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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개발된 MPI 병렬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시키는 기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가 가지는 “빠른 대용량 공유 메모리” 특징을 이용하여 MPI 표준 라이브러리가 수행하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한 느린 데이터 전달을 공유 메모리를 통한 빠른 데이터 전달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얻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은 도커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MC-MPI-LIB 라이브러리 및 MC-MPI-SIM 

시뮬레이터로 구현되었으며 다수의 MPI 병렬 프로그램으로 시험 수행하여 효율성이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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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MPI 병렬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행
이제만*, 이승철*, 신동하O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상명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O

e-mail:{frad0211, chewin9}@naver.com*, dshin@smu.ac.krO

Efficient Executions of MPI Parallel Programs in 

Memory-Centric Computer Architecture
Je-Man Lee*, Seung-Chul Lee*, Dong-Ha ShinO

Dept. of Computer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O

I. Introduction

최근 들어 컴퓨터가 양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3][7] 기존의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를 대체하는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1][3].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가 등장하더라도, 프로

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개발된 병렬 프로그램[4]은 재 작성되거나 

수정되어야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개발된 MPI 병렬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시키는 기술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는 자신만 접근 가능한 로컬 메모리를 

가지는 다수의 프로세서 노드가 네트워크 통신으로 연결된 컴퓨터 

구조이다. 현재의 분산 시스템, 클러스터, 슈퍼 컴퓨터 등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4].

2.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는 다수의 프로세서 노드가 “빠른 대용량 

공유 메모리”를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는 컴퓨터 구조이다[3][7]. 이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한 느린 데이터 전달을 공유 메모리를 통한 빠른 

데이터 전달로 대체하여 병렬 프로그램을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HP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The Machine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7].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기존 MPI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5][6]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수정된 MPI 라이브러

리 함수(MC-MPI-LIB)의 개발이고, 둘째는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 상에서, MPI 병렬 프로그램에 대하여,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의 수행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MC-MPI-SI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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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C-MPI-LIB

MC-MPI-LIB는 기존 MPI 함수 내의 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달 

부분을 공유 메모리를 통한 데이터 복사로 수정하여 효율적인 수행을 

얻는다. 이를 위하여 각 MPI 함수에 대응하는 새로운 MPI 함수를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기존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개발한 MPI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MC-MPI-SIM

MC-MPI-SIM은 MPI 병렬 프로그램이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

서 수행될 때 수행 시간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떤 MPI 병렬 프로그램의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의 수행 시간과 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의 수행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MPI 병렬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을 통신 

수행 시간과 계산 수행 시간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도 있고, 각 MPI 

함수가 수행한 수행 시간을 구분하여 알아볼 수도 있다.

IV. Simulation Results

Fig. 1. Simulation results of Matrix-vector multiplication

제안한 기술은 Dell PowerEdge T620 Server, Intel(R) Xeon(R) 

CPU E5-2640 @ 2.50GHz, 12-Core * 2, Memory 192G와 Ubuntu 

18.04.1 LTS Server OS 환경 및 도커 가상화 기술를 이용하여 

구축한 분산 시스템[2][8] 상에서 개발하고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위해 Ping-pong, Pi-Calculation, 

Matrix-vector multiplication, Sorting 및 All-pairs shortest paths 

등의 MPI 병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Fig. 1.은 그 중 

Matrix-vector multiplication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V. Conclusions

메모리 중심 컴퓨터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에 프로세서 중심 컴퓨터

에서 개발된 MPI 병렬 프로그램을 그대로 메모리 중심 컴퓨터에서 

수행시켜서는 성능 향상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MPI 병렬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메모리 중심 컴퓨터에서 

성능 향상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방법을 

통해 기존 MPI 병렬 프로그램을 메모리 중심 컴퓨터에서 더 높은 

성능으로 수행 가능함을 보였으며, 특히 통신 오버헤드 비율이 높은 

MPI 병렬 프로그램의 경우 메모리 중심 컴퓨터에서 매우 높은 성능으

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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