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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컴퓨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MPI 응용들을 인텔의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인 Knights Landing(KNL)에서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병목 현상 및 이를 해결하기 위
한 효율적인 자원 할당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KNL은 기존의 가속기 형태의 매니코어 프로세서
형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팅이 가능한 형태의 호스트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DDR4 기
반의 메모리와 함께 향상된 대역폭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온-패키지 메모리를 장착해서 출시되었다. 이러
한 새로운 매니코어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자원 할당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다중 MPI 응용 실행
성능의 향상과 전체적인 시스템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키워드: 매니코어, KNL, MPI, HPC, 온패키지 메모리, 병렬 프로그램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performance bottlenecks that may occur when executing highperformance computing MPI applications in the Intel’s next generation many-core processor called
Knights Landing(KNL), as well as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 techniques to solve this problem. KNL
is composed of a host processor to enable self-booting in addition to an existing accelerator consisting
of a many-core processor, and it was released with a new type of on-package memory with improved
bandwidth on top of existing DDR4 based memory. We empirically verified an improvement of the
execution performance of multiple MPI applications and the overall system utilization ratio by studying
a resource allocation method optimized for such new many-core processor architectures.
Keywords: manycore, KNL, MPI, HPC, on-package memory, paralle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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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텔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Knights
Landing)

속 병렬 연산이 가능해졌다. 이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2016년 6월 공식적으로 출시된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

있는 추세이며, 이를 지원하고자 병렬 프로세서 기술도

세서인 나이츠랜딩은 2세대 제온파이 시스템으로 인텔

더불어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동시에, 집적회로의 한계

14nm 공정으로 설계되었다. 이전의 1세대 시스템인 나

로 인해 프로세서 당 코어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이츠코너(KNights Corner, KNC)까지는 호스트 CPU가

있는 매니코어(Manycore) 프로세서 시대가 도래하였으

필요한 구조였지만, 2세대부터 독립적으로 부팅이 가능

며,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계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게 되었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프로세서 안에 최초로

컴퓨팅 아키텍처 또한 수년간 다양한 구조로 변화해왔다.

마이크론의 Hybrid Memory Cube[3]를 이용한 온패키

매니코어 프로세서 기반에서는 병렬(Parallel) 연산 성

지 메모리인 MCDRAM[4]을 가지고 있다. 최대 약

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아키텍처의 이해와 분석이 필수

3TFLOPS 이상의 이론치 성능과 34 또는 36개의 타일

적이며 이에 기반을 두는 효율적인 활용 방법 또한 요

로 구성되며, 2D Mesh 구조의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

구되고 있다. 즉 이러한 매니코어 프로세서를 효과적으

다. 하나의 타일은 2개의 코어와 4개의 벡터 처리 장치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대규모의 작업들을 여러

(VPU), 그리고 캐시 일관성을 위한 1개의 캐시 홈 에

코어들 위에 할당될 수 있도록 수많은 작은 규모의 태

이전트(CHA)와 1MB L2 캐시를 가진다.

스크들로 나누는 병렬화 작업 기술[1]과 이들을 효율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스케줄링 기법 또한 부수적으

2.1 KNL 메모리 모드
KNL은 두 계층으로 구성된 계층적 메모리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DDR4를 활용하는 “Platform Memory”와,

로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출시된 호스트 프로세서로 사용

DRAM들의 스택 구조로 쌓여있으며 각 DRAM 다이

이 가능한 인텔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 아키텍처인

사이에 여러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On-package, High-

인텔(Intel) 제온파이 나이츠랜딩(Knights Landing, KNL)

bandwidth Memory (MCDRAM)” 로 구성된다. 이러한

[2]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 시스템 상에서 실행 시 발생

계층적 메모리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할 수 있는 성능 병목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위해 MCDRAM을 (1) Cache, (2) Flat, (3) Hybrid 의

할당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인텔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KNL의 이기
종 메모리 아키텍처 및 클러스터 모드에 대해 소개한

에서 제공하는 환경설정 명령어인 syscfg 또는 BIOS
설정을 통해 모드 변경이 가능하다.

후, 일반적인 HPC 환경에서의 워크로드 종류에 대해서

캐시 모드(Cache Mode)에서는 MCDRAM이 CPU와

서술한다. 3장에서는 다중 MPI 샘플 응용 실행 성능에

DDR(DRAM) 사이에 위치하는 L3 Cache로 활용되며

대해 분석해 보고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

하드웨어가 자동적으로 관리하며 작동된다. 이 모드에서는,

막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계획으로 마무리한다.

MCDRAM을 캐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어플리

그림 1 KNL 구조 개요
Fig. 1 KNL Architectur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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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NL의 3가지 메모리 방식
Fig. 2 KNL 3 Memory Modes

케이션을 별도 수정 없이 실행 가능하다.

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드이다. 이 모드에서는

플랫 모드(Flat Mode)는 MCDRAM과 DDR 두 종류

타일과 디렉토리 그리고 메모리 채널 사이에 관계성이

의 메모리를 하나의 물리 주소 영역에 매핑된 일반 메

없으며 메모리 주소가 균일하게 모든 분산된 디렉토리

모리로 나타내며, NUMA 노드로 표현된다. 또한 응용

들로 해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

실행시 수동으로 이기종 메모리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인다. 예를 들어 L2 캐시 미스가 발생되었을 때 분산된

있도록 한다. 따라서 MCDRAM의 직접적인 제어와 활

디렉토리에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디렉토리는 어

용이 가능하다. 플랫 모드에서는 MCDRAM 접근시 캐

느 곳이나 다 위치할 수 있다.

시 모드보다 고대역폭과 낮은 지연시간을 보장한다. 특

Quadrant 모드는 한개의 칩을 4개의 가상 사분면으

히 데이터 처리 면에서 소량의 빠른 대역폭/ 대량의 낮

로 나누어 메모리 주소의 해싱시에 같은 사분면안의 디

은 대역폭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효과적

렉토리로 매핑된다. 즉 디렉토리와 메모리 사이에 밀착

이다. 하지만 이 모드에서 MCDRAM을 사용하기 위해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상으로 나누었기 때문

서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요구된다.

에 소프트웨어 상으로 나뉘어 보여지진 않는다. 예를 들

하이브리드 모드(Hybrid Mode)에서는 MCDRAM의

어 L2 캐시 미스가 발생되었을 때 그 값을 실제로 가지

일부를 Cache 모드, 나머지는 Flat 모드로 혼합하여 사

고 있는 메모리에 속하는 사분면안에 해당하는 디렉토

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제공한다. 이 모드는

리가 위치하게 되고 해당 디렉토리에 요청을 보내게 된

캐슁(caching) 기능으로 더 효과적인 응용들을 실행할

다. 그래서 Quadrant 모드는 a2a 모드에 비해 더 낮은

때 이상적이며, flat 메모리에서 자주 접근되거나 또는

지연시간과 더 높은 대역폭을 가지게 된다.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더욱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SNC 모드는 Sub-NUMA-Clustering의 약자로 SNC2
및 SNC4 두가지가 있으며 Quadrant 모드와 달리 각

위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이기종 메모리 구조를 활용

사분면이 운영체제에 분리된 NUMA 도메인으로 나타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나기 때문에 연속적인 4개의 제온 소켓으로 보인다. 그

HPC 응용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가 가능

래서 각 사분면 마다 타일과 디렉토리, 메모리 사이에

해졌으며 관련 연구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5,6].

밀착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모드에 비해 가장

2.2 KNL 클러스터 모드

낮은 지연시간과 높은 대역폭을 가진다. 반면 이러한 이

KNL 클러스터 모드는 물리 메모리 주소 매핑 방법

득을 얻기 위해서는 응용 자체를 NUMA에 맡게 최적

에 따라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3가지 모드 1) All2All,

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2) Quadrant, 3) SNC로 나뉜다.

All2All과 Quadrant 모드 2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

All2All(a2a)모드는 대칭/비대칭 시스템 모두에서 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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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한다.

로 콘솔에서 syscfg 명령어를 사용하여 변경하거나 직

CPU 집약형 워크로드는 c행렬에 저장된 결과를 여러

접적으로 컴퓨터의 바이오스 설정을 사용하여 변경할

번 반복적으로 다시 계산하여 값을 일정하게 만드는 작

수 있다. 변경 시에는 두 방법 모두 재부팅 과정이 필수

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집약형 워크로드는 CPU 집약형

적으로 필요하며, 이때 부팅시간은 바이오스 버전 및

에 비해 적은 CPU 계산을 수행하지만 계산 수행 과정

MPSP(현재는 XPPSL로 바뀜) 패키지 버전에 따라 조

에서 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즉, a, b, c의

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약 2분 정도의

모든 행렬에 대한 연산을 반복하여 수행하는데, 큰 데이

시간이 소요된다.

터에 대한 연산이 계속 수행되고 값이 변경되므로 캐시

3. 병렬 응용 실행 성능 향상 연구

미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
는 작업이 빈번히 일어난다. 통신 집약형 워크로드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인

CPU 집약형 작업을 기반으로 계산 작업을 일부 줄이고

KNL에서 제공하는 “On-Package” 고대역 메모리인

반복되는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프로세스 통신 간

MCDRAM과 기존의 DDR4 기반의 “Platform Memory”

에 서로 주고받게 하였다.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중 병렬 프로그램들의 실행

위 표 1은 각 워크로드별 약 68개의 MPI 프로세서를

성능 및 전체적인 시스템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실행하였을 때 평균 명령어, 캐시미스, 전체 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리 사용량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모

본 실험을 위해 사용된 테스트베드는 KNL 노드 4개

리 집약형 워크로드는 두 워크로드의 약 2배의 메모리

로 이루어진 S7200AP 서버로써, 이중 MCDRAM을

사용량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워크로드는 비슷한 메모

Cache 모드로 활용하는 노드 1개와 Flat 모드로 사용하

리 사용량을 보여준다. 전체 워크로드는 동시 실행 시

고 있는 노드 1개, 그리고 Hybrid 모드 기반 1개로 총

비슷한 실행 시간을 가지도록 전체 크기를 설정하였으

3개의 노드에 쉘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실험을 각각 수행

며, 메모리 집약형 워크로드의 전체 메모리 사용량은 테

하였다. 각각의 KNL 노드는 96GB의 DDR4 메모리와

스트베드의 MCDRAM 사이즈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도

16GB의 MCDRAM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물리적

록 하였다.

으로 34타일, 총 68 코어(4 하이퍼쓰레딩 기반, 68×4 =

다중 응용의 실행 방법으로는 하나의 응용 실행이 끝

총 272 가상코어)를 보유하고 있다.

난 뒤에 다음 응용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Sequential

3.1 실험 워크로드 및 실험 방법

Execution”, 세 종류의 응용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Con-

대상 워크로드[7]는 자원의 활용 패턴에 기반을 두어

current Execution”, 그리고 각 응용들이 30초 간격으

“CPU 집약형(CPU Intensive)”, “메모리 집약형(Mem.

로 실행을 시작하는 “30s Inter-arrival Time Execu-

Intensive)”, “통신 집약형(Comm. Intensive)”의 세 가

tion”의 3가지 형태를 고려하였다. 이는 MPI 응용들의

지 형태의 워크로드로 구성하였다[8]. 해당 워크로드는

자원 활용 패턴뿐만 아니라 공유된 자원에 대한 경합

더블형의 2차원 배열의 행렬 곱셈을 68개의 MPI 프로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3가지의 워크로드로

세서를 가지고 기본 연산과 추가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응용들의 실행 모드로는 2가지

각 행렬의 크기는 MPI 프로세서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

클러스터 모드 즉 All2All과 Quadrant 모드로 실험하였

한다. 세부적으로는 응용 실행 초기에 임의의 값을 a행

으며, 메모리 구성은 Cache 모드, Flat 모드 그리고

렬과 b행렬에 할당하고 a와 b행렬을 나머지 프로세스에

Hybrid 모드에서 DDR4/MCDRAM을 적절하게 할당하

전송한다. 각각의 프로세스는 a행렬과 b행렬의 곱셈을

여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Hybrid 모

수행하고 그 결과를 c행렬에 저장한다. 마지막에 각 응

드에서는 MCDRAM 16기가바이트의 메모리 중 8기가

용의 특성에 맞는 추가 연산을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바이트는 L3 캐시로 사용되고 나머지 8기가 바이트는

루트 프로세스가 MPI_Reduce 함수를 사용하여 결과를

MCDRAM으로 사용된다.

표 1 각 워크로드별 평균 명령어, 캐시미스, 메모리 사용량
Table 1 Average Instruction, Cache Missed, Memory Usage of Each Workload
Instructions (109)

Cache Missed (106)

CPU

3,284

955

Total Memory Usage (GB)
7.7

Memory

2,176

6,090

14.7

Com

2,973

1,38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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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모드는 41.5%, Flat MCDRAM은 43.6%, Hybrid DDR4

그림 3은 CPU 집약형, 메모리 집약형, 통신 집약형

는 28.7%, Hybrid MCDRAM은 26.3%로 높았으며 이

MPI 응용들을 각 2가지 클러스터 모드와 3가지 메모리

에 따른 전체 시스템 성능도 DDR4 대비 Cache 모드가

모드 위에서 DDR4/MCDRAM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19.5%, Flat MCDRAM이 20.2%, Hybrid DDR4가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12.1%, Hybrid MCDRAM이 13.4%로 a2a 모드에 비해

이, CPU 집약형 응용과 통신 집약형 응용의 경우 메모

Hybrid DDR4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

리 자원의 활용 방법(DDR4, MCDRAM, Cache)과 클

향상폭을 보이고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러스터 모드(a2a,quad)에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성능을

이를 통해 고대역 메모리인 MCDRAM을 활용함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 응용

써 메모리 집약형 응용의 실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의 자원 사용 패턴 및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워

음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응용들의 순차적인 실행 시

크로드를 구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는 한 번에 하나의 응용만이 KNL 노드에서 실행되므

메모리 집약형 응용의 경우 a2a 모드에서 Flat DDR4

로 Flat 모드에서 MCDRAM을 활용한 결과와 Cache

(102.9초) 대비 Cache 모드 34.3%, Flat MCDRAM은

모드에서 사용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8.15%, Hybrid DDR4는 31.1%, Hybrid MCDRAM은

그림 4는 CPU 집약형, 메모리 집약형, 통신 집약형

19.5%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전체 시

MPI 응용들을 각각 a2a 클러스터 모드에서 DDR4/

스템 성능도 Flat DDR4를 기준으로 Cache 모드가 15.8%,

MCDRAM을 활용하여 각각 3가지 메모리 모드에서 동

Flat MCDRAM이 17.4%, Hybrid DDR4가 13.4%,

시에 실행한 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Hybrid MCDRAM이 10.5%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실험에서는 MCDRAM을 활용하는 방법을 크게 “ALL

음을 확인할 수 있다.

MCDRAM” (모든 응용들을 MCDRAM에 매핑)과 “DDR4+

또한 quad 모드에서는 Flat DDR4(111.8초) 대비 Cache

MCDRAM”(메모리 집약형 응용만 MCDRAM에 매핑

그림 3 a2a와 quad 모드에서의 순차실행
Fig. 3 Sequential Execution on a2a and quad mode

그림 4 a2a 모드에서의 동시실행
Fig. 4 Concurrent Execution on a2a mode

인텔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에서의 다중 병렬 프로그램 성능 향상기법 연구

하고 나머지는 DDR4를 활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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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검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5는 quad 모드에서의 동시 실행 결

하여 자원할당을 수행하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

과로서, Flat DDR4(158.3초) 대비 Cache 모드가 1.7%,

Flat DDR4(170.6초) 대비 Cache 모드가 6.8%, Flat ALL

Flat ALL MCDRAM이 5.2% Flat DDR4+MCDRAM

MCDRAM이 -1.5%, Flat DDR4+MCDRAM이 13.3%,

이 12.7%, Hybrid ALL DDR4가 -9.7%, Hybrid ALL

Hybrid ALL DDR4가 5%, Hybrid ALL MCDRAM

MCDRAM이 -2.5%, Hybrid ALL DDR4+MCDRAM이

이 -1.8%, Hybrid DDR4+MCDRAM이 5.9%의 성능

7.5%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quad 모드에서도 DDR4+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결과를 통하여 한정된 자원인

MCDRA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MCDRAM(16GB)을 모든 응용이 활용하기 위해 경쟁

그림 6과 7은 CPU 집약형, 메모리 집약형, 통신 집약형

할 때는 오히려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안 좋아질 수 있

MPI 응용들을 각각 a2a와 quad 모드에서 DDR4/MCD-

었으며,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는 메모리 집약형 응용만

RAM을 활용하여 30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한 결

매핑한 DDR4+MCDRAM 모드가 오히려 가장 좋은 성

과를 보여주고 있다.

능을 나타낸다. 또한 Flat DDR4+MCDRAM은 MCDRAM

그림 6의 a2a 모드에서는 전체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

이 Transparent하게 모든 응용들에 Cache 형태로 적용

Flat ALL DDR4(188.78초) 대비 Cache 모드가 8.2%,

되는 모드보다도 6.5%의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

Flat ALL MCDRAM이 2.4%, Flat DDR4+MCDRAM

을 알 수 있다. 이는 응용의 자원 사용 패턴에 따른 효

이 15.2%, Hybrid ALL DDR4가 8.9%, Hybrid ALL

율적인 고대역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

MCDRAM이 6.1%, Hybrid DDR4+MCDRAM이 4.6%

제 실행 시간과 전체 시스템 활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의 quad 모드에

그림 5 quad 모드에서의 동시실행
Fig. 5 Concurrent Execution on quad mode

그림 6 a2a 모드에서의 30초 시간 간격 실행
Fig. 6 30s Inter-arrival Time Execution on a2a mode

884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4권 제9호(2017. 9)

그림 7 quad 모드에서의 30초 시간 간격 실행
Fig. 7 30s Inter-arrival Time Execution on quad mode

서도 전체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Flat All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큰 대역폭을 전체적으로 이용하

DDR4(194.1초) 대비 Cache 모드가 11.8%, Flat ALL

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세서가 아닌 다수의 프

MCDRAM이 11.2%, Flat DDR4+MCDRAM이 16.8%,

로세서를 가지고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실행하였

Hybrid ALL DDR4가 11.3%, Hybrid ALL MCD-

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AM이 9.1%, Hybrid DDR4+MCDRAM이 8.6%의 성
능 향상을 보인다.

하지만 워크로드 크기가 MCDRAM의 크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동시실행 및 시간 간격 실험) 단순히 모든

이번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두 가지 클러스터

워크로드에 MCDRAM을 매핑하여(Cache, All MCDRAM)

모드를 비교해 보았을 때 quad 모드에서 실행했을 때

경쟁하기보다는 가장 성능 향상이 큰 메모리 집약형 워

향상폭이 a2a 모드 보다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

크로드에 우선적으로 매핑하는 것이(DDR4+MCDRAM)

며,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활용률 및 응용들의 실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행시간은 이들 간의 실행 시간 간격의 분포(순차실행,

각 메모리 모드에 따른 실험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동시 실행, 일정한 시간 간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Cache 모드에서는 최적화 성능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을 확인하였다. 즉 동시 실행 또는 일정한 시간 간격 실

성능 향상을(크게는 최대성능과 근접함) 가져온다는 사

행 시에 MCDRAM에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우

실은 어떤 응용에 관계없이 쉽게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을

선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워크로드를 일반 메모리에

가진다. Flat 모드는 사용자 워크로드의 최적화 성능을

할당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각 워크로드의 메모리 특징을 파

있다.

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지닌다. Hybrid 모드는 본 논

3.3 실험 분석 및 스케줄링 최적화 방법

문의 실험에서 본바 Cache 모드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메모리 집약형 워크로드의

좋지 않았으며, Cache 모드의 특징과 Flat 모드의 특징

경우 MCDRAM의 최대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을 모두 고려하여 스케줄링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에서는(순차실험) Flat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

클러스터 모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a2a와 quad 모드

은 성능을 보여줌을 알 수 있고, Cache 모드를 사용한

모두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성능 차이는 발견할 수 없

경우에도 Flat을 사용한 경우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

으나 quad 모드에서 hybrid 모드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여주었다. 반면에 단순히 DDR 메모리만 사용한 경우에

성능 향상은 있었다. 즉 quad 모드에서 각 가상의 사분

는 성능이 가장 낮았으며, Hybrid를 이용한 경우에는

면에 의한 태그 디렉토리의 캐시 미스 감소로 인하여

거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반면 나머지 두

작은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를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MCDRAM을 이용하였을 때 약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코어와 워크로드 사

의 성능 향상은 있었지만 눈의 띄게 큰 성능 차이는 보

이의 직접적인 매핑 방법 및 각 코어에서의 캐시 프로

이지 않았다.

파일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각 코어와 워크로드 사

즉 이처럼 Flat이나 Cache를 사용한 경우에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이는 이유는 MCDRAM이 DDR4 메모
리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큰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이의 매핑 관계 및 캐시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 다루기
로 한다.
결과적으로 MCDRA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작업

인텔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에서의 다중 병렬 프로그램 성능 향상기법 연구

스케줄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로드를 프로
파일링하여 어떤 메모리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
고, 차후 같은 워크로드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워크로드
와 어떠한 메모리 모드에서 실행할지 스케줄링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매니코어 시스템에서의 스케줄링 최적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워크로드는 Cache 모드에서 실행하고 결과를
프로파일링 한다.
2) 동일한 워크로드의 경우 프로파일링 결과에 기초하
여 워크로드의 종류를 구분한다. 해당 워크로드가 메
모리 집약형이라면 Flat 모드에서 MCDRAM을 우
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스케줄링한다.
3) 이 후 들어온 워크로드가 메모리 집약형이 아니라면,
CPU 자원의 최대 한도 내에서 메모리 집약형 워크
로드와 동시에 실행하도록 스케줄링한다.
현재는 메모리 집약형 워크로드만 MCDRAM에 매핑
해 보았으나,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작업 스케줄링
및 자원 할당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응용들의 자원
활용 형태에 대한 세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면, 공
유 메모리를 기반으로 인트라 노드 통신을 수행하는
MPI 응용과 메모리 연산을 주로 수행하는 응용들에게
적절하게 MCDRAM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시스템 활용
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텔의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인
나이츠 랜딩 기반으로 다중 MPI 응용들의 실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병목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원 할당 방법들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3가지 형태의 MPI 응용 워크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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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어 성능 최적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시에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경우, MCDRAM에 메모리

노 승 우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먼저 할당하고, 나머지 워크로드들

2009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
퓨터공학부(공학사). 2011년 2월 서울시
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2011년 5월～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연구원. 관심분야는 분산컴퓨팅, 슈퍼
컴퓨팅, 작업 스케줄링

을 일반 메모리에 할당함으로써 가장 좋은 실행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MPI 응용들의 자원 활용 형태를 프
로파일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SLURM[9]과 같은 작업
스케줄러와의 연동을 통해 차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
기반의 슈퍼컴퓨팅 클러스터에서의 작업 실행 시간 단
축 및 전체 시스템 활용률 향상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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