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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의 차등 기능을 이용한 성능 
저하 발견 
 

최종 수정일 : 2009 년 1 월 19 일 오전 10 시 37 분(PST) 

등급★★★★★ 
 

개요 : 

응용 프로그램 개발은 반복적인 과정이고, 새로운 코드 성능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드 버전을 체크아웃하고 기존 코드를 변경하거나 새 코드를 
추가하고 코드를 다시 체크인할 경우 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의 차등 
기능(Differencing Feature)을 이용해 이러한 변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가 함수 및 모듈 레벨에서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성능 저하를 일으켰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버전 : 

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 
Microsoft* Visual Studio 2005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적용 예시 : 

다음과 같은 이벤트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소스 제어로부터 소스를 체크아웃합니다. 
2. 기준 워크로드에서 이 소스 버전을 컴파일하고 실행합니다. 
3. 기존 코드를 변경하거나 새 코드를 추가합니다. 
4. 기준 워크로드에서 변경된 버전을 컴파일하고 실행합니다. 
5. 2 단계와 4 단계의 결과가 일치하면 코드를 다시 체크인합니다. 

위의 작업 흐름에서 원본 코드와 변경된 코드의 결과가 일치해 체크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경우에 두 버전의 성능은 저하를 
추적할 정도로 면밀히 감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 흐름에서 성능 

저하를 추적하려면 위의 이벤트 시퀀스를 조금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변경된 시퀀스입니다. 

1. 소스 제어로부터 소스를 체크아웃합니다. 
2. 기준 워크로드에서 이 소스 버전을 컴파일하고 실행합니다. 
3. 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응용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핫스팟, 병행성 또는 
잠금 및 대기 분석 모드)를 실행합니다. 이를 결과 1이라고 명명합니다. 

4. 기존 코드를 변경하거나 새 코드를 추가합니다. 
5. 기준 워크로드에서 변경된 버전을 컴파일하고 실행합니다. 
6. 변경된 코드에서 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를 실행합니다(3단계와 동일한 
분석 유형 실행). 이를 결과 2라고 명명합니다. 

7. 차등 기능을 이용해 3단계와 6단계의 실행을 비교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 하에서 실행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Visual Studio*에서 열립니다. 차등 기능을 실행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방법 1: 

1. 아래 그림에서 빨간 원으로 표시된 도구 모음의 "결과 비교(Compare Results)" 
단추를 클릭합니다. 

o  
2. 비교하기를 원하는 결과 두 개를 선택하라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경우 
결과 1 은 원본 소스의 결과 파일을 가리키고 결과 2 는 변경된 소스의 결과 

파일을 가리킵니다. 

o  
3. "비교(Compare)" 단추를 눌러 계산을 시작합니다(결과 1 – 결과 2). 본 예에서 
양의 차이값은 성능 개선을 나타냅니다. 반면, 음의 차이값은 성능 저하를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은 변경된 코드에서의 성능 개선을 보여줍니다.  

o  

참고: 

2단계의 결과 비교 대화 상자(Compare Results Dialog)로 결과 파일을 
불러올 때의 순서가 양의 값과 음의 값 중 어떤 값이 성능 저하를 나타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방법 2: 

1.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결과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결과 비교(Compare Results)” 항목을 선택합니다.  



o  
2. 결과 1 에 대해 선택한 결과 파일과 함께 결과 비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비교를 위해 결과 2 의 결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Compare)" 
단추를 누르면 선택 대화 상자의 결과 1 및 결과 2 필드를 비교해 생성된 
차이값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본 글은 인텔® 패러렐 앰플리파이어의 “결과 비교(Compare Results)” 기능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 글은 이 기능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성능 저하를 발견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인텔® 패러렐 스튜디오 포럼에 질문을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