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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ix

일반인에게는 이종 컴퓨팅(Heterogeneous Computing)이라는 분야가 생소할 수 있지만, 데

스크톱과 서버 업계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십수 년 전으로 꽤 오래됐다. 이종 컴퓨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GPU다. 기존의 GPU가 단지 그래픽 처리를 위한 목적

으로만 사용됐다면, 이종 컴퓨팅에서의 GPU는 본연의 목적 외에 CPU와 같이 연산 유닛

(computing unit)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종 컴퓨팅 기술을 통해 과거 슈퍼컴퓨터로나 가

능했던 날씨 및 태풍 예측과 관련된 기후 관련 분야,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궤도 계산, 

주식이나 채권 분석과 관련된 금융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 고성

능 연산을 현재는 GPU로 가능하게 됐다. 그 GPU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PC에 꽂혀 있는 그 GPU를 사용해서 말이다. 

몇몇 독자들은 고성능의 GPU가 단지 게임할 때나 필요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GPU는 연산 유닛 기능이 포함되어 GPGPU(General Purpose GPU)

라는 새 이름으로 등장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GPGPU의 두 가지 흐름은 엔비디아

(NVIDIA)가 주도하는 CUDA와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에서 주도하는 OpenCL

이 있다.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종 컴퓨팅 기술이 OpenCL이다. 아직은 CUDA와 

OpenCL 중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회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CUDA에 비해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시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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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OpenCL에 조금씩 더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OpenCL 책들이 OpenCL의 프로그래밍 기법 혹은 프로그래밍 방법에 치중한 것

에 비해 이 책은 OpenCL이 동작하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역자가 수년 동안 시스템 아

키텍트로 일하면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설명하는 

책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만큼 저자의 내공이 뛰어나다는 얘기이지만, 그만큼 책의 수준

이 높다는 말도 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OpenCL 문법을 배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도 책 안에서 말했

듯이 OpenCL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우려면 다른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할 것을 권

한다. 이 책은 현재 GPGPU를 위한, 특히 OpenCL이 동작하기 위한 GPU 하드웨어나 아

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아키텍처 위에서 OpenCL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특성

을 갖고 동작하는지를 다양한 다이어그램과 예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여러분

이 단순한 OpenCL 코더(coder)나 디벨로퍼(developer)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책

을 통해, 비단 OpenCL이 아니더라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감을 잡기 바란다. 그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책의 목적과 저자의 의도를 정

확하게 꿰뚫은 것이다.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여러 번 놀랐던 것은 저자의 심오한 내공과 다양한 경험이 녹

아 있는 설명 때문이었다. 역자가 느꼈던 느낌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혹시라도 이 책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난해하다고 느끼는 독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자의 탓이 아니라 번역을 한 역자의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책을 만나 기분이 상쾌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제이펍의 장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편이자 아빠의 본분을 잠시 내려놓아도 투정 없이 지켜봐 준 우리 가족

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김성민

2014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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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OpenCL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컴퓨팅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building block)은 지난 10년간 계속 변해왔다. 우리가 오래전

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하나의 코어만 있는 프로세서로부터 공유 메모리를 갖는 멀티 코

어 프로세서, 그리고 더 높은 확장성을 갖는 “매니 코어” 프로세서와 궁극적으로는 이종 

플랫폼(예를 들어, CPU와 GPU를 함께 사용)으로 변해왔다. 독자들이 이 책을 선택하고 읽어

볼까 생각했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하드웨어의 진화와 발맞춰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바로 이 점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필자는 1985년 이후 병렬 컴퓨팅 분야에

서 일해왔고, 모든 레벨의 병렬 컴퓨터를 사용해왔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

은 병렬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해왔고, 그중 몇 개는 직접 만드는 데 참여도 했다. 따라

서 필자의 경우는 이러한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고 동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드웨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우리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러한 하드웨어의 변화를 좇아가야 한다. 기존

에 작성된 낡은 코드는 이제 버리고 소프트웨어를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OpenCL 1.2 개정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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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업체들은 이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점

이 혁신을 이끌고 장기적으로도 장점이 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플랫폼이 주목받도록 하

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업체가 개발한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만들어 가난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이 부

분이 혼란스럽게 한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되면,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과 소프트웨어는 결국 그들만의 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각 플

랫폼마다 다른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쁨은 

새로운 플랫폼에 맞도록 기존 소프트웨어를 수정만 하게 되는 지루한 작업으로 대체된다.

병렬 컴퓨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소프트웨어가 새로 개발될 때마다 일부의 사람들은 

협력하기도 했고 다시 경쟁하기도 했다. 많은 돈을 관리하는 강력한 고객의 드문 조합, 고

객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업체들의 모임, 그리고 새로 등장한 하드웨어로 발생한 프로그래

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이 되려면 수년이 걸

릴 수도 있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바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

도 있다.

이러한 도약은 클러스터(cluster)와 MPI를 사용하는 대규모 병렬 슈퍼컴퓨터에서 일어났다. 

또한, OpenMP를 사용하는 공유 메모리 컴퓨터에서도 일어났다. 더 최근에는 이종 컴퓨

팅을 위해 마법과도 같은 조합을 사용하는 OpenCL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OpenCL이 이종 컴퓨팅 분

야에서의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환경이 또다시 조성될 때

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구태의연한 과거 독점 프로그래밍 모델 방법

으로 되돌아간다면, 개발자들에게 수년간 고역을 지우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OpenCL은 대단히 복잡한 병렬 프로그래밍 표준이다.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시스템을 사

용하는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을 본 적이 없다. GPU, CPU, FPGA, 임베디드 프로세서, 그

리고 이 시스템의 조합까지도 포함된다. OpenCL은 또한 복잡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성

능 중심의 개발자들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산업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방법

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위 레벨 모델을 사용하여 OpenCL에 매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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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레벨 모델에 맞는 공통된 하위 레벨의 생성을 통해 아이디어와 개발자들이 승리하는 

풍부한 마켓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OpenCL은 프로그래밍 직업을 더 쉽

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작업을 해야만 한다. OpenCL은 상당히 

도전적이며,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OpenCL의 사양과 이 책에서 사용된 코드를 다운로드받아 공부하면 OpenCL에 대해 많

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경험해본 선구자

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OpenCL 표준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한다. 개발자들

은 예제를 통해 익힐 수 있으며, 이 책은 간단한 예제(벡터 덧셈)부터 복잡한 예제(이미지 분

석)까지 단계별 예제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이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져줄 것이다.

이제 책을 펴고 읽어보자. OpenCL 코드를 작성해보자. 이종 컴퓨팅의 세상에 발을 디뎌

보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시작해보자!

팀 맷슨(Tim Mattson)
인텔 수석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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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이 넘도록 컴퓨터 산업은 고든 무어(Gordon Moore)의 “무어의 법칙”에 따라 발전

해왔고 움직여 왔다. 이 무어의 법칙은 다이(die) 위의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매 18개월마다 

두 배가 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한 세대의 프로세서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은 2년 내 두 배가 된다는 기대를 심어줬고, 계속 다음 세대의 프로세서가 발

표되어 왔다.

제조와 프로세서 테크놀러지에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중요한 요

소였으며, 새로운 프로세서 세대에서는 모든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황금 요소”인 0.3(이상적

인 축소) 내로 축소시키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전력 공급도 감소시켰다. 그 결과로 차세대 

프로세서는 같은 전력을 소비하고 같은 전력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두 배로 증가시켰으며, 50%의 성능 향상(주파수)을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은 성능이 요구되

자 컴퓨터 아키텍처는 여분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고, 할 수 있는 이상의 

주파수 증가나 기존 혹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성능 향상 용도의 새로운 아키텍처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서 “작은 디바이스의 특성”이 전체 칩

의 특성을 좌우하게 됐다. 이러한 주파수의 증가와 집적도의 증가는 심각한 소비전력

1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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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없이는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반도체의 국제 기술 로드맵(ITRS,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의 최근 보고서에는 이러한 관찰에 대

해 언급하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며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미래와 기술의 확장

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잘 알려진 성능이 두 배가 되는 시간(더 이상 2년은 아니다)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1) 주파수 증가를 대신해서 현대의 프로세서는 각 다이(die) 

위에 코어의 수를 증가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소프트웨어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주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기대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멀티 코어 아키텍처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새

로운 구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2) 온도와 파워가 미래 아키텍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종 솔루션을 바라보기 시작하도록 했

다. 다른 서브 시스템과 묶이게 되는 시스템과 그 각각이 다른 최적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최적화되거나 다른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시스템이 “전통적”인 CPU 아키텍처와 특별한 목적의 FPGA 혹은 그래픽 

프로세서(GPUs)와 묶이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여러 레벨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시

스템 레벨 혹은 보드 레벨, 근래에는 코어 레벨에서 이루어진다.

동종 병렬 분산 시스템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은 중요한 태스크들을 고려해야 

한다. 비록 그런 개발이 잘 알려진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잘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 개

발 방법, 알고리즘, 디버깅 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목

적의 이종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며, 아직

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상당히 어렵기도 하다.

이종 시스템이 점점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많은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조

사들은 이러한 이종 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AMD는 스

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된 Brook 언어의 사용을 제안했고, 스트리밍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Close to Metal(CTM)과 Compute Abstract Layer(CAL)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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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레드화되어 있는 병렬 아키텍처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하위 레벨의 스트리밍 하드웨어 

기능을 액세스한다. NVIDIA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며, NVIDIA의 최신 GPU와 CUDA 

프로그래밍 환경을 동시 설계하여 높은 스레드 GPU 환경에서 이점을 얻도록 한다.

인텔은 자신들이 개발한 라라비(Larrabee) 아키텍처를 프로그래밍하도록 하기 위해 멀티 

코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용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IBM은 이종, 비 코히어런트(non-

coherent) 셀 아키텍처와 FPGA 기반 솔루션의 이점을 얻기 위해 메시지 패싱 기반 소프트

웨어의 사용을 제안했다. FPGA 기반 솔루션은 두 개의 다른 환경에서 최선을 결과를 얻

기 위해 C나 C++ 기반 프로그램과 함께 VHDL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를 통합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환경 각각은 도메인 특성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

지만, 다른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적 목적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예를 들어, 자바 코드는 완전히 다른 ISA 아키텍처에서도 실행 가

능하다.

오픈 컴퓨팅 언어(OpenCL)는 이러한 중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OpenCL은 

비상업적 기술 컨소시엄인 크로노스(Khronos)에 의해 정의됐고 관리되고 있다. 이 언어와 

개발환경은 대성공을 거둔 CUDA나 CAL과 같은 하드웨어 특정 환경에서 기본적인 개념

의 상당 부분을 차용했다.

OpenCL은 다른 레벨의 병렬화를 제공하며, 동종이나 이종, 싱글 혹은 CPU, GPU, FPGA

와 다른 강력한 미래의 디바이스로 구성된 다중 디바이스 시스템에도 효과적으로 매핑 

가능하다. 미래의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OpenCL은 디바이스가 OpenCL 환경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도록 별도의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OpenCL은 또한 런타임 지원을 정의

하며, 이 런타임 지원은 리소스를 관리하고, 같은 실행 환경에서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를 

조합하도록 해준다. 미래에는 연산 작업, 전력과 메모리 구조와 같은 다른 리소스를 더 일

반적인 수준에서 밸런싱을 동적으로 맞출 수도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이종 환경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목적의 책이다. 이 

책은 병렬 시스템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로 시작하며, 학

생들이 이종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해야 하는 개념에 대해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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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병렬과 분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에 대

해서도 설명한다. 2장부터 4장까지는 OpenCL의 기본적 구조(2장)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

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호스트와 디바이스 아키텍처(3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4장은 

이러한 개념을 쉽지만은 않은 예제를 통해 설명한다.

5장과 6장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장해서 OpenCL의 런타임 실행(5장)과 동시성에 대

한 개념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CPU와 GPU 사이의 분할(6장)에 대해 설명한다.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 4개 장(7장부터 10장)에 걸쳐 좀 더 자세한 예제를 다룬다. 이 장들에서

는 학생들이 OpenCL을 특정 도메인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NVIDIA와 AMD의 다른 플랫

폼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 개 장에서는 좀 

더 진보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이 학생들과 연구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종 컴퓨터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특별히 

OpenCL에 의해 제공되는 솔루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 책은 제대로 집필되었고, 학생들이 갖고 있

는 여러 가지 경험과 수준에 맞춰져 있으며, OpenCL 수업에서 교과서로도 활용이 가능하

다. 또는 책의 파트에 따라 다른 수업에서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두 개 장은 병렬 프로그래밍에 적합하며 고급 과정의 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제들

도 많다.

아비 멘델슨(Avi Mendelson)

마이크로소프트 R&D이자 이스라엘 Technion 대학의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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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이종(heterogeneous)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같은 

다양성은 풍요로움과 설명하기 어려운 세세한 것들을 제공한다. 동시에, 상당히 복잡하며 

다양한 엔티티(entity)들이 특정 태스크와 환경에 최적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컴퓨팅에서 이종 컴퓨터 시스템은 개발자들이 최선의 아키텍처를 선택하여 태스크를 실행

하거나 주어진 아키텍처를 가장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스크를 선택하도록 하는 기능

도 제공한다. 이종 시스템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유연성은 다양한 형태의 태스크를 포

함한 연산 문제를 해결할 때 분명해진다. 근래에는 이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컴퓨터 설계 

커뮤니티의 실험이 급증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아키텍처들을 조합하여 마켓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이 최근에 다소 

둔화되는 것은 공통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래

밍 환경의 부족 때문이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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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L
OpenCL은 이종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특별

히 발전해왔다. OpenCL은 또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여 주어진 아키텍처에서 코어 수가 

증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OpenCL 프레임워크는 멀티 코어 CPU, 디지털 시그널 프

로세서, FPGA,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이종 가속 프로세싱 유닛에서의 실행을 지

원한다. 아키텍처는 이미 메모리 시스템과 명령어 스트림에서 병렬성과 효율성을 뽑는 다

양한 영역을 다룬다. 아키텍처의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설계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솔루션이 OpenCL의 스펙대로 설계

됐다면 다양한 아키텍처로 확장이 가능하다. OpenCL의 표준 추상화와 인터페이스는 개

발자들이 다양한 제조사에서 개발한 이종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OpenCL 프로그래밍 표준의 능력과 유연성을 높이도록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엔

지니어를 도와주는 교재는 없었다. 이 책은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다. 이러한 목

표를 염두에 두고 문법 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OpenCL 문법에 대한 최신 설명은 인

터넷을 뒤져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신에 이 책은 개발자나 학생이 OpenCL 프레임워크

를 이용하여 좀 더 흥미롭고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 여러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이 프로그래밍 표준의 능력에 대해 보여줬다. 저자들의 희

망은 독자들이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익혀서 이종 컴퓨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맛보라는 것이다. 이 책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코멘트는 언제든 환영하며, 이 책

이 여러분의 다음 이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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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만주 헷지(Manju Hegde)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

들을 연결해준 제이 오웬(Jay Owen)에게 감사하며,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탈고일을 압

박한 모건 카프먼(Morgan Kaufmann)의 토드 그린(Todd Green)에게 감사하다. 기술적인 측

면에서 보면, 이 책의 초기 버전의 모든 편집을 담당한 제이 콘월(Jay Cornwall)과 타카히

로 하라다(Takahiro Harada), 저스틴 헨슬리(Justin Hensley), 부디리안토 푸르노모(Budirijanto 

Purnomo), 프랭크 스웨오스키(Frank Swehosky)와 동핑 장(Dongping Zhang)에게 각 챕터마다 

중요한 기여를 해주어서 감사하며, 특별히 케이스 스터디는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책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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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트 R. 개스터 (Benedict R. Gaster)는 차세대 이종 프로세서를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

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다. 특별히 GPU와 GPU 같은 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 프

로세서에 대한 병렬 프로그래밍의 상위 레벨 추상화에 관심이 많다. 그는 OpenCL 설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크로노스 그룹 오픈 표준 컨소시엄에서 AMD 대표였다. 그는 확장 

가능한 기록과 변형을 위한 타입 시스템(type system)의 연구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 호위 (Lee Howes)는 지난 3년 반을 AMD에서 일해 왔으며, 주로 GPU 컴퓨팅과 그래픽

스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토픽에서 일했다. 리는 현재 미래의 이종 컴퓨팅에 대한 프로그래

밍 모델에 관심이 많다. 그의 관심 분야는 반복 도메인의 매핑에 대한 표현, 상위 레벨 입

력 언어와 복잡한 아키텍처 관련 통신에서 사용 가능한 하위 레벨 하드웨어 기능을 위한 

방법,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간결하게 최적화하는 것 등이다. 그는 반복 공간을 메모리 공

간으로 매핑하는 연구로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에서 컴퓨터 과학 분

야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

데이비드 R. 캐리 (David R. Kaeli)는 럿거스 대학에서 전자 공학으로 학사와 박사 학위를 받

았고, 석사 학위는 시라큐스 대학에서 받았다. 그는 현재 노스이스턴 대학의 ECE 교수이

자 공과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다. 또한, Northeastern University Computer Architecture 

Research Laboratory(NUCAR)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1993년 노스이스턴 대학에 합류하기 

저자 소개



OpenCL을 이용한 이종 컴퓨팅 (제2판)xxii

전에는 IBM에서 12년간 근무했고, 마지막 7년은 T.J.Watcon 연구소에 있었다. 그는 또한 

200개 이상의 중요한 논문의 공동저자이며,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백엔드(back-end) 컴파일

러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연구를 해왔다. 또한, GPU 컴퓨

팅 분야에서 다수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현재 IEEE의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

의 테크니컬 커미티(technical committee)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IEEE 펠로우이자 ACM의 

멤버이기도 하다.

퍼하드 미스트리 (Perhaad Mistry)는 노스이스턴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다. 그는 뭄바이에서 

전자 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NUCAR(the Northeastern University Computer Architecture Research Laboratory)

의 멤버이며, 데이비드 캐리 박사가 그의 지도교수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병렬 컴퓨팅 프

로젝트를 해왔다. GPGPU 플랫폼에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위한 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

를 설계했고, 이종 디바이스를 위해 medical reconstruc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종 컴퓨팅의 프로파일링 툴 설계에 관심이 있다. 또한, 병렬 프로그래밍을 간단

하게 하는 툴을 구축하기 위해 OpenCL과 같은 표준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오늘날 

다양한 이종 디바이스에 대한 성능 분석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다.

다나 샤 (Dana Schaa)는 캘리포니아 폴리텍 스테이트 대학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석사는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전자 및 컴퓨터 공학으로 받았다. 현

재 박사과정 중이다. 그의 관심사는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과 추상화, 특히 GPU 아키텍

처 분야다. 그는 실시간 비주얼라이제이션부터 분산, 이종 환경에서의 이미지 재조립까지 

다양한 의료 이미지 처리 연구 프로젝트에서 GPU 기반 구현을 담당했다. 2010년에 제니

(Jenny)와 결혼했고, 현재 보스턴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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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GDG Korea Android) 

OpenCL이 나올 때 이런 기술을 내가 쓸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슈퍼스칼라 

칩셋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향상되었고, 하나의 작업이 중심이 되는 모델은 영원할 줄 알

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더군요. 한계를 넘기 위해 다양한 병렬 처리 

모델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많은 사람이 갈팡질팡하기 쉬

운 시대에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도행 (이스트소프트) 

이 책은 OpenCL의 기본부터 실전까지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깊이 녹아 있을뿐더러, 첨단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 컴퓨팅 계

산에서 통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설명들부터 OpenCL로 구현된 예제와 고난도의 최

적화 케이스 스터디, 부가적으로 저자들이 프로그램을 구동했던 특정 그래픽 카드에 벤치

마크를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OpenCL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전윤호 (다윈텍) 

최근에는 미들엔드급의 AP 칩에도 GPGPU가 들어 있어서 엔지니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3D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시스

베타 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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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프로그래밍을 해 온 제가 이 책 베타 리딩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사용

법을 나열한 일반적인 책과는 다릅니다. 

OpenCL의 내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울러서 자연스럽게 설

명하는 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연모 (이지닉스) 

OpenCL 책을 베타 리딩하면서 소프트웨어 랜더링을 OpenCL을 통해 GPU로 렌더링하면 

몇 배나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지 처리가 여러 방면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CPU의 압박에서 벗어나 GPU를 활

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석 (다음 커뮤니케이션) 

예전부터 OpenCL이나 다른 GPGPU 솔루션을 공부하고자 마음먹었는데 중간에 포기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관련 책들이 문법이나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제가 필요했던 것은 GPU의 구조나 메모리 계층과 같은 병렬화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근본적인 원리와 더 빠른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독자들도 이 책을 읽고 GPU와 멀티코어 CPU의 놀라운 병렬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여 놀라운 속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 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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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렬 프로그래밍 

소개

C H A P T E R

소개
오늘날 컴퓨팅 환경은 멀티 코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중앙 연산 장치(CPUs, Central Processing  

Units),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리컨피규러블(reconfigurable) 하드웨어(FPGAs), 그리고 그

래픽 프로세싱 유닛(GPUs) 등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많은 이종 하드웨어의 출현

과 함께, 이러한 여러 아키텍처에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은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제어 중심인 워크로드(workload) 비헤이비어(behavior)(검색, 정렬, 그리고 파싱 

등)부터 데이터 중심적인 워크로드 비헤이비어(이미지 처리,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그리고 데이

터 마이닝 등)까지 다양한 워크로드 비헤이비어를 포함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또한 연

산 중심적인 특징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로는 반복적인 메소드, 수학적인 메

소드, 그리고 금융 모델링 등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처리량은 주어진 하드웨어

에서 이러한 연산의 효율성에 따라 다르다. 이 워크로드 각각은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특정 

스타일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모든 워크로드에서 최적인 유일한 아키텍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워크로드 특성들이 혼합되어 있다. 예

를 들어, 컨트롤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은 슈퍼스칼라 CPU에서 빠르게 실행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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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분기 예측 메커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에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

션은 벡터 아키텍처에서 빠르게 실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같은 오퍼레이션이 동

시에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OpenCL
오픈 컴퓨팅 언어(OpenCL)는 비영리 기술 컨소시엄인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이 관

리하는 이종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다. OpenCL은 다른 제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가

지 디바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OpenCL은 다

양한 레벨의 병렬화를 지원하며, 동종 시스템에서 CPU, GPU, 그리고 제조사별로 각양각

색의 다바이스로 구성된 이종 시스템까지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OpenCL에 대한 정

의는 디바이스 측의 언어와 시스템에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호스트 관리 계층 모두를 포

함한다. 디바이스 측 언어는 다양한 메모리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매핑하도록 설계됐다. 호

스트 언어는 낮은 오버헤드를 가지며 복잡한 동시성(concurrency)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배

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접근은 개발자들에게 알고리즘 설계

에서 구현까지 효율적인 단계를 제공한다.

OpenCL은 태스크 기반 병렬화와 데이터 기반 병렬화를 사용하여 병렬 컴퓨팅을 제공

한다. 현재 x86, ARM, PowerPC를 포함한 CPU를 제공하며, AMD, 애플, 인텔, 그리고 

NVIDIA에서 개발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에 적용되어 있다. OpenCL에 대한 지원은 다

양한 플랫폼 제조사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OpenCL을 지원하

는 계획도 있다. 이러한 제조사들은 임베디드 제조사(ARM과 Imagination Technologies)에서 

HPC 제조업체(AMD, 인텔, NVIDIA와 IBM)까지 마켓의 다양한 세그먼트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원되는 아키텍처는 멀티 코어 CPU와 GPU와 같은 처리 프로세서 및 벡터 프로세

서, 그리고 FPGA와 같은 세밀한 병렬 장치 등을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OpenCL의 크로스 플랫폼은 업계 전반의 지원을 통해, 개발자들이 OpenCL

의 적용 범위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OpenCL을 배우고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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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훌륭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한다. 

이 책의 목적
이 책의 첫 번째 판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OpenCL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제시하는 최초의 

서적이었다. 이번 두 번째 판에서 OpenCL 스탠다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책은 

OpenCL을 사용하여 현재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는 CPU와 GPU 예제를 포함하여 CPU와 GPU를 

통합한 가속 처리 장치(APU) 예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주된 목적은 병렬 시

스템을 대상으로 OpenCL을 사용하여 잘 설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프로그래머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은 OpenCL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추

상화와 기능을 통해 프로그래머에게 효율적인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

다. 예제를 통해 독자들은 간단한 소개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최적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은 개발과 목표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필요

로 하는 프로파일링과 디버깅을 통해 개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이 책은 강사용 슬라이드 및 프로그래밍 예제를 제공하며, 이 자료들은 OpenCL을 강의

하는 강사들이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할 때 도움이 된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URL  http://heterogeneouscomputingwithopencl.org

병렬화란?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고전적인 접근 방식은 여러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여 연산을 가속화하는 

방법이다. 표준 접근 방식은 “분할 정복(divide-and-conquer)”과 “스캐터 개더(scatter-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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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문제를 분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며, 개발자들에게 고성능 시스템에서 병렬 리소

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제공한다. 분할 정복 방법은 어떤 문제를 제

공되는 연산 자원에 맞는 크기가 될 때까지 서브 문제 여러 개로 나누어 해결하는 방법이

다. 스캐터-개더(scatter-gather) 방법은 데이터 세트의 서브 세트를 각각의 병렬 리소스로 전

송하여 연산 결과를 모으고 합쳐서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방법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

럼, 각 병렬 리소스의 처리 능력에 맞게 어떻게 서브세트를 분할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림 

1.1은 정렬과 벡터-스칼라 곱셈과 같이 널리 잘 알려진 애플리케이션이 처리를 가속하기 

위해 병렬 리소스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핑되느냐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정렬되지 않은 

정수

병렬 비교

정렬된 

리스트를 합침

정렬된 

정수

벡터 A

벡터 B

병렬 곱셈

병렬 덧셈

병렬 덧셈

덧셈

병렬 하드웨어에 분배

(B)(A)

정렬된 

리스트를 합침

그림 1 . 1

(A) 간단한 정렬 (B) 내적(dot product) 예제

현대의 병렬 프로세서 기술에서 병렬화와 이종화가 성장함에 따라 프로그래밍 작업 자체

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기술이 전력과 발열로 인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마이크로 프로세서 업체들은 주파수를 증가시켜서 더 높은 성능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나 혹은 특별한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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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에서 병렬성을 얻어내는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알고리즘을 분해하고 타깃 하드웨어 플랫폼의 다양성을 효율적으

로 매핑해야 하는 프로그래머의 몫으로 남겨졌다. 

지난 5년 동안 병렬 컴퓨팅 디바이스는 비약적으로 증가해왔고, 마찬가지로 병렬 컴퓨팅 

디바이스의 처리 능력도 증가해왔다. GPU는 또한 그래픽 관련 연산을 하고 적은 비용으

로 새로운 레벨의 처리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3차원 그래픽 렌더링, 높은 데이터 

병렬 문제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GPU는 매우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도록 발전되어 왔으

며, CPU 못지않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태스크 및 데이터 병렬화 아키텍처로 빠르게 

진화했다.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은 요즘 CPU 코어와 GPU 코어를 하나의 다이(die)에 합치

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이종 컴퓨팅의 새로운 세대에 펼쳐질 기술이다. 호

스트 CPU가 커널 형태가 아닌 태스크를 실행하는 반면, GPU는 커널(kernel)이라고 하는 

주어진 애플리케이션에서 연산 중심과 데이터 중심에 대한 부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와트

(watt)당 성능과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인간이 만든 세계와 자연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스템과 현상은 병렬 처리와 동

시 실행의 다른 면들을 보여준다. 

• 분자 역학

• 날씨와 해양 패턴

• 멀티미디어 시스템

• 지각판(tectonic plate) 드리프트

• 세포 성장

• 자동차 조립 라인

• 소리와 빛 파동 전파

병렬 컴퓨팅은 앨머시(Almasi)와 고트립(Gottlieb)에 의해 정의된 것처럼 “여러 연산을 동시

에 수행하는 연산의 한 형태이며, 규모가 큰 문제는 종종 작은 문제로 나눠서 동시에(예를 

들어, 병렬로) 실행하여 해결하는 형태의 원칙을 갖고 있다.” 얻을 수 있는 병렬 처리의 정도

는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 다르다(이 세계에서 중요한 병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

억하자). 또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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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성에 대해 다른 형태로 접근하게 된다. 고유의 병렬 연산에 대해 설명하는 두 가지 간

단한 예제인 벡터 곱셈과 텍스트 검색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 예제는 두 개의 배열 A와 B의 항목을 곱하는 예이며, 각 배열당 N개의 항목을 갖

고 있고, 각 곱셈의 결과는 배열 C에 저장된다. 그림 1.2는 이 예제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시리얼로 된 C++ 프로그램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for (i=0; i<N; i++)
   C[i] = A[i] * B[i];

X

X

X

X

X

배열 A[ ]

배열 B[ ]

병렬 곱셈

연산들 간에 

어떠한 정보 전송도 없다

배열 C[ ]

그림 1 . 2

두 배열의 곱셈: 이 예제는 어떠한 정보 전송도 없는 병렬 연산을 보여준다.

이 코드는 상당한 병렬성을 가지지만, 매우 적은 연산 강도를 포함하고 있다. 배열 C에 있

는 항목의 연산은 다른 항목과는 상관이 없다. 이 코드를 병렬화할 수 있다면 배열 C의 

모든 항목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연산을 분리할 수 있다. 이 코드는 상당히 많은 데이

터 레벨 병렬성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같은 오퍼레이션이 모든 배열 A와 B에 적용되어 

배열 C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작업은 같은 데이터를 갖는 서브세트(subset)에서 동

작 가능한 태스크 병렬화의 간단한 형태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태스크 병렬화는 데이

터의 파이프라인 형태의 실행이나 더 복잡한 병렬화에 적합하다. 그림 1.3은 FFT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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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파수 공간에서 이미지의 필터링을 지원하는 파이프라인 작업에 대한 병렬 처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자. 하려는 연산은 텍스트 본문에서 동일한 문자열의 발생 횟

수를 찾는 것이다(그림 1.4). 텍스트의 본문은 이미 N개의 단어의 집합으로 파싱(parsing)되

어 있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텍스트 문자열에서 각 문자열을 N번 비교(즉, 태스크)하면서 N

Valence

Base

Acid

Acid

Oxygen

a b c a i s d e

문서의 단어들

N개의 병렬 비교 태스크

더 세밀한 문자 대 문자 병렬성

문자열 검색

문자 비교 문자 비교 문자 비교 문자 비교

문자열 비교

문자열 비교

문자열 비교

문자열 비교

그림 1 . 4

태스크 레벨과 데이터 레벨의 병렬 처리의 예다. 텍스트 본문에서 문자열의 발생에 대해 카운트하는 작업을 병렬 태스크로 처

리할 수 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문자열 비교가 세분화된 병렬 처리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력 

이미지 4

FFT
주파수 

공간 필터

역 

FFT 출력 

이미지 0

입력 

이미지 3
입력 

이미지 2

그림 1 . 3

FFT를 이용한 이미지의 필터링은 전체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에서 태스크들이 함께 동작하는 것처럼 태스크 병렬

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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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과 잠재적 일치가 되는 문자열 비교 태스크를 분할한다. 이 방법은 검색 효율성의 관점

에서는 좀 진부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병렬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텍스트 문자열을 N

개의 병렬 태스크에 존재하는 단어들과 비교하고, 각각의 비교는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수

행한다. 하나의 비교 태스크에서 더 나은 병렬화가 존재하며, 문자 대 문자의 비교가 좀 

더 세밀한 레벨의 병렬화라고 볼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 레벨의 병렬 처리(여러 데

이터 항목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와 태스크 레벨의 병렬 처리(모든 단어에 대해 동시에 문자

열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할 횟수가 결정되면 전체 비교 횟수에 누적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합계가 의미

하는 것이 바로 병렬 처리 가능 횟수가 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분 합을 

합쳐서 병렬 리소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감소(reduction)”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림 1.5는 감

소 트리(reduction tree)를 나타내고 있으며, log N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자열 비교

문자열 비교

문자열 비교

Acid

문자열 비교

매칭된 수의 합 매칭된 수의 합

매칭된 수의 합

감소(reduction) 
네트워크

매칭된 수

그림 1 . 5

모든 문자열 비교가 완료된 후에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일치하는 항목의 수를 모두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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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성과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
이제 동시성과 병렬 처리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OpenCL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애

플리케이션을 병렬 플랫폼에 매핑하려고 할 때는 올바른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에 나

오는 모델 모두가 OpenCL을 지원하지만, 기본 하드웨어는 실제 사용되는 모델에 따라 제

한적이다. 

동시성은 두 개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현실 세계에서 동시

성을 찾아보자면, 한 팔로 아이를 안은 상태로 길을 건너거나,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얘

기하면 손으로는 뭔가를 하면서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독립적으로 여러 작업을 수

행하는 단일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것은 작업이 동시(즉, 병렬)에 실행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보

자. 이 애플리케이션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현재의 이미지

를 업데이트한다. 개념적으로, 입력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은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는 다른 오퍼레이션(즉, 태스크)이다. 이러한 태스크는 동시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

만, 병렬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사실, CPU 안에 있는 싱글 코어에서 실행되는 경우라면 

병렬로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또는 운영체제는 태스크들을 스위치하여 

각 태스크별로 코어당 실행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할당하게 된다. 

병렬성은 전체적인 성능을 증가시킨다는 명백한 목표를 갖고 두 개 이상의 작업을 병렬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배치를 보자. 

단계 1)    A = B + C
단계 2)    D = E + G
단계 3)    R = A + D

단계 1과 단계 2에서 A와 D에 대한 할당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 이유는 이 두 단계 사이

에 데이터의 의존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단계 2에서 오른쪽 변의 변수 E와 G는 단

계 1의 왼쪽에서는 없는 변수이며, 반대로 단계 1의 변수 B와 C는 단계 2의 왼쪽 변에서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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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단계 1(A)의 왼쪽 변의 변수는 단계 2(D)의 왼쪽 변에 있는 변수와는 다르다. 

단계 3은 단계 1과 단계 2에 대해 의존적이며, 따라서 단계 1이나 단계 2와는 병렬로 수행

될 수 없다.

병렬 프로그램은 동시성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성 프로그램이 병렬화될 필요는 없다. 많은 

동시성 프로그램이 병렬로 실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성 태스크 사이의 독립성은 이

러한 결과를 불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인터리브(interleaved) 실행은 동시성의 정의를 만

족시키지만 병렬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단지 동시성 프로그램의 부분집합이 

병렬이며, 모든 동시성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모든 프로그램의 부분집합이다. 그림 1.6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동시성 및 병렬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잘 알려진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러한 소개는 2장에서 OpenCL을 배우기 전에 기본 지식을 쌓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

동시성 

프로그램

병렬 

프로그램

그림 1 . 6

병렬과 프로그램과 동시성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서브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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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와 공유 메모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구조는 독립적인 제어 흐름(control flow)를 유지하는 여러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서로 동시에 실행된다. 이 서브 프로그램을 스레드

(thread)라고 정의한다. 스레드 간의 통신은 같은 주소 공간에 있는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거

나 액세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스레드는 자신만의 로컬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으며, 그 

공간은 각 스레드의 변수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모든 스레드는 동일한 글로벌 변수를 

갖는다. 스레드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비유로는, 여러 개의 서브 루틴을 포함하고 

있는 메인(main) 프로그램 개념이 있다. 메인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의해 실행되며, 필요

한 시스템이나 사용자 자원을 로딩한다. 메인 프로그램의 실행은 몇 개의 연속된 작업을 

실행하면서 시작하며, 태스크를 생성하여 스케줄되고, 운영체제에 의해 스레드를 사용하

여 동시에 실행된다. 

각 스레드는 메모리의 글로벌 뷰(global view)를 통해 이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메인 프

로그램과 같은 주소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스레드는 서로 글로벌 메모리를 통해 통

신한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글로벌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동기화가 필요하다. 

메모리 일관성 모델(memory consistency model)은 메모리에 대한 로드(load)와 저장(store)의 

명령어를 관리하기 위해 정의한다. 모든 프로세서는 같은 주소 공간을 보고 있으며, 다른 

프로세서의 도움으로 이 주소 공간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락(lock)/세마포어(semaphore)

와 같은 구조는 다중 태스크에 의해 액세스되는 공유 메모리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공

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공유 메모리 모델의 중요 기능은 개발자가 데이터의 이동

을 관리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하드웨어나 런타임 시스템에 구현된 일관성 모델

(consistency model)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메모리 일관성의 몇 가지 단계는 직접 설정되어

야 한다. 이러한 점은 태스크 사이의 데이터 통신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로 인해 병렬 코드 개발은 간단해진다.

하드웨어로 완벽한 일관성 공유 메모리 모델을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 멀티프로

세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구조는 이런 모델이 제한된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다. 공유되는 

버스는 설계 시에 병목 현상의 주 원인이 된다.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며, 프로세서



CHAPTER 1 병렬 프로그래밍 12

를 추가하려고 할수록 복잡도가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멀티 코어와 멀티프로세서의 

확산을 막는 요인이며, 따라서 일관성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 함께 동작하는 코어의 수

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그 이유는 공유 버스와 일관성(coherence) 프로토콜 오버헤드가 

병목 현상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에 확장된 메모리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상호연결 비

용이 증가하지만, 좀 더 느슨한 공유 메모리 시스템(relaxed shared memory systems)일수록 

확장이 더 가능하다. 

대부분의 멀티 코어 CPU 플랫폼은 단일 형태의 공유 메모리를 지원한다. OpenCL은 공

유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실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메시지 패싱 통신

메시지 패싱(Message-Passing) 통신 모델을 사용하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태스크들이 각

각 연산을 하는 동안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상호 통신이 가능하다. 다중 

태스크는 동일한 물리적 장치 또는 임의의 장치에서 실행할 수 있다. 태스크들은 명시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한다. 데이터 전송은 대개 

각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되는 협력 오퍼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전송 오퍼레이

션은 그에 맞는 수신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메시지 패싱 구현은 메

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하드웨어와는 독립적인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래머

는 태스크 사이의 명시적인 메시지 통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메시지 

패싱 라이브러리가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MPI는 현재 가장 잘 알려진 메시지 패싱 

미들웨어다. 이 구현은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개발자들이 서로 호환되는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가 다소 까다롭다.

병렬 처리의 다른 병렬화 정도

병렬 컴퓨팅에서 단위(granularity)는 통신의 연산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산 주기는 

특별히 동기화 이벤트에 의한 통신 주기와는 분리되어 있다. 병렬화의 정도(grain)는 애플

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제한된다.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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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부 플랫폼에 대해 전체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올바른 병렬화 정도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올바른 병렬화 정도의 크기가 추가적인 병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이러한 선택은 각 태스트에 할당하는 데이터의 양을 결정하

는 “청크(chunk)”의 개념으로 참조되기도 한다. 올바른 청크 크기를 선택하는 것은 병렬 하

드웨어를 더 효과적으로 가속시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올바른 병렬화 크

기를 알아내는 데 관련이 있는 몇 가지 트레이드 오프(trade-off)에 대해 알아보자.

• 세분화된 병렬화

• 낮은 연산 강도

• 장기간의 비동기 통신을 숨길 수 있는 충분한 작업이 없을 수 있다

• 관리가 가능한(작은) 워크 유닛에 대해 대규모로 제공하는 로드 밸런싱

•  병렬화 정도가 너무 세밀한 경우, 태스크 간의 통신 및 동기화 오버헤드로 인해 원

래의 직렬 실행보다 병렬 실행이 더 느려질 수도 있다

• 세밀하지 않은 병렬 처리

• 높은 연산 강도

• 프로그램 전체가 병렬 처리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더 어려운 효율적 로드 밸런싱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 어떤 병렬화 정도로 구현해야 가장 좋은 것일까? 가장 효율

적인 병렬화 강도는 실행할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통신이

나 동기화와 관련된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연산 태스크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다면 세

밀하지 않은 병렬화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낫다. 세밀한 병렬화는 로드 밸런싱

이 맞지 않거나 메모리 지연(이러한 특징은 GPU에서 두드러지며, 메모리 지연을 숨기기 위해 거의 

제로 오버헤드 스레드 스위칭을 한다)으로 인해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세밀

한 병렬화는 명령어 레벨(이 방법은 VLIW(Very Long Instruction Word)와 슈퍼스칼라 아키텍처

에서 사용된다)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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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와 동기화

어떤 데이터도 공유하지 않는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런타

임 시스템이나 운영체제가 적절한 실행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동시

에 실행 가능하고 병렬로도 실행 가능하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얻은 결

과가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시스템은 어떤 형태이든 동기화가 필요

하며, 동기화 측면에서 보면 병렬 실행은 불가능하다. 

동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데이터 공유와 동기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

성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공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태스크의 입력이 다른 태스크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프로듀서

(producer)/컨슈머(consumer) 혹은 파이프라인 실행 모델이 이에 해당된다.

•  중간 결과물이 다른 결과물과 합쳐지는 경우. 예를 들어, 감소 연산이나 그림 1.4의 단

어 검색 예제가 이에 해당된다.

이상적으로는, 데이터 의존성이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병렬화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베리어(barrier)나 락(lock)과 같은 명시적 동기화 기능은 필요한 경우 동기화

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언제 지원해야 하

는지 혹은 태스크들 간의 동기화는 언제 필요한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소개만 했지만, 다

음 장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장은 병렬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개념을 소개한다. 이 장에서

는 동시성, 스레드와 병렬 처리의 다양한 정도(grain)에 대해서 다루며, 다양한 병렬 소

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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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서는 OpenCL을 소개한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OpenCL은 커널, 플랫폼, 디바이

스, 4개의 다른 추상화 모델, 그리고 OpenCL 커널의 첫 번째 예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

해하는 데 중요하다. 

•  3장은 OpenCL이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할 수도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룬다. 이러

한 아키텍처에는 X86 CPU, GPU, 그리고 APU가 있다. 또한, SIMD와 VLIW를 포함

한 여러 종류의 아키텍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장은 멀티 코어의 개념, 처리지향 시

스템(throughput-oriented system)과 이종 아키텍처(heterogeneous architecture)의 새로운 발

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4장은 예제를 통해 독자들이 OpenCL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 행렬 곱셈, 이미지 회전 

및 콘볼루션 구현에 대해 소개한다. 

•  5장은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동시성 및 실행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장에서 커

널, 워크아이템, 그리고 OpenCL 실행과 메모리 계층에 대해 다룬다. 또한, OpenCL에

서 어떻게 큐잉을 하고 동기화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은 메모리

와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OpenCL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  6장은 예로 든 아키텍처에 OpenCL이 어떻게 매핑하는지 설명한다. 이 장에서 AMD 

불도저(Bulldozer) CPU와 AMD Radeon HD7970 GPU의 조합으로 된 시스템을 선택하

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CPU와 같은 대규모 시리얼 아키텍처와 GPU와 같은 벡터/

처리량 아키텍처에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을 어떻게 매핑하는지 보여주며, 특정 아

키텍처 스타일에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  7장은 이종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관리에 대해 다루며, 특별히 OpenCL을 사용하여 서

로 다른 플랫폼에서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한다. 이 장은 감소(reduction) 커널의 성능이 서로 다른 데이터 관리 정책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 스터디로 결론을 맺는다.

•  8장은 콘볼루션(convolution) 알고리즘을 가속시키는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 다룬다. 메

모리 공간 활용과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이슈는 워크아이템 스케줄링, 웨이브프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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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front) 사용, 그리고 전체 효율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법들은 OpenCL

을 사용하여 고성능의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반 기술이다.

• 9장은 다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 다루며, 히스토그램(Histogram)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잘 디자인된 워크그룹 크기와 메모리 접근 

패턴이 히스토그램 같은 메모리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10장은 이종 CPU-GPU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타깃 애플리케이션은 

믹스드 파티클 시뮬레이션(이 책의 표지 그림)이며, 시스템에서 파티클의 크기 정도에 따

라 CPU와 GPU를 모두 사용하는 작업이다. 

•  11장은 디바이스 피션(fission)과 배정도 확장 예제를 통해 OpenCL의 확장(extension)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12장은 C나 C++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임베디드 도메인 특정 언어(Embedded Domain Specific Language)와 API 래퍼 프레임워크

를 통해 OpenCL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장의 중요한 요소는 함수 프

로그래밍 언어인 하스켈(Haskell)을 통해 OpenCL을 액세스하는 예제를 자세하게 보여

준다.

•  13장은 독자들에게 OpenCL 프로그램의 디버깅과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올바른 

디버깅 툴은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특정 컴퓨터 언

어를 배우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  14장은 13장에서 간단하게 다룬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

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 의료 이미지 분석 파이프라인은 전형적인 GPU 멀티스레

드 실행을 OpenCL을 사용하여 GPU 실행으로 최적화한다. 이 장에서는 정적 분석과 

프로파일링 모두를 다루며,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때 데이터 병렬화 실행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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