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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형 역산 또는 역시간 구조 보정과 같은 3차원 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3차원 파동 전파 모델링과 그에

따른 대량의 수치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주파수 영역 파동 전파 모델링을 이용해 제온 파이 가속기와

서버용 고성능 CPU의 성능 및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시간 영역 유한 차분법 알고리즘에 제온 파이의 특징을 고려하여

OpenMP 병렬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였다. 주파수 영역 파동장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 모델링과 동시에 푸리에 변환

을 수행하였다. 3차원 SEG/EAGE 암염돔 속도 모델을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 파동장을 생성한 결과, 제온 파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파수 영역 파동장을 CPU 대비 1.44배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3차원, 파동 전파 모델링, 제온 파이, 병렬 프로그래밍, 매니코어

Abstract: 3D seismic data processing methods such as full waveform inversion or reverse-time migration require 3D wave

propagation modeling and heavy calculations. We compared efficiency and accuracy of a Xeon Phi coprocessor to those

of a high-end server CPU using 3D frequency-domain wave propagation modeling. We adopted the OpenMP parallel

programming to the time-domain finite difference algorithm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Xeon Phi

coprocessors. We applied the Fourier transform using a running-integration to obtain the frequency-domain wavefield. A

numerical test on frequency-domain wavefield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the 3D SEG/EAGE salt velocity model.

Consequently, we could obtain an accurate frequency-domain wavefield and attain a 1.44x speedup using the Xeon Phi

coprocessor compared to the CPU.

Keywords: Three-dimensional, Wave propagation modeling, Xeon Phi, Parallel programming, Many-core

서 론

석유 가스 물리 탐사 분야에서는 최근 복잡한 지질구조에

대해 3차원 탄성파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2

차원 자료 처리에 비해 대량의 계산 자원을 사용하는 3차원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고성능 연산 기술이 필수적이다. 일반적

으로 대량의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병렬

컴퓨터 또는 연산 가속기에서 병렬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연산 가속기는 발열 문제로 인해 기존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 개별 코어의 성능 개선이 한계

에 부딪히자 코어 수를 늘려 빠르게 병렬 연산을 수행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최근 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 일반 연산용 그

래픽 프로세서(General 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 또

는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Xeon Phi Coprocessor)와 같은

연산 가속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Shi et al.,

2010; Suh and Wang, 2011; Kim et al., 2013; Liu et al.,

2013; Yang et al., 2014; Reinders and Jeffers, 2015).

인텔사에서 출시한 제온 파이 보조프로세서는 기존 멀티 코

어 CPU에 비해 단일 코어의 성능은 떨어지는 대신 코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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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고, 확장된 벡터 연산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병렬 연산

에 적합한 프로세서이다(Jeffer and Reinders, 2013). 탄성파 탐

사 분야에서는 제온 파이 보조프로세서를 파동 전파 모델링과

역시간 구조보정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있

었다. 음향파 파동 방정식 모델링에 보조 프로세서를 적용한

사례로, Zhebel et al. (2013)은 3차원 유한 차분법과 유한 요

소법을 이용해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Rastogi et al. (2015)은

2차원 유한 차분법 모델링에 영역 분해 기법을 적용하였다.

Andreolli et al. (2014)는 모델링 성능 향상을 위해 변수를 조

절하는데 유전 알고리즘을 도입하였다. Caballero et al. (2015)

는 탄성파 파동 방정식 모델링에 보조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위 사례들은 모두 시간 영역 모델링에 보조 프로세서를 사용

한 사례들로, 역시간 구조보정에 보조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

우에도 시간 영역 파동 전파 모델링을 위해 보조 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Hanzich et al. (2013)과 Teixeira et al. (2014)는

보조 프로세서를 이용한 효율적인 음향파 역시간 구조보정 기

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Costa et al. (2015)은 이방성 역시간 구

조보정에 보조 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Arslan et al. (2014)와

Souza et al. (2014)은 보조 프로세서를 이용해 구축한 클러스

터 환경에서의 역시간 구조보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위의 연구

들 중 Andreolli et al. (2014), Arsan et al. (2014), Souza et al.

(2014), Teixeira et al. (2014)의 연구는 인텔사에서 직접 참여

한 연구로, 3차원 유한 차분법 연산 최적화를 위해 캐시 블로

킹, Open Multi-Processing (OpenMP), 고급 벡터 확장(Advanced

Vector Extensions, AVX), 내장 명령어와 단일 곱셈-누산기

(Fused Multiply-Add, FMA)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되

지 않은 경우 대비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얻은 연구이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모두 시간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들로,

본 연구에서는 제온 파이 병렬 연산을 이용하여 3차원 주파수

영역 음향파 파동장을 계산하고 CPU 연산 결과와 비교하였

다. 주파수 영역 연산을 위해 3차원 행렬을 푸는 것은 계산 자

원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므로(Nihei and Li, 2007)

효율적인 3차원 연산을 위해 시간 영역 모델링과 동시에 푸리

에 변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영역 파동장을 구하였다

(Furse, 2000). 제온 파이에서의 효율적인 시간 영역 파동 전파

모델링을 위해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사용한 기법들을 도입하

여, 널리 사용하는 유한 차분법 알고리즘에 공유 메모리 병렬

연산 방법인 OpenMP를 적용하였다(Andreolli et al., 2014;

Arsan et al., 2014; Souza et al., 2014; Teixeira et al., 2014;

Reinders and Jeffers, 2015). 본 논문에서는 제온 파이 가속기

와 모델링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 후 수치 예제를 통해 고성

능 서버용 CPU 대비 계산 효율성 및 정확도를 확인한다. 

제온 파이 보조프로세서

제온 파이는 매니코어(Many Intergrated Core, MIC) 구조의

프로세서로, 보조 프로세서란 주 프로세서에서 특정한 연산 작

업을 할당 받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세서를 말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제온 파이 프로세서에는 나이

츠 코너(Knights Corner) 모델과 나이츠 랜딩(Kinghts Landing)

모델이 있다. 나이츠 코너 모델은 컴퓨터 메인 보드에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 프로세서 전용 모델인 반면에, 최근

출시된 나이츠 랜딩 모델은 사양에 따라 보조 프로세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CPU를 대체하는 주프로세서로도 사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복사 과정 없이도 중앙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츠 코너

7120p 모델을 사용하였다. 7120p 모델은 61개의 1238 MHz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메모리는 16 GB이다(Table 1).

제온 파이 카드에는 모델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60여 개의 코어가 장착되어 있다. 제온 파이의 벡터 연산 유닛

은 일반 CPU보다 넓은 512 비트 폭을 가지고 있어서 단일 명

령 다중 데이터(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MD) 엔진

을 이용하면 16개의 단정도 연산이나 8개의 배정도의 부동소

수점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멀티 스레딩을 지원

하여 코어당 최대 4개의 스레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다(Jeffers and Reinders, 2013).

제온 파이 나이츠 코너 보조 프로세서의 외부 모습과 내부

구조는 Figs. 1, 2와 같다. 보조 프로세서 내부 각각의 코어들

은 고속 양방향 링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 각 코어는 직접

연결된 L2 캐시 뿐 아니라 태그 디렉토리를 이용해 다른 코어

의 L2 캐시에도 고속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메인 보드 연결을

Table 1. Processors used in the numerical examples.

Intel Xeon CPU
Intel Xeon Phi 
Coprocessors

Model E7-4850 v2 7120p

Number of cores 12 61

Core clock 2.30 GHz 1238 MHz

Memory size 256 GB main memory 16 GB

(L2) Cache size 24 MB 32 MB

Fig. 1. A Xeon Phi coprocessor (Reinders and Jeffers, 2015, us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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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PCI 익스프레스(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PCIe) 연결부와 그래픽 메모리(Double data rate

synchronous graphics random access memory, DDR SGRAM)

컨트롤러 또한 링버스에 연결되어 있다(Jeffers and Reinders,

2013).

각각의 제온 파이 카드는 자체적인 리눅스 운영체제를 탑재

한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CPU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에 일부 작업을 할당하는 방식 또는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식

으로 연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보조 프로세서에서 직접 프

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CPU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컴파일시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용 “-mmic” 옵션을 사용하여 컴파일해야

한다. 이 경우 제온 파이 카드는 60여 CPU 코어를 가진 별도

의 서버처럼 작동하게 되고, 카드에 내장된 메모리만 사용할

수 있다. CPU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작업을 할당할 경우

에는 CPU와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 통신이

발생하여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차원 파동 방정

식 모델링의 경우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므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통신이 필요 없도록 CPU에서와 동일한 소

스코드를 제온 파이용으로 컴파일하여 제온 파이에서 실행하

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파수 영역 3차원 파동 전파 모델링 병렬 연산

본 연구에서는 시간 영역 모델링과 동시에 주파수 변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영역 파동장을 생성하였다(Furse,

2000). 3차원 시간 영역 음향파 파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위 식에서 u(x, t)는 압력 파동장, v(x)는 P파 전파 속도, f (x,

t)는 송신원, 는 공간 좌표 x = (x, y, z)에 대한 라플라시

안 연산자를 의미한다. 위 식에 부록 A와 같이 시간에 대해 2

차, 공간에 대해 8차 유한 차분식을 적용하였다. 유한 차분식

연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공간에 대한 라플라시안 연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x, y, z 방향에 대한

3개의 중첩된 루프로 이루어진다. 유한 차분식을 계산하고 경

계조건을 적용한 후에는 다음 식을 이용해 매 시간 반복마다

생성된 시간 영역 파동장을 주파수 영역 파동장으로 변환하였

다(Furse, 2000).

 (2)

위 식에서 ω는 각주파수, NT는 시간 샘플 개수, Δt는 시간

샘플링 간격이다. 위의 적분 연산은 시간에 따라 계산되는 파

동장 u(x, t)에 상수 를 곱해 결과 배열 u(x, ω)에 누적

하는 연산으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인텔 프로세서에 최적화

된 인텔 수학 라이브러리의 기초 선형대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식 2에서 시간 영역 파동장은 실수이지만 상수와

주파수 영역 파동장은 복소수이다. 복소수 배열을 사용할 경우

시간 영역 파동장을 복소수로 변환하여 복소수 곱셈을 수행하

게 되는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상수와 복소수 배열의 실수

부와 허수부를 별도로 선언하고 실수 연산을 사용하였다.

파동 방정식 모델링 과정을 병렬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눔

(coarse-grained) 방법과 잘게 나눔(fine-grained) 방법이 있다

(Pacheco, 2011). 크게 나눔 방법은 프로세서들이 서로 다른

송신원을 이용하여 파동 전파 모델링 과정을 계산하는 방법으

로, 각각의 프로세서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이 많고

각 프로세서 사이의 통신량이 적을 때 적절한 방법이다. 널리

사용되는 병렬 연산 방법 중 Message Passing Interface (MPI)

분산 메모리 병렬 처리 방법이 크게 나눔에 적절하다. 반면에

잘게 나눔 방법은 위의 유한 차분식 계산 루프를 여러 개의 프

로세서가 함께 계산하는 방법으로, 프로세서 사이에 공유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거나 전체 가용 메모리 양이 크지 않을 때 적

절한 방법이다.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는 OpenMP 방법이 이에

적절하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영역 분할과 같이 크게 나눔과

잘게 나눔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나 MPI를 이용한 송

신원 병렬화와 OpenMP를 이용한 유한 차분식 병렬화를 동시

에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의 제한된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OpenMP를 이용

한 잘게 나눔 방식을 사용하였다.

1

v x( )
2

-----------
∂
2
u x, t( )

∂t
2

-------------------- = ∇
2
u x, t( ) + f x, t( )

∇
2

u x, ω( ) =  
∞–

∞

∫ u x, t( )e
iωt–

dt  ≈ Δt Σ1

NT
u x, t( )e

iωt–

Δte
iωt–

Fig. 2. Microarchitecture of the coprocessor. Each core has L2

cache. Tag directories (TD) track cache lines in all L2 caches

(Jeffers and James, 2013, us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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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모델링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해 OpenMP 병렬화 외에

도 캐시 블로킹, 루프 벡터화, 고급 벡터 확장, 단일 곱셈-누산

기 등 앞선 연구에서 적용한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

다(Andreolli et al., 2014; Arsan et al., 2014; Souza et al.,

2014; Teixeira et al., 2014; Reinders and Jeffers, 2015). 캐시

블로킹은 프로세서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의 재사용 확률

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프로세서에는 캐시 메모리라는 용량

이 작고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존재하는데, 프로세서는 캐시

메모리를 거쳐서 중앙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어오게 된다.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는 사용자가 아닌 프로세서가 관리하는데 일

반적으로 캐시 메모리에는 현재 사용중인 데이터와 중앙 메모

리 상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게 된다. 3차원 유한 차분법 모델링시 x, y, z 방향 루프를 각

각 한번에 돌리면 캐시 메모리 크기가 전체 데이터 크기에 비

해 작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의 내용을 계속 새로 바꿔주게 된

다. 이 경우 캐시 메모리의 내용을 재사용할 수 없으나, 루프

를 돌 때 구역을 작게 나누어서 돌리면 캐시 메모리에 존재하

는 데이터를 재사용할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중앙 메모리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Reinders and Jeffers, 2015). Table 2에 캐시 블로킹과 OpenMP

를 적용한 프로그램 코드의 핵심 부분을 제시하였다. 루프 벡

터화의 경우 루프를 돌리면서 연산할 때 한 번에 배열의 원소

하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의 벡터 연산 유닛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원소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기술이다. 고급

벡터 확장을 위해서는 배열에 __assume_aligned 지시어를 사

용하는 한편 유한 차분식의 차분 차수에 따른 루프를 풀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단일 곱셈-누산기 사용을 위해 연산

순서를 조정하였다. 최적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Reinders

and Jeffers (2015)에서 찾을 수 있다.

제온 파이 가속기와 CPU는 구조가 유사하므로 제온 파이를

위한 알고리즘 최적화는 상당 부분 CPU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 따라서 제온 파이 가속기를 위해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면

동일 프로그램을 CPU에서 돌리는 속도 또한 대체로 향상된다

(Jeffers and Reinders, 2013). 이어지는 수치 예제에서는 서버

용 CPU와 제온 파이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하

였다.

수치 예제

수치 예제는 고성능 서버용 CPU와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

서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Table 1). E7-4850 CPU의 경우 4

개의 CPU를 장착한 서버에서 하나의 CPU에 있는 12 코어만

사용하여 병렬화하였다. 제온 파이 7120p 모델에서는 운영체

제의 관리 작업을 고려하여 전체 코어에서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60 코어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실행의

평균 시간 값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컴파일에 사용한 옵션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SEG/EAGE 3차원 암염돔 모델(Aminzadeh et al., 1994)을

이용하여 제온 파이와 CPU의 연산 속도 및 정확도를 비교하

였다(Fig. 3). 사용한 속도 모델의 크기는 688 × 684 × 209, 격

자 간격은 20 m이다. 지표면 가운데 지점에 송신원을 두고 2

ms 간격으로 총 6초간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경계 부분에는

투과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Keys, 1985). 경계조건 또한

OpenMP를 이용해 병렬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Table 2. A pseudo-code using the cache blocking. ‘HALF_LENGTH’

is the half of the finite difference order, variables with ‘Tblock’ are

the sizes of the cache blocks. ‘#pragma’ are compiler directives.

#pragma omp for collapse(3)

for (bz = HALF_LENGTH; bz < n3End; bz += n3_Tblock)

for (by = HALF_LENGTH; by < n2End; by += n2_Tblock)

  for (bx = HALF_LENGTH; bx < n1End; bx += n1_Tblock){

izEnd = MIN(bz + n3_Tblock, n3End)

iyEnd = MIN(by + n2_Tblock, n2End)

ixEnd = Min(n1_Tblock, n1End - bx)

#pragma noprefetch

#pragma ivdep

for (iz = bz; iz < izEnd; iz++)

for (iy = by; iy < iyEnd; iy++){

for (ix = 0; ix < ixEnd; ix += SIMD_STEP){

// Calculate FDM

}

}

  }

Table 3. Compiler options used in the numerical examples.

CPU
-std=c++11 –heap-arrays –mkl –fast –vec-report2 –xAVX –zero 
–openmp

MIC
-mmic –mkl –O1 –ansi-alias –fno-alias –no-prec-sqrt –no-prec-
div –fp-model fast=2 –vec-report2 –zero -openmp

Fig. 3. SEG/EAGE 3D salt velocity model (Aminzadeh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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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유한 차분 연산 최적화를 위해 캐시 블로킹을 적용하

였으나, 캐시 블로킹을 도입할 경우 x, y, z 방향 블록의 크기

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캐시 블로킹의 영

향을 시험하기 위해 메모리 상에서 연속되는 방향인 x 방향

블록의 크기를 16, 32, 64, 128, 256으로, y 방향과 z 방향 블

록의 크기를 1, 2, 4로 변화시켜가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Table 1). 또한 제온 파이에서는 멀티스레딩 기술을 이용하여

한 코어당 4개까지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 코어당 1개부

터 4개까지 스레드를 생성한 경우를 모두 실행하여 성능을 비

교하였다(Jeffers and Reinders, 2013).

Figure 4에 CPU를 이용한 캐시 블로킹 결과를 제시하였다.

9개의 그림들은 행에 따라 z 방향 블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

우, 열에 따라 y 방향 블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의 결과들

이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x 축은 x 방향 블록의 크기, y 축은

연산 시간을 의미한다. 모델링 수행 결과 x, y, z 방향 블록의

크기가 256, 1, 4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x 방

향 블록의 크기가 64, 128일 때에도 성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

았으나 y 방향 블록의 크기가 달라지면 10 %, z 방향 블록의

크기가 달라지면 5 % 이상 성능이 떨어졌다.

제온 파이의 경우 x, y, z 방향 블록의 크기가 128, 1, 2이고

코어당 스레드 수가 3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Fig. 5). x 방향 블록의 크기가 64, 256일 때에도 성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코어당 스레드 수가 2, 4일 때에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y 방향 블록의 크기가 2, 4로 변하거나

z 방향 블록의 크기가 4일 때에도 성능 저하는 크지 않았으나,

z 방향 블록의 크기가 1인 경우에는 10 % 이상 성능이 떨어

졌다. 캐시 블로킹 성능은 모델 크기, 하드웨어 캐시 구조, 용

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므로 최적의 성능을 얻기 위

해서는 수치 모델이나 하드웨어가 바뀔 때마다 시험해볼 필요

가 있다.

제온 파이에서 총 60개의 코어를 사용하였는데, 제온 파이

의 경우 멀티 스레딩 기술을 이용해 코어당 최대 4개의 스레

드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코어당 스레드 개수에 따라 총

스레드 개수는 60개에서 240개까지 변한다. 앞서 얻은 최적의

캐시 블로킹 변수를 이용하고 코어당 스레드를 달리해서 모델

링한 결과로부터 코어당 스레드를 한 개만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코어당 세 개의 스레드를 생성했을 때 가장 좋은 성

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6). 코어당 두 개 또는

네 개의 스레드를 생성한 경우의 성능은 유사했다. 코어당 스

레드 개수에 따른 성능 차이는 프로세서 뿐 아니라 알고리즘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Jeffers and Reinders (2013)

가 제시한 것과 같이 2개에서 4까지 모두 실험해볼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어당 스레드를 많이 생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스레드 숫자가 많아지면

메모리 접근 횟수가 늘어나므로 알고리즘에 따라 메모리 접근

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공간에 대

한 8차 유한 차분식의 경우 하나의 격자점 계산을 위해 총 25

개의 격자점에 접근해야 하므로 코어당 스레드 개수가 4일 때

Fig. 4. Cache blocking results using CPU. Each row has different thread block size for the z-direction and each column has different thread

block size for the y-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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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3일 때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주파수 영역 모델링에서 CPU로 얻을 수 있었던 최

고 성능은 201.39초, 제온 파이로 얻을 수 있었던 최고 성능은

139.51초로, 제온 파이가 1.44배 빨랐다. 모델링 수행 결과 수

치 실험에 사용한 보조 프로세서가 서버용 고성능 CPU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Figure 7은 CPU와 제온 파이에서 각각 모델링을 통해 얻은

주파수 영역 파동장의 실수부이고, Fig. 8은 각 파동장의 6 km

와 9 km 지점에서 추출한 깊이 단면을 그린 것이다. 두 파동

장의 차이 값이 0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계산

결과의 작은 차이는 컴파일 옵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소수점 연산의 교환법칙이 엄밀하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병렬 연산에서는 사용하는 스레드 개수

에 따라 연산 순서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하더라도 연산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파수 영역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양은 다음과 같다.

Fig. 5. Cache blocking results using Xeon Phi when the number of threads per core is 3.

Fig. 6. Benchmarking results using different number of threads per

core on the Xeon Phi coprocessor.

Fig. 7. Real parts of a section (y = 3.38 km) of the frequency-

domain wavefields from (a) CPU and (b) Xeon Phi at the frequency

of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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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WS × N × (1 + 2 + 2) bytes  (3)

위 식에서 WS는 실수값 하나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로, 단

정도 연산에서 4 바이트, 배정도 연산에서 8 바이트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정도 연산을 사용하였다. N은 전체 격자수,

괄호 안의 1은 속도모델 배열, 2는 시간 영역 파동장 모델링

을 위한 배열, 2는 주파수 영역 파동장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

할당에 필요하다. 3차원 암염돔 모델에서는 약 1.83 GB의 메

모리를 사용하는데,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의 메모리 용량이

16 GB이므로 필요할 경우 제온 파이 내에서 OpenMP에 사용

하는 스레드 개수를 줄이고 송신원 병렬 MPI 작업을 실행하

는 것도 가능하다. 클러스터 환경에서 각 노드에 제온 파이 카

드를 설치해 놓은 경우에도 송신원 병렬 MPI 기법을 이용해

CPU를 MPI 작업에 할당하고 CPU에서 제온 파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병렬화가 가능하다. 3차원 모델이 매우 커서 제온 파

이 보조 프로세서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한 경우 영역 할당 방

식으로 하나의 송신원 모델링을 여러 장의 제온 파이 카드에

서 나누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중앙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나이츠 랜딩 주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penMP와 공유 메모리 병렬 유한 차분 알

고리즘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 3차원 파동 전파 모델링 시 서

버용 CPU와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의 성능과 정확도를 비

교하였다. 우선 3차원 암염돔 모델을 이용하여 캐시 블로킹이

성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x, y, z 방향 캐시 블록

의 크기가 CPU에서는 256, 1, 4일 때, 제온 파이에서는 128,

1, 2일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차원

공간에 대한 8차 유한 차분식에 대해 제온 파이의 멀티 스레

딩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여 코어당 3개의 스레드를 사용할 때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로 얻은 주파수 영역 파동

장을 비교한 결과 CPU에서 얻은 결과와 제온 파이에서 얻은

결과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수치 실험에 사

용한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성능 서버용

CPU보다 1.44배 빨리 정확한 주파수 영역 파동장을 얻을 수

있었다. 제온 파이를 이용할 경우 CPU에서 사용하는 프로그

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CPU 또는 제온 파이 한 쪽에서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면 다른 프로세서에서의 실행 성능도 향

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CPU 계산 서버에 제온

파이 보조 프로세서를 추가하여 CPU와 함께 병렬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탄성파 자료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후

속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 나온 나이츠 랜딩 모델을 이용하여

제온 파이를 주프로세서로 사용하는 경우의 성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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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시간 영역 음향파 파동 방정식의 시간에 대한 2차, 공간에

대한 8차 유한 차분식은 다음과 같다.

(A1)

위 식에서 Δ는 공간 격자의 크기, Δt는 시간 격자의 크기이

고, i, j, k, n은 각각 x, y, z, t 방향 격자 번호를 의미한다. 파동

장은 u = u(i, j, k; n)이고, u(±m)은 다음을 간략히 쓴 것이다.

u(±m) = u(i + m, j, k; n) + u(i − m, j, k; n) 

+ u(i, j + m, k; n) + u(i, j − m, k; n) 

+ u(i, j, k + m; n) + u(i, j, k − m; n), 

(m = 1, 2, 3, 4)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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