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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볼륨 더링은 3차원이나 그 이상의 차원의 볼륨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어 직 으

로 표출하는 가시화 기법을 말하며 의료 상, 기상학, 유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

다. 한편, 최근 PC 하드웨어의 격한 발 으로 과거에는 슈퍼컴퓨터에서나 가능했던 용량 볼륨 데

이터의 가시화가 일반 PC 환경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GPU의 꼭지   픽셀 쉐이더의 수치 계산에 

최 화된 벡터 연산으로 빠른 볼륨 가시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GPU의 메모리 용량의 한계

로 용량의 볼륨 데이터를 빠르게 가시화하는 것은 지 까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의 텍스쳐 메모리 크기보다 큰 볼륨 데이터를 여러 개의 GPU 메모리에 분산시키고 이를 꼭지  

 픽셀 쉐이더를 이용하여 빠르게 더링하여 타일형 디스 이에서 고해상도로 가시화하는 시스템

을 디자인하고 구 하고자 하 다.

1. 서론

   여러 가지 과학  가시화 기법  가장 요한 

치를 차지하는 볼륨 가시화는 3차원이나 그 이상

의 차원의 볼륨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어 직 으로 표출하는 가시화 방법으로 의료

상, 기상학, 유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PC 그래픽스 하드웨어가 

속도로 발 하면서 문 인 3D 그래픽스 워크스

테이션에서나 가능하 던 고품질, 고성능의 그래픽

스 작업이 일반 PC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고

정되어 있던 그래픽스 이 라인을 사용자가 임의

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꼭지   픽셀 

쉐이딩(vertex & pixel shading) 기능은 가히 명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PC 그래픽스 하드웨어

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CPU와 비교하여 

GPU(Graphics Process Unit)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

들어 내었다[7]. 그러나 GPU를 이용한 더링 방법

들은 부분 가시화할 볼륨 데이터를 3차원 텍스쳐

로 간주하여 텍스쳐 메모리에 읽어 들이고 더링하

기 때문에 가시화가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가 텍스쳐 

메모리의 크기에 제약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재 

최신 PC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텍스쳐 메모리는 

256MB～512MB 수 이기 때문에 볼륨 데이터의 크

기 역시 이 정도로 한정되며 여기에 법선 벡터나 팔

진트리 데이터 등 고품질/고속으로 상을 얻기 

한 추가 인 데이터들의 공간을 제외하면 더링 가

능한 볼륨 데이터의 크기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한 GPU에서 지원하는 더링 이미지의 해상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과하는 고해상도로 이

미지를 더링하기 해서는 이미지를 여러 개로 나

어 각 부분별로 따로 더링해야 하여 더링 속

도가 히 느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GPU 기반 볼륨 더링의 단 을 극복하기 해 다

수의 GPU를 병렬로 연결한 GPU 클러스터를 이용

하여 용량의 볼륨 데이터를 빠르게 가시화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볼륨 데이터를 미리 나 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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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링 노드에 분산시켜 병렬로 더링하는 

Sort-Last 더링 기법을 이용하 고, 이 게 생성

된 이미지들을 MPICH를 이용하여 빠르게 컴포지션

하여 고해상도로 타일형 디스 이에서 가시화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GPU 기반 볼륨 더러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GPU 클러스터를 이용한 

병렬 볼륨 더링에 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제 

구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GPU 기반의 볼륨 더링

2.1. 샘 링

   볼륨 데이터에서 한 복셀(voxel)을 찾아오는 

샘 링 과정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

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주요한 연구 주제  하나

다. GPU의 텍스쳐 매핑 기능은 선형보간 는 삼

선형보간을 하드웨어 으로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텍스쳐 매핑을 이용한 볼륨 더

링은 볼륨 데이터를 텍스쳐로 간주하고 하드웨어 텍

스쳐 매핑을 통하여 샘 링을 매우 빠르게 처리하도

록 한다[1]. 이 게 텍스쳐 매핑을 이용하여 샘 링

을 하기 해서는 텍스쳐가 그려질 도형이 필요한데 

이를 리 평면(proxy plane)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

서는 간편하게 리 평면이 상평면과 평행하도록 

하기 해서 GPU의 꼭지  쉐이더(vertex shader)

를 이용하 는데, 꼭지  쉐이더에서는 각 꼭지 에 

모델뷰 행렬(modelview matrix)과 투  행렬

(projection matrix)를 곱함으로써 각 꼭지 들에 

한 스크린 좌표를 계산하도록 하 다. 여기서, 모델

뷰 행렬에 회  행렬을 곱함으로써 꼭지 이 실질

으로 회 하게 되는데, 리 평면은 항상 상평면

에 평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꼭지  쉐이더에서 

꼭지 에 모델뷰 행렬을 무시하고 투 행렬만 곱하

도록 하 고, 신 각 리 평면의 꼭지 에 할당되

는 텍스쳐 좌표에 모델뷰 행렬을 곱함으로써 볼륨 

데이터가 회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 다. 

2.2. 쉐이딩

   샘 링된 복셀들은 이함수(transfer function)을 

통해 색깔  투명도가 결정되고 여기에 쉐이딩

(shading)을 통해 음 이 입 지게 된다. 이러한 작

업은 로그래 이 가능한 쉐이더(programmable 

shader)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함수는 종속 텍

스쳐(dependent texture) 기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

이 가능하다[5]. 본 논문에서는 2차원 텍스쳐를 이용

한 2차원 이함수를 사용하 는데, 복셀값과 복셀

의 법선벡터의 크기를 인덱스로 하 다. 법선벡터의 

크기가 크면 복셀값이 격히 변화하므로 물질의 경

계부분이라는 뜻이고 그 크기가 작으면 복셀값의 변

화가 거의 없는 균일(homogeneous) 역이라는 뜻

이다. 일반 으로 물질의 경계면이 요하게 인식되

므로 이 부분의 투명도를 작게 하고 경계면이 아닌 

균일 역은 상 으로 덜 요하므로 투명도를 크

게 하 다. 쉐이딩은 의 조명 모델(Phong's 

illumination model)을 사용하 고, 그래픽스 하드웨

어의 픽셀 쉐이딩(pixel shading) 기능을 이용하여 

구 하 다. 의 조명 모델을 계산하기 해서 법

선벡터를 복셀값과 함께 3차원 텍스쳐에 장하 고 

이 때문에 텍스쳐의 크기는 본래 볼륨 데이터의 3배 

크기가 되었다.

2.3. 속도 향상 기법

   본 논문에서는 모든 복셀에 해 픽셀 쉐이더에

서  쉐이딩을 용하 는데, 높은 수 의 더링 

이미지를 얻기 하여 특별히 반사 원(specular 

light)을 포함한 완 한  쉐이딩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 다. 이러한 이유로 

체 그래픽스 이 라인  픽셀 쉐이더에서 병목

상을 보여 체 성능이 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서 쉐이딩이 필요 없는 

복셀에 해서는 쉐이딩을 수행하지 않고 건 뛰도

록 하여 체 속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 고, 이를 

이  패스 더링과 이른 깊이 테스트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이른 깊이 테스트는 픽셀 쉐이더를 수

행하기 에 미리 깊이 테스트를 하여 테스트를 통

과하는 래그먼트(fragment)에 해서만 픽셀 쉐이

더를 용하고 통과하지 못한 래그먼트들은 모두 

픽셀 쉐이더 작업을 생략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

러한 이른 깊이 테스트를 이용하여 빈 복셀에 해

서는  쉐이딩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 는데, 이  

패스 더링 시 같은 리 도형을 같은 치에 두 

번 그리도록 하고, 처음 그릴 때는 복잡한  쉐이

딩을 용시키지 않고 단순히 복셀 체크만 수행하여 

그 복셀이 비었는지 여부만을 단한다. 복셀이 비

었을 경우에는 깊이 버퍼를 0으로 설정하여 두 번째 

더링 시 깊이 테스트에서 건 뛰도록 하고 복셀이 

비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깊이 버퍼를 1로 설정하

여 두 번째 더링 시 복잡한  쉐이딩을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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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 체 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른 깊이 테스트를 이용한 빈공간 건 뛰기 기법 알고리즘

First pass :

    Draw proxy slice

    Check voxel value in pixel shader

    if  (voxel value >= threshold) depth buffer = 1

    else if (voxel value < threshold) depth buffer = 0

Second pass :

    Draw proxy slice

    Apply Z test

    if  (depth buffer == 0) skip pixel shader

    else do pixel shader

3. GPU 클러스터를 이용한 병렬 더링

3.1. 더링

   GPU를 이용한 볼륨 더링은 기존 CPU를 이용

한 더링 방식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

이 있으나 GPU 메모리의 크기에 한계가 있고 메모

리나 하드디스크 등의 다른 장 장치와의 통신 속

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더링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에 한계가 있는 단 이 있다. 한, GPU와 다

른 장 장치와의 통신 속도  특별히 쓰기 속도가 

매우 느린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데이터를 분산 

시켜 더링할 경우 더링 과정에서 최 한 각 노

드 상호간에 통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더링될 데이터를 

그래픽스 메모리의 크기에 맞도록 나 어 미리 부분 

볼륨 데이터를 생성해 놓고 각 더링 노드의 그래

픽스 메모리에 분산시켜 놓았다가 더링 시 에서

는 각 더링 노드들 간에 상호 통신이  없도록 

하는 Sort-Last 기법을 통하여 더링되도록 하

다. Sort-Last 기법에서는 더링될 데이터가 최종 

더링 이미지의 어느 역에 치하던지 상 하지 

않고 일단 더링한 뒤 최종 컴포지  단계에서 그 

치를 맞추도록 한다. 이 더링 기법에서는 디스

이 작업이 수행되기 까지는 각 더링 노드들이 

서로 독립 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의 볼륨 더

링 방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각 더링 노드에서 

할당된 데이터를 더링하면 된다. 이때, 생성된 

더링 이미지는 최종 이미지가 아닌 간 단계의 이

미지이므로, 최종 컴포지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각 픽셀의 투명도(alpha)  깊이(depth) 정보

를 버리지 않고 함께 출력하여야 한다.

3.2. 타일형 디스 이에 컴포지

   일반 으로 GPU는 한번에 더링할 수 있는 이

미지의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한, 이 한계가 충분

히 크다 할지라도, 매우 큰 해상도로 더링할 경우

에는 그 속도가 많이 늦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4320×2100에 달하는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타일형 

디스 이에 체 스크린으로 볼륨 데이터를 가시

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최 한 빠르게 처리하도

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해서 GPU에 

비해 상 으로 계산에 여유가 있는 CPU를 이용해 

더링될 역을 미리 계산하고 이 역만 더링한 

뒤 이 이미지를 잘라서 디스 이할 컴포지  노드

로 송하도록 하 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OpenGL 좌표계 변환 연산이므로 GPU를 이용하는 

것이 CPU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빠르지만 GPU는 

계속해서 더링 작업을 하느라 로드가 많이 걸리는 

반면, CPU는 거의 로드가 없으므로 이 작업은 CPU

로 분산시키고자 하 다. 만약 특정 더링 노드가 

담당하는 부분 볼륨 데이터가 타일형 디스 이의 

체 스크린에 할당되도록 크게 디스 이되게 되

면 소용이 없지만, 보통은 체 타일형 디스 이 

 일부 역에만 디스 이되기 때문에 최     

1/( 체 컴포지  노드 수) 만큼의 더링 속도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2]. 이 더링 속도 향상 기법

은 각 더링 노드가 담당한 부분 볼륨 데이터를 직

육면체로 간주하고 꼭지  8개에의 OpenGL 좌표계 

변환을 통해 스크린 좌표계(screen coordinates)로 

변환하여 그 볼륨 데이터가 치할 스크린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을 이용하 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각 

더링 노드는 더링할 때, 볼륨 데이터를 스크린 

좌표계 상의 해당 치로 이동시키지 않고 그냥 

기 치에서 더링한다. 그리고 CPU가 계산한 이

동할 타일형 디스 이 상의 스크린 좌표계 값에 

따라 더링된 상을 나 고 이를 해당되는 타일형 

디스 이를 담당하는 컴포지  노드로 송하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은 모두 MPICH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2, 타일형 디스 이상에의 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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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한 볼륨 데이터는 미국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제작한 Visible 

Human 데이터  768개의 슬라이스로 총 384MB의 

용량이고, 이를 6개의 64MB 크기로 나뉘어서 더

링하 다. 구 에 사용된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NVIDIA의 Quadro FX3000G로 그래픽스 메모리는 

256MB이지만  쉐이딩을 한 법선 벡터 데이터

가 실제 볼륨 데이터의 3배 크기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가용한 메모리 크기 256MB의 1/4인 64MB 크

기만큼만 더링에 사용하 다. 각 더링 노드

(GPU)에서는 미리 할당된 데이터를 일반 인 GPU 

기반 볼륨 더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더링하

다. 이 게 각 더링 노드에서 데이터를 더링하

면 glReadPixels 함수를 이용하여 RGBA  깊이 

값을 읽어 들이고 이를 MPICH를 이용하여 디스

이할 타일을 담당하는 컴포지  노드로 송하

다. 이때, 데이터를 보내는 노드와 받아들이는 노드

의 설정을 잘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설정하면 교

착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체 노드들을 상으로 미리 이진 트리를 생성하여 

각 노드별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여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 다. 다만, 컴포지 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수가 2n의 형태가 아닌 계로 최 으로 

컴포지 을 수행하지는 못하 다. 이 게 송받은 

이미지들은 glDrawPixels 함수를 통해 블 딩하

으며 항상 일정한 순서를 유지하도록 깊이 버퍼값을 

비교하며 블 딩하 다. 총 6개의 노드를 이용하여 

컴포지 하 으므로 3번의 통신  블 딩 작업만으

로 체 컴포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체 

더링 시간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게 더링된 결과는 4,200X2,100의 해상도를 지원하

는 타일형 디스 이에 가시화하도록 하 고, 더

링 속도는 평균 당 1 임 정도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GPU를 이용한 볼륨 더링 기법

을 활용해서 GPU 클러스터에서 병렬 더링을 수

행했고, 한정된 크기의 데이터만 더링이 가능한 

GPU들을 이용하여 용량 데이터를 비교  빠르게, 

그리고 고해상도로 더링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

나 외부 장치와의 속도가 매우 느린 GPU의 특성상 

Sort-Last 방식의 볼륨 더링만 가능하 다. 더

링 속도는 당 1 임 정도로 그다지 빠르지 않았

그림 3. 더링 상

는데, 무 고해상도로 더링을 하다 보니 픽셀 쉐

이더에서 병목 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해서는 하나의 스크린을 여러 개의 

GPU로 더링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PCI-Express 

방식의 그래픽스 하드웨어에서는 GPU와 메인 메모

리 등의 외부 장치와의 속도가 개선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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