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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

puting)이란 여러 컴퓨팅 노드들을 활용하여 크고 복

잡한 계산을 고속으로 병렬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슈퍼컴퓨터 및 대규모 컴퓨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의 고성능 컴퓨팅 기술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2,3]. 고성능 컴퓨팅 기술

의 대표적인 활용 예로는 인간의 단백질 구조를 유

전체 수준까지 모델링하는 단백질 구조 분석[4], 분

자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십억이 넘는 생체 분

자들의 상호작용 예측을 통한 신약 개발[5], 지진, 

태풍, 폭염 등 기상 예측[6], 위성영상 처리 및 분석

[7], 핵융합 시뮬레이션[8] 등이 있다. 

해당 분야에서는 멀티코어, 멀티프로세서 또는 

다수의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에서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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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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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e this limitation, MPI collective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en extensively researche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o improve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provide a comprehensiv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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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eveloped technologies. We also discus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providing high performance and 

scalability to large-scale MPI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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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Parallel Computing) 기술을 활용하여 크고 복

잡한 문제를 작게 나눈 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한

다. 병렬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OpenMP, MPI와 같은 병렬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들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MPI는 병렬 컴퓨팅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세스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을 정의한 라이브러리의 표

준이다. 점 대 점(Point-to-Point) 통신과 집합(Collective) 

통신으로 구성되며, 프로세서와 네트워크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들에 최적화된 형태로 꾸준히 

개발되어왔다. 

MPI 집합통신은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참여

하는 프로세스 간 통신 방법으로 대규모 행렬의 곱

셈, 선형대수 연산, 반복 알고리즘의 종료 조건 계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규

모 딥러닝 모델을 분산 학습할 때 반복적으로 수행

되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작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집합통신은 통신에 참여하는 프로세스의 

개수와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프로세스 

간 통신 횟수가 많아지며 네트워크 트래픽(Network 

Traffic)이 발생하는 고비용 연산이다. 이로 인해 고

성능 컴퓨팅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나 기계

학습과 같이 데이터 집약적인 워크로드의 처리 성

능은 집합통신 성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이유

로 집합통신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집합통신 성능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와 최신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는 메모리 구조에 따른 프로세스 간 통신 기법을 살

펴보고, Ⅲ장에서는 MPI와 집합통신 기술을 설명한

다. Ⅳ장에서는 집합통신 성능 향상 연구들을 소개

한다. Ⅴ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며 결론

을 맺는다. 

Ⅱ. 메모리 구조에 따른 프로세스 IPC

이 장에서는 MPI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 프로세스 

간 통신을 소개한다. 프로세스 간 통신 기술은 프로

세스와 메모리의 연결 구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

다. 다음 절에서부터 공유 메모리, 분산 메모리, 분

산 공유 메모리 구조에서의 프로세스 간 통신 기술

을 설명한다. 

1. 공유 메모리 구조에서의 IPC

프로세스들이 통신하는 방법은 프로세스와 메모

리의 연결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은 공유 메모

리 구조를 나타낸다[9]. 하나의 메모리 풀을 공유하

는 프로세스들이 물리적인 버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적은 수의 프로세스가 협업 시에 빠른 성능을 제공

하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

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의 동기화(Critical 

Section)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뮤텍스(Mutex)와 세

마포어(Semaphore)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

세스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유 메모리 버스트래

픽 병목 현상으로 성능이 저하된다. 또한, 프로세스

그림 1 공유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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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캐시일관성(Cache Coherence) 유지를 위한 스눕

(Snoop)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공유 메모리 구조에서 프로세스들이 통신하는 방

법은 프로세스들이 공유 메모리 영역을 만들고 해

당 영역을 함께 읽고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

음과 같이 세 단계로 통신을 수행한다. 1) OS 커널

이 공유 메모리 영역을 생성한다. 2) 프로세스 A는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쓴다. 3) 프로세스 B는 공

유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는다. 

공유 메모리 프로세스 간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 라이브러리는 Pthreads와 OpenMP가 있다. 

2. 분산 메모리 구조에서의 IPC

그림 2는 분산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다[10]. 각 프

로세스는 자신의 로컬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고, 프

로세스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는 

메모리 공유로 인한 동기화 문제와 캐시일관성 유

지를 위한 오버헤드가 없으며 프로세서의 개수가 

늘어나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 교착상

태(Deadlock)에 빠질 수 있고, OS 커널의 메시지 큐

(Message Queue)에 프로세서들이 전달한 메시지가 쌓

이는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산 메모리 구조에서 프로세스들이 통신하는 방

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프로세

스 A가 메시지 큐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2) OS 커널

이 프로세스 B에게 메시지를 가져가도록 정보를 알

려주면 프로세스 B가 직접 메시지 큐에서 데이터를 

가져간다. 또는, OS가 프로세스 B에게 메시지를 직

접 전송한다. 

분산 메모리 프로세스 간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MPI가 있다.

3. 분산 공유 메모리 구조에서의 IPC

그림 3은 분산 공유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다[11]. 

각 프로세서는 자신의 로컬 메모리와 메모리 관리자

를 가진다. 메모리 관리자는 분산되어있는 물리적인 

메모리들을 논리적으로 생성된 하나의 큰 공유 메모

리 형태로 만들어 프로세서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분산 공유 메모리 구조에서 프로세서들

은 Invocation/Response 기법을 사용하여 논리적인 

공유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신한다. 

현재 분산공유 메모리 프로세스 간 통신 기능을 

그림 2 분산 메모리 구조 그림 3 분산공유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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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12]. 

Ⅲ. MPI

1. MPI 개요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MPICH[13]와 

Open MPI(Message Passing Interface)[14]가 있다. 슈퍼

컴퓨터에서는 위 라이브러리들을 기반으로 하드웨

어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최적화된 형태의 

MPI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예를 들어, MVAPICH[15]는 고속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기술인 인피니밴드에 최적화하여 만들어

진 MPICH의 변형 라이브러리이다. 이외에도 IBM

의 IBM Spectrum MPI[16], 마이크로소프트의 MS-

MPI[17], 인텔의 Intel MPI[18]와 같이 슈퍼컴퓨터

의 제조사들은 각자의 슈퍼컴퓨터 구조에 최적화

된 형태의 MPI 라이브러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 MPI 집합통신

MPI 집합통신은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참여

하는 통신이다. MPI 표준 1에서는 두 개의 프로세

스 간의 점 대 점 통신만 가능했다. 그러나 점 대 점 

통신만 사용하면 프로세스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메시지 전송 비용이 커지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집

합통신은 다수의 프로세스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통신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되며 MPI-2부

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표준 집합통신은 크게 All-To-All, All-To-One, 

One-To-All과 같이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

다. All-To-All은 모든 프로세스가 결과에 기여하

고, 모든 프로세스가 결과를 전송받는 통신 방식으

로 all-gather, all-reduce, all-to-all, reduce-scatter, 

barrier가 있다. All-To-One은 모든 프로세스가 결과

에 기여하고, 한 프로세스만 결과를 전송받는 통신 

방식으로 gather와 reduce가 있다. One-To-All은 한 

프로세스가 결과에 기여하고, 모든 프로세스가 결

과를 전송받는 통신 방식으로 broadcast와 scatter가 

있다. 

Ⅳ. MPI 집합통신 성능 향상 연구

이 장에서는 MPI 집합통신 성능 향상을 위한 대

표적인 기술들을 소프트웨어적 연구와 하드웨어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소프트웨어적 성능 향상 연구

가. Network Topology 활용 기법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수의 프로세스에게 메시지

를 전송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마스터/슬레이

브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마스터 프로세스가 슬

레이브 프로세스들에게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전송

한다. 따라서 슬레이브 프로세스들의 개수가 많아

질수록 마스터 프로세스에 병목이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들이 

병렬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통신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연구되었다. 

참고문헌[19]는 바이노미얼 트리를 통신 네트워

크 토폴로지로 사용하고 프로세스 간에 메시지를 

패킷단위로 병렬 전송하여 집합통신 성능을 향상시

킨 연구다. 기존에 완전이진 트리를 사용하는 경우 

마스터/슬레이브 방식의 순차 전송 문제는 해결되

지만, 자식 프로세스의 개수가 두 개로 제한되기 때

문에 프로세스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저하

되었다. 바이노미얼 트리는 자식 노드의 개수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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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없고 확장성 있게 트리가 커지는 특징을 가지

며, 프로세스 개수가 증가해도 좋은 통신 성능이 유

지되는 장점이 있다. 

위 연구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개수를 

15개까지 늘려가며 실험을 수행한 결과가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에 비해 약 2배, 완전이진 트리에 비

해 약 1.23배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참고문헌[20]은 전역 집계연산 결과를 효율적

으로 구하기 위해 butterfly 구조를 제안한 연구다. 

MPI all-reduce는 모든 프로세스의 메시지를 루트

(Root) 프로세스에 모아 전역(Global) 집계 결과를 구

하는 reduce 단계와 집계 결과를 루트 프로세스로부

터 모든 자식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는 broadcast 단계

로 구성된다. 이를 활용하면 모든 프로세스의 전역 

합(Global Sum)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모든 프로세스

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단순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 reduce 단계에

서는 두 프로세스의 값을 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전역 합을 구한다. 이후, broadcast 단계에

서 reduce 결과를 트리 구조에 따라 모든 프로세스에

게 전송한다. 

위 연구에서 제안한 butterfly 구조에서는 프로세

스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합산하는 대신, 데이터를 

상호 교환한 후 합산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제안

한 방법은 단순 트리 구조를 사용할 때보다 전송 횟

수가 늘어나는 대신 전송 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하

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메시지 전송에 매우 적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전송 횟수의 영향이 무시할만한 수준

인 노드 내의 프로세스들이 통신하는 환경에서 특

히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MPICH-1.x부터 포함되

어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집합통

신을 위한 효율적인 통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제

안한 연구[21,22]가 있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제안한 연구 분야

와 달리 최적의 통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선택하

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들도 있다[23-25]. 이 연구들

은 집합통신이 수행될 컴퓨팅 노드의 개수 (n), 노드

당 프로세스의 개수 (ppn), 메시지의 크기 (m)에 따

라 휴리스틱을 활용하여 최적의 메시지 전송 네트

워크 토폴로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MPI 집합통신 워크로드들의 벤치마크 

수행 결과를 기계학습 모델로 학습하고 해당 모델

을 활용하여 최적의 메시지 전송 알고리즘을 선택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6]. 

위 연구에서 제안한 기계학습 기반 집합통신 알고

리즘 선택 기법의 모델 학습 및 추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노드 개수 n이 16, 노드당 프로세스

의 개수 ppn이 18, 메시지 크기 m이 128바이트로 주

어졌을 때 all-gather를 알고리즘 아이디(ID) 1로 수

행하여 84마이크로초(μs)가 소요되는 벤치마크 결과

를 기계학습 기법으로 학습해 회귀(Regression) 모델

을 생성해 놓는다. 추후에 실행할 MPI collective.c 코

드와 함께 n, ppn, m으로 구성된 질의를 해당 모델

에게 요청하여 MPI collective.c가 최적으로 수행되는 

알고리즘의 아이디를 추론 결과로 받는다. 

나. Shared Memory 활용 기법

기존의 집합통신은 크게 send/recv, shared mem-

ory, kernel-assisted 기법을 활용하여 구현되어 왔고 

각각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Send/recv 기법은 집합통신이 만들어진 초창기에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점 대 점 통신만을 사

용해서 집합통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수 프

로세스 간에 작은 사이즈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

시지 처리 오버헤드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Shared memory 기법은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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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시키는 OS의 mmap 기능을 사용한다. P1이 

공유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를 복사해 놓으면 P2가 해

당 데이터를 복사해간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복사가 

두 번 발생하기 때문에 메시지 크기가 클수록 데이터 

복사량이 증가하여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Kernel-assisted 기법은 kernel address space를 활

용한다. P1이 자신의 메모리 주소를 kernel address 

space에 매핑해 놓으면, P2가 해당 주소에서 데이

터를 복사해간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복사는 한

번 발생하므로 shared memory 방법보다 효율적이

다. 그러나 프로세스들이 데이터를 읽어갈 때 kernel 

page-table에서 경쟁(Contention)이 발생하고, 이로 인

한 page-table locks 오버헤드 때문에 프로세스의 개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문헌[27]에서는 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리

눅스 커널에 추가된 XPMEM[28]을 활용하여 많은 

수의 프로세스들이 통신할 때 지연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Shared-Address Space 집합통신을 제안

하였다. XPMEM은 공유 메모리 영역에서 프로세

스들이 경쟁 없이 메시지를 읽어갈 수 있게 해주는 

shared memory 기술로 리눅스 커널 3.x 버전부터 지

원되고 있다[29]. 

공유 메모리를 사용해서 집합통신 성능을 향상시

키는 또 다른 연구로는 참고문헌[30]이 있다. 이 연

구는 Shared Memory 기반 PMI(Process Management 

Interface)를 제안하여 집합통신 시간을 단축시키고 

집합통신을 위해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

였다. PMI[31]란 MPI 라이브러리와 프로세스관리

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그림 4는 PMI의 구

조를 나타낸다. PMI는 PMI API proper와 wire proto-

col로 구성된다. PMI API proper는 MPI 라이브러리

에게 노출되는 클라이언트용 API이고, wire protocol

은 프로세스 관리자와 프로세스들 사이의 통신 프

로토콜이다. MPI 라이브러리는 PMI API proper를 

활용하여 프로세스 관리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세스 관리자는 wire protocol을 통해 프로세스들

에게 작업을 지시한다. 

위 연구에서는 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의 PMI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적했다. 첫

째, MPI 라이브러리와 프로세스 관리자가 클라이

언트-서버 방식으로 통신하여 많은 개수의 동시 클

라이언트가 PMI를 사용할 때 서버 측의 직렬화(Seri-

alization) 문제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었다.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 서버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클라이언트 

요청만 병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삭

제(Delete) 기능이 없어서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컸

다. PMI는 MPI 작업(Job)과 프로세스들의 아이디를 

key-value 형태로 관리하는데 삭제 기능의 부재로 

MPI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전체 key-value 쌍을 모

두 저장하고 있어야 해서 프로세스 개수가 증가함

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PMI의 통신 방식을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에서 shared memory 기반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

라 MPI 라이브러리들이 shared memory 영역에 저

장되는 key-value 쌍을 병렬로 찾을 수 있게 되어 

프로세스 개수가 증가해도 집합통신 성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PMI에 삭제 기능

을 추가하여 key-value 쌍의 저장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 기존의 PMI에서는 1백만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할 때 약 1GB의 메모리 용량이 사

용되었지만, shared memory 기반 PMI를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 사용량이 기존의 약 4%인 40MB 정도

로 줄었다.

그림 4 PMI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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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드웨어적 성능 향상 연구

가. FGPA를 활용한 인-네트워크 컴퓨팅 기법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 레벨에서 집합통신

을 최적화하면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참고문헌

[32]는 MPI reduce 연산을 네트워크 스위치에 오프

로딩시켜 집합통신 성능 및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

켰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reduce 연산

을 수행하는 SHARP(Scalable Hierarchical Aggregation 

Protocol) 트리를 제안하고 해당 기술을 SwitchIB-2 

ASIC에 탑재하여 Mellanox의 네트워크 스위치 제품

으로 출시였다[33]. 

위 연구에서 제안한 SHARP 트리는 네트워크 스

위치에서 비용이 큰 집계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으

로 노드 간 데이터 전송량을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규모가 큰 시스템에도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

할 수 있다.

MPI-FPGA[34]은 FPGA를 활용하여 MPI reduce 

모듈을 설계하고 해당 모듈을 라우터에 탑재하였

고, 그 결과 긴 메시지 전송의 성능은 기존 대비 2.5

배 향상, 짧은 메시지 전송 성능은 기존 대비 10배 

향상하였다. 위 연구의 저자들은 후속 연구인[35]

에서 reduce, all-reduce, broadcast, scatter, gather, 

all-gather를 위한 여섯 개의 FPGA 모듈을 추가로 설

계하고 스위치 주변에 배치하였다. 라우터로부터 

패킷이 도착하면 Collective Control Logic(CCL)은 패

킷헤더를 확인하여 집합통신 필요 여부를 판단하

고, 집합통신용 패킷 중 reduction이 필요한 경우에 

연산 종류에 맞게 패킷헤더에 명령어(Opcode)를 추

가하여 스위치로 전달한다. Reduction Unit(RU)은 

스위치로부터 패킷을 전달받아 부동소수점의 덧셈, 

곱셈, 최댓값/최솟값을 하드웨어 로직 기반으로 연

산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안한 기법이 기존 MPI 라

이브러리와 함께 최적으로 동작하도록 MVAPICH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하드웨어 모듈을 위한 소프트

웨어 모듈을 추가했다.

위 연구에서 OSU 벤치마크[36]를 노드 개수를 증

가시키며 수행하여 집합통신 기능들의 성능을 측정

한 결과 여섯 개의 집합통신 기능들을 기존 기술 대

비 평균 3.9배 향상시켰다. 

128개 노드를 사용했을 때 all-reduce의 속도가 

10.1배 향상되어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 64개 

노드를 사용했을 때 bcast의 속도가 6.69배 향상되

어 두 번째로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 Reduce와 gath-

er는 평균 약 1.5배의 속도 향상이 이루어져 가장 적

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와 네트

워크 스위치에 집합통신을 오프로딩하여 집합통신

용 전용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한 연구들도 있다[37-

39].

나. In-Memory Processing 활용 기법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속도 차이

에 따른 병목은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과 전력 효

율 향상에 한계로 작용하며, 폰노이만 병목현상

(Von-Neumann Bottleneck)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

율주행 자동차나 엣지 컴퓨팅과 같이 클라우드 기

반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함에 따라 더 큰 문제로 인

식되며,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더

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데이터 전송량

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PIM, NDP, ISP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Compute Cache[40]는 

캐시(Cache) 메모리에서 비트단위 연산을 수행하여 

C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는 연

구다.

참고문헌[41]은 최근 MRAM 기반의 인-메모리 

컴퓨팅을 지원하는 저전력 칩을 개발한 연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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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량의 정보를 CPU와 메모리 간에 이동 없이 

메모리 내에서 병렬 연산하여 차세대 인공지능과 

뉴로모픽 칩을 개발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DDR 메모리의 용량과 대

역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TSV, Die-Stacked 

Memory, HBM을 키워드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 

Active-Routing[42]은 NVIDIA, Intel, Texas A&M 

대학 연구진들이 PIM이 지원되는 메모리를 라우터

에 활용하여 집합통신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집합통신 수행 시 데이터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가까운 라우터의 메모리에서 

직접 집계 연산을 수행하고 라우팅 경로를 따라 집

계하며 결과를 도출한다. 그 결과, 집합통신 성능을 

기존 기술 대비 평균 60% 향상시켰고, 전력 사용량

을 80% 절감했다.

다. In-Storage Processing 활용 기법

참고문헌[43]은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 처리를 함

께 제공하는 Catalina SSD 보드를 제안한 연구다. 위 

연구에서는 최대 24TB의 용량을 지원하는 Catalina 

SSD 보드를 제작하고, 해당 SSD 16장으로 384TB 

스토리지 서버를 구성하고 이를 호스트 서버와 

PCIe로 연결해 활용하였다.

각각의 Catalina SSD 보드는 MPI 기반 유사 이미

지 검색을 수행할 때 MPI 슬레이브로 동작하며 자

신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 

중 질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찾아내어 로

컬 결과를 도출하고 지역(Local) 집계 결과를 호스트 

서버의 MPI 마스터에게 전송한다. 이미지 유사도 

계산은 유클리디언 거리로 측정한다. 각 이미지는 

128차원의 고차원 부동소수점으로 표현되며, 유클

리디언 거리 계산 시 고차원 벡터의 내적이 수행된

다. 이때 가속기를 활용해 고차원 벡터의 내적을 빠

르게 병렬 처리한다. 최종적으로 MPI 마스터는 로

컬 결과들을 집계하여 가장 유사한 이미지들로 전

역 결과를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능 검증을 위해 페이스북의 유

사 이미지 검색 라이브러리인 Faiss[44]와 대규모 이

미지 데이터셋인 ANN_SHIFT[45]를 이용하였다. 

1백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셋과 1만 장의 질의 이미

지를 사용하여 각 질의 이미지당 100장씩의 유사 이

미지 검색을 수행한 결과 16개의 Catalina SSD 보드

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처리속도가 

약 11배 향상되고, 질의당 전력 사용량이 약 7배 감

소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

로 해당 연구 이전의 ISP 저장 장치인 BlueDBM

[46], Biscuit[47], Scan&Join[48]에 비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스토리지 전용 프로세서인 쿼드코어 ARM 

A53 프로세서와 FPGA 가속기를 가진다[49]. 이를 

통해 스토리지 내에서 데이터를 저전력으로 빠르게 

병렬처리한다. 둘째, C++, Python과 같은 고수준 

언어를 지원하므로 기존의 RTL 코드나 장치에 특

화된 API를 활용한 방식에 비해 프로그래밍이 쉽다. 

셋째, 스토리지의 전용 프로세서에서 OS가 동작하

므로 호스트(Host)의 도움 없이 스토리지 레벨에서 

분산 파일시스템이 지원된다. 넷째, MPI와 Hadoop 

MapReduce[50]와 같은 분산처리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한다. 

Ⅴ. 결론

MPI 집합통신 성능 향상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 분야에서 모두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다. 공유 메

모리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OS 커널의 공유 

메모리 관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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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내 프로세스들의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

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효율

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조에 대한 연구와 최적

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선택하는 연구로 MPI 집합

통신 기술의 등장 시점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연구

되었다. 

FPGA를 활용하여 인-네트워크 컴퓨팅을 실현하

는 분야에서는 집합통신 연산을 네트워크 장비로 

오프로딩하는 연구들이 다수였다. 

PIM과 ISP 기술을 활용하여 메모리 및 스토리지 

내에서 집합통신을 처리하는 기술들은 비교적 최근

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전

용 프로세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새로운 소프트

웨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최적으

로 활용하는 집합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TRI는 슈퍼컴퓨터개발선도사업을 통해 충분한 

메모리와 함께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처리하는 가속

기 기능이 함께 제공되는 메모리 확장 장치를 개발 

중이다[51]. 이와 더불어 ETRI 슈퍼컴퓨팅기술연

구센터에서는 위 기술을 사용하여 메모리 레벨에서 

집합통신을 수행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

행 중이다. 향후 이 기술은 병렬 처리가 필요한 대규

모 응용프로그램들에게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MPI 집합통신(MPI Collective Communication)  다수의 프로

세스가 동시에 통신에 참여하여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프로

세스 간 통신 기법

용어해설

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XI Advanced eXtensible Interface
CPU Central Processing Unit
DMA Direct Memory Access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HBM High-Bandwidth Memory
IPC Inter Process Communication
ISP In-Storage Processing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
MPSoC Multiprocessor System on a Chip
MRAM 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NDP Near Data Processing
NIC Network Interface Card
OpenMP Open Multi-Processing
OS Operating System
PIM Processing In Memory
PMI Process Management Interface
PThreads POSIX Threads
RTL Register Transfer Level
SSD Solid-State Drive
TSV Through Silicon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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