코어 환경에서 기존 연

구보다 트랜잭션의 처리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Kmeans 워크로드의 경우, 트랜잭션의 크기가 매우 

작고 트랜잭션 간 충돌이 단순하기 때문에 HTM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반면, Part-HTM은 undo log를 

기록하고, RingSTM 기반 소 트웨어 임워크를 사

용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가법에 비해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 결론 으로, 제안하는 기법은 트랜잭션을 분할 

처리하고 최 화된 임워크를 통해 HTM commit 비

율을 최 화하기 때문에 Kmeans 를 제외한 모든 워크

로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한 Kmeans 

워크로드에서도 HTM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5는 8스 드 환경에서 분할 기법에 따라 Lite 

HTM에서 capacity abort가 발생한 체 트랜잭션을 기

으로 HTM commit 수를 측정한 것을 나타낸다. 성능 

평가는 제안하는 응  분할 기법  기존 Part-HTM

에서 수행하는 정  분할 기법(5회의 분할 사용)을 상

으로 수행하 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하는 응  분할 

기법이 정  분할 기법에 비해 약 33%의 HTM commit 

수를 증가시킨다. 이는 제안하는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분할 기법이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응  분할 

알고리즘을 통해, 트랜잭션 특성을 효율 으로 반 하여 

HTM commit 비율을 향상시킴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환

경에서 형 트랜잭션 처리를 한 하드웨어 트랜잭셔

 메모리 분할 기법을 제안하 다. 첫째, 제안하는 기

법은 HTM 기반 트랜잭션 블록에서 분할 처리를 지원

하기 해 역 트랜잭션의 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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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TM 비 NP-HTM의 트랜잭션 처리 성능

Fig. 4 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of NP-HTM over HTM

그림 5 분할 기법에 따른 HTM commit 수 측정

Fig. 5 Number of HTM commits according to splitting techniques

로운 Partitioned HTM을 수행하여 형 트랜잭션 처리

를 지원한다. 둘째, 제안하는 응  분할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워크로드 특성을 반 하여 분할 

기 을 설정한다. 한, 분할 처리된 트랜잭션의 commit 

정보를 통해 주기 으로 분할 기 을 재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높은 HTM commit 비율을 지원

한다. 성능평가 결과, 기존 트랜잭션 분할 기법인 Part-HTM

에 비해 평균 76% 성능이 개선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기법을 실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용하

여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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