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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용 어 리 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  시장에서 연산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연산 가속

기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연산 가속의 안으로 재설정가능반도체(FPGA)나 주문형 

반도체(ASIC) 등의 용 칩을 사용하거나 Cell 로세서와 같이 비디오 게임용으로 개발된 게임 로

세서(Game Processor)를 과학 어 리 이션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SIC 로세서를 이용한 표 인 가속 로세서인 Clearspeed Advanced e620을 상으로 성능을 분석

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 다. 

 

1. 서론

고성능 컴퓨 (High Performance Computing) 컴퓨  시

장의 계속 인 연산 요구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CPU 

기술은 멀티 CPU, 멀티 코어에 의한 성능 향상을 추구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메모리의 병목 상, 발

열 문제, 응용 로그램들의 최 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들이 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들이 진행

되고 있다. 한 연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가속

기술의 다른 근 방법으로, 재설정가능반도체(FPGA)나 

주문형 반도체(ASIC) 등의 용 칩을 사용하거나 Cell 
로세서, 그래픽 로세서(GPU)와 같이 비디오 게임용으로 

개발된 게임 로세서(Game Processor)를 가속화 기술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SIC 로세서를 이용한 표 인 가속 로세서인 

Clearspeed Advanced e620을 상으로 성능을 분석하고 

CPU의 성능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속 기술에 

한 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CSX600 로세서의 구

조  로그램 구조를 설명하 다. 4장에서는 성능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가속 기술

2.1 Cell  Processor를 이용한 가속 기술

최근 고성능 컴퓨  시장에서는 소니의 Playstation3와 같

은 비디오 게임 랫폼을 해 디자인된 로세서를 CPU 

신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6

월 Top500 순 에서 1 를 차지한 로드러 (Roadrunner)

도 과학 기술용으로 변경된 Cell 로세서를 이용하여 설

계되었다[1]. 이 로드러 는 원래 소니의 Playstation3와 

같은 비디오 게임 랫폼을 해 디자인된 셀 마이크로

로세서(Cell Broadband Engine)를 변형한 PowerXCell 8i 

3200MHz(12.8 GFlops)와 AMD의 옵테론 로세서를 함

께 사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높은 직 도와 고성능 컴퓨

 자원을 보유할 수 있었다. 셀 마이크로 로세서는 8개

의 SPU SIMD 엔진  DMA 채 을 포함한 용 장치들

을 통해 형 인 로세서보다 8배 빠른 성능을 제공한

다[2].

  2.2 FPGA를 이용한 가속 기술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ry)는 로그램하기

가 매우 어렵지만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는 범용 마이크

로 로세서와는 달리 한 번에 수많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정수연산이나 비트연산의 경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FPGA를 연산가속화에 사용하려는 노력

이 진행 이다. 표 은 회사들에는  Xilinx, Altera로 

표되는 칩 제조업체와 SGI, CRAY, Nallatech 등의 시

스템 벤더, 그리고 MItron과 같이 FPGA 기반 로그래  

환경 개발업체들이 이 분야에 노력하고 있다[3].

  2.3 ASIC 로세서를 이용한 가속 기술 

컴퓨  환경의 연산 가속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다른 

방법으로 주문형 직  회로인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을 사용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2006년 11월 기  슈퍼컴퓨터 Top500에서 9 를 차지

한 일본의 도쿄공업 학교(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의 

TSEBAME Grid Cluster는  Top500에서 최 로 ASIC 하

드웨어 가속화 칩을 이용한 클러스터 시스템이다. 이 시스

템은 계속 시스템을 보강하여 2009년 6월 기  Top500에

서는 41 를 차지하고 있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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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X600 로세서

본 논문에서는 ASIC을 이용한 가속 기술의 선두 업체인 

Clearspeed의 가속 보드 Advance e620(CSX620)을 사용하

여 성능을 분석하 다. CSX620 보드는 기존의 호스트 

CPU와 함께 보조 로세서(co-processor)로 동작하면서, 

력, 냉각설비 는 공간의 부담 없이 응용 로그램을 가

속 시킬 수 있다[5].

그림 1. CSX620 칩 구조

그림 2. CSX620 보드 응용 로그램 구조

  그림 1은 CSX620 보드의 칩 구조를 나타내었다[6]. 

MTAP(Muti-Thread Array Processor core), 외장 

DRAM 인터페이스, high-speed 인터 로세서 I/O port, 

내장된 SRAM이 하나의 칩에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 MTAP 코어들은 내부 명령과 데이터의 병렬 처리 기

능을 포함하며, 다 처리 유닛을 가지고 있는 PE(Processing 

Element) 96개가 병렬로 배열되어 있다.  

  그림 2에 CSX620 응용 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7]. CSX600 보드는 호스트 로세서와 함께 보조 로세

서(coprocessor)로 동작한다. CSX620의 표 수학 라이

러리(CSXL)가 불려지고 가속이 가능하다고 단되면 필

요한 데이터는 PCI-E를 통해 보드로 이동되고 계산 결과

는 호스트 CPU로 달된다. 

4.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규모의 매트릭스 연산 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능을 측

정, 분석하 다. 성능 측정 시스템은 Intel Xeon CPU 

2.5GHz, 메모리 24GB에 Clearspeed Advanced e620 보드

를 장착한 시스템이며, OS는 Linux 2.6.18-92를 사용하

다. 성능 측정 로그램은 ClearSpeed의 선형 수(linear 

algebra) CSXL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5]. 그림 3과 같

이 메트릭스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성능을 측정한 결과 최

 65.82Glops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테스트 시스템의 호스트 로세서 Xeon 2.5GHz을 

DGEMM(hpcc-1.2.0) 테스트 결과 6.96~7.42Glops의 성능

을 얻었다[8]. 이 성능은 단일 코어의 성능이므로 쿼드 코

어 Xeon 2.5GHz일 경우 성능 28~30GFlops정도를 상할 

수 있다. 이러한 CPU의 성능 고려할 때, CSX600과 같은 

보조 로세서를 이용하여 컴퓨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

법은 력  공간의 부담없이 은 비용으로 계산 능력

을 향상할 수 있는 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근 방법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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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GEMM 연산 성능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HPC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산 집

인 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속 로세

서인 Clearspeed Advanced e620을 상으로 성능을 분석

다. 보조 로세서를 장착한 가속보드 Clearspeed e620

의 부동소수 (floating point) 연산능력을 측정한 결과 최

 65Glops정도의 연산 성능을 보 다. 호스트 Xeon 

2.5GHz 쿼드 코어의 성능이 28~30GFlops인 것을 고려할 

때, 공간, 냉각설비의 추가 없이 력으로 컴퓨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근 방법이라고 단된다. 그

러나 로그램의 구조가 하드웨어의 구조에 의존도가 높

은 단 이 있어, 이용하려는 응용 로그램 특성의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앞으로 

CSXL라이 러리를 이용한 로그램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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