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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컴퓨팅 시장의 계속적인 연산 요구량이 증
가함에 따라 기존의 CPU 기술은 멀티 CPU, 멀티 코어에 의한 성능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메모리의 병목 현상, 발열 문제, 응용 프로그램들의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속기술의 다른 접근 방법으로, 재설정가능반도체(FPGA)나
주문형 반도체(ASIC) 등의 전용 칩을 사용하거나 Cell 프로세서, 그래픽 프로세서(GPU)와 같
이 비디오 게임용으로 개발된 게임 프로세서(Game Processor)를 가속화 기술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SIC 프로세서를 이용한 대표적인 가속 프로세
서인 Clearspeed Advanced e620을 대상으로 성능을 분석하고 CPU의 성능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Cell 프로세서, FPGA, ASIC, GPU 등 최근 가속
기술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CSX600 프로세서의 구조 및 프로그램 구조를 설
명하였다. 4장에서는 성능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제 2 장 가속 기술 동향
2.1 Cell Processor를 이용한 가속 기술
최근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는 소니의 Playstation3와 같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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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된 프로세서를 CPU 대신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6월
Top500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로드러너(Roadrunner)도 과학 기술용으로 변경된 Cell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이 로드러너는 원래 소니의 Playstation3와 같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을 위해 디자인된 셀
마이크로프로세서(Cell Broadband Engine)를 변형한 PowerXCell 8i 3200 MHz (12.8 GFlops)와
AMD의 옵테론 프로세서를 함께 사용하여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로드러너는 12,240개의
Cell 칩과 6,562개의 듀얼 코어 AMD 옵테론으로 이루어졌다. 이 슈퍼컴퓨터 개발에는 총
1억 33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IBM과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LANL) 연구진이 참여했다.
아래 그림은 로드러너 시스템의 외부모습 사진이다.

그림 1. Top500 1 위 로드러너(Roadrunner) 시스템(2009 년 6 월 기준)

표 1 과 같이 2008 년 6 월 기준으로 슈퍼컴퓨팅 Top500 에는 Cell 프로세서를 이용한
시스템이 1 위, 324 위, 464 위 3 개 올라가 있다. 또한 표 2 와 같이 2009 년 6 월 기준으로
슈퍼컴퓨팅 Top500 에서는 1 위, 62 위, 63 위, 423 위 4 개가 올랐다. 이처럼 최신 Top500
리스트를 볼 때, Cell 프로세서를 이용한 슈퍼컴퓨터의 수와 그 성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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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op500 에서 Cell 프로세서 시스템(2008 년 6 월 기준)
Rank
1

site

computer

DOE/NNSA/LANL

Roadrunner - BladeCenter

United States

QS22/LS21 Cluster,

Cores

Rmax

Rpeak

122400

1026.00

1375.78

1512

11.11

18.28

1260

9.26

15.23

PowerXCell 8i 3.2 Ghz /
Opteron DC 1.8 GHz ,
Voltaire Infiniband

324

IBM/Germany/

Monte Capanne -

Germany

BladeCenter QS22 Cluster,
PowerXCell 8i 3.2 Ghz,
Infiniband /

464

Fraunhofer/

Cell - BladeCenter QS22

ITWM/Germany

Cluster, PowerXCell 8i 3.2
Ghz, Infiniband

표 2.

Top500 에서 Cell 프로세서 시스템(2009 년 6 월 기준)

Rank

site

computer

1

DOE/NNSA/LANL
United States

62

Cores

Rmax

Rpeak

BladeCenter QS22/LS21
129600
Cluster, PowerXCell 8i 3.2
Ghz / Opteron DC 1.8 GHz,
Voltaire Infiniband

1105000

1456700

DOE/NNSA/LANL
United States

BladeCenter QS22/LS21
7200
Cluster, PowerXCell 8i 3.2
Ghz / Opteron DC 1.8 GHz,
Infiniband

63250

80928

63

IBM Poughkeepsie
Benchmarking Center
United States

BladeCenter QS22/LS21
7200
Cluster, PowerXCell
8i 3.2 Ghz / Opteron DC 1.8
GHz, Infiniband

63250

80928

423

Interdisciplinary Centre BladeCenter QS22 Cluster, 2016
for Mathematical and PowerXCell 8i 4.0 Ghz,
Infiniband
Computational
Modelling, University of
Warsaw/Poland

18570

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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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PGA를 이용한 가속 기술
FPGA 란 Field Programmable Gate Arrary 의 약자로 일반 사용자가 임의로 논리 회로를
설계하고 작동하도록 회로에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FPGA 는 1985 년에 미국
자일링스사가 최초로 개발한 PLD(프로그램어블 로직 디바이스)이다.
현재 ASIC 의 최대 단점인 너무 긴 제작 공정기간과 너무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하여
FPGA 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FPGA 단가도 낮아지고 있으면 내장
가능한 로직의 크기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ASIC 영역 중에서 수량이 아주
많지 않으면서 단가에 덜 민감한 시스템에 FPGA 가 많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ASIC 을
만들기 전에 일단은 FPGA 로 회로를 구현하여 테스트 목적으로 대부분 FPGA 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FPGA 를 연산가속화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FPGA 는 프로그램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는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와는 달리 한 번에 수많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정수연산이나 비트연산 같은 경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그림 2. FPGA 관련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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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와 SGI 는 FPGA 를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선두 업체이며, 리눅스 네트웍스는
PCI-X 를 통해 연결하는 대신에 앞단의 버스에 칩을 두는 방식으로 올해에 이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대표적은

회사들에는

Xilinx, Altera 로 대표되는 칩 제조업체와 SGI,

CRAY, Nallatech 등의 시스템 벤더, 그리고 MItron 과 같이 FPGA 기반 프로그래밍 환경
개발업체들이 이 분야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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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SIC 프로세서를 이용한 가속 기술
컴퓨팅 환경의 연산 가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주문형 직접 회로인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을 사용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2006 년 11 월 기준 슈퍼컴퓨터 Top500 에서 9 위를 차지한 일본의 도쿄공업대학교(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의 TSEBAME Grid Cluster 는 Top500 에서 최초로 ASIC 하드웨어
가속화 칩을 이용한 클러스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계속 시스템을 보강하여 2008 년
6 월 기준 Top500 에서는 24 위를 차지하고 있다.
NEC 가 설계한 이 슈퍼컴퓨터는 1 만 480 개의 AMD 옵테론 칩을 탑재한 SUN 의 서버
655 대에 의해 구동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ASIC 제조업체인 클리어스피드
테크놀로지(ClearSpeed Technology)의 하드웨어 가속화 칩(CSX600)을 탑재한 360 개의
보드를 추가로 탑재하여 Linpack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전체 퍼포먼스를 24% 증가시킨 47
TFLOPS 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11,12,13]. 그림 3 에 TSUBAME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 TSUBAME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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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는 가속화 칩 CSX600 의 성능을 일반적인 CPU 성능과 비교한 자료이다. 연산
속도가 x86 계열의 프로세서에 비해 최대 8 배정도까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CSX600 Performance Data
<출처> Clearspeed

그림 5. Silicon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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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 그림 7 은 가속화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속화 칩 CSX 시리즈의 칩
성능 로드맵과 ASIC coprocessor 를 이용한 가속화 시스템의 대표적인 기업인 ClearSpeed
제품 로드맵을 보여준다. 2008 년 기준 1U 서버에 1.1 TFLOPS 의 성능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6. ClearSpeed ASIC 보드 로드맵

그림 7. CSX700 을 탑재한 ClearSpeed 제품 CATS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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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PU를 이용한 가속 기술

최근 GPU 의 성능을 급상승하면서 연산 가속화 기술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GPU 는 병렬 컴퓨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세계 유수의 대학수업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자 시뮬레이션, 지진 분석, 의료장비 설계 등 수천 명의 개발자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림 8. GPU 이용 분야 및 성공 사례

최근 GPU 의 성능이 급상승하면서 연산 가속화 기술로 GPU(Graphics Processor Unit)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픽 관련 연산들을 담당했던 GPU 를 CPU 를
대신하여 계산 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물리, 화학, 생물물리학(Biophysic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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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는 CPU 와 GPU 로 서버를 구축하였을 때 성능을 비교한 자료이다. NVIDIA 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PU 1U 서버의 경우 4 개 CPU 일 때 성능은 70 GFLOPS, 소비 전력
400W 이며, GPU 의 경우는 4 개 GPU 일 때, 4 TFLPS, 700W 의 전력을 소비한다.

그림 9. Millions of CUDA-enabled GPUs

그림 10. CPU 와 GPU 가격 대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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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0 TFLOPS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CPU 기반인 경우는 1429 대의
서버가 필요하고 GPU 기반인 경우는 25 대의 서버와 25 대의 Tesla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서로 비교해보면 GPU 가 가격이 17 배, 전력이 21 배 적게 소비된다.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우선시 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기와 같은 관리 비용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정보와 국가 정보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인류의 생활 방식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변해가면, 컴퓨터 등 IT 기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막대하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그린 컴퓨팅(Green Computing) 1 이란 개념이 등장하였고,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림 11 은 Xeon, ClearSpeed, NVIDIA 의 성능을 비교한 도표이고, 그림 12 는 소비전력 당
성능을 비교한 자료이다. 성능은 NVIDIA 가 Xeon CPU 에 비하여 149 배, ClearSpeed 에 비해
37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소비전력 당 성능 면에서도 NVIDIA 가 Xeon 의 89 배,
ClearSpeed 보다 8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 프로세서를 연산에 사용하는 GPU 기반
시스템이 일반 CPU 기반 시스템이나 ASIC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ClearSpeed 시스템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GPU 클러스터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1

그린 컴퓨팅(Green Computing)이란 컴퓨터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그림 11. Xeon, Clearspeed, NVIDIA 성능 비교

그림 12. Xeon, Clearspeed, NVIDIA 소비전력 당 성능

그림 13 은 가장 대표적인 GPU 대표 회사인 NVIDIA 의 GPU 제품군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일반적인 개인사용자를 위한 GeForce 시리즈, 그래픽 전문가들을 위한 Quadro
시리즈, High Performance Computing 을 위한 Tesla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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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는 Quadro 와 GeForce 의 성능을 비교한 자료이다. Quadro FX 와 GeForce 의
성능이 크게는 4 배 이상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VIDIA 의 제품군 중 고성능 계산
도구로 활용 가능한 제품군은 Quadro 이상, 즉 Quadro, Tesla 제품군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3. NVIDIA GPU Families

그림 14. NVIDIA Quadro FX 와 GeForce 성능 비교
<출처: NVIDIA CUDA 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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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UDA 를 지원하는 제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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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learSpeed 가속 기술

CSX620 보드는 전력, 냉각설비, 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연산 집중적인 응용프로그램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 있는 기술이다.

A. CSX620 보드 소개
CSX620 보드는 하나 이상의 보드를 빈 PCI 슬롯에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탠다드 워
크스테이션, 서버, 또는 전체 클러스터의 HPTC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 가속을 제공한다. 현
재 일반 서버의 듀얼 코어 프로세서는 대략 배정도(double precision) 연산 수행에 있어서
15~20GFLOPS의 성능을 보인다. CSX620 보드는 배정도(double precision) 연산수행에 있어
서 75GFLPOS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25watt의 전력 소모로 경제적이라고 한다.

CSX620 보드는 coprocessor로 작동한다. 호스트 CPU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수행부
문에 있어서 호스트의 스탠다드 프로세서(Intel 이나 AMD)와 함께 작동하며 전력, 냉각설비,
또는 공간의 부담 없이 5배의 응용프로그램 가속을 수행할 수 있는 coprocessor이다. 결론
적으로 CSX620 보드는 HPC 설비를 설계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인 ‘소요전력 대비 연산능력
극대화’에 최적화 되어 있다.
CSX620 보드는 고도의 정밀도를 위해 부동소수점 연산 표준인 IEEE754 표준을 따르고 있다.
PCI-e 형식의 CSX620 보드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CSX620 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보드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듀얼
CSX600 프로세서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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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CI-e CSX620 보드

B. CSX600 coprocessor 칩의 소개
CSX620 보드는 임베디드 멀티코어로서 병렬방식 프로세서이다. 멀티코어 기술은 최근
듀얼코어, 쿼드코어, 심지어 8-코어까지 이용 가능하게 된 선구적인 프로세서 제조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다. CSX620 보드의 특별함은 초당 480억의 64비트 부동소수점
수행이 가능한 96개의 개별병렬 프로세싱 요소들(PEs)에 있다. 더구나 전력 소모는 대략
10watt

에

불과하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64비트

부동소수점 연산용 coprocessor이다.

CSX620 보드는 그림 16에서 보는 칩 설계의 클로즈업 이미지처럼 완전한 SoC(System-ona-Chip)이다. 그것은 MTAP(Multi-Threaded Array Processor core), 외장 DRAM 인터페이스,
high-speed 인터프로세서 I/O port 들과 임베디드 된 SRAM 등이 하나의 칩셋으로 통합된
형식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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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SX600 칩의 확대된 모습

칩의 모든 하위 시스템은 ClearConnect on-chip 네트워크 내부에 통합되어 있다.

MTAP 코어는 높은 수준의 내부 명령과 데이터의 병렬 처리기능을 포함하면서 다중처리
유닛까지 가지고 있는 PE(Processing Element) 96개가 병렬로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PE는
또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에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고유의 로컬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MTAP 아키텍처는 뛰어난 전력대비 연산성능을 제공하면서 칩 내부에서는 각 유닛들간의
완벽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므로, 낮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시스템 레벨의 데이터
전송능력에 있어서는 큰 대역폭을 지니는 능력을 보여준다.

C. CSX620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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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슬롯에 두 개의 CSX600 프로세서로 결합되어 있는 CSX620 보드는 평균 25watt의
전력을 사용하여 배정도 행렬곱(DGEMM) 연산에서 75GFLOPS 속도를 지원한다. 이것은
1.6GHz Itanium 2 프로세서보다 와트당 메가플롭스(MFLOPS)의 30배 이상 성능을 보인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작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적,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부담 없이
수치 연산능력을 5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D. 응용프로그램 가속을 위한 CSX620 보드의 작동원리

그림 17. CSX620 보드 응용프로그램 가속화 다이어그램

CSX620 보드는 호스트 프로세서와 연관하여 응용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수학연산 부분의
처리를 위해 작동한다. 그림 17은 프로세서와 연관하여 시스템의 또 다른 부분을 보여준다.
CSX620의

표준수학

라이브러리(CSXL)에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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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이

들어오면,

ClearSpeed의

가속화된 수학 라이브러리가 도중에서 이 function 콜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데이터는 보드로 이동되고 해답은 호스트 CPU로
전달된 결과와 함께 계산된다. 이 프로세스의 전반적 수행과정에서 오직 하나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연산속도로서,

호스트

시스템상에서

작동할

때와

그

기능이

CSX620

보드상에서 작동할 때 확연히 다르다. 이 가속도는 엔드유저가 볼 때 확연히 구별될 만큼
보이고,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보드의 유무를 알 수 있을 만큼 속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CSX620 보드는 데이터 사이즈가 크거나 병렬화가 적용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에서
더욱더 효과적이다.

E. 시스템 적용 방법

CSX620 보드는 일반 표준 서버의 PCI 슬롯이 있는 곳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CSX620 보드
제품은 고유한 산업표준 규격에 맞게 개발되어 있고, 현재 PCI-X 와 PCI-e 규격 모두를
지원한다. Linux(Red Hat and SUSE) 와 Microsoft Windows XP 운영체계가 지원된다.

1. For mainstream applications
CSX620 보드의 standard math library(CSXL)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응용프로그램의 가속화가
가능하다. CSXL 라이브러리는 현재 DGEMM function의 예와 같이 L3 BLAS(Level 3 Basic
Linear Algebra Subprogram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연산에 대해 가속화 가능하다.

2. For specialist and proprietary applications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윈도우와 리눅스 모두를 지원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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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는 C complier, GDB(Gun Debugger)에 근거한 디버거 툴로, 새로운 코드나 현존하는
코드의

개발을

위해

HPTC

응용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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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도구와

제 4 장 성능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의 매트릭스 연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 분석하였다. 성능 측정 시스템은 Intel Xeon CPU 2.5GHz, 메모리
24GB에 Clearspeed Advanced e620 보드를 장착한 시스템이며, OS는 Linux 2.6.18-92를 사용
하였다. 성능 측정 프로그램은 ClearSpeed의 선형대수(linear algebra) CSXL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였다. 그림 18과 같이 매트릭스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성능을 측정한 결과 최대
65.82Glops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Matrix multiplic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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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DGEMM 연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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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스템의 호스트 프로세서 Xeon 2.5GHz을 DGEMM(hpcc-1.2.0) 테스트 결과
6.96~7.42Glops의 성능을 얻었다. 이 성능은 단일 코어의 성능이므로 쿼드코어 Xeon
2.5GHz일 경우 성능 28~30GFlops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즉 Clearspeed e620은 CPU Xeon
2.5GHz 단일 코어와 비교했을 때 9.46배, 쿼드 코어와 비교했을 때 2.36배 높은 성능을 보
였다. 이러한 CPU의 성능 고려할 때, CSX600과 같은 보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컴퓨팅 성
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전력 및 공간의 부담 없이 적은 비용으로 계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z CSX600의 DGEMM Test 결과
Runtime package version: 3.11
CSX kernel version:
3004
Card type:
e620
Fpga version number:
0x6f02c000
Fpga timestamp:
2007-08-16 10:08:17Z (0x46c42211)
Card serial number:
CLTJ07060076
Card final test date:
2008-03-28 01:47:20Z
Card location:
Bus 9, Device 0, Function 0
PCI Express link:
x4 (for optimum performance use a x8 slot)
Current Temperatures:
Core: P0 36, P1 31 Board: 34, 38, 30 degC
Core clock frequency:
210.0 MHz
ESRAM on each processor: 128KB
DRAM on each processor: 512MB running at 200 MHz
Processor 0 LMI - DRAM init complete.
Read fuses: 0x0, 0x0, 0x0, 0x80000000
Generated pe enable mask: 0xfbffdffe, 0xffefff7f, 0xf7ffbffd, 0x7fffffff
Processor 1 LMI - DRAM init complete.
Read fuses: 0x0, 0x0, 0x0, 0x80000000
Generated pe enable mask: 0xfbffdffe, 0xffefff7f, 0xf7ffbffd, 0x7fffffff
Reset OK for local hardware Instance: 0
-------------------------------ClearSpeed Environment
-------------------------------CS_HOME=/opt/clear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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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IB=/opt/clearspeed/csa
CSPATH=.:/opt/clearspeed/csx:/opt/clearspeed/config
CSHOSTLIB=/opt/clearspeed/lib
CSPLATFORM=linux
CS_HOST_BLAS=/usr/lib64/libblas.so.3.0.3
CSINC=/opt/clearspeed/include:/opt/clearspeed/include/card/cn:/opt/clearspeed/include
/card/asm:/opt/clearspeed/include/common
CSHOSTINC=/opt/clearspeed/include/common:/opt/clearspeed/include:/opt/clearspeed/
include/host
CSHOME=/opt/clearspeed
CSSDKHOME=/opt/clearspeed
Iteration 0
C(1920, 1920),k=1152
Time: 0 min 0.194 sec GF/s: 43.854444
Iteration 1
C(1920, 1920),k=1152
Time: 0 min 0.204 sec GF/s: 41.704142
Finished.
Iteration 0
C(2880, 2880),k=1152
Time: 0 min 0.357 sec GF/s: 53.538944
Iteration 1
C(2880, 2880),k=1152
Time: 0 min 0.384 sec GF/s: 49.725739
Finished.
Iteration 0
C(3840, 3840),k=1152
Time: 0 min 0.621 sec GF/s: 54.687266
Iteration 1
C(3840, 3840),k=1152
Time: 0 min 0.624 sec GF/s: 54.450004
Finished.
Iteration 0
C(4800, 4800),k=1152
Time: 0 min 0.950 sec GF/s: 55.883357
Iteration 1
C(4800, 4800),k=1152
Time: 0 min 0.932 sec GF/s: 56.975532
Finished.
Iteration 0
C(5760, 5760),k=1152
Time: 0 min 1.313 sec GF/s: 58.217797
Iteration 1
C(5760, 5760),k=1152
Time: 0 min 1.314 sec GF/s: 58.169508
Finished.
Iteration 0
C(6720, 6720),k=1152
Time: 0 min 1.746 sec GF/s: 59.605487
Iteration 1
C(6720, 6720),k=1152
Time: 0 min 1.741 sec GF/s: 59.752201
Finished.
Iteration 0
C(7680, 7680),k=1152
Time: 0 min 2.250 sec GF/s: 60.410758
Iteration 1
C(7680, 7680),k=1152
Time: 0 min 2.249 sec GF/s: 60.436953
Finished.
Iteration 0
C(8640, 8640),k=1152
Time: 0 min 2.769 sec GF/s: 62.120620
Iteration 1
C(8640, 8640),k=1152
Time: 0 min 2.767 sec GF/s: 62.152430
Finished.
Iteration 0
C(9600, 9600),k=1152
Time: 0 min 3.368 sec GF/s: 63.046182
Iteration 1
C(9600, 9600),k=1152
Time: 0 min 3.372 sec GF/s: 62.964054
Finished.
Iteration 0
C(10560, 10560),k=1152 Time: 0 min 4.067 sec GF/s: 63.175383
Iteration 1
C(10560, 10560),k=1152 Time: 0 min 4.052 sec GF/s: 63.406487
Finished.
Iteration 0
C(11520, 11520),k=1152 Time: 0 min 4.824 sec GF/s: 63.382745
Iteration 1
C(11520, 11520),k=1152 Time: 0 min 4.832 sec GF/s: 63.2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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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ed.
Iteration 0
Iteration 1
Finished.
Iteration 0
Iteration 1
Finished.
Iteration 0
Iteration 1
Finished.

C(12480, 12480),k=1152 Time: 0 min 5.629 sec
C(12480, 12480),k=1152 Time: 0 min 5.623 sec

GF/s: 63.751605
GF/s: 63.821732

C(13440, 13440),k=1152 Time: 0 min 6.465 sec
C(13440, 13440),k=1152 Time: 0 min 6.460 sec

GF/s: 64.378158
GF/s: 64.420071

C(14400, 14400),k=1152 Time: 0 min 7.374 sec
C(14400, 14400),k=1152 Time: 0 min 7.373 sec

GF/s: 64.785387
GF/s: 64.794261

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HPC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산 집중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된 가속 프로세서인 Clearspeed Advanced e620을 대상으로 성능을 분석하였다. 보
조 프로세서를 장착한 가속보드 Clearspeed e620의 부동소수점(floating point) 연산능력을
측정한 결과 최대 65Glops정도의 연산 성능을 보였다. 이 성능은 단일 코어의 성능이므로
쿼드코어 Xeon 2.5GHz일 경우 성능 28~30GFlops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즉 Clearspeed
e620은 CPU Xeon 2.5GHz 단일 코어와 비교했을 때 9배, 쿼드 코어와 비교했을 때 2배 이
상의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성능 분석 결과로부터, Clearspeed를 이용한 가속 기술은 공간,
냉각설비의 추가 없이 저전력으로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조가 하드웨어의 구조에 의존도가 높은 단점이 있어, 이용하
려는 응용프로그램 특성의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CSXL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프로그램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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