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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오늘날 병렬 하드웨어(parallel hardware)는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독자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병렬 하드웨어는 대중화되었으

나 병렬 하드웨어를 제대로 프로그래밍할 줄 하는 개발자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대학생(사실 누구라도 상관없다)들이 병렬의 개념부터 병렬 하

드웨어, 그리고 병렬 하드웨어를 활용한 병렬 소프트웨어를 학습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1장에

서는 병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병렬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

고 있다. 이 2장의 병렬 하드웨어 개념은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병렬 하드웨어까

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2장은 독자 여러분이 꼭 읽어 보기 바란다. 3
장부터는 MPI, Pthreads, 그리고 OpenMP를 사용하여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

개하고 있다. 이 세 개의 기술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이다. MPI나 Pthreads, 그리고 OpenMP를 각각 설명하는 책은 

제법 있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 

이 책은 미국의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의 학부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다. 병렬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병렬 프로그래밍을 실무로 직접 하고 있는 여러 개발자들에게 이 책이 병

렬 프로그래밍의 개념부터 응용까지 폭넓은 경험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의 번역을 의뢰받은 것은 꽤 오래 전인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호흡으로 

집필을 한 “피터 파체코(Peter Pacheco)" 교수의 내공을 부족한 역자의 머리로 풀어내기가 쉽지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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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부족한 저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 준 제이펍 

출판사 관계자 분들과 장성두 대표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 원고가 늦어지는 역자의 게으

름을 인내해 주셨기에 이 훌륭한 책이 독자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수 있었다. 깊은 내공이 담

긴 원서를 번역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연구 소장님과 이희

규 부장님, 한명구 부장님, 그리고 신인묵 교수님과 박인서 교수님의 멘토링이 없었다면 이 책

은 아직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거나, 나왔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조숙아의 모습이었을 것

이다.

아직 채 여물지 않은 햇과일을 시장에 내어놓은 농부의 심정이지만, 이 책을 통해 단 한 명의 

개발자라도 병렬 프로그래밍의 깊은 맛을 느껴 보기를 소망한다.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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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하드웨어는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 널리 퍼져 왔다.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는 

랩톱, 데스크톱, 혹은 서버를 찾기는 어렵다. 베어울프(beowulf) 클러스터는 1990년대 존재했

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며 오늘날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다. 클라우드(cloud) 컴퓨팅은 데스

크톱처럼 액세스가 가능한 분산 메모리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컴퓨터 과

학 전공자들은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 경험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소수이다. 많은 학교에

서 병렬 컴퓨팅에 대해 상위 몇몇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개설하지만, 대부분의 컴퓨터 과학 

전공 학과는 이수할 교육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이 멀티스레딩이나 멀티프

로세스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프로그램이 하나의 코어에서 만족하는 

성능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과학자들은 병렬화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큰 성능 

향상에 대해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러한 병렬화의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됐다. 이 책은 MPI, Pthreads, 그리

고 OpenMP를 사용하여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세 개의 기술

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이다. 필자가 생각한 독자는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 학

생들과 그 방면의 종사자들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은 대학에

서 배운 수학과 C를 사용하여 시리얼(serial)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정도이다. 이것

머리말

P R E F 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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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들이 가능한 한 일찍 병렬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해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라

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 대학(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컴퓨터 과학 전공 학생들은 대부분의 1학
년생이 수강해야 하는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 과목을 이수한 후에 이 책을 사

용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지난 6년 동안 병렬 컴퓨팅에서 이 과목을 개설해 

왔고 학생들이 고학년이 될 때까지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많은 경험

을 익히게끔 해 왔다. 이 수업은 인기가 많으며 학생들이 “Introduction” 수업을 수강한 후에 

다른 수업과 이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됐다. 

2학년이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면 교수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병렬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익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 책이 그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라 믿

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에 대하여

앞에서 말했지만, 이 책의 주된 목적은 MPI, Pthreads, 그리고 OpenMP를 사용하여 컴퓨터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나 병렬화에 대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병렬 프

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가능한 한 쉽고 유연하게 설명하여 한두 개의 API에 대

해서 별다른 흥미를 갖지 못하는 독자들이 적은 노력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모두 익힐 수 있

도록 해 준다. 따라서 세 API에 대한 장은 서로 독립적이다. 어떤 순서로 읽어도 상관없으며 

그중 한두 개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러한 독립적인 내용 구성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세 장

에서 필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설명했다. 물론 반복된 내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거나 그냥 

넘겨도 상관없다. 

병렬 컴퓨팅에 경험이 없는 독자들은 먼저 1장을 읽기 바란다. 병렬 컴퓨팅이 컴퓨터 분야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장은 또한 병

렬 시스템과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2장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하드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API장을 

읽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읽어 보기 바란다. 3장, 4장, 그리고 5장은 MPI, Pthreads, 그리고 

OpenMP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다. 

6장에서는 두 개의 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나는 병렬 n-body 솔루션이고 다른 하나는 

병렬 트리 검색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세 개의 API를 모두 사용해서 개발한다. 7장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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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병렬 컴퓨팅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C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API가 모두 C 언어 인터

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C 언어는 사용하기에 상당히 간단한 언어이고 배우기도 상대적으로 쉬

운 언어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C++이나 자바 개발자들은 이미 C 언어의 제어 구조에 대해 익

숙하리라 생각한다.

수업에서의 사용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학부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수업

은 컴퓨터 전공자들에게 학부 운영 체제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 이 과정을 듣

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학기의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과목에서 “B학점” 이상을 

받거나 두 학기의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에서 “C학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수업

은 처음 4주는 C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바 프로그램에 

익숙하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은 주로 C 언어에서의 포인터 사용을 설명하고 있

다.1 1장, 3장, 4장, 그리고 5장의 대부분을 강의하며 2장과 6장은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

명한다. 2장에 대한 배경 지식은 필요한 경우에만 소개한다. 예를 들어, OpenMP9(5장)에서 

캐시 일관성(cache coherence)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2장에서 캐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수업은 매주 숙제가 있으며 다섯 개의 프로그래밍 숙제, 두 번의 중간고사, 그리고 한 번의 기

말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숙제는 대부분 짧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렇게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현재 수업을 잘 따라오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소개한 개념에 대

해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숙제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수업을 성공적으로 끝내

기 위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연습문제는 이러한 간단한 숙제

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숙제는 일반적인 숙제로 작성하는 프

로그램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종종 숙제에 

의사코드(pseudocode)를 포함하거나 수업 시간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루곤 한다. 이 추가

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때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숙제를 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결과, 그리고 운영 체제를 가르치는 교

1 흥미롭게도 많은 학생들이 C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이 MPI 프로그래밍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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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열정적인 리포트는 이 수업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병렬 컴퓨팅의 더 고급 수업을 위해서 이 책과 온라인 지원이 제공된다. 제공되는 것들은 이 

책에서 설명하지 못한 세 개의 API에 대한 문법(syntax)과 그 외 많은 정보들이다. 이 책은 또

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나 병렬 연산을 이용하는 컴퓨터 과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수업에 사

용할 수 있다. 

지원

책의 웹사이트는 http://www.mkp.com/pacheco이다. 정오표와 관련된 자료 사이트에 대한 링

크를 포함하고 있다. 교수들은 완전한 강의 노트, 책에 있는 그림, 그리고 연습문제와 프로그

래밍 문제에 대한 답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들은 책에서 다룬 긴 프로그램을 다

운로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류를 찾아 연락을 주면 매우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혹시 필자의 실수를 찾게 

되면 peter@usfca.edu로 이메일을 보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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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으로 수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초기 제안서를 

읽어 주고 조언을 해 준 다음의 분들께 감사드린다. 피크렛 어칼(Fikret Ercal)[미주리 과학기

술대학(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과 댄 하비(Dan Harvey)[서던오리건 대학

(Southern Oregon University)], 조엘 홀링스워스(Joel Hollingsworth)[엘론 대학(Elon University)], 

젠스 마셰(Jens Mache)[루이스앤클락 대학(Lewis and Clark College)], 돈 맥러플린(Don 

McLaughlin)[웨스트버지니아 대학(West Virginia University)], 매니시 파라샤(Manish Parashar)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 찰리 펙(Charlie Peck)[얼햄 대학(Earlham College)], 스티븐 렝

크(Stephen C. Renk)[노스센트럴 대학(North Central College)], 롤프 조지프 사센펠드(Rolfe Josef 

Sassenfeld)[텍사스 대학 엘파소 캠퍼스(The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조지프 슬론(Joseph 

Sloan)[워포드 대학(Wofford College)], 미셸라 토퍼(Michela Taufer)[델라웨어 대학(University of 

Delaware)], 펄 왕(Pearl Wang)[조지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밥 윔즈(Bob Weems)

[텍사스 대학 알링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그리고 수청종(Cheng-Zhong Xu)

[웨인 주립대학(Wayne State University)].

또한, 이 책의 여러 장을 읽고 검토를 해 준 다음의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던컨 뷰

엘(Duncan Buell)[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머사이어스 고버

트(Matthias Gobbert)[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주립대학(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크리슈나 카비(Krishna Kavi)[노스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North Texas)], 린홍(Hong 

Lin)[휴스턴-다운타운 대학(University of Houston–Downtown)], 캐시 리즈카(Kathy Liszka)[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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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런 대학(University of Akron)], 리 리틀(Leigh Little)[뉴욕 주립대학(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리우신리안(Xinlian Liu)[후드 대학(Hood College)], 헨리 투포(Henry Tufo)[콜로라도 대학 

볼더 캠퍼스(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앤드루 슬로스Andrew Sloss [ARM 컨설턴트 

엔지니어(Consultant Engineer, ARM)], 그리고 정겅빈(Gengbin Zheng)[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께 감사를 드린다. 이 분들의 조언과 제안은 이 책을 더욱 값지게 해 주었다. 물론 

아직까지 책에 남아 있는 오류나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다. 

캐시 리즈카(Kathy Liszka)는 이 책을 사용하는 교수들을 위해 슬라이드를 준비해 줬고, 졸업

생인 최진영(Jinyoung Choi)은 솔루션 매뉴얼을 만들어 줬다. 이 두 명에게 감사를 전한다.

모건 카프만(Morgan Kaufmann)의 직원들에게 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매우 고맙게 생각한

다. 특별히 개발 에디터인 네이트 맥패든(Nate McFadden)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그는 매우 

가치 있는 충고를 주었고 리뷰를 위한 귀찮은 할당 작업을 맡아 주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발견되는 이 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었다. 매릴린 래시(Marilyn Rash)와 

메건 기니(Megan Guiney)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이 두 사람은 책이 출판되기까지 일을 효율적

으로 해 줬다. 

샌프란시스코 대학(USF)의 컴퓨터 과학 분야와 수학 분야에 종사하는 나의 동료들이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줬다. 특별히 조지 벤슨(Gregory Benson)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의 병렬 컴퓨팅, 그중에서 특별히 Pthreads와 세마포어에 대한 이해는 나에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큰 자원이 됐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인 알렉세이 페도소프(Alexey Fedosov)와 콜린 빈

(Colin Bean)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위급 상황”에서도 끈기 있

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줬다.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 홀리 콘(Holly Cohn), 존 딘(John Dean)과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의 

격려와 정신적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저자의 매우 어려운 시간 동안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들에게 영원히 감사한다.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부분은 너무 쉽고,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려운지를 알려 줬다. 간략하게 말하면 나

의 학생들은 나에게 병렬 컴퓨팅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해 줬다. 이 모든 분들에게 나

의 깊은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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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빈(연세대학교)
병렬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어도 관련 참고문헌이 많지 않아 학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

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책 하나로 병렬 프로그래

밍의 기초를 잡고 병렬 프로그래밍이 가져다주는 쾌속 처리의 희열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강미희(휴인시스템)

CPU 코어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난 여러 개의 코어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베타리딩은 확장된 코어를 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렬 프로그래밍 적용 방법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택(포항공과대학교)
병렬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도서라고 판단됩니다. 병렬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부

분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분산 및 공유 메모리 프로그래밍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

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복잡한 모델에 대한 병렬 프로그래밍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러한 접근은 독자의 이해도를 높여 주며 병렬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베타리더 후기

B E T A  R E A D E R S ’  E P I L O G 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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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원(NHN)
요즘 싱글코어 시스템은 흔치 않습니다. 주변의 PC만 보아도 멀티코어를 사용합니다. 이 책은 

멀티코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렬 프로그래밍 기법인 MPI, Pthreads, 

OpenMP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각 기법은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필

수적인 내용과 병렬 프로그래밍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지연(다음카카오)
“병렬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베타리딩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책에 흠뻑 

빠져서 병렬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책을 통해 MPI, Pthreads, OpenMP라는 

키워드를 얻었고, 이제 그 바탕을 통해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상우(삼성전자소프트웨어멤버십)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막연한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읽었습니다. 

읽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친절한 설명과 예제 덕분에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C 언어가 익숙하고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열정만 있

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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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병렬 컴퓨팅인가?

C H A P T E R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 증가는 매년 평균 50%였다[27]. 이 믿기 

어려운 증가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의 성

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다음 세대

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출현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2

년부터 싱글 프로세서의 성능 증가는 1년에 약 20% 정도에 그칠 만큼 느려졌다. 이 차이

는 극적이다. 매년 50%라는 성능 증가는 10년 동안 거의 60배의 향상을 이루었지만, 20%

의 성능 증가는 단지 6배 향상에 그쳤다.

더 나아가, 성능 증가의 이러한 차이는 프로세서 설계의 극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2005년에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주요 제조사 대부분은 빠른 성능 증가를 위해 병렬화를 채

택하기로 결정했다. 모놀리식(monolithic) 프로세서에서 더 빠르게 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

된 기판 위에 여러 개의 완벽한 프로세서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프로세서를 추가하는 것이 싱글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시리얼(serial)

프로그램의 성능을 환상적으로 향상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

중 프로세서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모르며, 다중 프로세서가 있는 시스템에서 그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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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성능은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의 싱글 프로세서에서 실행하는 성능과 거의 같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싱글 프로세서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빠르지 

않는가? 결국, 1년에 20%의 성능 증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아닌가?

2.  왜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들은 더 빠른 싱글 프로세서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는

가? 왜 병렬	시스템(parallel system)을 구축해야 하는가? 왜 다중 프로세서로 구성된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3.  왜 시리얼 프로그램을 현재 다중 프로세서가 잘 사용될 수 있는 병렬	프로그램(parallel 

program)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을 알아보자. 그 답 중에서 몇 개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매년 20%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1.1 성능 증가의 필요성

지난 십수 년 동안 경험한 컴퓨팅 성능의 폭발적인 증가는 과학, 인터넷, 그리고 엔터테인

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극적인 출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 예를 들어, 인

간 게놈, 더욱 정확한 의료 이미지, 놀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웹 검색, 더욱 현실감 있는 

게임은 이러한 컴퓨팅 성능의 증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근래의 컴퓨팅 

성능의 증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초창기의 성능 증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컴퓨팅 성능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역

시 점점 증가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기후	모델링(climate modeling): 기후 변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 정확한 컴퓨

터 모델이 필요하고, 이 모델은 대기, 해양, 지표, 그리고 극지방의 빙하 등의 상호 작

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기후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  단백질	폴딩(protein folding): 잘못 폴딩된(misfolding) 단백질은 헌팅턴(Huntington), 파킨



1.2	병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 3

슨(Parkinson), 알츠하이머(Alzheimer)와 같은 질병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

재의 컴퓨팅 성능으로는 이러한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분자의 구조를 연구하기에는 매

우 제한적이다.

•  의약품	개발(drug discovery): 컴퓨팅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사

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약들이 여러 질병의 상당히 작은 부분

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 개인의 게놈

(genome) 전체를 분석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

놈 분석을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다.

•  에너지	연구(energy research): 컴퓨팅 성능이 증가할수록 풍속 터빈, 태양열 전지, 배터

리 등의 더욱 구체적인 기술 모델을 연구하는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해진다. 이 프로그

램은 더욱 효율적인 클린 에너지 소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현재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전 세계

에서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은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고 한다[28]. 그러나 이 중 대

부분은 분석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형태다. 예를 들어, 인간 DNA 뉴클레오티드

(nucleotide)의 배열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러한 순서가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막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게놈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 Conseil 

Européen pour la Recherche Nucléaire)에 있는 강입자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와 같은 

원자 충돌기에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의료 영상, 천문학 연구, 웹 

검색 엔진 역시 엄청난 데이터를 생성하기는 마찬가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컴퓨터 성능의 증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

는 문제들이 많다.

1.2 병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

싱글 프로세서 성능의 놀라운 증가는 집적회로의 트랜지스터, 즉 전자회로의 밀집도 증가

에 기인한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트랜지스터의 속도는 증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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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의 전체 속도도 증가된다. 그러나 트랜지스터 속도의 증가는 전

력 소모도 증가시킨다. 이 전력 대부분은 열로 발산되며, 집적회로가 뜨거워지면 그 회로

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21세기 초반에 공랭식(air-cooled) 집적회로는 공기만으

로 열을 식히는 데 한계에 직면했다[26]. 

그러므로 집적회로의 속도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트랜지스

터 자체의 집적도는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컴퓨팅 능력을 높

이기 위해 주어진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컴퓨팅 능력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결국 집적회로 산업이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을 계속 개발해 내지 못하면 그 

산업은 점차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계속 증가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 정답은 병렬화(parallelism)

다. 더 빠르고 더 복잡한 모놀리식(monolithic) 프로세서를 구축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간

단하고 완벽한 프로세서 여러 개를 하나의 칩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집적회로를 멀

티코어(multicore) 프로세서라고 하며, 코어(core)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즉 

CPU와 동의어다. 하나의 CPU로 구성된 기존의 프로세서를 싱글-코어(single-core) 시스템

이라고 한다.

1.3 병렬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코어만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되기 때문

에 멀티코어의 존재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

한 다중 인스턴스(multiple instance)를 생성하여 실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

면 멀티코어를 고려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실행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실행되

며 보다 화려한 그래픽 등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프로그램을 

병렬	프로그램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병렬 프로그램을 재작성해야 멀티코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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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혹은 시리얼 프로그램을 병렬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변환 프로

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나쁜 소식은 C나 C++로 작성된 시리얼 프로그램을 병렬 프로그

램으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은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시리얼 프로그램에서 공통 부분을 인식하는 프로

그램을 작성하듯이 자동으로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인 병렬 코드로 변환해 주는 것이며, 

병렬 부분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작성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된다. 예를 들

어, 내적(dot product) 연산으로 두 개의 n × n 행렬의 곱셈을 생각해 보자. 행렬 곱셈을 순

차적인 병렬 내적 연산으로 병렬화하면 상당히 느린 결과를 얻게 된다.

시리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병렬 구현은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병렬화한다고 해서 얻

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최고의 병렬화는 각 단계 이전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

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n개의 값을 계산

하고 그 값을 덧셈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다음의 시리얼 코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sum = 0;
for (i = 0; i < n; i++) {
   x = Compute_next_value(. . .);
   sum += x;
}

이제 p개의 코어가 있고, p는 n보다는 훨씬 작다고 가정해 보자. 각 코어는 n/p의 수만큼 

부분 합의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my_sum = 0;
my_first_i = . . . ;
my_last_i = . . . ;
for (my_i = my_first_i; my_i < my_last i; my_i++) {
   my_x = Compute_next_value(. . .);
   my_sum += my_x;
}

여기서 my_라고 하는 접두어는 각 코어가 자신의 로컬 변수 혹은 프라이빗 변수(private 

variable)를 사용하며, 각 코어는 이 코드 블록을 다른 코어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행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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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코어가 이 코드의 실행을 완료한 후에 변수 my_sum에는 Compute_next_value를 호

출해서 계산한 값의 합이 저장된다. 예를 들어, 코어가 8개이고, n = 24이면 24번의 

Compute_next_value를 호출하고, 호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4,3, 9,2,8, 5,1,1, 6,2,7, 2,5,0, 4,1,8, 6,5,1, 2,3,9,

my_sum에 저장된 값은 다음과 같다.

core 0 1 2 3 4 5 6 7

my_sum 8 19 7 15 7 13 12 14

여기서 각 코어는 0, 1,..., p - 1까지의 범위 중에서 음수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p

는 코어의 수다.

코어가 my_sum 값의 계산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마스터” 코어로 설계된 코어에 해당 결

과를 전송해서 전체 합을 계산한다.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if (마스터 코어라면) {
   sum = my_x;
   for 각 코어에서는 {
      코어들로부터 값을 수신함;
      sum += value;
   }
} else {
   my_x를 마스터 코어에 전송함;
}

결과를 보면, 마스터 코어를 코어 0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은 8 + 19 + 7 + 15 + 7 + 13 + 

12 + 14 = 95가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특히, 코어 수가 많다면 더욱 

그렇다. 마스터 코어에게 최종 합계를 구하는 작업 전부를 맡기는 것보다는 각 코어들을 

쌍(pair)으로 묶어서 코어 0은 코어 1과의 합을 계산하고, 코어 2는 코어 3과의 합을 계산

하고, 코어 4는 코어 5와의 합을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작업은 짝수 코어에서 

실행하게 된다. 반복해서 코어 0은 코어 2와의 합을 계산하고, 코어 4는 코어 6과의 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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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식이다. 이 과정을 네 번 반복할 수 있다. 그림 1.1을 보자. 원(circle)은 각 코어의 

현재 합을 나타내며, 화살표 선은 하나의 코어가 다른 코어에 그 합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

다. 더하기 기호는 코어가 다른 코어로부터 합을 받아서 자신의 합과 덧셈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전역(global)” 합에서 마스터 코어(코어 0)는 다른 코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프로그램이 

최종 합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마스터 코어가 완료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

나 8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방법에서 마스터 코어는 다른 코어로부터 총 7번의 합

을 수신받아서 덧셈을 하게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단지 세 번만 이 작업을 해 주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의 결과는 두 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된다. 

이 결과의 차이는 코어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 커진다. 1,000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방법은 999번을 수신하고 덧셈을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단지 10번의 수신만 필

요하고, 결국 거의 100배의 성능 증가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전역 합은 시리얼 형태의 전역 합을 일반화시킨 평이한 방법이다. 코어별로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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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다중 코어(multiple cores)가 전역 합을 구하는 방식



CHAPTER 1	 왜	병렬	컴퓨팅인가?8

작업을 나누고, 각 코어는 자신의 합을 계산한 후에 마스터 코어는 단순히 기본적인 시리

얼 덧셈을 반복한다. p개의 코어가 있다면 p만큼의 덧셈이 필요하다. 한편, 두 번째 전역 

합은 처음의 시리얼 덧셈과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변환 프로그램으로는 두 번째 전역 합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기”

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효율적인 전역 합을 미리 정의하고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 정의된 알고리즘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의 시리얼 루프(loop)를 “인

식”하고 그 인식된 부분을 미리 코딩되어 있는 효율적이고 병렬화된 전역 합의 코드로 변

환하는 것이다.

시리얼 코드의 많은 부분이 공통 부분으로 인식되고 효율적으로 병렬화(parallelized)되도록 

수정하여 다중 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리얼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 내부를 병렬화 가능 부

분으로 인식하기는 너무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인 병렬화 코드로 미리 코딩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시리얼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프로그램이 멀티 프로세서

의 능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1.4 병렬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이 질문에는 몇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코어에서 동작

하는 각각의 작업량을 파티셔닝(partitioning)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 몇 가지로 다르

게 나타난다. 크게 보면 태스크	병렬화(task-parallelism)와 데이터	병렬화(data-parallelism)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태스크 병렬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태스크를 각 코어

에 파티셔닝, 즉 할당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병렬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데이

터를 쪼개어 각 코어에 파티셔닝, 즉 할당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P 교수가 “영문학” 강의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P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 수

는 100명이며, 네 명의 조교 A, B, C, D를 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학기가 끝날 때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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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다섯 문제로 구성된 기말고사를 보기로 했다. 이 기말고사를 채점하기 위해서 P 

교수와 네 명의 조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하게 됐다. P 교수와 네 명의 

조교는 한 문제당 학생 100명의 기말고사를 채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 교수는 1번 문

제, A 조교는 2번 문제를 맡아서 채점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선택은 한 명당 전체 기말

고사 중에 20명 분의 문제지를 채점하는 방법이다. 전체 학생 수 100명을 다섯 개의 파일

로 묶어서 P 교수는 첫 번째 학생들의 문제지를 채점하고, A 조교는 그 다음 학생들의 문

제지를 채점하는 방법이다. 

위의 두 가지 방법에서 교수와 조교들은 “코어”를 의미한다. 첫 번째 방법은 태스크 병렬

화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다섯 개의 태스크가 동작하는 방법이며, 각 태스크마

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채점하는 방식이다. 각 채점자마다 채점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문제 1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문제 2는 밀턴에 대

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교수와 네 명의 조교는 서로 다른 채점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된다.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병렬화를 고려한 방법이다. “데이터”는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이며, 각 답안지를 코어의 수에 맞게 배분하여 각 코어들은 같은 채점 기준으로 채

점하게 된다.

1.3절의 전역 합(global sum) 예제에서 첫 번째 부분은 데이터 병렬화의 예를 고려한 경우

다. 데이터는 Compute_next_value로 계산되며 각 코어에서는 할당된 엘리먼트(element)만

큼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Compute_next_value를 호출해서 주어진 값을 계산하고, 계산

된 값을 합산한다. 첫 번째 전역 합의 두 번째 파트는 태스크 병렬화를 고려한 것이다. 여

기서는 중간 합계를 받아서 각 코어의 중간 합계를 더하는 마스터 코어의 태스크와, 중간 

합계를 계산하고 마스터 코어에 전송하고 마스터 코어 이외의 다른 코어에서 실행되는 태

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코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할 때 병렬 프로그램은 시리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과 거의 같다. 또한 코어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된다. 두 번째 전역 합의 예제에서 다이어그램의 트리 구조(tree-structure)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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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는 매우 쉽지만,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 꽤 어렵다. 연습문제 1.3과 1.4를 참고하자. 

불행하게도 각 코어들 간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훨씬 많다.

이 두 개의 전역 합 예제에서 코어들 간의 협력은 서로 간의 통신(communication)을 포함하

고 있다. 하나 이상의 코어들이 현재의 부분 합을 다른 코어에게 전송한다. 전역 합의 예

는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을 통한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명시적인 수식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각 코어들마다 거의 비슷한 양의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하

나의 코어가 대부분의 연산을 하고 나머지 코어들은 상대적으로 연산이 적어 빨리 끝난다

면, 전체적인 연산 능력을 낭비하게 된다.

협력의 세 번째는 동기화(synchronization)다. 예를 들어, 연산할 값을 추가하는 대신에 

stdin으로부터 그 값을 읽어 들인다고 가정해 보자. X는 마스터 코어에서 읽어 온 데이터

의 배열이다.

if (마스터 코어라면)
 for (my_i = 0; my_i < n; my_i++)
    scanf(“%lf”, &x[my_i]);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코어는 자동적으로 동기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각 코어는 다른 코어

의 존재에 대한 고려 없이 동작한다. 이 경우에 문제는 다른 코어들이 아직 계산되지도 않

은 중간 합계를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마스터 코어가 x를 초기화하고 다른 코어들에게 x

를 사용해도 된다고 알리기도 전에 중간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다. 이 말은 각 코어는 코드 

실행 전에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for (my_i = my_first_i; my_i < my_last_i; my_i++)
 my_sum += x[my_i];

x의 초기화와 중간 합계를 계산하는 코드 사이에 동기화를 추가해야 한다.

Synchrnonize_cores();

아이디어는 모든 코어가 연산과 관련된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Synchrnonize_cores 함수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며, 이 말의 의미는 마스터 코어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까지 기다린

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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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병렬 프로그램은 명시적(explicit) 병렬 생성을 사용하며, C와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확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병렬화에 대한 명시적 명령

어를 포함하고 있다. 코어 0은 태스크 0을 실행하라, 코어 1은 태스크 1을 실행하라, . . . ,  

모든 코어는 동기화하라와 같은 명령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복잡하다.  더욱이 

현재의 다중 코어들로 인한 복잡도는 하나의 코어에서만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약간의 성능 향상은 포기하

더라도 다소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위 레벨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1.5 배울 내용

이제 명시적 병렬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우

리의 목적은 C 언어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C 확장 기술인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MPI, 

Message-Passing Interface), POSIX threads 혹은 Pthreads, 그리고 OpenMP를 사용하여 병

렬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 배워 보는 것이다. MPI와 Pthreads는 C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입 정의, 함수, 매크로 등으로 구성된 라이브러리이다. 

OpenMP는 라이브러리와 함께 약간의 C 컴파일러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세 가지나 되는 C 확장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해답

은 각각의 확장 기술과 병렬 시스템에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병렬 시스템의 두 가

지 중요한 타입은 공유	메모리(shared-memory) 시스템과 분산	메모리(distributed-memory) 시

스템이다.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 코어는 컴퓨터의 메모리를 공유하며, 특히 각 코어는 

각 메모리의 주소에 읽고 쓸 수 있다.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공유 메모리 주소를 액세

스하거나 업데이트하면서 각 코어들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분산 메모리 시스템

에서는 반대로 각 코어는 자신만의 메모리, 즉 개인(private) 메모리를 갖고 있으며, 코어들 

간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신해야 한다. 

그림 1.2는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Pthreads와 OpenMP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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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메모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다. 이 두 가지 기술은 공유 메모리 주소를 액세

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MPI는 분산 메모리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

록 설계됐다. 따라서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런데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왜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할까? OpenMP는 상대적으

로 C 언어의 상위 레벨 확장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루프(loop)를 하나의 디렉티브

(directive)를 사용하여 “병렬화”할 수 있다.

sum = 0;
for (i = 0; i < n; i++) {
   x = Compute_next_value(. . .);
   sum += x;
}

반면에 Pthread를 사용하면 앞의 소스 코드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된다. Pthread

는 OpenMP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 더 로 레벨(low level)의 병렬화 기법을 제공한다. 

OpenMP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병렬화가 쉽지만, Pthreads는 다른 프로그램을 병렬화

하기 쉽도록 해주는 기법을 제공한다.

(a) (b)

코어 0 메모리 0

코어 1 메모리 1

코어 p−1 메모리 p−1

네
트
워
크

코어 0

코어 1

메
모
리

코어 p−1

그림 1.2

(a) 공유 메모리 시스템 (b) 분산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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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병행, 병렬, 분산

병렬 컴퓨팅에 관한 여러 책을 보거나 웹에서 병렬 컴퓨팅에 대해 검색해 보면 병행	컴퓨팅

(concurrent computing)과 분산	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에 대한 용어도 만나게 된다. 병

렬(parallel), 분산(distributed), 그리고 병행(concurrent)이라는 용어가 전혀 다른 용어는 아니

지만, 많은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차이를 정의한다.

•  병행 컴퓨팅(concurrent computing)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일정한 짧은 기간에 여러 개

의 태스크가 동작하는 것을 의미한다[4]. 

•  병렬 컴퓨팅(parallel computing)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

러 개의 태스크가 밀접하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분산 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합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병렬 프로그램과 분산 프로그램은 병행(concurrent)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멀티태

스킹(multitasking) 운영체제와 같은 프로그램도 심지어 하나의 코어에서 동작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병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태스크가 주어진 짧은 기간에서 동작

하기 때문이다. 병렬과 분산은 확실한 차이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병렬 프로그램은 보통 

물리적으로 밀접한 다른 코어에서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유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거나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분산 프로그램은 

좀 더 “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태스크는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진 여러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태스크 자체도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병행 덧셈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개발자라면 병렬을 

고려하겠지만, 웹 검색 프로그램의 경우라면 분산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유 메모리 프로그램을 “병

렬(parallel)”로 생각하고 분산 메모리 프로그램을 “분산(distributed)”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 많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병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할 계획이고, 병렬 프로그

램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밀접한 태스크들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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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책의 구성

이 책을 통해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고성능(high-performance)에 관심이 있고 시리얼 프로그램이냐 병렬 프로그램이

냐 고민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시스템 전반에 대해 알아야 한다. 2장

에서 간략한 병렬 하드웨어와 병렬 소프트웨어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시리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몇 가지 중요한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2장의 대부분은 반드시 보지 않아도 되고, 이후의 내용을 읽으면서 필

요할 때 참고하면 된다.

이 책의 핵심은 3장부터 6장까지이다. 3, 4, 5장은 C 언어를 사용한 병렬 프로그래밍과 

MPI, Pthread, 그리고 OpenMP에 대해 가장 필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장을 읽

기 전에 필요한 지식은 C 언어를 할 수 있느냐 정도다. 각각의 장은 서로 독립적이며 어떤 

순서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각 장들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다 보니 몇 가지 개념은 중

복되기도 한다. 세 장 중에서 하나의 장만 읽고 다른 장에서 중복된 내용은 넘어가고 새

로운 내용만 읽어도 된다. 

6장은 그 이후에 나올 장들에서 배울 내용을 합쳐 놓은 장이며, 공유 메모리와 분산 메모

리 설정을 통해 두 개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3, 4, 5장 중에서 하나의 장만 선택해서 읽었다면 6장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7장은 앞으로 병렬 프로그래밍에 관해 더 나은 학습을 하기 위한 몇 가

지 제안을 하고 있다.

1.8 당부의 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병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상당히 세심한 작업이며, 주의해서 설계하지 않으면 개발을 완료하기가 힘든 작업이

다. 모든 병렬 프로그램은 적어도 하나의 시리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병렬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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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코어의 동작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해서 시리얼 프로그램보다 개발하기가 복잡하다. 

사실 상당히 복잡하다. 주의를 기울여서 설계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이러한 규칙은 시리얼 

프로그램에서보다 병렬 프로그램에서 훨씬 중요하다.

1.9 이 책의 표기 방법

이 책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프로그램 코드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 간단한 프로그램 예제 */
#include <stdio.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printf(“hello, world\n”);

 return 0;
}

•  용어에 대한 설명은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본문 안에서 정의(definition)하는 용

어는 굵은 서체로 나타냈다. 예를 들면, 병렬	프로그램(parallel program)은 다중 코어를 

사용한다.

•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환경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유닉스 셸(UNIX shell)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셸 프롬프트는 $ 문자로 표현한다. 

$ gcc -g -Wall -o hello hello.c

•  고정된 매개변수 리스트를 사용하여 함수 호출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수형 절댓값 함수인 abs는 stdlib 라이브러리에 다음과 같은 사용 방법으

로 정의되어 있다.

int abs(int x); /* int x의 절댓값을 리턴한다 */

좀 더 복잡한 사용 방법의 경우는 꺾쇠 괄호(< >)를 사용하며, 옵션의 경우는 대괄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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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C 언어에서 if 문장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if ( <expression> )
 <statement1>
[else
 <statement2>]

위 문장은 if문은 반드시 괄호 안에 조건식 혹은 표현식이 있어야 하며, 조건식 혹은 표현

식 다음의 닫는 괄호 다음에 statement1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else 문장이 올 수도 있다. 

else 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인 statement2가 있어야 한다. 

1.10 요약

오랫동안 우리는 좀 더 빠른 프로세서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일반

적인 프로세서를 사용한 성능 증가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프로세서의 성능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 칩 제조업체들은 멀티코어(multicore) 통합 기판의 형태로 변경했으며, 이 통합 기

판의 의미는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일반적인 프로세서를 집적했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시리얼(serial) 프로그램은 싱글 프로세서를 사용하도록 작성되었고, 따라서 

다중 코어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변환해서 시리얼 코드를 병렬화

(parallelizing)하는 것은 이점이 그다지 없다. 이 말은 기존의 시리얼 프로그램을 멀티코어

가 사용 가능한 병렬	프로그램(parallel program)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코어들 간의 작업을 분배하고 관리해야 한다. 

코어들 간의 통신(communication),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그리고 코어들 간의 동기화

(synchronization)를 포함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병렬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

해 배우게 된다. 앞으로 MPI, Pthreads 혹은 OpenMP를 C 언어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MPI는 분산	메모리(distributed-memory)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

되며, Pthreads와 OpenMP는 공유	메모리(shared-memory)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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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분산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코어들은 자신의 메모리를 갖고 있으며, 반면에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 코어들은 각 코어의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다. 

병행(concurrent) 프로그램은 어떤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

며, 병렬(parallel) 프로그램과 분산(distributed)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동작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렬 프로그램에서 태스크들이 좀 더 밀접하게 동작하지만, 사실 병

렬과 분산의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된다. 

병렬 프로그램은 대개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병렬 프로그램을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11 연습문제

1.1  글로벌 합계 예제에서 my_first_i와 my_last_i를 계산하는 함수에 대한 공식을 만들

어 보자. 각 코어는 루프에서 같은 양의 항목에 대한 계산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

을 기억하자. (힌트) n이 p로 나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자.

1.2  Compute_next에 대한 각각의 호출이 다른 호출과 마찬가지로 같은 양의 일이 필요

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가정한다. i = 0인 경우의 호출만큼이나 i = k에 대한 호출

이 k + 1번 필요하다면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호

출(i = 0)이 2밀리세컨드가 걸리고, 두 번째 호출(i = 1)이 4밀리세컨드가 걸리고, 세 

번째 호출(i = 2)은 6밀리세컨드가 걸린다고 가정한다.

1.3  그림 1.1에 있는 것처럼 트리 구조 글로벌 합계를 위한 의사 코드를 작성해 보자. 

코어의 수는 2의 제곱(1, 2, 4, 8,... )이 된다. (힌트) 코어가 자신의 합계를 전송하는

지 아니면 합계를 전송받아 덧셈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변수 divisor를 사용하자. 

divisor는 2로 시작하며 반복될 때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 또한 core_difference 변수

를 사용하여 어떤 코어가 현재 코어와 파트너로 작업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변수는 

1을 갖고 시작하며 마찬가지로 반복될 때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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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반복 0 % divisor = 0이고 1 % divisor = 1인 경우에, 1이 전송할 때 0은 수신받

아서 덧셈을 하게 된다. 또한 첫 번째 반복은 0 + core_difference = 1이고 1 - core_

difference = 0인 경우에 0과 1은 첫 번째 반복에서 한 쌍으로 간주된다.

1.4  앞의 문제에서 설명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C의 비트와이즈(bitwise) 연산자를 사

용하여 트리 구조 글로벌 합계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작업이 동작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각 코어의 랭크에 대한 표현으로 바이너리(base는 2다)를 작성해 보고 각 단계

마다 어떻게 한 쌍이 되는지 적어 보자.

코어
단계

1 2 3

010	=	0002 110	=	0012 210	=	0102 410	=	1002

110	=	0012 010	=	0002 × ×

210	=	0102 310	=	0112 010	=	0002 ×

310	=	0112 210	=	0102 × ×

410	=	1002 510	=	1012 610	=	1102 010	=	0002

510	=	1012 410	=	1002 × ×

610	=	1102 710	=	1112 410	=	1002 ×

710	=	1112 610	=	1102 × ×

표를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오른쪽 혹은 첫 번째 비트가 다른 랭크를 가진 

코어끼리 한 쌍으로 묶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비트가 

다른 랭크의 코어들끼리 한 쌍으로 묶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비

트가 다른 랭크의 코어들끼리 묶였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bitmask의 바이너리 

값이 0012를 갖고 있다면 두 번째에는 0102 그리고 세 번째는 1002가 된다. bitmask

에서 0이 아닌 값을 갖는 랭크의 비트를 “인버트(inverting)”하여 쌍으로 묶을 수 있

는 코어들의 랭크를 구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비트와 이즈의 exclusive or 혹은 ^ 연

산자를 사용하면 된다. 비트 exclusive or와 왼쪽 시프트(left-shitf) 연산자를 사용하

여 의사 코드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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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습문제 1.3 혹은 연습문제 1.4의 의사 코드(pseudo-code)가 코어의 수가 2의 제곱이 

아닌 값(예를 들어, 3, 5, 6, 7)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의사코드를 수정해

서 코어의 수와 상관없이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할 수 있는가?

1.6 수신받는 수와 코어 0이 다음을 사용할 때의 수식을 구해 보자.  

a. 글로벌 합계를 위한 원래의 의사코드

b. 트리 구조 글로벌 합계

두 합계가 2, 4, 8, ..., 1024 코어에서 사용될 때 코어 0에 의해 실행되는 덧셈과 수

신하는 수를 보이는 테이블을 작성해 보자.

1.7  글로벌 합계 예제의 첫 번째 파트는 각 코어가 할당된 계산된 값을 덧셈할 때 데이

터 병렬화의 예제로 보통 간주된다. 첫 번째 합계의 두 번째 파트는 코어가 자신의 

부분 합계를 마스터 코어에 전송할 때 그 값을 덧셈한다. 이것은 태스크 병렬화의 

예제로 간주된다. 코어가 자신의 부분 합계를 덧셈하기 위해 트리 구조를 사용할 때 

두 번째 글로벌 합계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데이터 병렬화일까? 아

니면 태스크 병렬화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1.8 교수가 학부의 학생들을 위해 파티를 연다고 가정해 보자.

a.  교수가 파티를 준비할 때 태스크 병렬화를 사용하기 위해 허용된 교수의 수를 할

당받은 태스크를 작성하자. 다양한 태스크가 실행될 때의 스케줄을 작성해 보자.

b.  앞 부분에서 태스크 중 하나는 파티가 개최될 장소를 청소해야 한다고 가정하

자. 데이터 병렬화를 사용하여 교수들 중에 파티 장소를 청소하도록 작업을 파

티셔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 병렬화와 데이터 병렬화를 조합하여 사용하자(교

수들에게 일이 너무 많으면 조교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

1.9  여러분 전공의 여러 문제들에서 병렬 컴퓨팅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해 보자. 어떻게 병렬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작성해 보자. 

태스크 병렬화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 병렬화를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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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컬럼 분산 196
블록 파티셔닝 181, 310, 344
블록 파티션 145, 152, 368, 450
블리블론 컴퓨터 347
비결정론 66, 102, 131, 133
비결정적 77, 180, 340
비균일 메모리 액세스 46
비순차 38
비지-웨이트 429
비지-웨이트 루프 233, 417
비지-웨이팅 69, 218, 219, 220,  

262, 264, 442, 462

ㅅ

사각 평면 메시 106
사다리꼴 규칙 126, 284
사이클 파티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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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릭 분산 451
사이클릭 스케줄 379
사이클릭 파티셔닝 181, 311, 450
사이클릭 파티션 145
상위 삼각형 선형 시스템 354
상호 배제 101, 223, 262, 287, 342
상호 배제 잠금 68, 101
서브인터벌 126
선 394
선형 스피드업 78, 102, 165, 225
세그멘테이션 바이올레이션 243, 459
세마포어 69, 223, 229, 234, 238, 262, 287
세밀한 잠금 244
셰이더 함수 44
속도 향상 165
솔라리스 202
송신 함수 112
수신 함수 112
수치 방법 362
슈퍼선형 스피드업 107
슈퍼스칼라 38
스누핑 58, 59, 100
스누핑 캐시 일관성 58, 59, 107
스레드 95, 200, 201
스레드 동기화 277
스레드 랭크 418
스레드 레벨 병렬화 39, 98
스레드 세이프 70, 263, 346
스레드 세이프티 101, 257, 337
스레드 슬로우다운 문제 40
스레딩 25
스와핑 306
스왑 308
스왑 공간 33, 97
스위치 48
스캐터 146
스케줄링 312

스코프 클라우저 344
스택의 분할 432
스트라이드 메모리 액세스 43
스패닝 트리 460
스페큘레이션 38
스피드업 183, 225
스핀 226
슬레이브 282, 342
슬리핑 스레드 417
슬립 200, 273
시간적 공간적 지역성 250, 330
시리얼 n-body 솔루션 448
시리얼 n-body의 리듀스 버전 461
시리얼 매트릭스 곱셈 150
시리얼 매트릭스-벡터 곱셈 162
시리얼 솔루션 379
시리얼 정렬 알고리즘 168
시리얼 프로그램 16
시리얼 하드웨어 22
실행 스레드 281
싱글 데이터 98
싱글 데이터 스트림 40
싱글 명령어 98
싱글 명령어 스트림 40
싱글 프로그램 100, 179
싱글 프로세서 1
싱글-코어 시스템 4
쓰기 28
쓰기-미스 253

ㅇ

암달의 법칙 81, 103
애트리뷰트 인수 466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44
액세스 타임 46
앨리어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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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확장성 84, 103, 167
양분 너비 51, 99
양분 대역폭 52, 99
양분하는 너비 51
어태치 버퍼 425
언더플로 459
언세이프 174, 184, 388
언셋 325
언팩 191
에너지 연구 3
에러 체킹 210
엣지 394
역 오퍼레이션 181
역방향 대체 354
연결성 51
열-스와핑 356
오류 체크 283
오메가 네트워크 54, 55, 56, 107
오버플로 459
오버헤드 379
오일러의 방법 362, 461
오패크 객체 206
완전 바이너리 트리 185, 186
완전 연결된 네트워크 52
완전 연관 캐시 29
운동력 358
운영체제 24
워드 263, 345
워커 스레드 65
월 클럭 85, 103
웨이크업 시그널 236
유닉스 셸 15, 95
의사 코드 71
의약품 개발 3
이기종 48
이스케이프 277, 293
이종 시스템 99

이차 미분 358
이클립스 94
이터레이티브 깊이-우선 검색 398
익스텐션 277
인밸리드 251
인접 매트릭스 401
인큐 318, 454
인터리브 메모리 43
인터커넥션 22, 26, 46, 99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21, 45
인-플레이스 382
인피니밴드 391
일관성 263, 345
일대일 통신 138, 180
읽기 28
읽기-쓰기 잠금 239, 246, 263
읽기-쓰기 잠금 함수 466

ㅈ

잠금 323
잠금 컨디션의 업데이트 443
잠금 컨디션의 테스트 443
재귀 396
재진입 340
전역 7
전역 합 7
전처리 명령어 277
전체 가용 캐시 440
정규화 35
정밀도 86
정적 OpenMP 구현 419
정적 공간 263
정적 다중 이슈 37
정적 병렬화 405, 408
정적 병렬화 솔루션 406
정적 스레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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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프로세스 95, 104
정형화된 형태 297
조건 변수 232, 233, 236
조건 브로드캐스트 417
조상 노드 240
조인 25
종료 검출 알고리즘 435
준비 424, 447
중력 상수 358
중앙처리장치 4, 22, 96
중첩된 잠금 325
지역성 27
직접 매핑 캐시 29
직접 인터커넥션 50, 99
집적회로 4
집합화 88

ㅊ

청크 313
최소 제곱 측정 193
최저 사용 빈도 29
최적 투어 403
최적의 투어 420
추상 SIMD 시스템 41

ㅋ

캐리 아웃 307
캐시 21, 26, 330
캐시 라인 27, 59, 251, 263, 331, 345
캐시 메모리 250, 330
캐시 미스 28, 97, 378
캐시 블록 27, 251, 263, 331, 345
캐시 일관성 58, 100, 251, 330, 331
캐시 컨트롤러 100
캐시 프로파일러 253

캐시 히트 28, 97
커니건과 리치 95
커뮤니케이터 179
컨디션 대기 273
컨디션 브로드캐스트 263
컨디션 시그널 262
컨트롤 유닛 22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180
컬렉티브 통신 112, 135, 138
컬렉티브 통신 함수 73
컷오프 길이 432
코스 그레인 98
코스 그레인 멀티스레딩 39
코스 그레인 병렬화 39
코어 4, 22
콜 스택 24
퀵 소트 81
큐 317, 454
큐의 리어 321
큐의 프론트 321
크로스바 48, 54, 99
크로스바 인터커넥션 62
크리티컬 섹션 68, 101, 200, 214, 218, 221, 

233, 261, 287, 292, 323, 342
클라우즈 281, 342
클러스터 47, 391

ㅌ

타임 슬라이스 25
탄젠트 라인 362
태스크 병렬 63
태스크 병렬화 8, 63, 99, 277
태스크의 동적 매핑 404
태스크 큐 273
토로이덜 메시 106
토크나이즈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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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 465
통신 10, 16, 88, 100, 103
통합 개발 환경 94
투-바이-투 크로스바 55
투어 393
트랜잭션 69
트랜잭션 메모리 69
트리 검색 393
트리 검색을 이용한 판매원 문제 441
트리 구조 9
트리 구조 글로벌 합계 137
트리 구조 브로드캐스트 143
트리 구조 통신 135
트리의 파티셔닝 420
팀 282

ㅍ

파생된 datatype 154
파이프라이닝 35, 97
파이프라인 36
파인 그레인 39
파인 그레인 멀티스레딩 39
파인-튠 200
파일 디스크립터 24
파일 영역 290
파티셔닝 8, 88
파티션 글로벌 주소 공간 75
파티션된 글로벌 어드레스 공간 언어 102
판매원 방문 문제 357
팝 398
패드 256, 337
패킹 191
펑션 유닛 35, 36
페이즈 269
페이지 33, 97
페이지 테이블 33, 97

페이지 폴트 34
페치 22
평면 메시 106
포기 325
포스터의 방법론 88, 110, 357, 365, 367
포크 25, 209, 296
폰 노이만 모델 21
폰 노이만 모델의 확장 40
폰 노이만 병목 현상 23, 96
폰 노이만 시스템 98
폰 노이만 아키텍처 26, 96
폴링 74
표준 424, 447
푸시 398
프라이빗 65, 101, 131, 344
프라이빗 데이터 캐시 57
프라이빗 변수 5
프로그램 카운터 22
프로듀서-컨슈머 동기화 231, 262
프로세서 22
프로세스 24, 112
프로세스의 랭크 75
프리픽스 합계 187
플린의 분류 40, 98
피보나치 수열 계산 39
피봇 230
핑퐁 196

ㅎ

하드웨어 멀티스레딩 39
하드웨어 스캐터/개더 43
하이브리드 API 76
하이브리드 시스템 47
하이퍼큐브 52, 62, 99
함수 영역 290
해제 상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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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26, 388, 423
행방향 오퍼레이션 354
헤비 로드 시스템 208
형평성 328
홀수-짝수 변환 정렬 169, 307
화이트 스페이스 337
확장성 43, 83, 103, 184
환경 변수 315
효율성 79, 183
히트 28
힙 24

A

access time 46

adjacency matrix 401

agglomeration 88

aggregation 88

alias 140

Allgather 150

Amdahl’s law 81, 103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44

arbitrary precision rational numbers 437

atomic 디렉티브 323, 327, 328

atomic 블록 328

auto 344

B

backward substitution 354

bandwidth 52, 56, 100

bank 43

barreir_sem 234

barrier 262

barrier 디렉티브 345, 347

barrier_p 268

Best_tour 함수 406, 407

bisection bandwidth 52, 99

bisection width 106

bisection width 51, 99

block 25, 97, 124

block partition 145

block partitioning 181, 310, 344

block-cycle partition 145

block-cyclic partitioning 181

blocking 180

bottleneck 437

branch 209

breadth-first search 403

broadcast 73, 143

broadcasting 41

bubble sort 85

buf_size 121

buf_type 121

buffered send mode 446

buffering 124, 180, 424

buffering send 424

bus 22, 99

busy-waiting 69, 219, 220, 262, 264

C

C 컴파일러 276

C++ 표준(C++0x) 202

cache block 27, 251, 263, 331, 345

cache coherence 58, 100, 251, 331

cache hit 28, 97

cache line 27, 251, 263, 331, 345

cache memory 250, 330

cache miss 28, 97

call stack 24

canonical form 297

Central Processing Unit(CPU) 4, 22, 96

chunk 313



찾아보기482

chunksize 313, 344

ciritical 디렉티브 349

clause 281, 342

climate modeling 2

cluster 47

coarse-grain 98

coherent 263, 345

collective communication 138, 180

communication 10, 16, 88, 100, 103

communicator 179

communicator 인수 121

complete binary tree 186

concurrent 13

concurrent computing 13

condition broadcast 263

condition signal 262

condition variable 233, 236

condition wait 273

connectivity 51

control unit 22

core 4, 22

count 인수 154

CPU 시간 85

CPU 캐시 26

CPU 타임 103

critical section 68, 101, 200, 218,  

261, 287, 292, 342

critical 디렉티브 323, 327, 375, 415, 449

crossbar 48, 54, 99

CUDA 468

cyclic partition 145

cyclic partitioning 181

D

data analysis 3

data dependence 300

data-parallelism 8, 42

datatype(derived datatype) 154

DAXPY 450

deadlock 174, 184, 267, 343

decouple 169

decueued 318, 454

default(none) 클라우즈 304

depth 185

Depth_first_search 398

depth-first search 395

descriptor 24

digraph 394

Dijkstra 230

direct interconnection 50

direct mapped cache 29

directed graph 394

directory 100

directory-based cache coherence 59

dirty 29

distributed 13

distributed computing 13

distributed termination detection 442

dot product 150, 211

Double precision Alpha times X Plus Y 450

double-precision 450

drug discovery 3

dummy element 256, 337

dynamic 313, 314, 344

dynamic multiple issue 37

dynamic thread 65

E

Eclipse 94

edge 394

efficiency 79, 183

Emac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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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research 3

enqueued 318, 454

environment variable 315

escape 293

escaped 277

Euler’s method 362

extension 277

F

false sharing 61, 100, 255, 263, 330,  

335, 346, 351, 379

fetch 22

file-wide 290

fine-grain 39

fine-tune 200

Flynn’s taxonomy 40, 98

for 디렉티브 372

forces 361

fork 25, 209, 296

Foster’s methodology 110

Fulfill_request 432

full binary tree 185

fully associate cache 29

fully connected network 52

function unit 35

function-wide 290

G

garbage 243

Gaussian elimination 354

gcc 컴파일러 95

GET_TIME 159, 182

GET_TIME 매크로 268

gettimeofday 159

global 7

GPU 42, 44

GPU(Graphics Processing Unit) 99, 468

grid 47

guided 313, 314, 344

Gustafson’s law 83

H

hang 126, 388, 423

hardware multithreading 39

heap 24

heterogeneous 48

hit 28

homogeneous 99

HPUX 202

hypercube 52, 99

I

I/O 디바이스 25

ILP 35, 39

indirect interconnection 53

Infiniband 391

in-place 382

instruction-level parallelism 35, 97

integrated circuit 4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IDE) 94

interconnection 22

interleaved memory 43

invalid 251

invalidated 254

inverse operation 181

J

joi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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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ernighan and Ritch 95

L

L1 미스 28

L2 히트 28

label 394

latency 56, 100

least recently used 29

least-squares estimate 193

Leonhard Euler 362

light-weight process 201

line 97, 394

linear speedup 78, 102, 165

linked list 239

load balance 100

load balancing 10, 16, 64

locality 27

lock 68

loop-carried dependences 300, 343, 370

M

Mac OS X 202

main memory 22

main thread 208, 209

man pages 467

mapping 88

master 25, 282, 342

master 디렉티브 444

Merge_low 함수 178

message-passing 71, 101, 111, 318

Message-Passing Interface 11, 73, 101, 112, 

179

MIMD 111

MIMD 시스템 44, 61, 66, 99

miss 28, 34

MPI 12, 73, 430

MPI n-body 솔루션 461

MPI 데이터 타입 382

MPI 커뮤니케이터 117

MPI 컬렉티브 통신 382

MPI 파생 데이터 타입 153

MPI 표준 132

MPI_Aint 156

MPI_Allgather 164, 381

MPI_Allreduce 141, 181, 427, 428

MPI_ANY_SOURCE 122, 446

MPI_ANY_TAG 123, 446

MPI_Barrier 161, 183

MPI_Bcast 143, 422

MPI_Bsend 425

MPI_BSEND_OVERHEAD 426

MPI_Buffer_attach 425

MPI_Buffer_attach 호출 446

MPI_Buffer_detach 428

MPI_CHAR 119

MPI_Comm 117, 138

MPI_COMM_WORLD 117, 132, 133, 

179, 180

MPI_Datatype 119, 138, 156

MPI_DOUBLE 147

MPI_ERROR 123

MPI_Finalize 116, 179

MPI_Gather 148, 150

MPI_Gatherv 445

MPI_Get_count 458

MPI_Init 116

MPI_INT 421

MPI_Iprobe 423, 428, 432, 446

MPI_MIN_LOC 428, 445

MPI_Op 타입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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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_Pack 191

MPI_Pack 함수 433

MPI_Pack/Unpack 154, 182

MPI_PROC_NULL 173

MPI_Recv 121

MPI_Reduce 137, 139, 181

MPI_Rsend 425

MPI_Scatter 420

MPI_Scatterv 445

MPI_Send 118, 427

MPI_Sendrecv 184, 388

MPI_Sendrecv_replace 184, 388, 452

MPI_SOURCE 123

MPI_Ssend 425

MPI_Status 객체 458

MPI_STATUS_IGNORE 121

MPI_SUM 138

MPI_TAG 123

MPI_Type_create_struct 155, 191

MPI_Type_indexed 191

MPI_Unpack 191

MPI_Unpack 함수 433

MPI_Wtime 182

MPI_Wtime 함수 86, 159

MPI-1 465

mpicc 95, 179

mpiexec 94, 114

mpirun 94

mplicit barrier 282

msg_buf_p 121

multicore 46

multiple cores 7

multiple data 40, 63, 98, 99, 100, 179

multiple instance 4

multiple instruction 99

multiple issue 35, 97

multiprocessing 275

multitasking 13, 25, 96

mutex 68, 101, 262, 287

mutex 함수 78

mutual exclusion 101, 223, 342

mutual exclusion lock 68, 101

mutually exclusive 262, 287

My_avail_tour_count 432

My_avail_tour_count 함수 432

N

named 328

n-body 문제 357, 440

n-body 솔루션 357

n-body 포스 361

nested lock 325

node 47

nonblocking 125, 443

nonblocking send 424

nondeterminism 66, 131, 133

nondeterministic 77, 180, 340

nonovertaking 125

nonuniform memory access 46

normalizing 35

nowait 클라우즈 373, 444, 450

NP -complete 문제 393

num_threads 클라우즈 342

numerical method 362

n-way 집합 연관 29

O

odd-even transposition sort 169, 307

omega network 54, 107

omp_get_num_threads 282, 283

omp_get_thread_num 282, 283

omp_get_wtime 함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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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p_lock_t 415

OMP_SCHEDULE 316, 317, 344, 349

omp_set_lock 417

omp_test_lock 443

omp_unset_lock 417

one-sided communication 73, 102

OpenCL 468

OpenMP 11, 12, 16, 200, 275, 414

OpenMP n-body 솔루션 461

OpenMP 아키텍처 리뷰 보드 467

OpenMP 컴파일러 300

OpenMP 표준 294

operating system 24

out of order 38

overflow 459

P

packing 191

pad 256, 337

page 33, 97

page fault 34

page table 33, 97

parallel 13

parallel efficiency 165

parallel for 378

parallel for 디렉티브 295, 380

parallel overhead 184

parallel program 2, 16

parallel system 2

parallel 디렉티브 283, 293, 372

parallel 블록 290, 291

parallelism 4

parallelization 64

parallelized 8

parallelizing 16

Partitioned Global Address Space(PGAS) 75

partitioning 8, 88

PATH 315

phase 269

ping-pong 196

pipelining 35, 97

pivot 230

planar mesh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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