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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로우-레벨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로서의 내 삶에서 사실 애증의 대상과도 같

다. 이 애증 관계가 시작된 건 프로그래밍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던 때였다. BASIC

이라는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잡지에 실린 게임 코드를 따라 쳐보는 수준이었

던 필자가, 어디선가 프로그램의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기계어를 알아야 한다는 말

을 듣고서 시작했던 게 계기였다. 학창 시절엔 DOS게임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제

작을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제한된 시스템상에서 결과물의 요구 조건에 맞

추기 위해 때로는 최적화라는 다른 말로 늘 프로그래밍하는 내 옆자리에 있어 왔

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개발자인 필자를 즐겁게 혹은 힘들게 하는 말로 따라다

닌다.

이 책 또한 처음부터 로우-레벨 프로그래밍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고자 집필을 시

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프로그래밍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필자는 로

우-레벨 프로그래밍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개인 블로그에 틈틈이 

정리해 올리던 것이 시작이었다. 그 글을 꾸준히 보아온 주변 지인들의 격려와 도

움으로 이렇게 내 이름을 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회가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두렵기도 하다. 이 책

은 개발자를 위한 여타 책들과는 달리 특정 메이커 하드웨어에 열광하는 팬덤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책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지식들이 어

느 한쪽으로 편향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사랑하는 독자들

이라면, 개발 서적 중엔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저자도 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며 지금부터 필자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눠볼까 한다. 



대상 독자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이 책은 특정 메이커 하드웨어나 컴파일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C/C++ 중급 이상 개발자, PC 플랫폼상에서 개발 중인 개발자, 인텔 

계열 C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같은, 특정 그룹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굳이 위와 같은 협소한 특정 그룹이 아니더라도, 평소 CPU와 로우-레벨 프

로그래밍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CPU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한 

학생들 및 초보 개발자들에게도 제법 읽을만한 내용이 되리라 본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다. 단지, 등에 좀 가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두자니 신경이 

쓰이고 가려워서 그 부분을 조금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책을 보면 되겠다.

또한 필자는 이 책의 내용들을 반드시 따라야 좋다고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그런 

내용도 아니다.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취하고 골몰하다 보면 반대

로 더 안 좋을 수도 있듯, 하드웨어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고루 취하고자 전체적

으로 알아가기 위한 기본 단계라고 봐주기 바란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하드웨어와 

그 위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를 소개하는 입문서라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익숙하지 않은 책의 주제와 용어, 내용들로 인해 미리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보다는 현업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느낀 

내용들을, 동료 개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쓴 가볍게 읽어볼 만한 서적이라 봐주

길 바란다.



INTRO

이 책에서 다룰 ‘프로그래밍 최적화’는 설명하기 무거운 주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할 것이다. 필자가 프로그래밍 최적화에 접근했던 순서대로, 이야기하

듯이 설명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길 바란다. 

필자 또한 IT분야에 입문하여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의 성능이 낮고 비효율적일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향상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다. 이러한 고민을 주변에 말하니 

다들 “최적화하려면 어셈블리어를 해야 한다”, “최적화해 주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

용해서 코드를 변환해야 한다”라고 조언해주었다.

하지만 최적화 프로그램은 가격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무리였다. 그래

서 막연히 어셈블리어로 접근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셈블리어를 공부

하던 시절이 있었다.  프로그래머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부족한 부분

을 공부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뻗어 있는 길만이 무조건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없

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개발하는 프로그래밍의 성능을 높이는 데 어셈블리어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며 때

로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맹신했던 어셈블리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나 어디선가 주워듣고서 많은 이가 좋다고 한 알고리즘

을 사용했다가 그것이 프로그램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필자는 어느 한쪽에만 골몰하거나 얕은 지식으로는 프로그램

의 성능을 목표한 만큼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

고 사용하는 어설픈 기술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프로

그램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고자, 프로그래머가 다룰 수 있는 하

드웨어에 관해서 공부하며 하나씩 밟아왔던 길을 되짚어보려고 한다. 



한빛 eBook 리얼타임

한빛 eBook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eBook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

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

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eBook Only -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의 전자책 전용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는 선배, 전문가, 고수 분에게는 보다 

쉽게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 분량 이상으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하여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 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힘든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의 환경에 

가능한 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구매하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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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CPU 이해하기

프로그래밍과 코드 최적화에 대해 학습하다 보면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있는데, 독자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CPUCentral Processing Unit’다. 

CPU 관련 매뉴얼이나 책자를 들여다보면 항상 마주하게 되는 하드웨어와 

구성물에 대한 용어가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 살펴

보고, 과거와 다른 현대의 CPU 내부에 대해서도 가볍게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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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atency와 Throughput 

본론에 앞서 이제부터 자주 보게 될 용어인, Latency와 Throughput의 개념을 제

대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자.

1.1  Latency? Throughput?

CPU 레퍼런스 가이드의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보다 보면 ‘Latency’와 ‘Throughput’

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용어이니 그 의미부터 알아보자. 

 무언가를 학습할 때, 용어부터 알고 넘어가야 관련 문서를 보든 관련된 명령어 리스트를 보든 간

에 와 닿지 않을까? 필자는 무언가를 학습할 때 용어 정리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니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되었다. 이 책에서도 우선 주로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잡고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 Latency는 컴퓨터 용어로 ‘명령 실행 시간’이나 ‘동

작 수행 시간’이라 할 수 있다. Throughput은 사전적 의미로 ‘처리량’인데, 이게 

좀 이상하다. 무엇을 처리하는 것일까? 그냥 처리량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CPU 레퍼런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Throughput은 ‘동일 명령을 재실행하는 

데 드는 일종의 대기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동일 명령 재사용 대기시간’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Lantency를 ‘수행시간’, Throughout을 ‘재사용 대

기시간’이라고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마도 왜 ‘프로그래밍–코드 최적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지 궁금할 것이다. 이제부터 설명할 펜티엄4 CPU의 비순차 실행 코어Out-of-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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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용어는 

중요하니, 꼭 숙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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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프로세서 파이프라인

현대의 CPU는 과거의 CPU와 구조가 다르다. 이 책에서는 물론 현재 많이 사용하

는 CPU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최적화를 살펴보겠지만, 과거의 CPU 구조를 알아

두면 현대 CPU 구조의 효율성과 특징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먼저, 한 세대 이전의 

CPU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그림 2-1은 펜티엄 프로세서Pentium processor인 Xeon의 파이프라인pipeline이다. 

그림 2-1  펜티엄 프로세서 Xeon의 파이프라인 모습

Decode 1Prefech

Decode 1 Execute Write Back

U 파이브

V 파이브

Decode 1 Execute Write Back

CPU의 명령 프로세서를 본 적 있다면, 그림 2-1의 파이프라인이 생소할 수도 있

다. 초기 펜티엄 프로세서의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위 라인을 ‘U 파이프U-Pipe’라 하고 아래 라인을 ‘V파이프V-Pipe’라고 한다). 

Xeon 이전 세대에는 그림 2-1과 달리 파이프라인이 2개로 나눠지지 않은 단일 파

이프라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펜티엄 세대로 오면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

용되어, 그림 2-1과 같이 파이프라인이 2개로 나뉜 구조로 발전했다. 

이런 구조의 특징은 CPU 내에 ‘ALUArithmetic Logic Unit’라는 산술처리장치01가 2개 

01　�두�숫자의�산술연산(덧셈,�뺄셈)과�논리연산(배타적�논리합,�논리곱,�논리합)을�계산하는�디지털�회로다.�산술논리장치는�

컴퓨터�중앙처리장치의�기본�설계�블록이다.

��������[출처:�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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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동일 명령 처리 시간’ 내에 정수형 산술 처리를 2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간단히 말하면, 기본 명령어 하나를 처리할 시간에 덧셈연산이나 뺄셈연산과 

같은 정수형 산술 처리 명령을 2개씩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어를 좀 더 빨리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펜티엄3까지의 이야기다. 펜티엄4부터는 CPU의 파이프라인 구조가 

‘Out-of-order(비순차)’라는 새로운 프로세서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간단한 예를 

통해 비순차 처리 형태를 살펴보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테이크아웃 커피 가게나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가게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음식이나 커피를 주문하면 카운터에 있는 

점원이 마이크에 대고 주문한 리스트를 말한다. 그러면 주방의 점원이 주문에 따

라 열심히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던 손님에게 제공한다. 즉, 업무

를 적절히 분리하여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펜티엄4부터 적용된 CPU의 명

령어 수행 순서다. 그림 2-2는 주문을 받는 ‘Front End’ 부분과 주문을 처리하는 

‘Out-Of-Order core’를 중심으로 CPU의 핵심 부분만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2  펜티엄4 프로세서의 간략한 블록 다이어그램

Front End

Branch Histroy Update

1 Level Cache

Fetch/Decode Retirement
Execution

Out-Of-Order
Core

2 Level Cache

Trace Cache
Microcode ROM

BTBs/Branch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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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그림 2-3과 그림 2-4는 펜티엄3와 펜티엄4의 프로세서에서의 명령어 

처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3에서는 펜티엄3 프로세서의 U파이프라인과 V

파이프라인의 명령어 처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간단한 산술연산으로 한 번에 명

령어 2개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펜티엄3 프로세서에서의 명령어 처리 모습

Prefetch

Clock

0 5 10 15 20 25 30 35 40

Decode Execute Write

Prefetch

명령1

명령2

명령3

명령4

Decode Execute Write

Prefetch Decode Execute Write

Prefetch Decode Execute Write

그림 2-4는 펜티엄4 이상의 프로세서(다단 파이프라인 구조)의 명령어 처리 모습

이다. 그림 2-3과 비교해보면 명령어 항목의 처리 공정을 좀 더 분할한 뒤, 분할된 

명령어를 파이프라인별로 대기 없이 처리한다. 

그림 2-4  펜티엄4 프로세서에서의 명령어 처리 모습

Prefetch

Clock

0 5 10 15 20 25 30 35 40

Decode Execute Write명령1

명령2

명령3

명령4

Prefetch Decode Execute Write

Prefetch Decode Execute Write

Prefetch Decode Execute Write

이것만 놓고 펜티엄3와 펜티엄4의 파이프라인 처리 방식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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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엄4가 빠르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펜티엄4가 나왔을 때 《전자신문》02에 실렸던 

기사를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초기 펜티엄4는 같은 클록 수의 펜티엄3에 비해 명

령어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을 접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명령

어 수행시간’, ‘동일 명령어 재사용 대기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2-4에서 보여준 펜티엄4 명령어 처리 모습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상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처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동일 명령

어를 여러 번 실행시킬 때 정도다. 대부분은 ‘동일 명령어 재사용 대기시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거나 ‘동일 레지스터 사용’, ‘동일 I/O 사용’ 등으로 본의 아

니게 대기 상태가 된다. 즉, 펜티엄4(지금 세대의 CPU도 마찬가지임)에서 명령어

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다른 명령어를 반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명령

어를 묶음으로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

그림 2-5는 명령어를 이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볼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의 동작 모습

이다. 예제 코드는 아주 단순한 곱셈연산으로 서로 간섭하는 데이터(a, b, c, u, v, 

w, x, y, z)가 없어서 아주 미려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5  명령어 파이프 라인의 동작 모습

F D E W

F D E W

F D E W

Clock

0

5 clock
throughput 15 clock latency

A = w*x*y*z 5 10 15 20 25 30 35

A = u * v

B = w * x

C = y * z

02　http://www.etnews.com

http://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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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에서는 데이터 의존 관계가 생긴 연산 처리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로 든 

w*x*y*z 연산을 단일 연산으로 나누어보면 w와 x의 곱(w*x), y와 z의 곱(y*z), 

그리고 두 연산의 결과를 곱하는 ((w*x) * (y*z)) 연산으로 나눌 수 있다. ‘w*x’와 

‘y*z’의 곱셈연산은 서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명령어 처리를 수행하지

만, 마지막 연산의 경우 연산된 결과들을 마지막 곱셈의 피연산자로 재사용하고 있

어서 그림 2-6의 마지막 연산 처리 모습처럼 오랫동안 대기하게 된다. 

그림 2-6  의존 관계가 있는 연산의 명령어 처리 모습

F D E W

F D E W

F D E W

Clock

0

5 clock
throughput Data dependency

A = w*x*y*z 5 10 15 20 25 30 35

w * v

y * x

wx * z

이런 간단한 그림으로 우리는 현대의 CPU는 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명령어 분산과 데이터의 의존도를 낮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코드를 잘 작성하기만 하면 고급 기법을 사용하지 않더

라도 CPU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 보면, 프로그래밍하는 버

릇에 따라서도 어렵지 않게 성능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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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펜티엄 프로세서의 실행 유닛

그림 2-6에서처럼 특정 연산에 피연산자 간의 데이터 의존성이 발생하여, 동일한 

명령어 처리에 대해 명령어 수행 대기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데이터 의존성이 발생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산자는 동일 연산을 사용하되 의존성이 낮은 데이터의 연산 처리 코

드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코드의 순서를 바꾸

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같은 명령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명령어 대기시간은 줄어들고 

피연산자 간의 의존 관계가 낮아져서 코드의 전체 동작 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물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일이 코드

를 풀어써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그림 3-1  피연산자 간의 의존성을 낮춘 코드의 동작 모습

F D E W

F D E W

F D E W

F D E W

F D E W

F D E...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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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펜티엄4 CPU가 펜티엄3에 비해서 느렸던 이유는 바로 명령어 수행 파이프 

라인의 변경 때문이다. 이 명령어 수행 파이프 라인을 담고 있는 코어를 ‘실행 유닛

Execution Unit(이하 EU)’이라 하는데, EU의 자세한 모습은 이후 조금씩 설명할 것이

다.

펜티엄3과 비교할 때 펜티엄4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알고 있던 처리 명령어

를 좀 더 작은 단위(micro-operation, µOps: you-ops)로 나누어서 스트리밍

Streaming 처리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명령이 있다고 해보자. 

y = m * x + b

이를 어셈블러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lea      eax, [m]

lea      eax, [x]

imul    eax

lea     ecx,[b]

add      eax, ecx

mov      [y], eax

 예제에서 데이터 전송 시 간단한 mov 명령어보다는 lea(load effective address) 명령어로 

표현했는데, 이는 uOps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실제로 둘 중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도 같은 

동작을 하니 상관은 없다. 

이를 uOps 형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로드(Load)하고 곱하기 계산

과 더하기 계산을 한 후에 계산된 결과값을 다시 돌려준다. 



11Part 1.  CPU 이해하기

uOps화된 코드 

Load r0 = m

Load r1 = x

Execute r2 = r0 * r1

Load r3 = b

Execute r4 = r3 + r2

Store y = r4

사실 uOps화한 코드와 어셈블러 코드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것이다. 이게 

무슨 uOps의 장점을 표현하기 위한 식이란 말인가? 일단 위의 어셈블러 형식의 명

령어는 그림 3-2와 같이 펜티엄4에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코드 형태(uOps 형식)

로 세분화된다. 다만 사용한 예제가 uOps 형태로 잘게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명

령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코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 동작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림 3-2  펜티엄4에서의 Instruction Execution

Port 0

ALU 0
ADD, LOGIC, BRANCH

FP MOV
FP MOVES, FXCH

LOAD
ALL LOADS

Pentium 4에서의 Instruction Execution

STORE
STORE ADDRESS

ALU 1
ADD

INT
Shift, Rotate

FP EXE
FP, SSE, SSE2

Port 0

Port 2

Po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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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펜티엄4에서의 명령어 처리 장소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각 포트와 

EU에서 처리되는 명령어의 타입이 다르다. ALU, 즉 정수형 데이터는 ‘Port 0’과 

‘Port 1’에서 동시에 처리된다. 실수인 경우 데이터 이동은 ‘Port 0’을 통해서, 연

산은 ‘Port 1’을 통해서 처리된다. 이는 ‘Port 1’을 이용해서 실수 연산을 처리하는 

중에도 ‘Port 0’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Port 2

는 데이터 로드만, Port 3은 데이터 저장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시 앞서 보았던 uOps화된 코드를 살펴보자. 이 코드를 보면 uOps 코드는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데이터 로드에 관련된 것으로, ‘Port 2’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동시 처

리할 수 없다. 그러나 세 번째 행의 곱셈연산과 네 번째 행의 데이터 로드는 서로 

다른 포트를 사용하므로, 동일 클록에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인해, 펜티엄4는 데이터 의존성이 없는 ‘서로 다른 명령어’나 

‘타입이 다른 명령어’를 각 Port를 통해서 동시에 비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다. 정리하자면 펜티엄4는 ‘슈퍼스칼라Super scalar’03 파이프 라인에 의해 처리된 

어셈블리 명령어가 작은 단위 형태의 uOps 코드로 전환된 후, 최종적으로 Out-

of-Order Core 내에서 각 포트별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03　CPU�내에�파이프라인을�여러�개�두어,�명령어를�동시에�실행하는�기술이다.

��������[출처:�위키백과(ko.wikipedia.org/wiki/슈퍼스칼라)]

ko.wikipedia.org/wiki/%EC%8A%88%ED%8D%BC%EC%8A%A4%EC%B9%BC%EB%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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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비순차 실행 코어 

요즘 필자는 아침마다 삼성동 C몰의 P빵집의 빵으로 아침을 때우곤 한다. 이른 아

침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빵집에 들러서, 빵집은 연일 붐비는 편이다. 그럼

에도 주문한 빵이 너무 늦게 나오거나 해서 오래 기다리는 일은 없다. 

물론, 가끔 점원이 혼자 있을 때는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빵을 찾아오고 포장한 뒤 

계산을 하느라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설 때도 있다. 그러나 바쁜 오전 시간에

는 대부분 좀 더 많은 점원이 상주하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바쁘게 움직인다.

점원 한 사람이 계산대 앞에서 주문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며, 또 다른 점원이 빵 

커팅과 포장을, 다른 점원은 또 고객이 주문한 커피 등을 내주고 해서 손님들이 오

래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이때, 빵을 가져다주는 점원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내가 가끔 잘 팔리는 빵을 주문하면 미리 가져다 놓은 빵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없는 경우엔 주방에서 빵을 가져오며 같은 걸 주문할 손님을 위해서 

미리 몇 개 더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뒤에 있는 손님이 정말로 같은 빵을 주

문하면 그 손님은 기다릴 필요 없이 빵을 받는다. 또한 이 점원은 주방으로 가서 빵

을 가져올 때 만약 손이 비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료나 다른 음식

을 함께 가져오기도 하여,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이제부터 설명할 펜티엄4의 비순차실행Out-of-order 방식의 핵심이다. 

P빵집의 점원이 하는 일을 정리해보자. 계산과 주문을 하는 점원, 빵을 찾아오는 

점원, 찾아온 빵을 커팅하거나 포장해서 내보내는 점원, 이렇게 세 사람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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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엄의 ‘실행 코어Execution Core’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펜티엄의 간략한 실행 코어

ALU
ADD, LOGIC, BRANCH

ALU
ADD, LOGIC

FP
FP, SSE, SSE2

LOAD
ALL LOADS

STORE
STORE ADDRESS

Reservation
Station (RS)

그림 4-1이 이전에 보았던 EU의 그림과 같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이에 대한 설명

을 이제서야 하게 되다니 역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이로써 펜티엄4 CPU의 특이점

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오른쪽에 있는 EU가 앞에서 설명한 점원과 같

다. 2개의 EU는 정수만 처리하는데, 그중 선임 EU인 ALU는 분기Branch까지 담당

한다(쉽게 설명하자면 선임은 전 점원의 업무 처리 지시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이 미려하게 잘 처리되면 막힘 없이 처리되는 구조지만, 반대로 중요한 EU의 처

리가 하나라도 늦어진다면 다른 EU까지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펜티엄4에서

는 이처럼 명령어 최적화보다는 명령어 구성을 어떻게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

소가 되었다. 즉,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코드 작성 방법은, 한 번에 데이터를 

로드하여 다수의 EU를 통해서 동시에 명령어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하

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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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기능적으로 표현한 펜티엄4 CPU의 파이프라

인이다. 

그림 4-2  펜티엄4 CPU의 파이프라인

Instruction Fetch and PreDecode

Instruction Queue

Decode

Rename/Alloc

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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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X/SSE/FP
Move

ALU
FAdd

MMX/SSE
Load

Micro-
code
ROM

Shared L2 Cache
Up to 10.7 GB/s

FSb

Store

Scheduler

Retirement Unit
(Re-Oder Buffer)

L1D Cache and DTLB

ALU
FMul

MMX/SSE

그림 4-2에서 보듯, 비순차실행 코어는 ‘Scheduler(스케줄러)’가 각 Port에 재

구성된 uOps 명령어를 전달해주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림 4-2

의 다른 부분은 어떤 구성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Scheduler 전까지의 단계는 ‘프론트 엔드 파이프라인Front End Pipeline’으로, 새로운 

코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했던 어셈블러 코드를 uOps 코드로 변경하

기 위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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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 있는 스케줄러 아래의 블록에 대해서는 이후 각각의 주제들에 따라 살

펴볼 것이다. 그 외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펜티엄4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특

별한 장치가 있다. ‘리타이어먼트 유닛Retirement Unit’이나 ‘분기 예측 유닛Branch 

Prediction Unit’과 같은 것인데, 이 장의 주제를 벗어나는 내용이라 다른 장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4.1  하이퍼 스레딩과 멀티 코어 

‘하이퍼 스레딩 기술Hyper Threading Technology, HTT’은 단일 CPU상의 ‘멀티 태스킹multi-

tasking’ 환경 내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개발되었다(눈속임 멀티 스레딩multi threading

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앞서 펜티엄4 CPU의 코어 그림을 여러 개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얘기하

자면, 펜티엄4 CPU의 코어에서는 여러 개의 EU가 병렬 처리 방식으로 동작한다. 

3장에서 살펴본 소스코드를 떠올려 보자. Port 3이나 Port 4의 Load, Store 시에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아서 EU를 다 활용하지 못했다. 소스코드를 EU 블록block 형

태로 표현하면 그림 4-3과 같다. 빨간 블록은 클록에 동작하고 있는 EU를 표현한 

것이며, 주황색 블록은 동일 클록 시간대에 같이 동작하고 있는 EU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