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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tex shader of GPU in personal computer is 

advanced in functions as to be half of traditional 

fixed T&L functions. And, capacity of memory for 

saving resources to process instructions is unlimited.  

GPU that can be programmed by programmer is 

needed for mobile system as well as personal 

computer. In this paper, we implement software 

virtual machine for vertex shader using C++ 

Language. Our goal is designing hardware GPU that 

can apply to mobile system. The virtual machine  

consists of nVidia GPU instructions. Input Data to 

virtual machine is generated by Microsoft fxc 

compiler. That is to say, Input Data is compiled 

shader program written in HLSL, Cg, or ASM. The 

virtual machine will be a reference model for 

designing hardware GPU and can be used for 

Testbed to test added or modified instruction. 

I. 서론 

1.1 로그래  가능한 GPU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하드웨어는 최

근 몇 년 동안 많은 발 을 하 다. 단순히 트랜지스

터의 개수만 비교하 을 때 재 리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 하드웨어의 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몇몇 특정한 범용 CPU(Central Processing Unit)의 트

랜지스터 개수를 능가한다[1].

 엔비디아사는 1990년  후반에 GPU라는 용어를 소개

했다. IBM이 1987년에 소개한 Video Graphics Array 

(VGA)는 오늘날 단순히 임 버퍼라고 말하는 것이

며 이것은 CPU가 모든 정 과 픽셀들의 갱신에 책임

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CPU는 직

으로 정 과 픽셀을 조작하는 경우는 없고  GPU 안에

서 정 과 픽셀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GPU의 발 은 3세  는 4세 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세 는 GPU의 기능들을 좀 더 향상된 성능과 

발 된 로그래  능력으로 이끌었다. 각각의 세 는 

두 개의 핵심 3D API인 OpenGL과 DirectX에 향을 

다. OpenGL은 Windows, Linux, UNIX 그리고 

Macintosh 컴퓨터를 한 3D 로그래 의 공개된 표

이고 DirectX는 마이크로소 트 멀티미디어 로그

래  인터페이스이며 3D 로그래 을 한 Direct3D

를 제공한다.

그림 1. 로그래  가능한 GPU의 개념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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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서 재 사용되고 

있는 GPU의 역할을 개념 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GPU는 정  수 과 픽셀 수 에서의 로그래  가능

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로그래  가능성은 복잡한 

정  셰이딩과 픽셀 셰이딩 연산들을 CPU로부터 

GPU로 이양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DirectX 9와 여러 

가지 OpenGL 확장들이 이러한 GPU상의 정 과 픽셀

에 로그래  가능성을 제공한다.

1.2 논문의 목

   본 논문에서는 휴 용 기기에 용할 수 있는 로

그래  가능한 GPU의 하드웨어 설계를 한 기 단

계로써 개인용 컴퓨터의 그래픽 하드웨어에 구 되는 

정  셰이더의 가상 기계를 소 트웨어로 구 하 다. 

정  셰이더 모델 1.1 버 을 목표로 하여, 엔비디아사

와 ATI사의 GPU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기 으로 작

성하 다. 구 된 정  셰이더의 가상 기계는 향후 하

드웨어 설계의 참조 모델이 될 것이며 정  셰이더에 

추가되거나 확장되는 명령어 는 기능을 용하여 검

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

II. 정  셰이더의 구조 분석

2.1 정  셰이더의 구조

   정  셰이더는 크게 4개의 지스터 집합과 앙의 

연산 장치(ALU, Arithmetic Logic Unit)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를 보면 입력 지스터가 16개, 외부에서 

설정 가능한 상수 지스터가 c0~c255까지 256개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산 시에 사용되는 범용 임시 

지스터가 r0~r11까지 12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산

된 결과를 담는 출력 지스터가 있다. 출력용 지스

터는 정  셰이더에서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출

력하면 되는데, 정 의 치 값(oPos)은 반드시 출력해

야 한다[3].

2.2 정  셰이더 명령어 집합

   정  셰이더의 명령어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있

다. 첫번째는 ALU에서 수행되는 부동 소수  연산이

며, 두번째는 명령어-수식어(Modifiers) 이다.

  마이크로소 트의 DirectX에서 정의한 29개의 명령

어들을 살펴보면 로그래머의 편의를 해 만들어진 

명령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인 명령어가 

m#x# 명령어들로서 이 명령어들은 컴 일 하면 dp# 

연산으로 확장되는 매크로 명령들이다. 가상 기계로 

들어오는 입력은 HLSL(High Level Shading 

Language)이나 Cg언어 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코

그림 2. 정  셰이더의 구조

드가 아니라 이미 컴 일과 어셈블 작업이 완료된 이

진 코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매크로 명령들은 본 논문

에서 고려 상이 아니다.

표1. 엔비디아사와 ATI사에서 정의한 정  셰이더 

명령어

   논문에서 참조한 명령어 구성 모델은 엔비디아사와 

ATI사에서 공통으로 정의된 것으로서 앞에서 언 한 

매크로 명령들은 구 에서 제외되었다. 표 1과 2에 엔

비디아사와 ATI사에서 정의한 정  셰이더 명령어를 

나열하 다[5,6].

표2. 정  셰이더 명령어-수식어의 연산 형식

III. 셰이더 바이트 코드 분석

   정  셰이더에서 사용되는 바이트 코드는 일반 으

로 opcode라고 일컫는 명령어를 의미한다. 셰이더 바

이트 코드는 토큰(요소)과 형식으로 구성되며 모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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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어들은 32 비트 정렬된 형식으로 고정되어있다. 토

큰은 리틀 엔디안 바이트 순서를 가진다.

   토큰의 종류는 6가지가 있으며 각 토큰의 비트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도록 정의되어있다. 아래에 각 

토큰의 의미와 요한 특징을 서술한다.

3..1 버  토큰

   컴 일된 셰이더 코드 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셰이더 코드의 첫 토큰은 항상 버  토큰이 된다. 

vs_x_y 어셈블리 명령어에 해당하며 버  토큰의 형

식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버  토큰 형식

3.2 명령어 토큰

   각 어셈블리 명령에서 그림 4과 같은 정보를 가지

는 하나의 명령어 토큰이 만들어 진다. 여러 개의 명

령어 슬롯을 차지하는 매크로 명령어도 하나의 명령어 

토큰으로 만들어진다.

그림 4. 명령어 토큰 

   연산 코드 값은 DirectX 9 SDK에 정의된 것을 따

르며, D3DSHADER_INSTRUCTION_OPCODE_TYPE 

열거 형 값들  하나로 모든 정   픽셀 어셈블리 

명령어별로 따로 정의된다.

3.3 목  매개변수 토큰

   명령어 토큰이 지정하는 정확한 연산 종류에 따라

서 목  매개변수 토큰 는 소스 매개변수 토큰들이 

명령어 토큰의 뒤에 붙을 수 있다. 를 들어 add 명

령어 토큰이 나타나면 하나의 목  토큰과 두 개의 소

스 토큰들이 붙게 된다. 여기서 요한 사항은, 컴 일

된 셰이더 코드에서 생성되는, 명령어의 개수가 동일

한, 서로 다른 셰이더 오 젝트 일의 크기가 목  

는 소스 매개변수 토큰의 개수에 의해 동일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에 목  매개변수 토큰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그림 5. 목  매개변수 토큰

   목  매개변수 토큰의 비트 30-28은 목  매개변수

에서 사용되는 지스터 유형을 나타내며, 지스터 

유형은 DirectX 9 SDK에 정의되어 있는 

D3DSHADER_PARAM_REGISTER_TYPE 열거형  

하나로 결정된다. 이 비트 필드를 통해서 지스터가 

상수 지스터인지 임시 지스터인지 는 텍스처 

지스터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지스터 유형 필드

와 지스터 번호 필드(비트 12-0)를 함께 사용하면 

완 한 지스터 명을 얻을 수 있다. 

3.4 소스 매개변수 토큰

   소스 매개변수 토큰의 형식은 목  매개변수 토큰

의 형식과 유사하다. 그림 6에 소스 매개변수 토큰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그림 6. 소스 매개변수 토큰의 형식

   지스터 유형 필드는 목  매개변수 토큰과 동일

하게 사용하며 소스 수식어 필드는 DirectX에 정의된 

D3DSHADER_PARAM_SRCMOD_TYPE 열거형 값들 

 하나를 가진다. 스 즐 필드는 각각의 목  성분별

로 소스 성분을 결정하는 비트이다. 그림 7에 각 성분

의 스 즐을 담당하는 비트열을 나타내었다. 두 비트

가 가지는 값에 따라 소스 성분을 결정하게 되며 0, 1, 

2, 3 값이 순서 로 x, y, z, w에 응 한다.

그림 7. 각 소스 성분의 스 즐을 담당하는 비트열

3.5 주석 토큰

   컴 일러의 정보를 장하기 해 컴 일러가 주석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8에 주석 토큰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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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석 토큰의 형식

   주석 토큰의 비트 30-15에 설정 되는 값은 32비트 

단 로 계산된 주석의 길이정보이다. 이 값은 215 개의 

DWORD를 장할 수 있다.

3.6 종료 토큰

   종료 토큰으로 셰이더 바이트 스트림은 끝난다. 그

림 9에 종료 토큰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그림 9. 종료 토큰의 형식

Ⅳ. 구

4.1 정  셰이더의 가상 기계 설계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정  셰이더

의 가상 기계를 설계하 다. 구 시스템은 인텔 펜티

엄 4 로세서를 사용하며 Windows XP 운 체제가 

설치된 512MB의 메인 메모리를 갖는 시스템이다. 구

 환경으로서 마이크로 소 트사의 Visual C++ 6.0 

컴 일러를 사용하 으며 DirectX SDK와 마이크로소

트 DDK를 설치하여 필요한 라이 러리  함수들

을 참조하 다. 그림 10에 정  셰이더의 가상 기계가 

가지는 함수들을 나타내었다.

그림 10. 정  셰이더 가상 기계의 주요 함수

4.2 GPU의 ALU와 IEEE-754 표 의 차이

   GPU의 ALU는 부동 소수 을 다룰 때  부분 

IEEE-754 표 을 따르지만 몇 가지 차이 이 존재한

다. 첫째 비 정규화된 숫자(de-normalized numbers)를 

지원하지 않으며, 둘째 외를 지원하지 않는다. 셋째, 

반올림 형식은 항상 Round to Negative Infinity를 사

용한다. 넷째, 0.0 × infinity 와 0.0 × NaN 등 0.0과 

임의의 수의 곱셈 결과는 0.0이다[8].

Ⅴ. 결론  향후 연구 방향

  구 된 정  셰이더의 가상 기계는 향후 하드웨어 

설계의 참조 모델이 될 것이며 정  셰이더에 추가되

거나 확장되는 명령어 는 기능을 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은 3D 그래픽스에 용 가능한 GPU

의 하드웨어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픽셀 

셰이더의 분석과 픽셀 셰이더의 가상 기계의 설계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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