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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년  반 슈퍼컴퓨터와 같은 형 시스템에서도 력 효율이 요한 개발 조건이 되면서, 력 

효율은 슈퍼컴퓨터 개발시 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력효율 

측면에서의 슈퍼컴퓨터의 개발동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2013년 6월에 발표한 

Green500의 올라온 슈퍼컴퓨터에 해 분석하고, 력 효율 인 슈퍼컴퓨터에 발  방향에 해 알아

보고자 한다.

IntelSandy

Bridge

Intel

Nehalem

Intel Ivy

Bridge

Power

PC

AMD 

x86_64

 Green100 갯수 61 8 3 23 3

 평균 Mflops/W 1134.5 972.6 1465.5 2184.8 1896.7

 Max Ranking 1 38 32 11 77

<표 1> Green 500 CPU Processor 별 정보 

(상  100개에 해, 2013년 6월 기 )

1. 서론

 슈퍼컴퓨터는 빠른 계산속도와 큰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

어 기존의 컴퓨터로 해결하지 못하는 형 과학기술 계산 

 공학 인 문제 해석에 쓰인다. 우주탐구·핵융합·단백질

구조분석 같은 거 연구는 물론이며 융과 반도체  자

동차 설계와 한국에서는 온라인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EDISON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1], 최

근 유럽에서는 인간의 뇌를 재 하는 로젝트를 슈퍼컴

을 사용하여 수행 이다[2]. 

 1970년  후반 슈퍼컴퓨터 효시로 불리는 CRAY-1 벡터 

슈퍼컴퓨터 출  이후 슈퍼컴퓨터는 연산처리 성능을 높

이는 방향으로 꾸 히 발 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 반 

그린 IT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슈퍼컴퓨터와 같은 형 

시스템에서도 력이 요한 조건이 되었다[3].

 2013년 3월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LANL)는 5년 

밖에 안 된 세계 22  슈퍼컴퓨터인 Roadrunner 시스템을 

폐기처분 하겠다고 발표하 다[4]. 이는 2.3MW를 소비하

는 Roadrunner의 후속기종인 Cielo가 1.2MW의 력을 소

비하면서, 훨씬 은 면 을 차지해 기존 시스템 폐기처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게 총 유지비용의 

에서 유리하다는 단에서이다.

 이러한 슈퍼컴퓨터의 발  방향에 맞추어, 2010년부터는 

Green 500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에 지 소비 효율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정기 으로 평가하는 로젝트도 생겼으며, 

TOP 500과 함께 슈퍼컴퓨터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5][6]. 이러한 발  방향은 단순히 력 효율에 

측면에서만 된 것은 아니다. CPU가 클럭을 높이는 방향

의 발  방식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슈퍼컴퓨터의 소비되는 력의 60~40% 컴퓨터 노드에서

( 로세서와 메모리) 소비하며 노드의 력효율 향상은 슈

퍼컴퓨터 개발의 요한 이슈이다. 매년 력효율이 높은 

CPU를 개발하고 있으며, MIC, GPGPU와 같은 가속기를 

사용하는 이기종 컴퓨  기법을 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등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ARM 계열의 CPU로 슈퍼컴퓨터

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력 효율 측면에서의 슈퍼컴퓨터

의 로세서 발 방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Green 500에서 랭크된 슈퍼컴퓨터에 CPU와 가속기, 력

효율 측면에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슈퍼컴퓨터 개발 방향

에 해 알아본다.

2. Green500 분석을 통한 슈퍼컴퓨터 동향

  2.1. CPU 

 <표 1>은 Green 500  Top 100에 한 CPU 정보를 정

리한 표이다. 72종의 슈퍼컴퓨터가 Intel의 Xeon 로세서

를 사용하고 있고 Processor 종류로만 봤을 경우에는  

Power PC를 사용한 슈퍼컴퓨터가 좋은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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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Name Mflops/W Processor Accelerator

1 Eurora 3208.82 Xeon E5-2687W NVIDIA K20

2 AuroraTigon 3179.88 Xeon E5-2687W NVIDIA K20

3 Beacon 2449.56 Xeon E5-2670 IntelXeon Phi 

4 SANAM 2351.10 Xeon E5-2650 AMD FirePro 

5 IBM 2299.14 Power BQC None

<표 3> Green 500 상  5개 슈퍼컴퓨터 정보

(2013년 6월 기 )

Intel

Xeon

Xeon + 

Xeon Phi

Xeon + 

Nvidia GPU

Power 

PC

 Green100 갯수 46 11 13 23

 평균 Mflops/W 914.2 1542.3 1426.2 2184.8

<표 2> Green 500 CPU + 가속기 종류 별 정보 성능

(상  100개에 해, 2013년 6월 기 )

NVIDIA Intel AMD None Total

 Green100 갯수 16 11 2 71 100

 평균 Mflops/W 1514 1542 1909 1327 1392

 Max Ranking 1 3 4 5

<표 4> Green 500 가속기 제조업체 별 정보 

(상  100개에 해, 2013년 6월 기 )

(그림 1) 2013년 6월까지 Top 500에서 CPU 업체와 

가속기 업체 동향(http://top500.org, 2013년 6월)

Xeon Processor의 성능은 <표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속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슈퍼컴퓨터보다 평

균 500 Mflotps/W 이상의 좋은 효율을 보 다. 

 <표 3>는 Green500 상  5개의 슈퍼컴퓨터의 정보를 정

리한 것이다. 1~4  까지 Intel의 Processor와 가속기를 사

용한 슈퍼컴퓨터가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 5 는 

Power PC Processor 사용한 슈퍼컴퓨터가 차지했으며,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2299 Mflotps/W 력효율을 

보 다.

 Intel의 경우에는 최근 력 CPU 코어 서버 제품 제작

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1년 32nm 공정의 Xeon E3 

Sandy Bridge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22nm 공정의 Xeon 

E3 Ivy Bridge, 22nm 2013년에는 Xeon E3 Haswell, 2014

년 이후에는 14nm 공정의 Broadwell을 출시 할 정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Processor를 발표 

할 때마다 좋은 력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MIC나 

GPGPU등의 가속기를 사용하여 력 효율을 높이고 있다.

 Power Processor를 만들고 있는 IBM에서도 22nm SOI 

공정으로 제작된 차세  Processor POWER8에 한 세부 

스펙을 공개하고, 2014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들어갔다. 

POWER8은 지난 시리즈인 POWER7 보다 2배 빠른 성능

을 보일 것으로 측했다[7].

 2.2. Accelerator/Co-Processor

 2013년 6월 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국의 '텐허

-2(Tianhe-2)'로서 성능은 33.86 Petaflops이며, Intel 

Xeon E5-2692 12C 2.2GHz CPU를 하용하고 Intel Xeon 

Phi 31S1P의 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5].

 이기종 슈퍼컴퓨터는 단일 스 드 처리에 최 화된 몇 

개의 코어로 구성된 CPU와 병렬 처리용으로 설계된 수 

천 개의 보다 소형이고 력의 효율 인 코어를 가진 

가속기로 구성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속기를 사용하는 슈퍼컴퓨

터는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NVIDIA가 기존 

GPU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슈퍼컴퓨터 가속기 시장을 선

도하고 있으며, Intel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해 

기존의 라라비 로젝트 (다  로세서 컴퓨  시스템 

구축 로젝트) 개량해 Xeon Phi 라는 병렬연산을 한 

보조 로세싱 장치를 발표 2012년부터 슈퍼컴퓨터의 가

속기로 사용하고 있다. GPU 기반의 병렬연산 처리 유닛

과 달리 Intel의 강 인 x86 코드를 지원하며 자체 으로 

OS를 내장, 강력한 연산능력을 좀 더 편리한 개발환경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 슈퍼컴퓨터의 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4>은 Green500에서 상  100개에 속한 슈퍼컴퓨터

의 가속기 사용 황을 분석한 표이다. 상  가속기를 안

쓰는 슈퍼컴퓨터가 71개로 가장 많았으며, NVIDIA가 16

개, Intel이 11개 AMD가 2개 순으로 조사 다. 력 효율

을 나타내는 평균 Mflops/W는 가속기를 사용한 슈퍼컴퓨

터가 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표 2>는 Green500 상

 5개의 슈퍼컴퓨터의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1~4  까지

가 가속기를 사용한 슈퍼컴퓨터가 차지했으며, 1 의 경우 

3208.82 Mflops/W로 2007년 11월 Green 500 1 의 값 

357.23 Mflops/W의 9배 이상 좋은 효율을 보 다. 

3. 결론

 Top 500 List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슈퍼컴퓨터의 최고 

연산 성능은 18개월에 2배씩 향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 exaFLOPS의 연산량을 가지는 슈퍼컴퓨터가 등장할 것

으로 상하고 있다. 미국국방 고등연구 계획국에서는 

20MW의 력량으로 엑사스 일 슈퍼컴퓨터를 제작을 목

표로 연구를 진행 에 있다[8]. 이 수치는 50 Gflops/W

의 력 효율을 가져야 하며, 13년 6월에 발표된 Green 

500의 1  는 15배의 력효율 향상이 필요하며, 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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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0의 1 인 '텐허-2' 슈퍼컴퓨터는 26배의 력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력효율을 고려한 Processor의 개발과 

가속기를 이용한 력효율이 높은 슈퍼컴퓨터의 개발로 

인해 가능해 질 것이다. 모바일에서 쓰이는 ARM 코어도 

2014년부터 본격 으로 서버용으로 쓰일 정으로, 력효

율이 높이는 연구는 앞으로 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상된다.

 처음 Green 500 순 를 매긴 2007년 1  슈퍼컴퓨터보다 

2013년에 1 를 차지한 슈퍼컴퓨터가 9배 이상 높은 력 

효율을 보일만큼 많은 발 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움직임

은 슈퍼컴퓨터 분야가 목표로 하는 2019년의 력효율 50 

Gflops/W 도달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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