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글들은 앞으로 높임말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내용들

을 이야기 하면서,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하니까 글이 더욱 더 딱딱해져서 읽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OpenMP는 다양한 Platform에서 비전문가가 병렬 수행이 가능한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

한 compiler directive, library function, environment variable의 집합입니다. 

OpenMP는 사실 Fortran 언어를 위해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나중에 C/C++ 개발자들을 위해서 포팅 되었습

니다. 제가 Fortran 언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 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Fortran 언어 차원에서 Platform

이 제공하는 Thread관련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Fortran 

전문가가 계시다면 확인 부탁드릴께요.)

Fortran 언어가 수학, 공학에 특화된 언어라는 사실은 Fortran 언어를 공부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아실 텐데, 

만일 다수의 CPU 혹은 다수의 Core를 가진 CPU를 가진 machine에서 Fortran 언어로 개발된 binary를 수행

할 경우에, CPU의 성능을 100% 활용하기란 쉽지 않겠죠. 이 경우 다수의 CPU 혹은 다수의 Core사이에 

Load Balancing을 OS 혹은 CPU 차원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알고리즘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작업을 완벽

히 배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OpenMP가 Fortran 언어에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OpenMP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 약간 역사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OpenMP와 유사한 

시도들은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실제 OpenMP에 대한 Spec.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봄부터 입니다.

 

(위 그림에서 Fortran 1.0 혹은 C/C++ 1.0 이라고 쓰여진 것은 Fortran 언어 1.0이 아니라 Fortran용 

OpenMP version 1.0 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Spec은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OpenMP 3.0인데요, Visual Studio 2010의 경우에

는 OpenMP 2.0 까지 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에서 간단하게 Hello OpenMP!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C/C++ Console 

Application Project를 생성하시고 다음과 같이 Project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Hello, OpenMP! 의 source는 다음과 같습니다.

#include "stdafx.h"

int _tmain(int argc, _TCHAR* argv[])

{

    #pragma omp parallel

    _tprintf(_T("Hello, OpenMP!\n"));

    return 0;

}

코드를 살펴보면 “#pragma omp parallel”이라고 추가한 게 전부인 것 같군요. 그런데 수행 결과는 약간 놀

랍습니다.

loop를 통한 iteration이 없었음에도 “Hello, OpenMP!”가 4번이나 출력되었네요. 약간 신기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 #pragma 저 눔에 뭔가 내부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좀 더 

도가 통하신 분이라면 “아! #pragma omp가 다수의 thread를 생성하여 각각이 그 이하의 구문을 수행하는 

구나.”까지 예상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Visual Studio 2010의 Threads 창을 이용하면 현재 수행 중인 Thread 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오호라 정말 Thread가 4개가 생성되긴 했군요. 그런데 왜 하필 10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4개 일까요? 다

음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machine의 작업 관리자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machine은 Quad Core CPU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Thread가 4개가 생성되었나 봅니다. 

Dual Core CPU 2장이나, CPU 4장이 설치되어 있는 machine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사실 위 프로그램은 쓸모가 없죠. CPU의 type 혹은 CPU의 core 갯수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요. 또한 CPU의 core 갯수만큼 Thread를 생성한다는 것도 Visual Studio 2010에서 지원하는 OpenMP

의 세부 구현 특성이지 모든 OpenMP가 이처럼 동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WIN32 API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 즉 “CPU 갯수와 core의 갯수를 고려하여 Thread

를 생성한 후, Hello, OpenMP!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 openmptest.cpp : Defines the entry point for the console application.

//

#include "stdafx.h"

#include <Windows.h>

#include <process.h>

int GetNumberOfCores()

{

    PSYSTEM_LOGICAL_PROCESSOR_INFORMATION pProcessorInformations = nullptr;

    DWORD length = 0;

    BOOL result = GetLogicalProcessorInformation(pProcessorInformations, &length);

    if (!result)

    {

        if (GetLastError() == ERROR_INSUFFICIENT_BUFFER)

        {

            pProcessorInformations = (PSYSTEM_LOGICAL_PROCESSOR_INFORMATION)new BYTE[length];

        }

    }

    

    result = GetLogicalProcessorInformation(pProcessorInformations, &length);

    if (!result)

    {

        // error

        return -1;

    }



    int numOfCores = 0;

    for (int i = 0 ; i < length / sizeof(SYSTEM_LOGICAL_PROCESSOR_INFORMATION) ; i++)

    {

        if (pProcessorInformations[i].Relationship == RelationProcessorCore)

            numOfCores++;

    }

    delete [] pProcessorInformations;

    return numOfCores;

}

DWORD WINAPI ThreadFunc(LPVOID)

{

    _tprintf(_T("Hello, OpenMP!\n"));

    return 0;

}

int _tmain(int argc, _TCHAR* argv[])

{

    //#pragma omp parallel

    //_tprintf(_T("Hello, OpenMP!\n"));

    int numOfCores = GetNumberOfCores();

    HANDLE *pThreads = new HANDLE[numOfCores - 1]; 

    

    for (int i = 0 ; i < numOfCores - 1 ; i++)

    {

        pThreads[i] = (HANDLE)_beginthreadex(nullptr, 0, (unsigned int (__stdcall *)(void *))ThreadFunc, 

nullptr, 0, nullptr);

    }

    ThreadFunc(nullptr);

    WaitForMultipleObjects(numOfCores - 1, pThreads, TRUE, INFINITE);

    for (int i = 0 ; i < numOfCores - 1 ; i++)

    {

        CloseHandle(pThreads[i]);

    }

    delete [] pThreads;

    return 0;

}

만만하지는 않지만 WIN32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위 코드를 만들 수 있

으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일단 CPU의 갯수나 Core의 갯수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Thread를 생성하는 방법, Thread Function

의 signature, Thread Function의 종료를 대기하는 방법, 더 깊게는 Visual C/C++의 runtime의 특성, TLS 등

등… 

제가 첨에 그랬잖아요. “OpenMP는 다양한 Platform에서 비전문가가 병렬 수행이 가능한 application을 개



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compiler directive, library function, environment variable의 집합” 이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