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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Many Integrated Core (MIC) 아키텍쳐는 61개의 코어가 하나의 칩에 결합되어 있다. Xeon Phi 로 명명된 인텔 MIC 
는 인텔 E5 Xeon CPU 보다 2배의 single precision GFLOPs 성능을 제공한다. 인텔 MIC 는 수치연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아키텍쳐이다. 우리는 Xeon Phi 7120P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였고 클락스피드 1.238GHz, 61Core 이고 한 개의 코어당 4쓰

레드를 사용하며 이론상 최고 성능은 Peak Double Precision(GFLOP)는 약 2-TFlops 이다. 이에 우리는 인텔 X86 아키텍쳐

에서 openMP 와 인텔 MKL(Math kernel libra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병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쓰레드 수를 증가 시키면서 

인텔 Xeon Phi 와 E5 Xeon CPU에서 single precision 성능을 벤치마킹 하여,  Xeon Phi 와 Xeon E5 의 이론적인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openMP와 인텔 MKL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병렬환경에서 CPU의 성능 지표인 클락스피드와 코어수 

외에 Vector unit size 의 크기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키워드: 제온파이(Xeon Phi), 제온(Xeon) ,MIC(), 소프트웨어 최적화(software optimization),  병렬화(Parallelism)

I. 서론

“Xeon Phi 7120P”의 브랜드명으로 투입한 “Knights Corner”
는 22nm공정에서 물리적으로 62개의 CPU코어를 탑재하는 매니

코어 프로세서이다. 1칩으로 단정밀도(32bit)부동 소수점 연산 2 
TFLOPS 이상 배정밀도(64bit) 1TFLOPS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

다. 칩당 성능은 하이 엔드 GPU 수준이면서 CPU 형의 명령어 

세트를 갖춘 하이브리드 프로세서인 점이 특징이다. Xeon Phi 
7120P 는 62코어 중 61코어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동작 클럭은 

1.238GHz, 각 코어가 512-bits 폭의 FMA벡터 유닛을 갖추고 있

고, 각 코어가 4 스레드 SMT(Simultaneous Mutithreading)에 대

응해 전체 칩은 240 스레드가 구동된다.
openMP와 인텔 MKL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병렬환경에서 CPU

의 성능 지표인 클락스피드와 코어수 외에 Vector unit size 의 

크기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1.에서와 같이 Xeon Phi 는 512-bits 벡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Xeon E5 는 256-bits 의 벡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Instruction Vector Size Alignment

AVX(Xeon E5) 256-bits 16Bytes

IMCI(Xeon Phi) 512-bits 64Bytes

표 1. 실험대상 환경

Table 1. Test environment

이는 한 번에 실행 할 수 있는 실수연산이 Xeon E5 는 8개 그

리고 Xeon Phi에서는 16개로 2배의 차이가 난다.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벡터명령을 수행 할 경우 2배의 속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Xeon E5 와 Xeon Phi의 스펙 및 하드

웨어 아키텍쳐 차이에 따른 성능 차이를 openMP 와 인텔 

MKL(Math kernel library)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여 각각의 

성능 및 하드웨어 아키텍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은 Xeon Phi MIC 아키텍처의 성능을 최적화 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Xeon Phi는 메모리 (주로 RAM) 집중 작업

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지 않았고, 부동 소수점 벡터 명령어 연산을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따라서 Xeon Phi 는 낮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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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수치 계산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계

산은 Xeon Phi 아키텍쳐를 위해 최적화 된 벡터 수학 라이브러리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openMP 와 

인텔 MKL(Math kernel library)를 이용하여 병렬프로그램을 작

성하여 Host Exclusive mode(Xeon E5)와  Native mode(Xeon 
Phi)에서 각각 쓰레드 수를 1~300 개 까지 각각 늘려가면서 성능

을 측정하였다.

II. 관련 연구 

1. Xeon Phi  Coprocessor

인텔은 Coprocessor(보조프로세서)로 위치 시키고 있다. 
Coprocessor는 메인프로세서(CPU) 이외에 가속기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인 것이다. Xeon Phi는 PCI Express 슬롯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PCI Express 카드에는 micro linux os 가 탑재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프로세서(HOST)에서 Xeon Phi로 넘기고

자 하는 작업을 넘기는 형태(offload 방식)로 작업을 할 수도 있

고, 메인프로세서(HOST)에서 모든작업을 Xeon Phi로 넘겨 모든 

작업을 Xeon Phi로 넘겨서 할 수도 있다.

 2. OpenMP 

OpenMP 환경은 OpenMP 변환기와 OpenMP구현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OpenMP 변환기는 OpenMP 디렉티브가 달려

있는 소스 코드를 OpenMP 구현에 맞는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OpenMP 구현은 OpenMP의 목적 플랫폼 안에서 변환된 코

드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런 플랫폼 의존적인 성

격 때문에 OpenMP 구현은 목적 플랫폼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OpenMP 변환기를 통해 생성된 코드는 fork/join 모델을 따

른다. 먼저 병렬 구간을 만나기 전까지의 순차적인 부분은 하나의 

마스터 쓰레드 (master thread)가 수행한다. 그러다가 

PARALLEL 디렉티브를 만나게 되면 자식 쓰레드(child thread)
를 생성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을 분배해 주게 된다. 그리고 나

서 병렬 구간이 끝나게 되면 자식 쓰레드를 join 시킨다. 그 이후 

마스터 쓰레드는 PARALLEL 구간의 다음 부분을 진행시킨다.

3. MKL (Intel® Math Kernel Library)

인텔 MKL 라이브러리는 11.0 이상은 인텔 Xeon Phi 
coprocessors를 지원하며, 512-bits SIMD(single input mutiple 
data) 인스트럭션 과 쓰레드를 사용 하도록 최적화 되어있다. 인텔 

® 수학 커널 라이브러리 (인텔 ® MKL)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속화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루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

다. Xeon Phi 및 Xeon E5 의 처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X86기반의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고도로 

최적화 된 컴퓨팅 수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텔 ® 
MKL 매우 벡터화 및 스레드 선형 대수학, 고속 푸리에 변환 

(FFT), 벡터 수학 및 통계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일 C 또
는 포트란 API 호출을 통해 이전의, 현재 및 미래의 프로세서 아

키텍처에 걸쳐 확장된 하드웨어 내장 함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4.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는 여러개의 데이

터를 하나의 명령어(instruction)를 통해 실행 할 수 있으며 Data 
Parallelism 의 하나의 형태이다. 벡터형 슈퍼컴퓨터에서 주로 사

용되던 개념 Multimedia data의 고속처리를 위하여 x86 계열 프

로세서에서 채용 하고 있다.  SIMD는 128 bit, 256 bit  및 512 
bit 레지스터를 활용하여 한 번의 연산 명령으로 다수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이다. Xeon Phi 와 Xeon E5 는 

각각 512-bits, 256-bits 의 벡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5. FMA (Fused Mutiply and add) 

FMA (Fused Mutiply and add) 는 덧셈과 곱셈을 하나의 명

령어 셋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한 CPU 인스트럭션 명령어 셋이

다. CPU 한 싸이클 당 2개의 실수연산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필요

에 따라 덧셈기(adder) 또는 곱셈기(multiplier)로도 동작한다.(ex. 
FMA a,b,c= a=a+b*c ) 따라서 일반적으로 덧셈과 곱셈을 CPU 
두 싸이클에 계산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2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Xeon Phi 에 대한 테스트하는 동안 우리는 두 개의 컴파일 / 
실행 모드를 연구한다.: 

1. “Native-MIC(Xeon Phi)” MIC O/S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Xeon Phi 바이너리 파일로 컴파일 한다. 이것은 코드가 I/O 
와 메모리리가 낮은 수치연산 위주의 작업에 적합하다.

2. "Host-exclusive(Xeon)“ Host Xeon E5 CPU 에서 실핼 할 

수 있도록 Xeon E5 CPU 바이너리 파일로 컴파일 된다. 이 

방법은 host 프로세서가 높은 데이터/메모리 I/O를 요구하는 

작업에 적합하다. 
그림 1과 같이 Linux Host 와 Intel Xeon Phi coprocessor 가 

하드웨어적으로는 PCIe Bus를 통해 통신하고 있고, SSH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한다.

그림 1. Xeon Phi와 Xeon E5 시스템 구조도

Fig. 1. Xeon Phi and Xeno E5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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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치마크 실행

두 개의 큰 매트릭스(3000 * 3000 *10) 곱셈과 덧셈을 Xeon 
Phi 에 최적화된 인텔 Math Kernel Library(MKL)에서 메트릭스 

계산을 수행한다. 이것은 OpenMP를 사용하여 멀티쓰레딩을 지원하

도록 하였다. 이 코드는 “native-MIC” 모드 와 “Host-exclusive” 
모드로 컴파일 하여 계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개의 큰 메트릭스 

곱셈과 덧셈을 sgemm() 인텔 Math Kernel Library(MKL)을 이용

하여 수행 하였다. 이 라이브러리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었으며 

Xeon Phi coprocessors에서 SIMD vector 인스트럭션 셋 명령을 

사용하여 성능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있다.

이론상 Xeon Phi 7120P 성능:
#GFlops/sec = 16[#single-precision floats in SIMD vector 

unit] × 2[FMA] × 1.238[GHz] × 61[cores]
= 2416.84 GFlops/sec
~ 2.4 TFlops/sec.
이론상 Xeon E5 2690 성능:
#GFlops/sec = 8[#single-precision floats in SIMD vector 

unit] × 2[FMA] × 2.90[GHz] × 20[cores]
= 861.184 GFlops/sec
~ 0.86 TFlops/sec.

2. 벤치마크 결과

우리는 행렬연산을 할 때 인텔 MKL(Math Kernel Library)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였다. 인텔 MKL 라이브러리는 512 bit 
SIMD(single input mutiple data) 인스트럭션 과 쓰레드를 사용 

하도록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의 컴파일 단계에서 SIMD  
Auto Vectorization 이 동작하고, CPU 는 내부적으로 

FMA(Fused Mutiply and add) 명령어 셋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2. Host Exclusive-Xeon 과 Native-Xeon Phi 모드에서 

쓰레드를 1~300개 까지 증가 시키면서 나온 성능수치(GFlops)

Fig. 2. Performance by Thread increaing from 1 to 300 

on Host 

Exclusive-Xeon and Native-Xeon Phi mode

그림 2.를 보면 “Host exclusive(Xeon)” 모드에서는 쓰레드수

가 20여개 근처까지 성능이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에

서는 큰 관계성을 가지지 않는다.  최대 성능 수치는 쓰레드 수가 

101개 일 때 682.256 Gflops 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최대 이론 

성능 861.184 Gflops 대비 79%의 성능 수치이다.
“Native(Xeon Phi)” 모드에서는 쓰레드 수가 120여개 가지는 

1차 함수의 관계를 가지며 120개 이상 240개 까지는 120개 까지 

보다는 기울기가 약하기는 하지만 쓰레드수의 증가에 따라 성능수

치는 계속 증가하는 관계성을 같는다. 240개 이상에서는 쓰레드수

의 증가에 따른 성능수치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 성능 값은 쓰레드 수 239개일 때 1312.25 Gflops 로 측정되

었다. 이 것은 최대이론 성능 2416.84 Gflops  대비 54%의 성능 

수치이다.

IV.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

그림 2의 Host Exclusive(Xeon)에서는 Xeon E5 CPU의 코어

수가 20개 이기 때문에 쓰레드 수가 20개 까지는 성능 수치가 비

례해서 증가 하고 그 이후로는 쓰레드 수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인 코어 수와 쓰레드 수가 

동일 할 때 성능이 최대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Native(Xeon Phi) 모드로 실행 했을 때는 쓰레드 수가 약120

개 정도까지 쓰레드 수에 비례해서 증가 함을 볼 수 있고 쓰레드

수 120개에서 240개 까지는 비례도는 약하지만 꾸준히 성능 수치

가 증가 함을 볼수 있다. 그리고 쓰레드 수가 약 240개를 넘어 갔

을 때는 쓰레드 수와 무관하게 성능 수치가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Xeon Phi 아키텍쳐가 물리적인 코어수 60개 그리고 코어 당 

4개의 쓰레드로 구성되어 있고 ALU (arithmetical and logical 
unit )은 코어당 2개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120개 까지는 물리

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산을 수행 할 수 있고, 240개 까지는 ALU
를 공유함으로써 쓰레드수가 증가 함에 따른 성능 추치의 변화가 

좀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40개 이상은 쓰레드 수 증가에 

따른 성능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텔 X86 아키텍쳐 특히 벡터연산에 최적화된 인텔MKL

라이브러리리를 사용했을 때 약 1.3 TFlops 의 성능수치를 Xeon 
Phi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 수치는 같은 조건의 인텔 Xeon E5 
프로세서(2.9 GHz, 20core)보다 약 2배 의 성능 수치이다. 이는 

결과 적으로 Xeon Phi 가 인텔 E5 Xeon CPU의 이론적인 성능 

수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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