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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이 책이 어떤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저자가 충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야 저자의 전
문 기술을 우리말로 옮긴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분야든 전문성이 높아지고 주제가 협소해지면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
질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atomics’입니다. 흔히 동시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원자적 연산
들을 관련 개념이나 배경 지식까지 아울러 요즘에는 atomics라고 부릅니다. CPU에 코어가 하나
뿐이었을 때는(또는 그런 CPU가 하나뿐이었을 때는) 이해할 필요도 없었던 동시성 개념이 이제는
어엿한 독립 분야로 자리매김했고 그만큼 체계적인 모습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atomic, 즉 원자적을 붙여 여러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atomic 연산, atomic 변수,

atomicity(원자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모여 atomics가 되었고, 이를 우리말로 하
자면 원자학이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용어의 의미나 이 단어가 선택된 의도와 어
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원자계’로 표현했습니다. 동시성 관련 개념들로 이뤄져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었으므로 ‘~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atomics를 원자계로 표현하면 여기서 파생
되는 용어까지 일괄적으로 표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책에서는 atomic이 붙은 용어들을 모두
원자계로 표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용어의 음차 표기입니다. constructor와 destructor를 흔히 생성자
와 소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creator나 generator 등이 마구 뒤섞인 문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해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책에서 컨스트럭터
로 표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destructor도 소멸자 대신 디스트럭터로 표현했습니다.
반면, 생성자는 말 그대로 스레드를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옮긴이 머리말

xi

lifecycle을 흔히 생명 주기라고 부릅니다. 누가 처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life는 생명이고, cycle
은 주기여서 그런 표현이 생겼을까요? lifecycle의 life는 생명이 아니고 생활에 훨씬 더 가깝습
니다. 그래서 컴퓨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생활 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
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생활 주기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래밍의 각
종 개념을 의인화(?)해서 주로 생물에게만 쓰는 어휘를 끌어다 표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behavior가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도 생활 주기는 어울리지 않아 이 책에서는 라이프사이클로 표
현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영어 발음대로 음차해 표현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는 음차 대신 영어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읽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
의 벽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다만, 프로그래머와 영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원문이 독립 출판 전자책이다 보니 아무래도
출판사의 손을 거친 책에 비해 완성도가 아쉬웠고, 그래서 번역서에서는 원문의 상당 부분을 갈
고 다듬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만 꼭 필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번역을 맡겨 주신 장성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장열

xii

옮긴이 머리말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C++ 동시성의 현재와 미래를 탐험하는 여행 가이드다. 모던 C++의 동시성 이야기를 수
많은 예제 코드와 함께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
게 습득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주제로 인식되는 동시성을 다루는
만큼 곤란한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C++11과 C++14은 동시적이고 병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본 빌딩 블록을 갖췄다.
■■ C++17에서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STL)의 병렬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다시 말해,

STL 기반 알고리즘은 대부분 순차적으로나 병렬적으로 또는 벡터화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 C++의 동시성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C++20에는 확장 퓨처와 코루틴, 트랜잭션 등
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표기 규칙
표기 규칙이라고 해봐야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호
 기호는 수학적 의미의 결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  b는 ‘a가 참이면 b다’를 의미한다.

이 책에 대하여

xiii

특별한 글상자
각 글상자는 각종 정보, 팁, 경고 등을 나타낸다.

정보

팁

경고

소스 코드
모든 예시 소스 코드는 부분 조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컴파일러만 있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얼
마든지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다. 소스 파일의 이름을 소스 코드의 제목으로 붙였고, 필요시

using namespace std 지시자만 사용했다.

프로그램 실행하기
C++11이나 C++14 코드는 간단한 방법으로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다. 모던 C++ 컴파일러
라면 예외 없이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GCC(https://gcc.gnu.org/)나 clang(https://clang.
llvm.org/) 컴파일러 둘 다 C++ 표준이 적용돼 있으며, 스레딩 라이브러리 또한 포함돼 있다. 예

를 들어, GCC의 g++ 컴파일러가 thread라는 실행 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커맨드라인은 g++
-std=c++14 -pthread thread.cpp -o thread다.
■■ -std=c++14: C++14 표준을 사용한다.
■■ -pthread: pthread 라이브러리에 의한 멀티스레딩을 지원한다.
■■ thread.cpp: 소스 파일
■■ -o thread: 실행 가능 프로그램
이 커맨드라인은 clang++ 컴파일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Visual Studi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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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컴파일러 또한 C++14을 지원한다.
만일 모던 C++ 컴파일러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여러 온라인 컴파일러도 고려할 만하다. Arne

Mertz의 블로그 포스트인 C++ Online Compiler(https://arne-mertz.de/2017/05/online-compilers/)
가 훌륭한 참고가 될 것이다.

C++17이나 C++20는 더 복잡하다. 나는 HPX(High Performance ParalleX, http://stellar.cct.lsu.edu/
projects/hpx/) 프레임워크를 설치했다. HPX는 모든 규모의 병렬 및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

는 범용 C++ 런타임 시스템이며, 이미 C++17의 병렬 STL과 C++20의 수많은 동시성 기능에 구
현되었다. 관련 내용은 6장 ‘미래: C++20’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을 읽는 방법
C++의 동시성이 생소한 독자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론부터 읽어야 할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렸다면 본론으로 나아갈 준비는 끝난 셈이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궁금한 나머
지 직접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 메모리 모델을 건너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는
메모리 모델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장 ‘미래: C++20’는 옵션이다. 여러분도 C++의 미래에 호기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회
감사의 말씀
나는 영어로 이 책을 쓰기 위해 내 영문 블로그인 www.ModernesCpp에서 포스트(http://www.
modernescpp.com/index.php/looking-for-proofreaders-for-my-new-book-concurrency-with-modern-c)

를 통해 영문 교정자를 구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았다. 대략 50여 명으로부터
이 책을 교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첫 번째 교정자이자 아들인 마리우스를 비롯해 그들 모두
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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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와주신 분들이다. 알파벳 순서로 나열했다. Nikos Athanasiou, Robert Badea, Joe

Das, Jonas Devlieghere, Randy Hormann, Lasse Natvig, Erik Newton, Ian Reeve, Bart
Vandewoestyne, Dafydd Walters, Andrzej Warzynski, Enrico Zschemisch.

저자 소개
팀 리더와 강사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다. 시간이 날 때면 C++, 파이
썬, 하스켈 같은 주제의 기사를 즐겨 읽고, 콘퍼런스에도 자주 참가한다. 2016년부터는 회사를
나와 모던 C++와 파이썬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특별했던 집필 환경
나는 오베르스트도르프에서 고관절 수술을 새로 받으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세히 말하자
면, 왼쪽 고관절에 인공삽입물을 넣었다. 이 책의 절반 정도는 병원과 재활병원에 있으면서 마쳤
다. 돌이켜 보면 이 책을 쓰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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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종욱(네이버)

최신 C++에서 새롭게 추가된 병렬 프로그래밍 부분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어서 내용의 품질이
나 구성에서 정말로 만족스러운 도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무것
도 모르는 분이 읽기에는 다소 무리일 것 같고, 기초를 튼튼히 한 후 이 책으로 마무리 짓는다
면 틀림없이 병렬 프로그래밍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면 C++ 개발자들은 언젠가는 멀티스레딩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대
대적인 C++ 변화의 서막이었던 C++11부터 도입된 멀티스레드 관련 프로그래밍 기법은 개발자
라면 당연히, 그리고 멀티스레딩 프로그래밍 특성상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입
니다. 이 책은 C++의 발전 순서에 따라 멀티스레드 관련 키워드와 프로그래밍 기법을 쉽게 설명
하고 있으며, 책 한 권으로 표준을 모두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승하(삼성전자)

이번 책은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C++20까지의 동시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C++에서 동
시성 문제를 다루고 지원하기 위한 철학과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기에 좋은 도서라 판단됩니다.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자주 접하는 개발자들이라면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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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장성만(incowiz)

C++ 표준에 정의된 동시성 프로그래밍과 C++20에 반영될 표준까지 반영된 이 책은 내용과 실
습을 통해 멀티스레딩이라는 주제에 대해 쉬운 내용부터 고급까지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C++ 문법을 벗어나 멀티스레딩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항상 책상 옆에 두고 봐야 하
는 레퍼런스 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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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C++의 동시성

• 메모리 모델

• 리더-라이터 잠김

• 스레드
• 뮤텍스와 잠김
• 스레드 로컬 데이터
• 조건 변수
• 태스크

• 병렬 STL

• 원자계 스마트 포인터
• std::future 확장
• 래치와 장벽
• 코루틴
• 트랜잭션 메모리
• 태스크 블록

C++는 버전 11의 표준이 확정됨으로써 멀티스레딩 관련 라이브러리와 메모리 모델을 갖추게
되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원자계 변수, 스레드, 잠김, 조건 변수 등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 포함
되었다. 이는 C++17이나 C++20처럼 향후 C++ 표준에서 한층 높아진 추상화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C++11 또한 앞에서 언급한 빌딩 블록보다 한층 높아진 추상화를 제
공하는 태스크(task)라는 개념을 지원한다.
개략적으로는 C++의 동시성 주제를 다음 세 단계 진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C++11과 C++14: 토대
C++11에 처음 도입된 멀티스레딩 개념은 잘 정의된(well-defined) 메모리 모델과 표준화된 스레드
관련 인터페이스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나중에 C++14에는 리더-라이터 잠김(locking)이 C++
의 멀티스레딩 관련 기능에 추가되었다.

메모리 모델
멀티스레딩 처리의 토대는 잘 정의된 메모리 모델이다. 메모리 모델(memory model)이 잘 정의되
려면 다음 세 가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계 연산 방해받지 않고 수행될 수 있는 연산
■■ 연산의 부분 순서 순서가 재지정되어야 하는 일련의 연산
■■ 연산의 시각 효과 공유 변수의 연산이 다른 스레드에 보인다는 보장

C++의 메모리 모델은 자바의 메모리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개념이다. 하지만 자바의 메모
리 모델과 달리 C++에서는 원자계 연산의 기본 특성인 시퀀스 일관성(sequential consistency)이라
는 한계를 허물었다.
시퀀스 일관성은 다음 두 가지를 보장한다.
1. 프로그램의 명령들은 소스 코드의 순서대로 실행된다.
2. 어떤 스레드에든 수행되는 연산 모두에 하나의 순서가 적용된다.

C++의 메모리 모델은 원자계 데이터 타입(줄여서 원자계라고 함)의 원자계 연산을 바탕으로 만들
어졌다.

원자계
C++는 일련의 단순 원자계 데이터 타입(atomic data type)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갖가지 형태
의 포인터, 수, 문자, 불리언(boolean)을 예로 들 수 있다. 클래스 템플릿인 std::atomic을 사용하
면 원자계 데이터 타입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다. 원자계는 비원자계(non-atomic) 타입도 수용할
수 있는 동기화 및 순서상 제약 조건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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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스레드 관련 인터페이스는 C++에서 동시성의 핵심이다.

멀티스레딩
C++의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은 스레드, 공유 데이터를 위한 동기화 프리미티브(primitive),
스레드 로컬 데이터와 태스크로 구성된다.

스레드
std::thread는 프로그램 실행의 독립적인 단위를 나타낸다. 곧바로 시작되는 실행 가능 유닛은
작업 패키지를 콜러블 유닛(callable unit)으로 받는다. 콜러블 유닛은 기명 함수(named function)일
수도 있고, 함수 객체나 람다 함수일 수도 있다.
스레드의 생성자는 스레드의 라이프사이클도 책임진다. 새 스레드의 실행 가능 유닛은 콜러블 유
닛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이제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가 일어난다. 생성된 스레드 t가 종료될
때까지 생성자가 기다리든가(t.join()), 생성된 스레드에서 생성자 자체가 분리되든가(t.detach())다.
스레드 t는 자신에게 t.join()이나 t.detach() 연산이 수행되지 않으면 joinable이다. joinable 스레드
는 디스트럭터(destructor, 소멸자)로 std::terminate를 호출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자신의 생성자로부터 분리된 스레드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데몬 스레드라 부른다. 백그라운드에
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std::thread는 가변적인 템플릿이다. 임의의 인수를 복사나 레퍼런스로 받는다는 뜻이다. 콜러블
(callable)이나 스레드는 인수를 받을 수 있다.

공유 데이터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공유 변수를 사용하거나 공유 변수를 변형할 수 있다(const가 아니라)
면 이 변수 대한 접근을 조정해야 한다. 공유 변수를 동시에 읽거나 쓰는 것을 가리켜 데이터 경
쟁(data race)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일어난다.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 조
정은 C++에서 뮤텍스와 잠김으로 달성된다.

뮤텍스
뮤텍스(mutual exclusion, mutex)는 언제든 단 하나의 스레드만 공유 변수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
장한다. 뮤텍스는 공유 변수가 속한 임계 구역(ctritical section)을 잠그거나 잠김의 해제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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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는 다섯 개의 뮤텍스를 지원한다. 이들은 재귀적으로, 잠정적으로, 시간 제약 조건의 유
무에 따라 잠김을 수행할 수 있다. 심지어 잠김을 동시에 공유할 수도 있다.

잠김
뮤텍스의 잠김을 자동으로 해제하기 위해 잠김으로 뮤텍스를 캡슐화할 수 있다. 잠김은 뮤텍스
의 라이프사이클을 자신에게 바인딩함으로써 RAII(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ation) 이디엄
(idiom)을 구현한다. C++는 단순 목적으로 std::lock_guard와 고급 목적으로 std::unique_lock /

std::shared_lock을 제공한다. 고급용 둘은 각각 뮤텍스의 명시적 잠김과 잠김 해제에 사용된다.

데이터의 스레드 안전한 초기화
공유 데이터가 읽기 전용이면 스레드 안전한(thread-safe) 방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C++는 상
수식, 블록 영역의 정적 변수, std::once_flag 플래그가 적용된 std::call_once 함수 등을 비롯해
이를 위한 각종 방법을 제공한다.

스레드 로컬 데이터
변수를 스레드 로컬(thread-local)로 선언하면 각 스레드가 자신의 복사본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
유 변수는 필요하지 않다. 스레드 로컬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은 스레드의 라이프사이클에 바
인딩된다.

조건 변수
조건 변수(condition variable)는 메시지를 통한 스레드 동기화를 지원한다. 한 스레드가 발신자의
역할을 맡고, 다른 스레드가 수신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때 수신자 블록은 발신자의 메시지를
기다린다. 조건 변수는 흔히 생산자/소비자 작업 흐름에 사용된다. 조건 변수는 발신자나 수신
자 둘 다 될 수 있으며, 사용법이 무척 난해하기는 하다. 이런 이유에서 태스크가 쉬운 해결책으
로 등장했다.

태스크
태스크(task)는 스레드와 공통점이 많다. 스레드는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반면, 태스크는 시
작한 작업을 단순하게 일컫는 말이다. C++ 런타임은 std::async에 따라 자동으로 태스크의 라
이프사이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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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는 두 교신점 사이의 데이터 채널로서 스레드 간 스레드 안전한 교신을 지원한다. 한쪽 지
점으로서 프로미스(promise)가 데이터를 데이터 채널에 두면 다른 쪽 지점으로서 퓨처(future)가
그 값을 가져간다. 이 데이터는 값이나 예외일 수 있으며, 단순히 알림일 수도 있다. std::async
외에도 C++는 태스크를 더 세부적으로 제어하는 클래스 템플릿인 std::promise와 std::future를
제공한다.

사례 연구
메모리 모델과 멀티스레딩 인터페이스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몇 가지 사례에 적용할 것이다.

벡터의 합 계산하기
벡터의 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최대 및 최소 데이
터 공유에 따라 동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성능은 현격하게 달라진다.

싱글턴의 스레드 안전한 초기화
싱글턴의 스레드 안전한 초기화는 공유 변수의 스레드 안전한 초기화의 전형적인 예다. 여러 방
법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성능도 제각각이다.

CppMem의 연속 최적화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매 단계마다 CppMem의 연속 최적
화 과정을 검증할 것이다. CppMem1은 C++ 메모리 모델을 사용해 작은 코드의 동작을 파헤치
는 상호반응형 도구다.

1

http://svr-pes20-cppmem.cl.cam.ac.uk/cppmem/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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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병렬 알고리즘

• 메모리 모델

• 리더-라이터 잠김

• 스레드
• 뮤텍스와 잠김
• 스레드 로컬 데이터
• 조건 변수
• 태스크

• 병렬 STL

• 원자계 스마트 포인터
• std::future 확장
• 래치와 장벽
• 코루틴
• 트랜잭션 메모리
• 태스크 블록

C++17에서는 C++의 동시성이 크게 변화했다. 특히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STL, Standard
Template Library)의 병렬 알고리즘은 변화의 폭이 크다. C++11과 C++14는 동시성의 기본적인 빌

딩 블록만 제공했다. 이들은 라이브러리 개발자나 프레임워크 개발자에게는 유용했으나, 애플리
케이션 개발자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C++11과 C++14의 멀티스레딩은 C++17에서 동시성을 위
한 어셈블리 언어가 될 것이다.

실행 정책
C++17에서는 대부분의 STL 알고리즘을 병렬 구현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이른바 실
행 정책(execution policy)으로 알고리즘을 호출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알고리즘의 실행이 순차적
(std::seq)인지 병렬적(std::par)인지 또는 추가 벡터화와 병렬적(std::par_unseq)인지 지정한다.

새 알고리즘들
병렬 또는 병렬 및 벡터화 실행을 위한 오버로딩된 버전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총 69개의 알고
리즘 외에도 8개의 추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병렬 reduce, scan, transform에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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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동시성 퓨처

• 메모리 모델

• 리더-라이터 잠김

• 스레드
• 뮤텍스와 잠김
• 스레드 로컬 데이터
• 조건 변수
• 태스크

• 병렬 STL

• 원자계 스마트 포인터
• std::future 확장
• 래치와 장벽
• 코루틴
• 트랜잭션 메모리
• 태스크 블록

예측은, 특히 미래에 관한 예측은 어렵다(닐스 보어2 ). C++20의 동시성 특징(concurrency feature)
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원자계 스마트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인 std::shared_ptr3과 std::weak_ptr4은 동시성 프로그램에서 개념적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한다. 따라서 데이터 경쟁에 취약하
며, 그 결과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일어난다. std::shared_ptr과 std::weak_ptr은 레퍼런스 카운
터의 증감이 원자계 연산이고, 리소스는 정확하게 한 번만 삭제된다고 보장한다.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것도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원자계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새 원자계 스마트 포인터인

std::atomic_shared_ptr과 std::atomic_weak_ptr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2 https://en.wikipedia.org/wiki/Niels_Bohr
3 http://en.cppreference.com/w/cpp/memory/shared_ptr
4 http://en.cppreference.com/w/cpp/memory/weak_ptr

 C++20: 동시성 퓨처

9

확장 퓨처
C++11의 프로미스와 퓨처로 불리는 태스크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태스크는 강력한 작
업 흐름(workflow)으로 구성될 수 없다. 이 한계는 C++20의 확장 퓨처(extended future)에는 성립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장 퓨처는 이전 버전인 then이나 when_any, 또는 when_all이 준비될 때
준비된다.

래치와 장벽
C++14는 세마포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세마포어는 제한된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C++20에서는 래치(latch)와 장벽(barrier)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래치와 장벽은 카운터가 0이 될 때까지 동기화 지점에서 기다리는 데 사용된다. 래치와 장
벽은 std::latch가 한 번만 사용되고 std::barrier and std::flex_barrier가 그 이상 사용된다는 점
에서 다르다. std::flex_barrier는 std::barrier와 달리 반복 후에도 카운터를 조정할 수 있다.

코루틴
코루틴(coroutine)은 함수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행을 중지 및 재개할 수 있는 함수다. 코
루틴은 운영체제의 협조적 멀티태스킹과 이벤트 루프, 무한 리스트, 파이프라인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트랜잭션 메모리
트랜잭션 메모리의 기반은 데이터베이스 이론의 트랜잭션 개념이다. 트랜잭션은 ACID 데이터베
이스 트랜잭션의 처음 세 특성, 즉 원자성(Atomicity), 일관성(Consistency), 분리성(Isolation)을 제
공하는 액션이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인 지속성은 C++의 트랜잭션 메모리에 적합하지 않다. 트
랜잭션 메모리에는 새로운 표준 두 가지, 즉 동기화 블록과 원자계 블록이 적용되었다. 둘 다 전
체 순서(total order)에 따라 실행되며, 전체 잠김에 보호받는 것처럼 동작한다. 원자계 블록은 동
기화 블록과 달리 트랜잭션 불안전한(transaction-unsafe) 코드를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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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블록
태스크 블록은 C++의 fork-join 패러다임을 구현한다. 다음은 태스크 블록의 핵심 개념을 나타
내는 그래프다. 태스크를 시작하는 fork 단계와 동기화하는 join 단계로 구성된다.
병렬 태스크 I

병렬 태스크 II

병렬 태스크 III

마스터 스레드

도전
동시성 프로그램 작성은 태생적으로 복잡하다. 이는 특히 C++11과 C++14의 특징을 사용할 때
더 그렇다. 따라서 난해한 문제들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어려움을 온
전히 한 장에 할애했으므로 여러 함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임계 구역, 경쟁 상태, 데이터
경쟁, 교착상태 등에 관해 기술할 것이다.

베스트 프랙티스
동시성 프로그래밍은 태생적으로 복잡하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나 올바른 추상화
(right abstraction), 정적 코드 분석(static code analysis) 등의 이른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베스트 프랙티스

11

time 라이브러리
time 라이브러리(library)는 C++의 동시성 요소 가운데 핵심 컴포넌트다. 스레드를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시점까지 잠자게 할 수 있다. time 라이브러리는 시점(time point)과 기간(time
duration), 클록(clock)으로 구성된다.

용어
용어에서는 각종 중요한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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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H A P T E R

멀티스레딩
C++는 C++11 이후로 멀티스레딩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멀티스레딩 인터페이스에는 멀티스레
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모든 빌딩 블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스레드
(thread), 공유 데이터용 동기화 프리미티브(예: 뮤텍스, 잠김), 스레드 로컬 데이터(thread-local

data), 스레드용 동기화 메커니즘(예: 조건 변수), 태스크(task) 등이 있다. 흔히 프로미스와 퓨처로

불리는 태스크는 네이티브 스레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한다.

• 메모리 모델
• 스레드
• 뮤텍스와 잠김
• 스레드 로컬 데이터
• 조건 변수
• 태스크

• 리더-라이터 잠김

• 병렬 STL

• 원자계 스마트 포인터
• std::future 확장
• 래치와 장벽
• 코루틴
• 트랜잭션 메모리
• 태스크 블록

스레드
C++에서 스레드를 시작하려면 <thread> 헤더를 포함해야 한다.

생성
스레드 std::thread는 실행 가능한 단위를 나타낸다. 스레드가 즉시 시작시키는 이 실행 가능한
단위는 콜러블 유닛(callable unit)으로 작업 패키지를 받는다.
콜러블 유닛은 함수처럼 동작하는 엔터티다. 물론 함수뿐만 아니라 함수 객체(function object),
즉 람다 함수(lambda function)도 될 수 있다.
이론은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작은 예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콜러블 유닛에 따른 스레드 생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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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Thread.cpp
#include <iostream>
#include <thread>
void helloFunction(){
std::cout << "Hello from a function." << std::endl;
}
class HelloFunctionObject{
public:
void operator()() const {
std::cout << "Hello from a function object." << std::endl;
}
};
int main(){
std::cout << std::endl;
std::thread t1(helloFunction);
HelloFunctionObject helloFunctionObject;
std::thread t2(helloFunctionObject);
std::thread t3([]{std::cout << "Hello from a lambda." << std::endl;});

CHAPTER 3 멀티스레딩

28
29
30
31
32
33
34

t1.join();
t2.join();
t3.join();
std::cout << std::endl;
};

스레드 세 개(t1, t2, t3)가 전부 자신의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한다. 스레드 t2의 작업 패키지는 함
수 객체(10~15행)이며, 스레드 t3의 작업 패키지는 람다 함수(26행)다. 28~30행에서 메인 스레드
는 자신의 자식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
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소 흥미로운데 다음과 같다.

세 스레드가 임의의 순서로 실행되었다. 더구나 세 출력 연산이 교차 실행되기도 했다.
자식 스레드의 생성자(여기서는 메인 스레드)는 자식 스레드의 라이프사이클에 책임을 진다.

라이프사이클
부모 스레드는 자식 스레드를 책임진다. 이 단순한 원칙은 스레드의 라이프사이클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친다. 다음은 이를 살펴볼 작은 예로서, 스레드가 자신의 ID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스레드 출력 오류
1
2
3

// threadWithoutJoin.cpp
#include <iostream>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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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include <thread>
int main(){
std::thread t([]{std::cout << std::this_thread::get_id() << std::endl;});
}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ID가 출력되지 않는다.

예외의 원인은 무엇일까?

join과 detach
생성된 스레드 t의 라이프사이클은 콜러블 유닛으로 마감된다. 생성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 자식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 t.join()
2. 자식 스레드에서 분리된다: t.detach()

t.join() 호출은 이어지는 코드가 스레드로 수행된 계산의 결과에 의존할 때 유용하다. t.detach()
는 스레드가 스레드 핸들 t와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분리된 스레드는 실행
가능한 라이프사이클 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서버 같은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오랫동안 실
행할 때 분리된 스레드를 사용한다.
콜러블 유닛이 없는 스레드도 만들 수 있으므로 콜러블 유닛(callable unit)이 포함된 스레드 t를
가리켜 t.join()이나 t.detach() 호출이 일어나지 않을 때 ‘join 가능하다’라고 한다. join 가능한 스
레드의 디스트럭터(destructor)는 std::terminate 예외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threadWithoutJoin.

cpp의 프로그램 실행이 예외로 중단되었다. t.join()이나 t.detach()를 스레드 t에 여러 번 호출하
면 std::system_error 예외가 유발된다.
이 문제는 무척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t.join()을 호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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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에 join하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threadWithJoin.cpp
#include <iostream>
#include <thread>
int main(){
std::thread t([]{std::cout << std::this_thread::get_id() << std::endl;});
t.join();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예상한 대로 다음처럼 결과가 출력된다.

스레드의 id는 std::thread에서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한다.
detach 문제
물론 지난 프로그램에서 t.join() 대신 t.detach()를 사용할 수도 있다. 스레드 t는 더 이상 join
가능하지 않으므로 스레드 t의 디스트럭터(destructor)는 std::terminate를 호출하지 않았다. 하
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 스레드 t가 자신의 작업 패키지를 마치기도 전에 메인 프로그램이 완료
될 수 있어 프로그램 동작은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레드 t의 라이프사이클이 너무 짧아 id
를 출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변수의 라이프사이클 문제’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앤서니 윌리엄스의 scoped_thread
스레드의 라이프사이클을 일일이 수동으로 다룬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이럴 때
래퍼 클래스를 직접 사용해 std::thread를 캡슐화할 수 있다. 이 래퍼 클래스는 자동으로 디스
트럭터(destructor)에 join을 호출한다. 물론 다른 방법을 선택해 detach를 호출할 수도 있다. 하
지만 detach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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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윌리엄스(Anthony Williams)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클래스를 만들어 자신의 책
인 《Concurrency in Action》17에서 소개했다. 이름하여 scoped_thread다. scoped_thread
는 컨스트럭터(constructor)로 만든 스레드 t가 join 가능한지 판단한다. 생성자로 전달된 스레
드 t가 join 가능하지 않다면 scoped_thread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t가 joins 가능하
다면 생성자는 t.join()을 호출한다.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는 delete로 선언되므로
scoped_thread의 인스턴스들은 복사되거나 대입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scoped_thread.cpp
#include <iostream>
#include <thread>
#include <utility>

class scoped_thread{
std::thread t;
public:
explicit scoped_thread(std::thread t_): t(std::move(t_)){
if (!t.joinable()) throw std::logic_error("No thread");
}
~scoped_thread(){
t.join();
}
scoped_thread(scoped_thread&)= delete;
scoped_thread& operator=(scoped_thread const &)= delete;
};

인수

17

어떤 임의의 함수처럼 스레드도 복사, 이동, 레퍼런스 방식으로 인수를 가질 수 있다.

std::thread는 가변 템플릿(variable template)18이므로 인수의 개수를 임의로 가질 수 있다.
스레드가 레퍼런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는 경우에는 인수의 라이프사이클을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복사 방식과 레퍼런스 방식
다음 코드 조각을 살펴보자.

17 https://www.manning.com/books/c-plus-plus-concurrency-in-action
18 http://en.cppreference.com/w/cpp/language/parameter_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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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string s{"C++11"}

std::thread t1([=]{ std::cout << s << std::endl;});
t1.join();

std::thread t2([&]{ std::cout << s << std::endl;});
t2.detach();

스레드 t1은 인수를 복사 방식으로 받고, 스레드 t2는 레퍼런스 방식으로 받는다.
레퍼런스 방식의 스레드 인수
고백하건대 사소한 속임수를 썼다. 스레드 t2는 인수를 레퍼런스 방식으로 받으며, 람다 함수 또
한 레퍼런스 방식으로 인수를 받는다. 인수를 레퍼런스 방식으로 스레드에 전달해야 한다면 인
수는 레퍼런스 래퍼(reference wrapper)19에 담겨야 한다. 이는 도우미 함수 std::red20에도 꽤 직
관적으로 적용된다.
void transferMoney(int amount, Account& from, Account& to){
...
}
...
std::thread thr1(transferMoney, 50, std::ref(account1), std::ref(account2));

스레드 thr1은 함수 transferMoney를 실행한다. transferMoney는 인수를 레퍼런스 방식으로
받는다. 따라서 스레드 thr1은 account1과 account2를 레퍼런스 방식으로 받는다.

코드의 행간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 스레드 t2는 문자열 s를 레퍼런스 방식으로 받고 자
신의 생성자(creator)의 라이프사이클에서 분리된다. 문자열 s의 라이프사이클은 생성자의 라이
프사이클에 바인딩되므로 전역 객체 std::cout의 라이프사이클 또한 메인 스레드의 라이프사이
클에 바인딩된다. 그 결과 s의 라이프사이클 또는 std::cout의 라이프사이클은 스레드 t2의 라이
프사이클보다 짧다. 이제 우리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 영역으로 깊이 들어온 것이다.1920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독자를 위해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
기로 하자.

19 http://en.cppreference.com/w/cpp/utility/functional/ref
20 http://en.cppreference.com/w/cpp/utility/functiona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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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에 레퍼런스 방식으로 인수 전달하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threadArguments.cpp
#include <chrono>
#include <iostream>
#include <thread>
class Sleeper{
public:
Sleeper(int& i_):i{i_}{};
void operator() (int k){
for (unsigned int j= 0; j <= 5; ++j){
std::this_thread::sleep_for(std::chrono::milliseconds(100));
i += k;
}
std::cout << std::this_thread::get_id() << std::endl;
}
private:
int& i;
};

int main(){
std::cout << std::endl;
int valSleeper = 1000;
std::thread t(Sleeper(valSleeper), 5);
t.detach();
std::cout << "valSleeper = " << valSleeper << std::endl;
std::cout << std::endl;
}

29행에서 valSleeper의 값은 얼마일까? valSleeper는 전역 변수다. 스레드 t는 변수 valSleeper가
적용된 함수 객체와 숫자 5를 자신의 작업 패키지로 받는다(27행). 이때 스레드가 valSleeper를
레퍼런스 방식으로 받고(9행), 메인 스레드에서 분리된다(28행)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는 함수 객체(10~16행)의 호출 연산자를 실행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0에서 5까지 세면서 1/10
초마다 반복해 대기하고(sleep), i를 k만큼 증가시킨다. 마지막에는 id를 출력한다. ‘아담 리제 후
(Nach Adam Riese)21’라는 독일 속담22처럼 결과는 1000 + 6 * 5 = 1030이어야 한다.

21 https://de.wikipedia.org/wiki/Liste_gefl%C3%BCgelter_Worte/N#Nach_Adam_Riese
22 옮긴이 ‘계산의 숙달’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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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H A P T E R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병렬 알고리즘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Standard Template Library)는 구간과 그 요소들을 탐색하고, 개수를 세
거나 조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100여 가지 이상 제공한다. C++17에서는 그중 69개가 오버로
딩되었고, 8개가 새로 추가되었다. 오버로딩되거나 새로 추가된 알고리즘은 이른바 실행 정책으
로 호출될 수 있다.

• 메모리 모델
• 스레드
• 뮤텍스와 잠김
• 스레드 로컬 데이터
• 조건 변수
• 태스크

• 리더-라이터 잠김

• 병렬 STL

• 원자계 스마트 포인터
• std::future 확장
• 래치와 장벽
• 코루틴
• 트랜잭션 메모리
• 태스크 블록

실행 정책을 사용하면 알고리즘의 실행 방식을 순차, 병렬, 벡터화 병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실행 정책
정책 태그는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을 순차, 병렬, 벡터화 병렬로 구별한다.
■■ std::parallel::seq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 std::parallel::par 프로그램은 여러 스레드에서 병렬로 실행된다.
■■ std::parallel::par_unseq 프로그램은 여러 스레드에서 병렬로 실행되며, 개별 루프의 교차
실행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확장47에 따른 벡터화
버전이 허용된다.
다음은 실행 정책 전체를 나타내는 코드 조각이다.
실행 정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vector<int> v = {1, 2, 3, 4, 5, 6, 7, 8, 9};
// 표준 순차 정렬
std::sort(v.begin(), v.end());
// 순차 실행
std::sort(std::parallel::seq, v.begin(), v.end());
// 병렬 실행 허용
std::sort(std::parallel::par, v.begin(), v.end());
// 병렬 및 벡터화 실행 허용
std::sort(std::parallel::par_unseq, v.begin(), v.end());

예에서처럼 전형적인 std::sort를 사용할 수 있다(4행). 그리고 C++17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지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차 실행은 7행처럼, 병렬은 10행, 병렬 및 벡터화는 13행처럼 지정
한다.

47 https://en.wikipedia.org/wiki/S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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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실행과 벡터화 실행
알고리즘이 병렬로 실행되느냐 또는 벡터화로 실행되느냐는 수많은 요소로 결정된다. 예를 들
어, CPU와 운영체제가 SIMD 명령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코드를 해석하는 컴
파일러와 그 최적화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다음은 새 벡터를 만드는 단순 루프의 예다.
병렬과 벡터화 실행 정책
1
2
3
4
5
6
7
8
9
10

const int SIZE= 8;
int vec[] = {1, 2, 3, 4, 5, 6, 7, 8};
int res[] = {0, 0, 0, 0, 0, 0, 0, 0};
int main(){
for (int i= 0; i < SIZE; ++i) {
res[i]= vec[i]+5;
}
}

8행이 핵심 포인트다. 컴파일러 익스플로러(compiler explorer)48 덕택에 clang 3.6이 생성한 어
셈블러 명령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최적화 미적용
다음은 어셈블러 명령이다. 각 덧셈은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최대 최적화 적용
최적화 수준을 최대인 -03으로 올리면 128비트, 즉 4 int를 담을 수 있는 xmm0 같은 특별한
레지스터가 사용된다. 덧셈이 벡터의 네 요소에 병렬로 수행된다는 뜻이다.

48

48 https://godbol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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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쟁와 교착상태의 위험 요소
병렬 알고리즘은 데이터 경쟁이나 교착상태를 자동으로 막아 주지 않는다.
1
2
3
4
5
6

int numComp= 0;
std::vector<int> vec={1,3,8,9,10};
std::sort(std::parallel::vec, vec.begin(), vec.end(),
[&numComp](int fir, int sec){ numComp++; return fir < sec; });

이 작은 코드 조각은 데이터 경쟁을 나타낸다. numComp는 연산의 개수를 센다. numComp
가 특별히 람다 함수 형태로 동시에 수정된다는 뜻이다. 잘 정의되기 위해 numComp는 보호
되어야 한다.

STL 알고리즘들 중 69개는 실행 정책에 따라 파라미터화될 수 있다. 그리고 C++17에는 새 알고
리즘이 8개 추가되었다.

알고리즘
다음은 69개 알고리즘의 병렬화 버전이다.
69개 알고리즘의 병렬화 버전
std::adjacent_difference
std::copy
std::count_if
std::find
std::find_if_not
std::inner_product
std::is_partitioned
std::max_element
std::mismatch
std::partial_sort
std::remove
std::replace
std::reverse
std::search
std::set_sy
std::stable_sort
std::uninitialized_copy_n
std::unique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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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adjacent_find
std::copy_if
std::equal
std::find_end
std::generate
std::inplace_merge
std::is_sorted
std::merge
std::move
std::partial_sort_copy
std::remove_copy
std::replace_copy
std::reverse_copy
std::search_n
mmetric_difference
std::swap_ranges
std::uninitialized_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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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all_of
std::copy_n
std::fill
std::find_first_of
std::generate_n
std::is_heap
std::is_sorted_until
std::min_element
std::none_of
std::partition
std::remove_copy_if
std::replace_copy_if
std::rotate
std::set_difference
std::set_union std::sort
std::transform
std::uninitialized_fill_n

std::any_of
std::count
std::fill_n
std::find_if
std::includes
std::is_heap_until
std::lexicographical_compare
std::minmax_element
std::nth_element
std::partition_copy
std::remove_if
std::replace_if
std::rotate_copy
std::set_intersection
std::stable_partition
std::uninitialized_copy
std::unique

이 외에도 새 알고리즘 8개가 추가되었다.

새 알고리즘들
새 알고리즘들은 std 네임스페이스에 제공된다. 알고리즘 std::for_each와 std::for_each_n에 필
요한 헤더는 <algorithm>이다. 나머지 알고리즘 6개에는 <numeric> 헤더가 필요하다.
새 알고리즘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새 알고리즘들
알고리즘

설명

std::for_each

단항 콜러블을 구간에 적용한다

std::for_each_n

단항 콜러블을 구간의 처음 n개의 요소에 적용한다

std::exclusive_scan

구간의 최대 i번째 (배타적) 요소까지 왼쪽부터 이항 콜러블을 적용한다
콜러블의 왼쪽 인수는 이전 결과다. 결과는 즉시 저장된다

std::inclusive_scan

구간의 최대 i번째 (포괄적) 요소까지 왼쪽부터 이항 콜러블을 적용한다
콜러블의 왼쪽 인수는 이전 결과다. 결과는 즉시 저장된다

std::transform_exclusive_scan

단항 콜러블을 구간에 먼저 적용하고, std::exclusive_scan을 다시 적용한다

std::transform_inclusive_scan

단항 콜러블을 구간에 먼저 적용하고, std::inclusive_scan을 다시 적용한다

std::reduce

이항 콜러블을 왼쪽부터 구간에 적용한다

std::transform_reduce

단항 콜러블을 구간에 먼저 적용하고, std::reduce를 다시 적용한다

설명이 쉽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함수들의 예를 한꺼번에 들고 이들 함수의 함수형 유
산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에서는 새 std::for_each 알고리즘을 무시할 것이다. 단항 함수를 리턴
하는 C++98과는 대조적으로 C++17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
예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소개하기 전에 일반적인 내용부터 짚어 보기로 하자. 내가 알고
있는 한 이 책을 쓰고 있는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표준을 따르는 병렬 STL 구현은 없다. 따라
서 HPX 구현을 사용해 결과를 출력했다. HPX(High Performance ParalleX)49는 병렬 및 분산 처

49 http://stellar.cct.lsu.edu/projects/h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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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범용 C++ 런타임 시스템 프레임워크다. HPX는 이미 병렬 STL을 여러 네임스페이스
로 구현했다.
새 알고리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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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Algorithm.cpp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algorithm>
<numeric>
<iostream>
<string>
<vector>

int main(){
std::cout << std::endl;
// for_each_n
std::vector<int> intVec{1, 2, 3, 4, 5, 6, 7, 8, 9, 10};
std::for_each_n(std::execution::par,
intVec.begin(), 5, [](int& arg){ arg *= arg; });
std::cout << "for_each_n: ";
for (auto v: intVec) std::cout << v << " ";
std::cout << "\n\n";
// exclusive_scan과 inclusive_scan
std::vector<int> resVec{1, 2, 3, 4, 5, 6, 7, 8, 9};
std::exclusive_scan(std::execution::par,
resVec.begin(), resVec.end(), resVec.begin(), 1,
[](int fir, int sec){ return fir * sec; });
std::cout << "exclusive_scan: ";
for (auto v: resVec) std::cout << v << " ";
std::cout << std::endl;
std::vector<int> resVec2{1, 2, 3, 4, 5, 6, 7, 8, 9};
std::inclusive_scan(std::execution::par,
resVec2.begin(), resVec2.end(), resVec2.begin(),
[](int fir, int sec){ return fir * sec; }, 1);
std::cout << "inclusive_scan: ";
for (auto v: resVec2) std::cout << v << " ";
std::cout << "\n\n";
// transform_exclusive_scan과 transform_inclusive_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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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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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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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ector<int> resVec3{1, 2, 3, 4, 5, 6, 7, 8, 9};
std::vector<int> resVec4(resVec3.size());
std::transform_exclusive_scan(std::execution::par,
resVec3.begin(), resVec3.end(),
resVec4.begin(), 0,
[](int fir, int sec){ return fir + sec; },
[](int arg){ return arg *= arg; });
std::cout << "transform_exclusive_scan: ";
for (auto v: resVec4) std::cout << v << " ";
std::cout << std::endl;
std::vector<std::string> strVec{"Only","for","testing","purpose"};
std::vector<int> resVec5(strVec.size());
std::transform_inclusive_scan(std::execution::par,
strVec.begin(), strVec.end(),
resVec5.begin(), 0,
[](auto fir, auto sec){ return fir + sec; },
[](auto s){ return s.length(); });
std::cout << "transform_inclusive_scan: ";
for (auto v: resVec5) std::cout << v << " ";
std::cout << "\n\n";
// reduce와 transform_reduce
std::vector<std::string> strVec2{"Only","for","testing","purpose"};
std::string res = std::reduce(std::execution::par,
strVec2.begin() + 1, strVec2.end(), strVec2[0],
[](auto fir, auto sec){ return fir + ":" + sec; });
std::cout << "reduce: " << res << std::endl;
std::size_t res7 = std::transform_reduce(std::execution::par,
strVec2.begin(), strVec2.end(),
[](std::string s){ return s.length(); },
0, [](std::size_t a, std::size_t b){ return a + b; });

std::cout << "transform_reduce: " << res7 << std::endl;
std::cout << std::endl;
}

16행의 std::vector<int>와 57행의 std::vector<std::string>에 새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17행의 std::for_each_n 알고리즘은 벡터의 처음 n개의 int를 2의 거듭제곱에 매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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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행의 std::exclusive_scan과 36행의 std::inclusive_scan은 서로 무척 비슷하다. 둘 다 이항 연
산을 요소들에 적용한다. 단 std::exclusive_scan은 반복 시 마지막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이 다
르다.

47행의 std::transform_exclusive_scan은 이해하기가 꽤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간 resVec3.begin()에서 resVec3.end()까지 각 요소에 람다 함수 [](int arg){ return

arg *= arg; }를 적용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항 연산 [](int fir, int sec){ return fir + sec; }
를 매개 벡터(intermediate vector)에 적용했다. 다시 말해, 0을 초깃값으로 사용해 모든 요소의 합
을 구했다. 결과는 resVec4.begin()에 저장된다.

60행의 std::transform_inclusive_scan 함수도 비슷하다. 이 함수는 각 요소를 그 길이에 매핑한다.
std::reduce 함수는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 문자를 입력 벡터의 두 요소 사이에 넣는다. 결과
문자열은 : 문자로 시작하지 않으므로 구간은 두 번째 요소(strVec2.begin() + 1)에서 시작하고,
그 초기 요소로 strVec2[0] 벡터의 첫 번째 요소를 사용한다.

79행의 std::transform_reduce 함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은데, 먼저, transform이라는
C++ 알고리즘은 다른 언어에서 흔히 맵(map)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std::transform_reduce
std::map_reduce를 호출할 수도 있다. 이제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겠다. std::transform_reduce
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C++로 구현된 병렬 맵리듀스(MapReduce)50 알고리즘이다. 이에 따라

std::transform_reduce는 단항 콜러블(([](std::string s){ return s.length(); })을 구간에 매핑하고,
쌍을 출력 값으로 줄인다([](std::size_t a, std::size_t b){ return a + b; }).
프로그램을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0 https://en.wikipedia.org/wiki/MapReducen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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