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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멀티코어 시스템은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더 많은 수의 코어를 연결시키는 다 코

어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코어 시스템은 사용하는 코어의 아키텍처 구조와 개수에 따

라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코어의 아키텍처 구조와 코어의 개수가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Tilera의 다 코어 시스템인 Tile-Gx36, TilePro64와 Intel의 x86-64 멀티코어 

시스템인 Core i5의 성능을 비교하 다. 코어의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른 성능차이를 알아보기 해 벤

치마크 로그램인 SPEC CPU 2006을 이용하여 각 시스템 내 단일코어의 성능을 측정하고, OpenMP 

벤치마크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모든 코어를 사용했을 때의 입력 데이터 크기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단일코어에서의 성능은 정수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하 을 경우 Core i5가 

Tile-Gx36보다 약 87%, 실수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하 을 경우 약 94%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코어 체를 이용한 성능 결과에서는 정수형 배열 크기가  이상일 경우 Tile-Gx36 시스템

의 처리 속도가 Core i5 시스템 보다 평균 으로 약 7.6배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Tilera

의 다 코어 시스템은 클럭 속도와 아키텍처 구조의 향으로 단일코어의 성능은 떨어지나, 병렬 처리

를 이용한 고속연산에서는 성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지난 수년간 반도체 제조 공정  CPU 아키텍처 구조

의 발 으로 비순차 실행, 이 라인 구조개선 등을 통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비약 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발

열과 력 소비 등의 문제로 단일코어에서 성능을 향상시

키는 방법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하나의 CPU 칩에 여러 개의 코어를 집 한 멀티코어

(multi-core)  다 코어(many-core) 시스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한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코어  다 코어 

시스템을 이용한 병렬처리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효과 인 병렬처리를 한 방법으

로 OpenMP 로그램을 용하고 있다. [1]에서는 멀티코

어 시스템에서 OpenMP와 MPI를 개별 으로 사용하여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2046684)

++ 교신 자

로그램을 구 하 을 때보다 OpenMP와 MPI를 결합하

여 하이 리드 형태로 로그램을 구 하 을 때 더 향상

된 성능을 측정하 다. 한 [2]에서는 멀티코어 기반 시

스템에서 OpenMP를 이용한 병렬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다 코어 시스템에서 각 코

어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Tilera의 Tile-Gx36, 

TilePro64 그리고 Intel의 Core i5 로세서를 비교한다. 

한 2장에서는 범용 x86-64 멀티코어 시스템과 Tilera 

다 코어 시스템과의 차이   특성을 이해하기 해  

Tilera 로세서들(Tile-Gx36, TilePro64)의 구조  특징

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시스템들의 단일코어 성능을 비교

하기 해 벤치마크 로그램인 SPEC CPU 2006[3]을 이

용하여 정수형 데이터와 실수형 데이터의 처리속도를 측

정  비교한다. 한, 각 시스템의 체 코어를 이용한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해 OpenMP 벤치마크 로그램

을 다 코어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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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어

시스템

CPU 메모리 운 체제

TileGx36, 
1.2GHz× 36 코어 16GB Cent OS 6.3 

(2.6.32-279.el16.x86-64)

TilePro64, 
700MHz× 64 코어 4GB

Linux 
2.6.36.4-MDE-3.0.1.125

620

멀티

코어 

시스템

CPU 메모리 운 체제

Intel Core i5-2500 
(3.3GHz x 4 코어) 8GB Cent OS 6.2 

(2.6.32-220.e16.x86-64)

<표 2> 기본 실험 환경

이에 한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2 . Tilera 로세서의 구조  특징

Tile-Gx36와 TilePro64는 Tilera 사에서 각각 2011년, 

2008년 출시한 다 코어 시스템이다. Tile-Gx36은 64-bit 

아키텍처로 64개의 지스터를 제공한다. Tile-Gx36의 코

어들은 6×6 격자 형태인 내부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으

며 최  66Tbps의 역폭을 갖는다[4]. TilePro64는 

Tile-Gx36의 지스터 수와 동일하지만 32-bit 아키텍처

이며, 각 코어들은 8x8 격자 형태인 내부 연결망으로 연

결되어 있다[5]. 한 TilePro64는 실수형 연산을 하드웨

어에서 직 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에 한 연산은 에

뮬 이션 방식을 통해 처리한다. Tile-Gx36와 TilePro64

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Tilera 로세서 엔진은 최  

3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VLIW(Very Long 

Instruction Words) 구조를 가지며 순차 인 명령어 처리

를 지원한다[6].

(그림 1) Tilera 로세서의 구조

 

Tilera 로세서  Core i5 에서 사용하는 캐시의 종류 

 주요 사양은 <표 1>과 같다. 

캐시의
종류 TilePro64 Tile-Gx36 Core i5

L1 
Instruction

Cache
16KB Capacity
64B Line Size

32KB Capacity
64B Line Size

32KB 
Capacity

64B Line Size

L1 Data 
Cache

8KB Capacity
16B Line Size
Write through 

32KB Capacity
64B Line Size
Write through 

32KB 
Capacity

64B Line Size

L2 Cache 
Subsystem

64KB Capacity
64B Line Size

Write-back 

256KB Capacity
64B Line Size

Write-back 

256KB 
Capacity

64B Line Size

L3 Cache
 4MB Coherent

(Dynamic 
Distributed Cache)

9MB Coherent
(Dynamic 

Distributed Cache)
6MB Capacity

<표 1> 로세서의 캐시 비교

Tilera 로세서는 Core i5와는 달리 L3 캐시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코어에 분산되어 있는 L2 캐시

가 상호연결망을 통해 공유되는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분

산 캐시의 근 속도는 로컬 캐시의 근 속도보다 느리

며 어떠한 코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근 속

도가 달라질 수 있다.

Tilera 로세서의 캐시 일 성 규약은 디 터리 기반 

캐시 일 성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격자형 내부연결망으

로 연결된 다 코어 로세서의 캐시 일 성을 유지하는

데 용이한 방법  하나이다[7].

3. 성능 평가

3.1 실 험  환 경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와 다 코어 시스템의 성능 비

교를 해 다 코어인 Tilela의 TilePro64와 Tile-Gx36 

로세서와 멀티코어 시스템인 Intel의 Core i5 로세서를 

사용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TilePro64, Tile-Gx36 그리고 

Core i5 로세서의 하드웨어 사양은 <표 2>와 같다.

한 멀티코어와 다 코어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기 

해 벤치마크 로그램을 사용한다. 각 시스템의 단일코

어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범용 벤치마크 로그램인 

SPEC CPU 2006의 hmmer, sjeng, omnetpp, astar, 

xalancbk, soplex, dealII, povray를 이용하여 실험한다.  

한 멀티코어와 다 코어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OpenMP 벤치마크 로그램을 사용한다. OpenMP 벤

치마크 로그램은 3개의 배열을 이용하여 사칙연산을 병

렬로 계산하도록 구 한다. 이 로그램은 2개의 배열에 

임의의 값을 입력하고, 2개의 배열 값으로 사칙 연산을 수

행한다. 그리고 사칙연산의 결과를 나머지 하나의 배열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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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코어의 성능 실험에서는 SPEC CPU 2006 벤치마

크 로그램을 Tile-Gx36, TilePro64, Core i5 시스템에서 

수행하여 성능을 측정한다. 특히 데이터 형의 타입에 따라 

연산 처리되는 성능 변화를 측정하기 해 데이터의 타입

을 정수형인 경우와 실수형인 경우로 나 어 세부 실험을 

수행한다. 각 시스템의 체 코어 사용에 따른 병렬처리 

속도를 비교하기 한 실험을 해 OpenMP로 구 된 병

렬 로그램을 Core i5와 Tile-Gx36 시스템에서 수행하여 

각각의 시스템 속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TilePro64에서는 OpenMP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처

리에 따른 실험 비교 상에서는 제외한다. 

3.2  실 험  결과

(그림 2)는 각 시스템의 단일코어에서 정수형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벤치마크 로그램의 처리 시간을 보여

다. Tile-Gx36의 평균 처리 시간은 약 2,881 로 

TilePro64의 평균 처리 시간인 약 4,464 에 비해 35.5% 

빠르다. 그러나 Core i5의 평균 처리 시간은 약 373 로 

Tile-Gx36의 평균 처리 시간과 비교하여 약 87% 빠르다. 

이는 로세서의 클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서 Core i5의 단일코어 성능이 좋게 나타났다. 한 클록 

속도가 빠를수록 특정 시간동안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수가 많기 때문에 Tile-Gx36, TilePro64 그리고 Core i5 

시스템의 단일코어로 성능 비교하 을 때 Core i5의 클럭 

속다가 3.3GHz로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온다. 한 단일코어

의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로세서 아키텍

처 구조, 캐시의 크기  구조 등이 있다.

(그림 2) 단일코어에서 정수형 데이터의 연산 시간

 (그림3)은 정수형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실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 타입을 실수형으로 바꾸었을 때의 실험 

결과를 보여 다. Core i5의 평균 처리 시간은 약 222 로 

Tile-Gx36의  평균 처리 시간인 약 3879 에 비해 94.3%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한 정수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실

험 결과와 비슷하게 이 실험에서도 Core i5의 성능이 

Tile-Gx36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 다. 한 TilePro64는 

실수형 데이터의 연산 처리를 하드웨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에뮬레이션의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험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3) 단일코어에서 실수형 데이터의 연산 시간

한 Core i5와 Tile-Gx36의 단일코어 성능을 비교하

을 경우에는 Core i5에서 정수형 데이터의 연산이 약 

87%, 실수형 데이터의 연산이 약 94% 수행 시간이 빠르

다. 특히 정수형 데이터의 연산 보다 실수형 데이터의 연

산 할 때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정수형 데이

터의 연산 처리할 때보다 실수형 데이터의 연산 처리할 

때 수행되는 연산이 더 많고, 코어의 클럭 속도에 따라 성

능에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Core i5와 Tile-Gx36 시스템에서 OpenMP

로 구 한 병렬 로그램을 수행할 때 입력 배열의 크기

에 따른 연산 수행 시간을 보여 다. 실험 결과에서 배열 

크기가 ×인 경우를 기 으로 배열 크기가 ×  미

만일 때는 Core i5 시스템의 병렬 처리 속도가 Tile-Gx36 

시스템보다 평균 약 33배 빠르다. 

(그림 4) 데이터 크기에 따른 병렬 처리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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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열 크기가 ×이상인 경우 Tile-Gx36 시스

템의 병렬 처리 속도가 Core i5 시스템 보다 평균 약 7.6

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을 경

우 Core i5 시스템의 성능이 Tile-Gx36 보다 더 좋지만, 

데이터 집약 인 어 리 이션처럼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

록 Tile-Gx36 시스템의 성능이 더 좋게 나타난다.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와 다 코어 로세서에서 단일

코어 성능을 비교하기 해 SPEC CPU 2006 벤치마크 

로그램을 Core i5, Tile-Gx36 그리고 TilePro64에서 수행

하 다. 한 시스템의 체 코어를 사용하는 OpenMP 기

반 벤치마크 로그램을 구 하고, 이를 Core i5와 

Tile-Gx36에서 수행시켜 데이터 연산 수행 시간을 비교·

분석하 다.

단일코어에서 SPEC CPU 2006을 수행하 을 때, 연산 

처리 속도는 Core i5가 가장 빠르고, TilePro64가 가장 느

렸다. 한 멀티코어  다 코어에서 OpenMP 벤치마크 

로그램을 수행하 을 때,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경우 

Core i5가 Tile-Gx36보다 성능이 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Core i5의 처리속도가 

Tile-Gx36과 비교하여 히 떨어진다. 이는 Tilera의 다

중코어 시스템은 범용 x86-64 멀티코어 시스템보다 단일

코어의 성능은 클럭 속도 및 아키텍처 구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대용량 데이터의 연산 처리

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병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된다. 또한 Tilera 다중코어 시스템은 코어당 

TDP(Thermal Design Power)가 45w로 범용 x86-64 멀티코

어 시스템의 95w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전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인 에너지-어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에 적합하다.

향후 우리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 던 데이터 타입  

데이터 크기 이외에 다양한 시스템 변수들을 변경하면서 

멀티코어  다 코어의 성능을 비교한다. 한 다 코어 

환경에서의 병렬처리에 을 두어 PARSEC[8]를 비롯

한 다양한 병렬처리의 벤치마크 로그램 통해 다 코어 

환경의 성능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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