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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es RVM: award winning software 

http://www.sigplan.org/awards/software/2012 



Prevalence in research community 

http://jikesrvm.org/Publications 

100+ papers in conferences including PLDI and OOPSLA from 1999 to 2014 



Jikes RVM의 현재 상황 
�  Jikes RVM의 컴파일러는 baseline과 optimize compiler 2
가지 종류가 있다. 

�  현재 Jikes RVM은 IA32에서 작동 
 
�  IA64환경에서 baseline compiler는 불안정하게나마 

porting이 되어있다. 
 
�  그러나! 벤치마크가 실행되지 않으며, optimize compiler는 
아직 porting이 되어있지 않다. 



뭐 하나? 

�  Jikes RVM을 64bit 환경에 포팅한다. 
  - baseline compiler 
  - optimizing compiler 
  - garbage collection 



왜 하나요? 
�  32bit 환경은 메모리 공간을 최대 4GB까지만 이용 가능 

�  64bit 환경은 메모리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  그렇기에, 대형 어플리케이션을 32bit환경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
행 가능. 

   - big data analytics 
   - many core garbage collection for very large heap space 
 
�  32 bit와 64bit 프로세서 성능 실험 

 



연구 진척 
�  현재는 기초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 

   - Dacapo 벤치마크를 IA64환경에서 실행 
 
   - Jikes RVM내에서 IA32와 IA64의 호환성 조사   



 
 
 

  Thank you! 





연구 진행 중의 문제점 
�  IA64 환경에서 Dacapo 벤치마크가 실행되지 않음 



연구 진행 중의 문제점  
�  IA64 환경에서 Dacapo 벤치마크가 실행되지 않음 

�  IA64 환경에서 optimize compiler실행 불가 

�  대형 application을 실행할 경우 코드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고안이 필요. 



연구 진행 중의 문제점 
 Benchmark* IA32* IA64* 비고 

avrora* O X* *
batik* X* X* *
eclipse* X* X* *
fop* X* X* *
h2* X* X* *

jython* O* X* *
luindex* O* X* *
lusearch* O* X* *
pmd* O* X* 특정한 config내에서는 실행 가능 

sunflow* O* X* *
tomcat* X* X* *

tradebeans* X* X* *
tradesoap* X* X* *
xalan* O* X* *

*

  BaseBaseCopyMS, BaseBaseImmix, FastBaseAdaptiveCopyMS, 
FastBaseBaseSemiSpace. 총 4개의 config에서 pmd는 통과하지만 4개의 공통점을 찾
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