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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큰 규모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PU를 포함한 하드웨어의 성능이 발전한 결과 멀티코어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소프트
웨어는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병렬 컴퓨팅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Haskell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병렬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한 희소 행렬과 리스트 제시법으로 구현
한 희소 행렬을 구현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배열의 크기가 작을 경우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희소 행
렬보다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한 희소 행렬의 실행 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열의 크기가 일정이상 커
질수록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희소 행렬의 실행 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 배열의 크기가
1000 이상인 희소 행렬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할 경우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1. 서

론

큰 규모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
하면서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시스템의 속도를 올리는 방법으
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하드웨어의 성능을 향
상하는 방법으로 멀티코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소
프트웨어로는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기존 소프트
웨어의 속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
어 병렬 컴퓨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병렬 컴퓨팅이
란 동시에 많은 계산을 하는 연산의 한 방법으로 크고 복잡한
문제를 작게 나눠 병렬로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1]. 이는
멀티코어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병렬 컴퓨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2].
병렬 컴퓨팅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병렬 프로그래
밍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산 순서에 제약이 덜한 경
우가 많아 계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최근 병렬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언어로 Haskell이 떠오르고 있
다. Haskell은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3]로 병렬로 처리
하여도 항상 같은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렬 컴퓨팅에 적합
한 언어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Haskell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희소
행렬(sparse matrix)을 구현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희소 행렬은
0이 아닌 원소의 수가 매우 적은 행렬이다[4]. 희소 행렬의 연
산을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원소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
하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는 배열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
화된 Haskell 라이브러리인 DPH(Data Parallel Haskell) 라이브
러리[5]를 사용한 희소 행렬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Haskell의
리스트 제시법(list comprehension)을 사용한 희소 행렬을 각
각 구현하였다. 두 희소 행렬을 구현한 후 성능을 측정하여 성
능 측정 대상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과 메모리 할당량을 비교한

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희
소 행렬과 DPH를 설명한다. 3장은 DPH과 리스트 제시법을 사
용하여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희소 행렬을 구현한다. 4
장에는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희소 행렬과 리스트 제시
법을 사용하는 희소 행렬의 비교 실험을 통하여 프로그램 수행
시간과 메모리 할당량을 비교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희소 행렬
희소 행렬이란 행렬의 원소 대부분이 0인 행렬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두 행렬을 연산할 경우 계산 과정에서 행렬의 모든
행과 열을 탐색하여야 한다. 곱셈 과정에서 원소 중 하나가 0
인 경우 그 값은 0이 되므로 모든 행과 열을 사용하는 것은 불
필요하다. 희소 행렬 중 0이 아닌 원소의 행과 열, 해당 원솟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 0인 원소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를 이용
하면 행렬의 모든 행과 열을 탐색하지 않아도 두 행렬 간 연산
이 가능하다. 희소 행렬은 주로 병렬 처리가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마이크로 커널의 제작, 이미지 처리와 선형 변환을 이
용한 동영상 및 소리의 샘플링에 사용할 수 있다.
2.2 Data Parallel Haskell
Data Parallel Haskell은 배열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를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Haskell 라이브러리이
다. DPH는 다중코어 CPU를 사용하여 중첩 데이터 병렬처리를
지원한다[6]. DPH 라이브러리에는 병렬 행렬(parallel array)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여 배열 내 중첩된 데이터의 연산을 수행
할 수 있다. 따라서 DPH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7], 희소 행렬
및 트리와 같은 규칙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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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Parallel Haskell을 이용한 희소 행렬 구현
3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Haskell 언어와 DPH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여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희소 행렬을 설
계한다. DPH 라이브러리는 배열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병
렬 배열 데이터 타입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Haskell의 배열과
다른 DPH 병렬 배열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8].
1) 임의의 타입 a에 대하여 병렬 배열의 타입은 [:a:]로 표
기한다.
2) 서로 다른 두 병렬 배열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 DPH는
Haskell의 배열 연산자를 지원하며, 대부분의 DPH의 명
령어는 Haskell의 명령어와 대응한다. 예를 들어 Haskell
언어에서 배열을 입력받는 map, length 등의 명령어는
DPH 라이브러리에서 mapP, lengthP와 대응한다.
3) 병렬 배열은 Haskell 언어에서 지원하는 리스트 제시법을
지원한다. 리스트 제시법은 Haskell의 배열 데이터를 다루
는 방법으로, 수학의 조건 제시법을 사용한 방법이다.
DPH 라이브러리는 병렬 배열에서 Haskell의 배열과 같이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병렬로
처리하게 하였다.
DPH 배열의 전체적인 사용법은 다른 Haskell 배열과 큰 차
이가 없다. 다만, DPH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Haskell
배열과 달리 병렬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DPH 배열에서 원소 중 하나를 삭제할 경우 해당 행렬이 삭제
되는데, 이 점은 기존의 Haskell 배열과 다른 점이다[9].
희소 행렬은 0이 아닌 원소와 그 해당 원소의 행과 열의 번
호를 저장하여야 한다. Haskell의 경우 리스트의 원소로 리스
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0이 아닌 원소와 그 원
소의 행과 열의 번호를 리스트로 저장할 수 있다. 희소 행렬
내의 0이 아닌 원소와 그 원소의 열의 원소를 저장하는 변수
mySparser를 기존 Haskell의 타입(type)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type mySparser = [(Int, Double)]
mySparser는 특정 행의 희소 행렬 원소 중 0이 아닌 원소의
열의 위치와 원소를 각각 정수(Int)와 실수(Double)로 저장한
다. mySparser를 사용할 경우 특정 행의 위치를 따로 저장할
필요 없어 희소 행렬 배열을 사용하여 함수를 구현할 경우 희
소 행렬 내 mySparser 타입을 제어하는 함수를 구현하기만 하
면 된다. mySparser를 저장하는 희소 행렬 mySparseMat을 기
존 Haskell의 타입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 열과 해당 열의 원소가 저장된 리스트를 내적 연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희소 행렬의 곱셈 연산은 희소 행렬 sm의
특정한 행 r에서 실수로 되어있는 1차원 배열 v를 곱하여 그
결과를 저장한다. 이를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하여 구현한 함수
smMul은 아래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smMul :: mySparseMat -> [Double] -> [Double]
smMul sm v =
[sum [ x * (v !! c) | (c, x) <-r] | r <-sm]
함수 smMul에서는 희소 행렬 sm의 각 행 r로부터 열의 정
보 c와 그 값 x를 가져온다. 그 후 1차원 실수 배열 v의 c번째
위치를 구하여 특정 리스트에 저장한다. r의 모든 원소에 대하
여 연산을 마친 다음 계산한 값을 sum 함수를 사용하여 합을
내고 그 결과를 리스트의 원소로 저장한다. smMul은 r의 원소
에 대하여 곱셈 과정을 수행한 후 해당 리스트를 반환한다.
smMul을 DPH 병렬 배열로 구현한 smMulP은 다음과 같이 구
현할 수 있다.
smMulP :: mySparseMatP -> [:Double:] -> [:Double:]
smMulP sm v =
[:sum [ x * (v !: c) | (c, x) <-r] | r <-sm:]
4. 실험 및 성능 분석
4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병렬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희소
행렬과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한 두 희소 행렬을 직접 구현하고
두 프로그램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DPH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한 희소 행렬과 Haskell의 리스트 제시
법을 사용한 희소 행렬의 곱셈 계산 프로그램을 구현한 후, 프
로그램 실행 시간, 메모리 할당량을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 시
사용한 운영체제는 Ubuntu 14.04.1이며 4GB Ram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한 열의 개수가 100개, 500개,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 10,000개, 100,000개의 2차원 행렬의 곱셈을 각 프
로그램을 입력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 논문에서 구
현한 프로그램(P1)과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하여 구현한 비교 프로그램(P2)의 실행 시간과
메모리 할당량을 각각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1
과 표 2의 에서는 P2 프로그램 대비 P1 프로그램의 비율을 기
록하였다.
표 1 P1과 P2의 실행시간(ms) 비교
크기 100 500 1000
P1
3.1 4.6 7.4
P2
1.2 4.3 7.8
비율 253.7 107.2 94.9

type mySparseMat = [mySparser]
DPH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Haskell의 리스트와 사용 방법은
비슷하지만, 실행 시 병렬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병렬 배열
을 사용하여 희소 행렬을 구현하면 행렬의 원소를 사용하여 계
산할 시 여러 개의 스레드(thread)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기존의 Haskell로 구현한 mySparser와 mySparseMat을 각각
DPH로 구현한 mySparserP와 mySparseMatP는 다음과 같다.

3000
22.4
38.5
58.2

5000 10000 100000
37.1 81.5 754.1
85.2 283.1 38010.3
43.6 28.8
2.0

표 2 P1과 P2의 메모리 할당량(mb) 비교
크기 100 500 1000 2000
P1
1.3
3.4
5.9 11.3
P2
0.6
2.5
4.7
9.6
비율 216.6 136.0 125.5 117.7

type mySparserP = [:(Int, Double):]
type mySparseMatP = [:mySparserP:]
또한, 원소 모두가 실수인 희소 행렬의 곱셈 하는 연산을 구
현하면 다음과 같다. 각 행의 모든 열을 곱한 후 그 결과를 합
하는 기존 행렬의 곱셈과 달리 희소 행렬의 경우 행렬의 원소

2000
14.9
19.7
75.6

3000
16.7
14.3
116.7

5000 10000 100000
27.4 52.2 512.8
23.8 46.5 463.4
115.1 112.3 110.7

표 1에서 배열의 크기가 각각 100, 500인 희소 행렬의 경우
P1 프로그램보다 P2 프로그램의 수행 속도가 더 짧다. 하지만
크기가 1,000인 희소 행렬의 경우 P1의 수행속도는 P2보다 약
6% 더 빠르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P2 대비 P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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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속도 비율은 최대 약 98% 더 빠르다. 배열의 크기가 작
을 경우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한 희소 행렬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더 빠르지만, 배열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는 경
우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희소 행렬 프로그램이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메모리 할당량은 P1이 P2보다 더 많은 메모
리를 할당받지만, 배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P2 프로그램에 대한
P2의 메모리 할당량 비율은 점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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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우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일정
크기 이상 큰 경우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DPH 라이브러리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
는 희소 행렬 프로그램과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하여 구현한 희
소 행렬 프로그램을 각각 구현하였다. 그리고 구현한 두 프로
그램의 실행시간, 메모리 할당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행
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배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리스트 제시법
을 사용한 희소 행렬 프로그램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배열의 크기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DPH를 사용한 희
소 행렬 프로그램이 리스트 제시법을 사용한 희소 행렬보다
6% 더 빠르고, 배열의 크기가 100,000인 경우 최대 98%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할당량을 비교하였을 때는 DPH
로 구현한 희소 행렬 프로그램이 리스트 제시법으로 구현한 희
소 행렬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메모리 할당량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열의 크기가 클수록 두 프로그램의 메
모리 할당량의 차이는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
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배열의 크기가 1000 이상인 희소 행렬
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할 경우, DPH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는 것이 실행 속도 면에서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다른 언어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희소 행렬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여
DPH로 구현한 희소 행렬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서로 다
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한 희소 행렬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Haskell의 병렬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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