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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하드웨어에서의 동기화 도구들의 비용
(Knowing the Cost of Synchronization 

Primitives on Modern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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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리 사용되고 있는 멀티 코어 시스템에서는 모든 로세서 코어를 사용하는 효율 인 

동시성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암달의 법칙은 로그램이 확장될 수 없는 부분

을 가지고 있는 한 무한히 확장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더 나아가, 순서의 법칙은 동시성 알고리즘에서 

순서를 짓기 한 비싼 동기화 작업은 사라질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결국, 알고리즘의 트 이드오 를 

결정짓기 해선 각 동기화 기능의 실제 비용을 아는 것이 요하다. 일반 인 동기화 도구들의 략  

비용은 리 알려져 있지만, 이는 하드웨어 종속 이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에서는 정확치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최신 하드웨어에서 동기화 도구의 비용을 측정해 보고 그 결과에 해 논한다.

키워드: 멀티 코어, 동시성 제어, 캐시 일 성 로토콜, 어토믹 오퍼 이션

Abstract In multi-core systems, which are widely prevalent, it is important to use an efficient 

concurrency control algorithm that utilizes every core. However, Amdahl’s Law states that a program 

cannot scale infinitely if it contains any unscalable sub-section. Furthermore, the Laws of Orders state 

that the expensive cost of synchronization for ordering in a concurrent algorithm cannot be eliminated. 

As a consequence, knowing the cost of each synchronization primitive is important for making tradeoff 

decisions regarding an algorithm. Although the rough costs of common synchronization primitives are 

already known, the result may be not applicable or inaccurate for a specific system, because the cost 

is hardware dependent.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cost of famous synchronization primitives on a 

modern system and discuss the results.

Keywords: multi-core, concurrency control, cache coherency protocol, atomic operations 

1. 서 론

오늘날의 고성능 컴퓨 을 한 랫폼은 일반 으로 

수십개의 로세서 코어를 장착하며, 수백개의 코어를 

장착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열처리 등의 문제로 단일 

코어의 성능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런 환경에서는 코어의 개수를 늘림에 따라 성능이 높아

지는, 멀티코어 확장성이 요하다. 효율 인 동시성 제

어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충분한 동시성을 가진 로그

램은 높은 멀티코어 확장성을 갖는다. 하지만, 암달의 

법칙[1]은 충분한 수의 코어가 있더라도 무한히 성능을 

확장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어

떤 알고리즘이 확장 불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알

고리즘이 늘어난 자원에 의해 나머지 부분의 오버헤드

가 어들수록 확장 불가능한 부분의 상  비 이 

 커지고 마침내 로그램의 성능을 결정짓게 된다. 한

편, 거의 부분의 멀티 쓰 드 알고리즘은 반드시 지켜

져야만 하는 일 성 제약을 갖는다. 이를 해 각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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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서로 통신을 하며 수행 순서를 부분 으로 지키는 

동기화 작업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동기화는 본성 으

로 순차  작업을 내포하기에 멀티 코어를 사용해 확장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동기화는 멀티 쓰 드 

알고리즘의 큰 으로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순서의 

법칙[2]은 멀티 쓰 드 알고리즘에서 동기화 작업이 사

라질 수는 없음을 증명했다. 결국, 모든 동시성을 갖는 

알고리즘은 피할 수 없는 확장의 한계 을 갖게 된다.

존하는 부분의 멀티쓰 드 알고리즘과 그에 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화 오버헤드를 최소화 시

켜서 이 확장의 한계 을 더 뒤로 미루려 노력한다. 그런 

방법들로는 Optimistic한 충돌 검사[3], 티셔닝[4], 특

정 워크로드 특성에 기반한 최 화[5], 논-블록킹 동기화 

알고리즘[6,7], 그리고 하드웨어 동기화 기능에 기반한 

동기화[4,8] 등이 있다. 이런 근법에 기반한 많은 연구

들이 성능과 확장성을 극 으로 개선했다. 이  연구[7]

에서, 우리는 Serializabile 일 성을 제공하는 계형 데

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의 락 매니 를 논-블록킹 알고

리즘을 사용해서 최 화 한 바 있다. 이 게 수정된 버

은 원본 버 보다 20배 이상 높은 성능을 보 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가능한 확장의 한계 을 미룰 수 

있도록 한 동기화 기능을 선택하고 이를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있어 요하다. 치 않은 동기

화 기능의 사용은 성능 개선 정도를 일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성능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동기화 기능을 

정확히 선택하기 해선, 각 동기화 기능의 비용을 알 필

요가 있다. 각 기능의 비용과 안에 한 잘 알려진 기

존 연구들이 존재한다[9,10]. 하지만 어토믹 오퍼 이션

이나 메모리 배리어, 캐시 일 성 로토콜과 같은 동기

화 기능  가장 기본 인 기능들은 하드웨어에서 직  

구 되었으며 그 구  방식이 제조사나 제품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동기화 기능들의 비용은 실제 

하드웨어 구 에 종속 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정 하드

웨어에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진 비용은 최근의 

일부 하드웨어에서는 다를 수 있다. 한, 동기화 기능을 

최 화한 결과, 다른 환경에서의 비용에 한 연구는 부

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 논문은 인텔의 최신 멀티 코어 

시스템 에서 동기화를 해 사용되는 주요 기본 기능

들과 일부 변종 기능들의 실제 비용을 측정해본 후 그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해 논의한다.

2. 측정 환경

측정은 네 개의 Intel Xeon E7-8837을 장착한 시스

템 에서 행해졌다. 각 로세서의 동작 속도는 2.67 

GHz 이며, 각 로세서가 8개의 코어를 가지므로, 시스

템은 총 32개의 하드웨어 쓰 드를 갖는다. 공유된 메모

리에 모든 코어가 근 가능하지만 코어별로 로컬 메모

리가 따로 있어 메모리 치에 따라 근 속도가 다른 

NUMA(Non-Uniform Architecture)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비용을 측정할 상으로 삼는 동기화 기능들은 

1) 다양한 종류의 어토믹 오퍼 이션(atomic operations)

들(Fetch-and-add와 Compare-and-swap의 변종들), 2) 

메모리 배리어, 3) 뮤텍스(pthread mutex 구 과 CAS 

기반의 직  구 한 spinlock), 그리고 4) 캐시 일 성 

로토콜이다. 앞의 세 부류는 캐시 일 성 로토콜 비용

을 포함하므로 고수  동기화 기능으로 분류했다.

3. 고수  동기화 기능들의 비용

고수  동기화 기능들의 비용을 측정하기 해 각 고

수  동기화 기능을 사용해 보호되는 병렬 카운터를 구

하고, 사용되는 쓰 드의 개수를 1부터 시스템의 코어 

개수까지 증가시켜가며 2  동안 쓰 드들이 동시에 카

운터 값의 증가를 반복하도록 하고, 이후 1 당 수행된 

연산 횟수를 측정한다.

측정 상 동기화 기능은 INC(단순한 값 증가 오퍼 이션), 

FAA(Fetch-and-add), CAS(Compare-and-swap), 

FCAS(Failure-like CAS), CCAS(Compare-and-CAS), 

MBARRIER(memory barrier), MUTEX(pthread mutex), 

그리고 CAS_LOCK(CAS 기반의 스핀락)이다. INC로 보

호되는 카운터는 C의 ‘++’ 오퍼 이션을 카운트 변수에 수

행할 뿐, 아무런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동기화 

오버헤드가 존재치 않을 때의 성능을 보인다. FAA 카운터

는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Fetch-and-add 기능을 그 로 

사용해 카운터 값을 증가시킨다. CAS 카운터는 역시 하드웨

어에서 제공하는 Comapre-and-swap 기능을 사용하는데, 

compare에 실패하면, 즉 동시에 카운터를 증가시키려는 

쓰 드가 있음이 감지되면 단순히 카운터의 값 증가를 포기

한다. CCAS 카운터는 일반 으로 잘 알려진 CAS의 최 화 

기법인 Compare-and-CAS 기법을 사용한다. FCAS는 

Compare 결과가 항상 50% 이상 확률로 실패하도록 인

으로 조정된 버 이다. 따라서 CAS 기반 카운터들은 값

의 일  증가는 보장하지만 값 증가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성공의 경우만 따로 보기 해 compare

가 성공한 횟수를 따로 측정했으며, 이는 뒤의 측정 결과 

그림 상에 ‘_CTR’이라는 미사로 표시했다. MBARRIER 

카운터는 INC 카운터의 한 변종으로, 카운트가 증가할 때

마다 한번씩 메모리 배리어를 수행할 뿐이다. INC 카운터

와 마찬가지로 일  값 증가는 보장하지 않는다. 마지막

으로 MUTEX와 CAS_LOCK은 잘 알려진 락킹 기법으로 

카운터 증가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한다. 성능 측정을 한 

로그램 코드는 github을 통해 오 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https://github.com/sjp38/cost_ of_sync_prim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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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쓰 드 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그림 1은 각 카운터의 성능이 쓰 드 수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 X 축에 쓰 드 수를, Y 축에 카운터 값 

증가가 시도된, 는 성공한 횟수(CAS 기반 카운터들

의 ‘_CTR’ 미사 붙은 데이터)를 Y 축에 로그스 일

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아무런 명시  동기화를 하지 않

는 INC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싱  쓰 드에서 

당 4억 오퍼 이션의 성능을 보이며, 24 쓰 드에서 

당 20억 오퍼 이션까지 성능 증가를 보인다. 모든 동

기화 기능들이 INC 비 낮은 성능을 보이며, 2개 이상 

쓰 드가 사용되는 순간 성능이 크게 하락한다. 심지어, 

CAS_LOCK은 쓰 드 수가 늘어날수록 지속 으로 성

능이 하락한다. CAS_LOCK을 제외한 모든 동기화 기

능들이 비슷한 확장성을 보인다. 복수의 쓰 드가 사용

되면 성능이 크게 하락하지만, 쓰 드 수가 늘어남에 따

라 지속 으로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능들 사이에 확연한 성능 차이가 존재함이 보인

다. FAA는 CAS에 비해 간단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

어 훨씬 높은 성능을 갖는 것으로 리 알려져 있고, 실

제로 부분의 CAS 기반 카운터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

이지만, FCAS는 외  모습을 보인다. FCAS는 모든 

동기화 기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FCAS로 보호되는 카운터의 카운트 증가 성공 

횟수는 모든 CAS 변종 카운터들의 그것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인다. 다만, 싱  쓰 드에서는 가장 낮은 성

능을 보이는데, 이는 FCAS의 높은 비교 실패 확률로 

인한 결과이다. 하나의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른 

은 CCAS이다. CCAS는 CAS를 최 화하는 알고리즘

으로 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측정 결과 CCAS는 

CAS 보다, CCAS_CTR은 CAS_CTR 보다 낮은 성능

을 보 다. MBARRIER 성능은 FAA와 비교할 수 있

을 정도로 높지만 그보다는 조  낮은 성능을 보 다. 

MUTEX와 CAS_LOCK은 mutual exclusion 기능을

그림 1 동기화 기능으로 보호되는 카운터의 사용 쓰 드 

수에 따른 성능

Fig. 1 Cost of each synchronization primitive for varying 

number of threads

제공하는 만큼, 가장 비용이 높은 축에 속한다. CAS_ 

LOCK이 8개 쓰 드까지는 MUTEX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12 쓰 드부턴 MUTEX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기 시작하며, CAS_LOCK은 심지어 쓰 드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지속 으로 떨어진다. 이는 MUTEX 

는 sleep을 하기 때문에 쓰 드가 을 때엔 오버헤드가 

크지만 쓰 드의 수가 늘어나 경합이 많아질 때에 추가 

오버헤드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 32 쓰 드에서의 성능

많은 코어들을 가진 상황에서의  성능을 보이기 

해, 그림 2는 32 쓰 드에서의 성능만을 보이고 있다. 

상 로, FAA(28 MOPS)는 CAS(20 MOPS)와 CAS_ 

CTR(18 MOPS)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잘 알려진 상과 달리, CCAS(18 MOPS)도, 

CCAS_CTR(16 MOPS)도 CAS와 CAS_CTR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FCAS(49 MOPS)는 

FAA 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인다. FCAS_CTR(24 

MOPS)는 FAA 보단 낮지만 CAS_ CTR은 물론이고 

compare fail의 경우를 포함하는 CAS 자체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인다. MBARRIER(24 MOPS)은 FAA 와 비교

될 만큼 높은 성능이지만 역시 FCAS 보다는 크게 낮은 

성능을 보인다. CAS_LOCK(2 MOPS)은 MUTEX(6 

MOPS)에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2 동기화 기능으로 보호되는 카운터의 32 쓰 드

에서의 성능

Fig. 2 Cost of each synchronization primitive for 32 

threads

3.3 고수  동기화 기능 비용 측정 결과 고찰

앞의 섹션으로부터의 결과를 통해, 인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고수  동기화 기능들의 흥미로운 특성을 몇 

가지 알 수 있다. 첫째, 동기화 기능들은 매우 느리다. 

FAA는 INC보다 32 쓰 드에서 38배, 최  76배 느리

다. 성능은 복수의 쓰 드가 사용되면 격하게 떨어진

다. 하지만, 스핀락을 제외한 동기화 기능들은 두 개 이

상의 쓰 드가 사용되면 쓰 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성능이 더 이상 오르는 일도 없지만 떨어지는 일도 없

다. 하지만, CAS_LOCK의 성능은 쓰 드의 수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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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따라 지속 으로 하락한다.

둘째, 메모리 배리어는 가장 빠른 어토믹 오퍼 이션

과 비슷한 수 의 성능이다. 메모리 배리어가 까다로운 

동기화 보장을 제공하는 신 어토믹 오퍼 이션보다는 

낮은 비용을 갖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인텔 최신 

시스템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히 x86_64 

는 TSO(Total Store Order)보다도 높은 기본 순서 규

칙을 제공하므로 메모리 배리어의 남용은 막아져야 한다.

셋째, 리 알려진 CAS의 최 화 기법[1]인 CCAS 

는 CAS 보다 성능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 CCAS는 

어토믹하지 않은 비교로 어토믹 비교 오퍼 이션의 오

버헤드를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드웨어가 어

토믹 비교 오퍼 이션을 충분히 최 화 시켰다면, 우리

의 실험 결과가 보이듯 추가 인 읽기 오퍼 이션과 조

건에 따른 랜치가 오버헤드를 높일 수 있다.

넷째, CAS는 swap 조건 비교 구문이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 FCAS 자체는 

FAA 보다 성능이 높고 FCAS_CTR은 CAS 계열 어토

믹 오퍼 이션들로 보호되는 카운터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값 증가 성능을 보 다. 본 실험을 수행한 로세서의 

CAS 구 이 이 경우에 최 화되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FCAS는 CAS 계열 카운터로 모두 구  가능한 

단조 카운터와 같이 요청이 실패되더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핀락은 많은 쓰 드가 사용되는 상황에

선 CPU를 잠들게 하는 mutex 보다도 느릴 수 있다. 

CAS_LOCK은 8 쓰 드까지만 pthread mutex보다 높

은 성능을 보인다.

동기화 기능의 비용을 측정하는 유사한 연구[9,10]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메모리 배리어의 비용, 

CAS 와 같은 조건  동기화 기능의 조건 충족 여부, 

CCAS와 같은 리 알려진 최 화 기법 용에 따른 

비용의 변화에 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 스 커  

등의 성능과 안 성에 민감한 병렬 로그램에서는 메

모리 배리어와 조건  동기화 기능에 의존해 성능을 세

하게 튜닝하고 병렬 환경 메모리 순서 규칙을 정의하

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한,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환경에서는 인

텔 시스템 에서 멀티 소켓 에서 어토믹 오퍼 이션

들간의 비용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텔 시스템에서는 약 40% (FAA 비 CAS의 경우)

의 분명히 에 띄는 차이가 있으며 카운터 등의 실제 

응용에 용할 경우에도 뚜렷한 성능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는 동기화 기능의 비용은 실제 사용될 환경

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비교되어야 한다는 본 논문의 주

장을 뒷받침한다.

4. 캐시 일 성 로토콜의 비용

멀티코어 시스템은 각각의 로세서 코어가 캐시에 

데이터를 올려두고서 읽기 / 쓰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일 성을 잃을 수 있다. x86_64 아키텍쳐

는 이를 방지하기 캐시에 올라와 있는 각 데이터의 상

태를 수정된(Modified), 배타 으로 소유된(Exclusive), 

공유된(Shared), 그리고 무효한(Invalid) 상태  하나

로 표시하고 특정 코어에서 해당 데이터에 해 특정 

행동을 취하면 이를 다른 코어들이 알 수 있게 해서 다

른 캐시의 데이터들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게 하는 

MESI 로토콜을 사용해 캐시 일 성을 지켜 다. 상

태간의 환을 상태 머신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이를 해 로세서는 캐시간 데이터 상태 리를 

한 메시지를 다른 로세서의 캐시에 보내야 하며, 이는 

성능에 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명시  고수

 동기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오버헤

드는 발생하며, 일부 고수  동기화는 이 캐시 로토콜

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캐시 로토콜 오버헤드를 악하기 해 두 개의 쓰

드가 특정 데이터에 반복 으로 근하도록 하고, 각 

쓰 드의 당 근 횟수를 측정한다. 이 때 각 쓰 드

는 읽기와 쓰기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근하게 

해 MESI 로토콜 상의 상태 환을 제어한다. 한, 

각 쓰 드가 근하는 데이터가 공유된 데이터일 때와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일 때(shared, noshared), 그리고 

두 쓰 드가 같은 로세서 소켓에 있을 때와 다른 

로세서 소켓에 있을 때(nonuma, numa)의 성능을 측정

해서 MESI 로토콜의 오버헤드와 로세서 소켓간 통

신 시간을 악해 본다.

4.1 읽기와 읽기 쓰 드

그림 4는 두 쓰 드가 읽기 근만 할 때의 데이터 공

유, 소켓 치 여부에 따른 성능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경우에 두 쓰 드가 모두 당 약 2,700MOPS 로 높은 

성능을 일 되게 유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쓰 드가 

모두 읽기만을 하기 때문으로, 공유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림 3 MESI 로토콜의 간략한 상태 머신

Fig. 3 Simplified state machine for MESI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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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eader - Reader의 쓰 드 topology와 근 변

수 공유 여부에 따른 성능

Fig. 4 Performance of Reader-Reader for varying NUMA 

topology and share situation

해도 항상 데이터가 캐시 에서 shared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의 캐시 로토콜 메시지를 던지거나 그 결

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4.2 읽기와 쓰기 쓰 드

그림 5는 한 쓰 드는 읽기를, 한 쓰 드는 쓰기를 할 

때의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쓰 드가 공유되지 않

은 데이터에 근할 때에는 읽기가 당 약 2,700MOPS, 

쓰기는 약 2,200MOPS의 높은 성능을 유지하며, 쓰기가 

읽기에 비해 약간 느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쓰 드가 공유된 데이터에 근하게 

되면 읽기 쓰 드의 성능이 크게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에 쓰기가 발생하면 모든 다른 캐시 

의 해당 데이터는 invalid 상태로 환되며, 이후 해당 

캐시를 사용하는 로세서는 valid 한 데이터 값을 다른 

로세서의 캐시에서, 는 메모리에서 얻어와야 하며, 

다른 로세서의 캐시 는 메모리로의 근은 자신의 

캐시로의 근에 비해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한편, 읽기 쓰 드와 쓰기 쓰 드가 같은 로세서 소

켓에 치해 있을 때의 읽기 쓰 드 성능이 다른 로

그림 5 Reader(왼쪽) - Writer(오른쪽)의 쓰 드 topology 

와 근 변수 공유 여부에 따른 성능

Fig. 5 Performance of Reader(left)-Writer(right) for 

varying NUMA topology and share situation

세서 소켓에 치해 있을 때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캐시 일 성 로토콜은 모든 쓰

기, 읽기 오퍼 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한 내용의 

메시지를 날리면 무 느려지므로, 각자 내부 으로 스

토어 버퍼 등을 이용해 캐시 로토콜 메시지를 모았다

가 한번에 보낼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모아두는 단계가 

같은 로세서 소켓 내 코어 간의 단계에서 한번 모아

두고, 다시 다른 로세서 소켓 간의 단계에서 한번 

더 모아두기 때문이다. 즉, 같은 로세서 소켓 내에 읽

기 쓰 드와 쓰기 쓰 드가 치한 경우에는 읽기 쓰

드의 캐시에 치한 데이터가 매우 빈번하게 invalid 상

태로 변환되고, 다른 로세서 소켓에 쓰기 쓰 드가 

치한 경우엔 캐시 로토콜 메시지가 가끔 오기 때문에 

덜 빈번하게 invalid 상태로 변환되며, 이 때문에 같은 

로세서 소켓 내에 읽기와 쓰기 쓰 드가 치할 때 

읽기 쓰 드의 성능이 크게 느려진다.

반면에, 쓰기 쓰 드의 성능은 읽기 쓰 드와 달리 데

이터를 공유하더라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데이터가 쓰기 쓰 드 에서는 항상 

valid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에 쓰기를 

했다는 캐시 일 성 로토콜 메시지를 다른 로세서

에 보내야 하기는 하지만 스토어 버퍼 등을 이용해 모

아서 가끔씩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4.3 쓰기와 쓰기 쓰 드

그림 6은 두 개의 쓰 드가 쓰기만을 할 때의 성능을 

보인다. 두 개의 쓰 드가 읽기만을 할 때와 비슷하게, 데

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때의 최  성능(약 2,200MOPS) 

이 데이터를 공유하더라도, 두 쓰 드가 같은 소켓에 

치하든 다른 소켓에 치하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와 읽기 쓰 드일 때와 달리 데이터의 상태가 

invalid 해지기는 하지만 읽기가 아닌 쓰기 작업만을 행

하므로, 해당 데이터를 다시 상  쓰 드의 캐시 는 메

모리에서 읽어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각자 쓰

그림 6 Writer - Writer 의 쓰 드 topology 와 근 

변수 공유 여부에 따른 성능

Fig. 6 Performance of Writer-Writer for varying NUMA 

topology and shar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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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했다는 메시지를 캐시 일 성 로토콜로 보낼 때 

스토어 버퍼 등을 이용해 모아서 보낼 수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4.4 캐시 일 성 로토콜 비용 측정 결과 고찰

명시 인 고차원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세서는 자체 으로 최소한의 데이터 일 성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쓰 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지, 데이터를 공유

한 쓰 드가 어느 로세서 소켓에 치하는지, 해당 쓰

드가 데이터를 읽는지, 쓰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짐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 으로는 캐시 일 성 로토

콜로 인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만이 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 캐시 일 성 로토콜 메시지의 달은 스토

어 버퍼 등의 배칭 최 화로 성능에 큰 향을 끼치지 않

지만 다른 로세서의 캐시에서 실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은 큰 향을 끼쳐 읽기 쓰 드와 쓰기 쓰 드간에 비

칭 인 성능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멀티코어 컴퓨  시스템에서 높은 성능을 이루기 해

선 효율  동기화 메커니즘이 필수 이며, 이를 해 사용

되는 동기화 기본 기능은 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동기화 기본 기능의 성능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분의 동기화 기본 기능의 비용은 실제 하드웨어 구

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선 주요한 동기화 기본 기능들의 실제 비용을 

최신 32코어 인텔 x86_64 시스템 에서 측정해 보고, 기

존에 잘 알려진 결과와 다른 부분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

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실험에 사용된 환경에서만 유효함

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실행이 상되는 환경에서 기본 

기능들을 실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할 기본 기능들

을 골라 사용하는 게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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