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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량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장시간의 CPU 연산을 요하는 고도 컴퓨  분야에서 

고속화와 함께 에 지 약의 성과를 동시에 얻기 한 알고리즘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함을 목표로 한다. 연구 상으로는 외부정렬과 행렬곱을 택하 다. 자는 key 근시의 주

소값이 불규칙하고 로세서간 자료교환이 빈번한 특성이 있고, 후자는 데이터 총량은 작지

만 주소 패턴이 규칙 이고 고도의 연산력이 요구되어 선택하 다. 이 연구 결과는 빅(big) 
데이터 등 규모 자료처리 분야에서 력효율화 실 에 기여할 수 있다. 

1. 서론

그린 컴퓨팅 (green computing)은 전 세계적으로 에
너지 절약노력과 함께 다음세대를 위한 컴퓨팅 설계
에 필수 고려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설
계, 운영 영역에서 서버 시스템의 전력절감 실현은 
물론, 가전제품이나 휴대장치 등의 저전력 동작 제
어 등 개인적 영역까지 자발적 또는 강제 법규에 따
라 에너지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1]. 이 연구는 공
학 등의 고도계산(HPC:high-performance computing)을 실
행할 때 속도향상과 더불어 전력소모 절약까지 얻고
자 할 때 필요한 설계 유의점을 제시하고자함이다. 

외부정렬(external sort)은 디스크에 저장된 대규모 
파일에 대한 장시간의 입출력과 순수 산술연산이 반
복되는 고도계산 작업의 일종이다. 병렬/분산 컴퓨팅
을 통해서 산술연산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프로세
서간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I/O, 중간결과 저장을 위
한 디스크/파일 접근시간, 네트워크 통신 오버헤드 
등이 추가되어 향상 효과가 저하될수 있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낮추는 원인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렬 외부정렬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분석하
고, 저전력으로 실행되도록 알고리즘 개선을 시도하
였다. 

더불어, 매트릭스 (matrix/행렬) 곱셈연산을 대상으
로 병렬 연산을 수행하여 계산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접근 패턴을 수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얻은 결과
를 제시한다.

2. 알고리즘 및 실험환경 설정 
정렬은 비교적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 이동 영역이 

큰 특성이 있고, 자료량이 큰 경우 파일로 저장하고 
주메모리에 적정량을 옮겨온 후 처리하고 다시 파일

로 저장함을 반복함에 의해 완성되는 관계로 연산량
은 물론 데이터 입출력이 성능 및 전력소모량을 좌
우하는 작업이다. 이전연구[2]의 트리 (tree) 알고리즘
이 sort run (정렬하여 한 묶음으로 만든 배열/리스트)
을 각 노드별로 생성하여 2진 트리 형식으로 merge 
하여 완성하는데, merge과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병렬
성이 줄고 idle 상태의 프로세서가 늘어나 전력효율
이 저하된다. 새로 도입된 PSRS (parallel sorting by 
regular sampling) 알고리즘[3]은 네트워크 전송시간이 
단축되고, sort run의 merge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C= AB 형식의 병렬 행렬 곱셈은 행렬을 분할, 분
산시키는 단계와 계산후의 부분 행렬을 통합하는 과
정의 O(N)의 입출력 연산을 제외하면 O(N3) 산술연산
이 전부인 고도컴퓨팅 작업이다. 내부적으로 벡터의 
내적(inner product) 계산이 핵심인데, A, B 행렬 내의  
벡터를 연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연속적인 
벡터 원소를 인출하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 캐쉬 
메모리에 벡터 전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캐쉬 
접근실패 (cache miss)를 낳고 성능저하와 전력 소모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벡터
의 배치방식을 수정하여 캐쉬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
지를 절약하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컴퓨터의 에너지 소모량은 무부하 상태에서도 컴
퓨터 주기판의 사양, CPU 종류, 내부 장치 부착 유
무, 그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 따른 전력소모의 영향을 숨기고 부하시의 연
산 에너지 소모량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각 실험
결과에서 단위 연산당 평균에너지 소모량을 환산하
여 사용하였다. 하드웨어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표1
에 수록한 바와 같이  고사양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PC 2종류와 다수의 Linux 노드로 된 클러스터
를 실험기기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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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실험 대상의 컴퓨터 상세 사양 

CPU E7200 i5-750 i7-3770

Clock freq. 2.53GHz 2.67GHz 3.40GHz

No. of cores 2 4 4
RAM /cache  

capacity
4GB/
3M

4GB/
8M

8GB/
8M

Max. THD 65W 95W 77W
Storage type HDD HDD SSD, HDD

PC 1 당 

무부하-최 력량
49-62W 49-135W 36-79W 

PC 유형  클러스터 단독 PC 단독 PC

그림 1 PSRS 알고리즘의 단계별 실행도

3. 저전력형 알고리즘 유도 

편의상 정렬에는 무작위로 생성하되 균등한
(uniform) 분포를 갖는 정수 key를 쓰고, 행렬의 데이
터 역시 무작위로 생성한 실수를 사용한다.

(1) PSRS 정렬 연산 모델링

이전 연구[2]에서 사용한 2진 트리 알고리즘을 기
준으로 하여 새로 적용하는 PSRS 알고리즘과 실행
시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PSRS 알고리즘은 데이터 
분포 특성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실행속도가 개선되
는 우수한 병렬 정렬방식이다. 사용된 변수, 기호는 
아래와 같다.

N : 입력 크기 (정렬에서는 정수 key의 개수)
m : 주메모리에 1회에 로드되는 key 개수
P : 프로세서 또는 코어 개수
  ,   , : 각각 단위 자료(key)에 대한 비교   

        시간, 파일 접근시간, 네트워크 전송 시간
    ≡

  ,  
 · 


   ⋯ 

2진 트리 알고리즘의 소요시간   는 [2]
        

 

   


  


   




    

   


⋯ 

PSRS는 트리 형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그림1에서
와 같이 초기에 루트(root) 노드에서 데이터를 분할하
여 각 노드에 전달한 후 노드별로 sort run을 생성하
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루트 노드가 각 노드의 sort 
run을 받아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각 노드에서 정렬한 결과를 일정 위치에서 
샘플링하고, 샘플을 모두 수집하여 pivot을 생성, 전
분산(broadcast) 시킨 후 각 sort run을 분할, all-to-all 데
이터 교환을 진행한 후 도착한 sort-run을 merge하여 
노드별로 sort run을 생성한다. 이 P개의 sort run은 2
진 트리 형식으로 sort run 파일로 합치게 (appending) 
된다. 총 소요시간을 단계별로 구하여 합한다 [4]. 

            
      

이 식의 첫 두 항은 2진 트리 알고리즘과 동일하
고, 마지막의 append 과정은 2진 트리의 merge와 유
사하나 비교연산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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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1, Eq.2을 볼 때 시간 복잡도는 두 알고리즘이 
동일하다. 그러나 order 상으로 비중이 작은 파일/메
모리 접근 연산과 네트워크 통신정도에서 차이가 있
어 에너지 사용정도는 PSRS가 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2) 행렬 곱셈의 성능 개선

×  매트릭스 곱셈 연산 C = AB 의 핵심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내적 계산이다,  

이 내적계산은 A의 행과 B의 열로 된 두 벡터가 
필요하고, n번의 곱셈과 합산이 반복되는 데, 와 
대응되는 의 위치가 메모리에서 불연속적으로 접
근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즉 row major 로 배열에 저
장되어 있는 경우, k가 k+1로 바뀔때  는 이전 
배열주소로 부터 연속적인 주소로 접근되어도  
는 row의 폭 n 만큼의 주소값 jump (즉, stride distance)
가 생기는데, 접근 주소의 불연속은 곧 캐쉬 메모리
에서의 접근 실패(miss)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B 배
열을 transpose시켜 필요한 B의 벡터에 대한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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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행렬곱셈의 전력 측정 

(클러스터, PC=8)

그림 3 병렬 행렬 곱셈의 speedup 

접근 주소패턴을 연속화하면 피할 수 있다.
캐쉬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법으로, 분

할정복(divide-and-conquer) 형식으로 곱셈을 실행하는 
것이다. 즉, 다단계의 소규모 부 행렬을 만들고 그들
간의 곱을 상위 연산에 대입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다. 이로써 필요한 영역을 캐쉬에 적재할 때, 대규모 
블록을 읽어올 때에 비해 주소 인접성(locality)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접근 배열의 주소 연
속성을 유지하도록 row major 배열 주소를 column 
major 방식으로 변환함이 필요하다. 현 연구에서는 
분할정복을 1단계에 한하여 적용하여 곱셈결과를 구
하고 이전 방식과 비교 검토하여  효과분석을 행한 
후 다단계 적용여부를 정할 것이다.  

4. 실험 결과, 검토

연산 실험은 4-core CPU가 탑재된 PC와 16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진행하였고, 직전 연구[2] 환경
에 설치되었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64-bit 
Fedora 17 Linux 환경에서 MPICH-2 라이브러리를 활용
하여 수행되었다. 소모전력은 PC 또는 클러스터 전
체에 공급되는 AC 전력량을 측정한다. 따라서 CPU, 
memory 및 장착된 모든 I/O 장치에 공급되는 전력을 
포함한 값이 측정되며, 그림2와 같이 (행렬곱셈 예) 
순간전력 및 누적량이 나타난다. 한편 컴퓨터 기종, 
장착된 장치의 종류나 전원부의 특성 등에 따라 무
부하시에도 전력 소모량이 다르므로, 같은 플랫폼에
서 대상의 알고리즘을 각각 실행하여 단위 연산당 
에너지 소모량으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면 행렬 곱
의 경우 총 에너지 측정치를 총 연산량  으로 나
누어 비교에 사용한다.

행렬곱 계산 알고리즘은 총 소요시간이 전적으로 
CPU 산술연산 위주로써 병렬실행에 의한 속도향상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그림 3은 행/열 크기가 
n=1024, 2048, 4096 경우에 대해 코어 수(PC: P 
processor count)를 2,4,8에 대한 곱셈연산의 speedup을 
보인다. 클러스터의 경우 입력 규모가 커지면 캐쉬 

적중률의 저하로 성능 향상 비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림4는 클러스터에서 B 행렬에 대한 인덱싱 방식
을 바꾸기 전(“generic”)과 후(“transpose”)의 단위 연산당 
전력소모량을 비교해 보이는데, 변환 후 최대 5.2배
의 속도향상과 에너지 효율 증가가 있었다. 그림5는  
클러스터에서 분할정복을 1단계 실행한 알고리즘과 
원래대로 실행한 결과를 비교하는데, 코어 1개당 작
업량이 커질수록 분할효과가 상승하고, PC가 증가할
수록 효율이 나빠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즉, 적정량 
이상의 부하가 주어지고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작을
수록 분할방식이 유리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그림6의 멀티코어 실험결과에서도 관측된다. 부
하 증가에 따라 CPU등 자원 활용이 늘어나 시스템
의 기본 (무부하) 전력사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아짐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멀티코어간에는 최근 
출시된 i7 CPU의 전력효율이 2배 이상 개선된 것으
로 보이고, 부하 증가에 따른 전력효율 상승은 양쪽
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그림7은 이전 2진 트리형 외부정렬과 새로 도입한 
PSRS 방식의 실험결과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PSRS
가 트리 알고리즘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 PC
가 커질수록 전력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은 코어별로 
네트워크 전송비중이 순 산술연산에 비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용한 트리 알고리즘은 
이전 코드를 수정하여 동기화 (barrier synchronization)
를 최대한 제거하였다. 그 이유는 MPI_barrier() 과정에
서 과도한 전력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
문이다. 그 원인은 동기가 될 때까지 busy-waiting 형
태로 CPU연산이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8에서는 멀티코어에서 PC가 증가할 때 외부
정렬의 에너지 효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러 코어가 동시에 가동되면 메모리 등 
자원 활용도가 높아져 전력 효율성이 증가하나, 동
일 CPU내에서 파일 시스템 접근, 캐쉬 메모리 확보 
면에서 공유자원에 대한 상호 충돌(conflicts)이 야기되
어 성능 개선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즉, PC가 늘어
날수록 실행속도는 개선되나 전력효율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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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클러스터의 외부 정렬시 에너지 소모 비교

그림5 분할 및 비분할 행렬곱셈의 에너지 소모 

비교(클러스터) 

그림4 인덱싱 변환 유무에 따른 행렬곱의 

에너지 소모량 비교 (클러스터)

그림6 분할 및 비분할 행렬곱셈의 에너지 소모 

비교(i5, i7 시스템)
그림8 i7-3770의 외부정렬 전력 소비량 비교5. 결론

HPC 영역에서 그린컴퓨팅을 성취하는 일환으로 
외부정렬 및 행렬 곱셈연산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실험하였고 그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물로서 알고리즘 설계방향과 적응(tuning) 기법을 
아래에 요약한다.

병렬 코드에서 barrier 동기화는 실 계산이 없음에도 큰 

전력소모가 유발된다. 이는 barrier가 busy-waiting 형식으

로 CPU 연산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동기화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전력 절감에 유리하다.
전체적으로는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낮은 

order의 파일 입출력, 메모리 접근 정도, 네트워크 통신

패턴에 따라 전력 소모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메
모리 접근 주소 패턴이나 데이터 교환 과정을 변형하

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술연산 과정에서 캐쉬 적중률을 높여 speedup과 에

너지 절감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

렬 곱 연산에서 B 행렬의 저장방식을 row-major 형식에

서 column-major로 변환하여 개선하였다. 
행렬곱셈을 충분히 분할정복 형으로 바꾸고 각 부 행

렬의 배열 저장방식도 위와 같이 변환하면 추가적인 

전력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분할정복 행렬 곱셈 알고리즘을 본격적인 형
태로 변환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bitonic sort, odd-even merge sort 등을 저전력
화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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