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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병렬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과정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작업 부하 생성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각 방법에
대한 정의 특징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구현 사례를 요약해본다 먼저 분포 구동 시뮬레이션 방법과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언어에 대해 살펴본 후 트레이스를 이용하는 추적 구동 시뮬레이션 방법과
병렬 컴퓨터 시스템용 트레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각광 받고있는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 방법과 프로그램 구동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살펴본다

) 서 론

되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성능 향
상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

컴퓨터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분야는 병렬 처리PARALLEL PROCESSING
분야이다 즉 병렬 컴퓨터 시스템은 대규모 계산

중프로세서 아키텍쳐를 갖는 병렬 컴퓨터 시스템
은 순차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비하여 모델링하기
가 훨씬 어려운데 이는 아키텍쳐와 병렬 프로그
램 동작간의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이다

이 수반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

최근에 설계되고 있는 공유메모리 다중프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세서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 성능에 가장 결정

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병렬 컴퓨터 시스템

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메모리 시스템이다

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즉 공유메모리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에서 프로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컴퓨터

서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기 전에 미리 제안된 아키

상시키려면 메모리 시스템이 프로세서에게 초당

텍쳐의 특성을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수백만 번의 메모리 접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

이다; = 이러한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는 제안

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동작 과정은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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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거나 메모리 접근 생성기를 이용하여 메모리 접

그 성능이 평가될 수 있다

근의 트레이스를 한번 생성해낸다

일반적으로 다중프로세서의 메모리 시스템 성

{ 수행 구동EXECUTION DRIVEN 시뮬레이션 작업

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크게 각

부하가 호스트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공유메모

프로세서로부터의 메모리 접근 생성기와 메모리

리 접근과 같이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제

시스템의 시뮬레이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그림

어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서 그 메

  메모리 시스템 시뮬레이터는 캐쉬 및 메모리

모리 시스템을 시뮬레이트 한다

뿐만 아니라 상호연결망까지도 시뮬레이트 한다

{ 프로그램 구동PROGRAM DRIVEN 시뮬레이션 목

메모리 접근 생성기는 병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표 시스템의 메모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프로세

프로세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프로세서의 활동

서도 시뮬레이트 된다 작업부하는 시뮬레이트

을 시뮬레이트 하고 메모리 접근이나 명령을 캐

되는 프로세서에서 수행된다

쉬나 메모리를 표현하는 메모리 시스템 시뮬레이

본 고에서는 병렬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평

터로 보낸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프로세서

가하기 위한 이러한 시뮬레이션 구동 방법 중 분

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수행된다면 시뮬레

포 구동 추적 구동 수행 구동 등 대표적인 가지

이트 되는 복수 개의 프로세스들은 메모리 접근 생

작업부하 생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프

성기의 제어에 의하여 하나의 프로세서를 시분할

로그램 구동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그 특성

하여 공유한다 메모리 접근 생성기에 의한 제어

이 유사한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명하면

의 한 예로는 어떤 프로세스가 메모리 시스템 시

서 간단히 그 차이점만을 언급하겠다

뮬레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
되고 그 교체된 프로세스 또한 다음 메모리 접근
때까지만 수행됨으로써 하나의 프로세서를 공유
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어의 예로는 시뮬레이트되

)) 분포 구동 시뮬레이션
분포 구동DISTRIBUTION DRIVEN

시뮬레이션은

는 매 클럭 싸이클마다 프로세스를 재선택함으로

시뮬레이션을 구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통계

써 프로세서 공유가 가능하다 메모리 접근을 시

적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은 대개 프로그램의

뮬레이터에서 생성하는 방법 즉 구체적인 작업부

수행 중에 시스템의 모듈사이를 이동하는 데이

하 생성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가지 기법이 있다

터의 생성을 모델링하는 확률RANDOM 프로세스

{ 분포 구동DISTRIBUTION DRIVEN 시뮬레이션 작

의 형태를 가지며 이는 조건부 분기CONDITIONAL

업부하가 메모리 접근분포의 통계적 모델로 모

BRANCH 의 해결을 통계적으로 특성화하는 효과가

델링 된다

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세서 동작

{ 추적 구동TRACE DRIVEN 시뮬레이션 목표 시스

의 내부적인 세부사항을 시뮬레이트 하는 방법보

템과 유사한 시스템에서 작업부하를 수행시키

다 시뮬레이션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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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단점으로는 실제 병렬 프로그램의 적절한

5,!;= 등 최초의 시뮬레이션 언어가 발표되었는

통계적 모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데 '033는 큐잉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전용 시뮬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또한 그림

레이션 언어의 예이며 3)-3#2)04는 후에 발표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메모리 시스템 아키텍쳐와

된 '!30;= 3)-!.;= 3,!-;= 등과 함께 좀 더

프로그램 동작간의 피드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

광범위한 범용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언어의 부류

다 이같은 사실은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과 비교

에 속한다

할 때 성능 예측의 심한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는
데 이는 메모리 접근 시각의 변화에 의하여 작업
부하가 상이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뮬레이션 언어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아직도 많은 시뮬레이션 모델
이 범용 언어를 이용하여 코딩되고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언어가 특정 컴퓨터에 동작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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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접근
생성기
P: 프로세서,

수 있다는 제약과 새로운 언어 습득에 대한 부담
상호
연결망

Mp
메모리 시스템
시뮬레이터

C: 캐쉬, M: 메모리

그림  공유메모리를 갖는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용 분
포 구동 시뮬레이션

일단 작업부하 모델링이 완료되면 시뮬레이터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적으로 시뮬레이터 구현이 가능한 언어는 시뮬레

등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언어를 개발하는 또 다
른 방법으로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시뮬레이
션 프리미티브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즉 사용
자는 범용 언어를 이용하여 모델의 기본적인 부
분예를 들어 사건 활동 프로세스 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시뮬레이션용 프리미티브
는 단순히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언어로 범용 언어 #를 확장한 #3)-;=과
3-0,;=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연구의 새로운 추세로
객체 지향 개념을 시뮬레이션과 접목하는 것이 있

이션 언어 범용 언어 시뮬레이션을 고려하여 확

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델을 절차적

장된 범용 언어 등의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인 시뮬레이션 언어가 제공하는 것보다 한 차원

년대 이전에는 범용 언어 특히 &/242!.을 이

높은 수준의 추상화로 표현 가능하게 하는 장점

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도구로 3%3;=가 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직

는데 특히 3%3는 '5)에 의한 신속하고 계층적인

접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년

모델 생성을 가능케 하며 모델 수행의 애니메이션

대 초에 들어서면서 '033;= 3)-3#2)04;= 3)-

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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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한 시뮬레이션 언어를 사건 중심 및

일반적으로 수백만 내지 수억 개의 트레이스를 포

프로세스 중심의 모델 분류에 의해서 정리하면

함하므로 추적 구동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H표 I과 같다

트레이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의 디스크
가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시간 또한 길다 더욱이

H표 I 시뮬레이션 언어 비교
사건 중심

프로세스 중심

3)-3#2)04 '!30
3)-!. 3,!- 3-0,

'033 3)-3#2)04 3)-5,!
3)-!. 3,!- #3)-

순차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추출된 트레이스로
병렬 컴퓨터 시스템을 시뮬레이트 하는 데에는 많
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병렬 컴퓨터 시
스템에서의 인스트럭션 수행 순서가 대개 병렬 프
로그램의 여러 부분이 수행을 완료하는 순서에 의

))) 추적 구동 시뮬레이션

존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병렬 컴퓨터 시스템에
서 조건부 분기 인스트럭션의 결과는 여러 프로

추적 구동TRACE DRIVEN 시뮬레이션은 아키텍

세스 상호작용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쳐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동하기 위하여 트레이

이는 결국 시스템 아키텍쳐의 특성에 영향을 받

스프로그램의 수행 기록 를 이용한다 먼저 시뮬

을 수 있다;= 이러한 병렬 컴퓨터 시스템용 어

레이트 할 컴퓨터와 유사한 실제 컴퓨터에서 프로

드레스 트레이스 수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램을 수행하여 트레이스를 얻는다 즉 실제 프

다음과 같다

로그램이 수행되면서 수행의 특징적인 면예를 들

병렬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간 효과적

어 수행된 인스트럭션이나 접근된 메모리 위치의

인 메모리 접근과 데이터 공유와 관련하여 많은 기

시간별 리스트 을 기록함으로써 트레이스가 만들

술적인 이슈가 있으며 추적 구동 시뮬레이션에서

어진다 트레이스가 이렇게 얻어지면 이 트레이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트레이스는 사용자와

스는 시뮬레이트 되는 아키텍쳐에 대한 작업부하

커널의 메모리 접근 모두를 포함해야 하고 기록

로 사용된다

할 때의 트레이싱 메커니즘이나 활용할 때의 시

그러나 분포 구동 시뮬레이션 방법에서와 같
이 추적 구동 시뮬레이션에서도 메모리 시스템 아

뮬레이터에 의한 시간 왜곡TIME DISTORTION 이 최
소로 되어야 한다; =

키텍쳐와 프로그램 동작간의 피드백이 없어 정확

이러한 트레이싱 기법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

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외

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드웨어 모니

에도 시뮬레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인스트럭션 트

터링 방법; =은 매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레이스를 이용할 때 어려운 점은 시뮬레이트 되는

있다 예를 들어 ;=에서는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

인스트럭션 세트가 그 트레이스를 얻은 프로세서

하여 트레이스되는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메모리

의 인스트럭션 세트와 논리적으로 반드시 일치해

접근을 트레이스 메모리가 초과되기 전까지 트레

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나의 트레이스 파일이

이스하는 시스템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 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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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하는 시스템은 그 트레이스의 저장을 시작

용자가 취급하기에는 간단하지만 구현하기 힘들

하는데 수집된 트레이스의 정확한 재생을 위하여

고 모든 프로그램의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

동기점SYNCHRONIZATION POINT 에서 시간 스탬프를

다 반면 전자인 어셈블리 수준에서의 조작은 쉽

끼워 넣는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지만 사용자가 전체 소스 코드를 접근해야만 한다

시간 왜곡이 없고 정확하지만 구현 비용이 비싸

또한 커널 루틴에 대한 접근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고 저장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스의 불완전함이 모델의 정

한 최근의 프로세서는 상당량의 캐쉬를 내장하고

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프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서 내부의 메모리 접근에

로그램 조작 기법의 예로 -PTRACE;= 4RAPEDS;

대해서는 하드웨어 트레이싱 방법으로 포착이 불

= 4ANGOLITE;= 등이 있는데 4RAPEDS와 4ANGO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적

LITE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

인 방법으로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입수된 트

도 지원한다

레이스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성능 연구가 어려운

단일 스텝 수행SINGLE STEP EXECUTION 기법은

데 이는 다양한 프로세서 수에 대한 각각의 트레

각 인스트럭션 후에 인터럽트에 의해 프로그램의

이스를 생성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수행이 해석될 수 있는 프로세서에 한해서 적용

때문이다

된다 그러나 대부분 커널 루틴은 인터럽트가 불

소프트웨어 트레이싱 기법으로는 프로그램
조작PROGRAM INSTRUMENTATION

단일 스텝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법은 대개 커널 루틴의 수
행에서 생성된 메모리 접근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SINGLE STEP EXECUTION 마이크로코드 수정MICRO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에서의 트레이싱 메

CODE MODI`CATION 등이 있는데 트레이싱 메커니

커니즘은 각각의 인스트럭션에서 정지하고 트레

즘의 매우 높은 오버헤드에 의하여 시간 팽창TIME

이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트레이스 트랩 기능

DILATION 이 일어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을 이용한다

러한 오버헤드는 비동기적인 사건들의 상대적인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코드

수정MICROCODE

시간을 심각히 변화시켜 하드웨어적인 방법에 비

MODI`CATION 기법의 전형적인 예인 !45- !D

하여 정확도가 떨어진다 세 가지 소프트웨어 트

DRESS 4RACING 5SING -ICROCODE ; =은 통상적

레이싱 기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 수행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메모리 접근을 메

먼저

프로그램 조작PROGRAM INSTRUMENTA

인 메모리의 특정 장소에 기록하기 위하여 프로

TION 기법은 런타임시에 각각의 기본 블록분기

세서의 마이크로 코드를 이용한다 다른 기법과

를 포함하지 않는 머신 인스트럭션의 순서 에 대

비교할 때 적은 시간 왜곡과 매우 빠른 기록을

한 상대적인 트레이스의 부분을 생성하기 위하여

갖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가 하드웨어 없이 모든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추가한다 조작 단계는 소스

시스템 활동이 관찰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나 엑제큐터블 수준에서 활성화되는데 후자는 사

러나 유연성이 부족하고 트레이스 길이가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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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저장장소로 지정된 메모리의 크기로 제한된

서 내부에 국한되는 프로세스 활동은 단순히 그

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 언급한 트레이싱 수집 기

부분을 호스트 컴퓨터에서 수행시킴으로써 처리

법을 요약하면 H표 I와 같다

되고 사건 큐 유지나 데이터 이동을 시뮬레이트
하기 위한 오버헤드는 다른 프로세서상의 프로세

H표 I 트레이싱 기법의 비교;=
하드웨어
모니터링

프로그램
조작

정확도

높음

속도

×

보통

보통

보통

×

×

×

적용성

낮음

높음

보통

낮음

트레이스
완전성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커널멀티
프로그램

포함

가능

불포함

포함

스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P1

C1

M1

P2

C2

M2
……

마이크로
코드 수정

……

단일 스텝
수행

Cp

Pp
메모리 접근
생성기
P: 프로세서,

)6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
수행 구동EXECUTION DRIVEN 시뮬레이션의 가

상호
연결망

Mp
메모리 시스템
시뮬레이터

C: 캐쉬, M: 메모리

그림  공유메모리를 갖는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용 수
행 구동 시뮬레이션;=

장 큰 특징은 시뮬레이트 되는 작업부하가 프로

그림  에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을 나타내었

그램의 수행에 의하여 동적으로 생성된다는 점

는데 그림  에 나타낸 분포 구동이나 추적 구동

이다 따라서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에서는 프로

과 달리 메모리 접근기와 메모리 시스템 시뮬레이

그램의 수행과 아키텍쳐 시뮬레이션 모델의 수

터간의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이다 즉 메모리 시

행이 인터리빙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먼저

스템 시뮬레이터가 메모리 접근 생성기로부터 명

하나의 프로세스가 선택되어 프로세스간 상호작

령을 받으면 확장된 메모리 계층을 통하여 메모

용INTERACTION 이 발생할 때까지 수행된 후 두 번

리 접근 패스를 시뮬레이트 한 후 그 메모리 접근

째로 상호작용에 의한 프로세서 모듈간 데이터 이

이 만족되는 시간을 메모리 접근 생성기에게 돌

동이 시뮬레이트 되고 시뮬레이션 시간이 진행된

려준다 이 시간 정보는 메모리 접근 생성기에 의

다 이 두 가지 단계는 여러 프로세스를 처리하면

하여 다음 스케쥴의 시뮬레이트 될 프로세스를 결

서 모든 프로세스 혹은 시뮬레이션이 종료할 때까

정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메모리 시스템 시뮬레

지 반복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세서

이터에서 메모리 접근 생성기로 피드백이 존재하

내부의 활동을 시뮬레이트 하기 위한 오버헤드는

며 이로 인해서 추적 구동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거의 없이 단지 프로세서간 상호작용만이 자세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게 시뮬레이트 된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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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구동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스트럭션의 동작을 에뮬레이트 하는 부분그림에

것은 아주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각각

서 세 번째 블록 인데 이는 목표 프로세서에서 단

의 목표 프로세서 인스트럭션의 수행은 대개 시

지 하나의 인스트럭션 수행을 시뮬레이트 하기 위

뮬레이션 호스트상에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하여 호스트 컴퓨터상에서 여러 인스트럭션이 수

수행함으로써 시뮬레이트 된다 이러한 방법을 대

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스트럭션의 수행 시간

개 프로그램 구동PROGRAM DRIVEN 또는 인스트럭

과 관련된 부분은 그림에서 두 번째 블록으로 시

션 구동INSTRUCTION DRIVEN 시뮬레이션이라 부르

뮬레이트 되는 각각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한 번

는데 병렬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만 수행된다 이 동작 역시 사건 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시간에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 수행을 필요로 한다

비하여 배까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에 병렬 컴퓨터 시스템 중 하나의 프로
세서에 대한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싸

시작

이클을 나타내었다 이 싸이클은 병렬 컴퓨터 시
스템의 프로그램 구동 시뮬레이션에 대응하는 싸

시뮬레이트 할 다음
인스트럭션 선택

시뮬레이션 시간을 선택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갱신

선택된 인스트럭션 수행의 효과를
에뮬레이트

이클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데 이는 시뮬레이트
되는 프로세서의 동작을 시뮬레이트 하는 대신에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며 수행하는 사건 큐 동작의 수도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즉 라벨되지 않은 인스트럭션이
나 분기 인스트럭션이 아니거나 다른 프로세서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스트럭션에 대해
서는 오버헤드가 없다 분기나 라벨된 인스트럭션

그림  프로그램 구동 시뮬레이션의 수행 싸이클 ;
=

은 카운터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 인스트럭션
만큼의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시뮬레이트 되는 프

수행 구동과 프로그램 구동 시뮬레이션의 차

로그램이 다른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  에 프로그램 구동

경우에만 상당한 양의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

시뮬레이션의 기본 싸이클을 나타내었다 이 싸이

때 사건 큐 삽입이 처리되며 상호연결망 구조를

클은 하나의 프로세서상에서의 활동을 시뮬레이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트 하며 시뮬레이트 되는 시스템에서 각 프로세

현재 공유메모리 다중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한

서는 그림과 같은 각각의 독립적인 싸이클에 의

연구에 널리 이용되는 메모리 접근 생성기로는

해서 시뮬레이트 된다 이러한 방법의 시뮬레이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에서 -)03 머신용의 0RO

션에서 가장 큰 오버헤드를 차지하는 부분은 인

TEUS;= 4ANGO;= 4ANGOLITE;= -).4;=와 )N



전자통신동향분석 제권 제호 년 월

시작

카운터 N 을 0 으로 세트

다음의 조건이 만족될 때가지 일련의 인스트럭션을 수행
분기 또는 라벨된
인스트럭션인 경우

목표 프로세서에서
일련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N 을 증가

다른 프로세서에 있는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경우

N 에 누적된 값과
통신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시뮬레이트 시간을 지연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경우

종료

그림  수행 구동 시뮬레이션의 수행 싸이클; =

TEL 머신용의 !UGMINT;= 등이 있으며 프로그

근 이러한 상용 작업부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램 구동 시뮬레이션에서 3PARC 머신용의 #ACHE

주는 몇몇의 소프트웨어; =가 개발되어 향후

-IRE;=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상용 작업부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주

시뮬레이트 되는 프로세서의 수에 비례하여 매우

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계산 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메모리 접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 언급한 세 가지 시뮬레

근 생성기 자체가 병렬 컴퓨터 시스템에서 병렬

이션 구동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H표 I과 같다

로 수행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또한 이러
한 메모리 접근 생성기를 이용하여 공유메모리 다
중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6 맺음말

3PLASH;= 등 과학계산용 응용프로그램을 벤치마

지금까지 설계서로 존재하는 병렬 컴퓨터 시

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

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는데 대부분의 고성능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엔

과정 중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작업부하 생성 방

진이나 웹 서버와 같이 상용 응용에 적용되기 때

법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이다 상용 응용이 기존의 과학계산 응용과 다

또한 시뮬레이터에 부과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작

른 점은 운영체제가 수행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

업부하 생성 방법에 대해 각각의 대표적인 구현

지하고 입출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

사례 및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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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시뮬레이션 구동 방법의 비교
저장공간
복잡도

유연성

분포 구동

낮음

추적 구동
수행 구동

속도

정확도

적음

빠름

낮음

많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많음

느림

높음

작업부하

시뮬레이터

높음

없음

보통

없음

높음

높음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부하 생성 방법은 각각
의 방법이 지원하는 정확도 속도 복잡도 등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뮬레이
션 환경에 적합한 방법이 다른 환경에서는 적합치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시뮬레이션 환경
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작업부하를 모델링하여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병렬 컴퓨터 시스템을 설
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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