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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 현재 전 세계에서는 매일 100만 대에 달하는 PC가 판매되고 있다.
그 핵심부에는 프로세서가 자리하고 있다.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는 물론 자동
차, 가전제품에도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
는 ARM 프로세서의 개발사인 영국의 ARM사는 2010년에 ARM 프로세서 누적
출하량이 200억 개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ARM 한 회사에서만 연간 제조개수
가 40억 개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의 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총
인구의 몇 배나 되는 프로세서가 우리 주위의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 시스템이나 은행 ATM, 철도
운영 시스템 등은 프로세서를 사용한 사회의 기반 시스템으로, 이제 이러한 시스
템이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래 전부터 계산을 간단하고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연구가
거듭되어 왔다. 주판 같은 계산보조 도구부터 톱니바퀴를 사용한 기계식 덧셈/곱
셈기가 만들어지고, 더욱 고속으로 동작시키기 위해 톱니바퀴를 대신해 전자회로
가 이용되게 되었다. 1946년에 완성돼 실용화된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ENIAC)
은 커다란 방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장치로, 그 성능은 매초 5,000연산, 약 150KW
나 되는 전력을 소비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매초 100억
연산 이상의 성능을 지니며, PC 전체의 소비전력은 기껏해야 300W 정도다. 즉,
연산성능은‘200만 배’향상되고 소비전력은‘1/500’
로 감소한 것이다.
사실 초기의 전자식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겨우 60년밖에 지나지 않았
다. 이 장족의 진보를 이루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진공관에서 시작해서 트
랜지스터 그리고 LSI로 이어지는 회로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힘입은 면이 크며, 한편
으로는 보다 빠른 실행을 추구하는 컴퓨터 아키텍처의 진보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고속화를 추구해온 프로세서도 최근에는 소비전력에 제약이 따르면서 싱글코
어의 성능 향상이 둔화하면서 진화가 일단락된 느낌도 있지만, 멀티스레드, 멀티
코어화라는 방향으로 성능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가상화나 보안 등의 기술로 사
용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컴퓨터뿐만 아니

XII

지은이 서믄

라 스마트폰이나 넷북 등의 휴대기기에 강력한 프로세서가 사용되기에 이르렀
고, 배터리 수명 측면에서도 한층 더 저소비전력화가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이 시대와 요구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프로세서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
다. PC에‘Intel Inside’
라는 로고가 붙게 되기도 하고, 하드웨어 기술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라는 용어를 알고 있
는 시대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신 프로세서는 그 진화에 걸맞게 대단히 복잡해지
고 있지만, 그 구조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
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세서의 구조나 동작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내부를 모른 채 블랙박
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자동차로 말
하자면,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구조나 각각의 특성
차이에 관한 정보 등을 몰라도 별 상관없을 테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
면 보다 스포티하게 혹은 보다 경제적인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
고 싶어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세서에 관한 해설서다. 프로세서에 탑재되
어 있는 고성능화 기술 및 내부구조,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어
떻게 작성해야 프로세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프로세서의 설계라고 하면 AND, OR 등의 논리회로를 이용한 논리회로 레
벨의 하드웨어 설계를 연상할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는 논리회로보다는 상위레
벨인, 프로그래머와의 인터페이스가 되는‘마이크로아키텍처’
와‘명령 아키텍처’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야흐로 휴대기기부터 사회기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컴퓨터의 핵심
부에 위치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프로세서. 독자 여러분이 다이나믹한
진화를 계속하는 프로세서를 이해하고 한층 더 제대로 사용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생각을 담아서 집필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안도 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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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프로세서의 구
조와 능숙한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각 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제1장 프로세서와 컴퓨터 시스템 기초
제1장은 소개에 해당하는 장으로, 프로세서나 이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개요
및 용어를 소개하여 프로세서나 컴퓨터 하드웨어 초심자에게도 이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2장 프로세서의 변천
제2장에서는 계산기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프로세서의 고성능화나
사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프로세서가 출현하기까지의 과정과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장 프로그래머를 위한 프로세서 아키텍처
제4장 가상화 지원
제5장 멀티프로세서의 출현과 보급
제3장에서 제5장은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장들이다. 제3장에서는 파이프라인
처리나 캐시, 비순차(Out-of-Order) 처리와 같은 프로세서 고속화 기술이나 메
모리 관리, 가상화, 멀티미디어 처리 등의 프로세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등의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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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사용해야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제3장에서는 PC나 서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텔 프로세서의 구조도 설명하
고 있다.
제4장에서는 최근에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서 필수 요소인 가상화에 대해 이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이나 가상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역시 최신 트렌드인 멀티스레드와 멀티코어 프로세서에 대해 그
출현배경부터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설명하고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잘 활용하기
위한 주의점을 설명한다.

제6장 프로세서 주변기술
제6장은 프로세서와 함께 컴퓨터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주변기술을 다
루고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와 프로세서에서 입출력장치로 연결되는 구조와 동
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7장 GPGPU와 초병렬처리
제7장에서는 최근 뛰어난 계산처리 능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 GPGPU(General Purpose GPU)에 주목해서 그 구조나 연산 엔

진으로서의 사용상 주의점을 설명한다.

제8장 프로세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마지막 제8장에서는 프로세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
춰 기술적인 발전 방향성과 프로세서의 용도별 발전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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