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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향·신호·이미지 처리, human vision등의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wavelet transform의 가장 간단
한 형태인 one-dimension haar wavelet transform을 CUDA로 구현하고 hardware특성을 살린 optimizing
을 함으로써 Data-parallelism의 성능과 CUDA memory architecture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다. 

 

1. 서론 

1.1. Wavelet Transform 
Wavelet 은 어떤 데이터나 함수를 표현하는데 조합
되어 쓰이는 함수이다. 이 개념은 이미 1800 년대에
Fourier Transform 가 발견된 때부터 계속되어왔다. 하
지만 Fourier Transform 의 기반이 되는 sin, cos 함수의 
범위는 무한대이며 날카로운 피크에 적용하기에 부적
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sin, cos 함수를 보완할 수 있
는 Wavelet Transform[1]을 만들어냈다. Wavelet Transform
은 유한한 domain 의 basis function 을 사용할 수 있으
며 날카로운 데이터의 근사시에 적합성을 보이는 등, 
여러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GPU 와 CUDA 의 특성을 보여주

기 위해, Data 간의 dependency 가 적고 연산량이 적은 
1-D Haar Transform을 다룰 것이다. 

1.2. GPGPU & CUDA 
GPU 는 그래픽 작업시에 CPU 의 연산량을 줄여주

어 나은 성능을 얻고자 태어난 Processor 다. 따라서 
그 동안 GPU 의 연산은 그래픽 목적에만 국한되어있
었고,  일반연산은 CPU 의 전담분야였다. 하지만 점
차 GPU 의 병렬처리연산능력이 CPU 를 추월하기 시
작하고 Pixel Shader 와 Vertex Shader 가 Unified Shader
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비그래픽 application 연산
에도 GPU 를 활용하자는 움직임(GPGPU[2])이 일어나
고 있다.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3]는 2006
년 말에 NVIDIA 에서 공개한 General-Purpose Parallel 
Computing Architecture 이다. 본 논문에서는 Shader 
Language 를 통하지 않고, 대중적인 language 인 C 를 
통해 GPGPU 에 접근할 수 있는 CUDA 를 이용하여 
CPU 의 세계와 사뭇 다른 GPGPU 의 특성을 보여줄 
것이다. 
 
2. 1-D Haar Transform 

2.1. Haar Wavelet 
Haar wavelet 의 basis wavelet function ψ(t)와 scaling 

function φ(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ψ(t) = 1 (0≤t＜1/2), 

-1 (1/2≤t＜1), 
0 (otherwise) 

   φ(t) = 1 (0≤t＜1), 
 0 (otherwise) 

 (그림 1) Haar wavelet[4] 

2.2. Haar Transform Algorithm 
Haar wavelet 을 이용한 transform 의 알고리즘은 다

음과 같다. 
1. input vector 의 크기가 wavelet 보다 작다면 input 

vector를 transformed(output) vector에 넣고 종료. 
2. input vector를 wavelet 크기로 나눈다. 
3. 나눠진 input vector 마다 wavelet 의 두 번째 

basis 와의 내적을 구하여 Transformed vector 의 
size/2 번째의 index 위치부터 기록한다. 

4. 나눠진 input vector 마다 wavelet 의 첫 번째 
basis와의 내적을 구한다. 

5. 1단계로 돌아간다. 
2.3. CUDA hardware awareness Optimization 
2.3.1. Scan Primitives 
2.2 의 연산과정 중에서 vector 의 내적 연산시에 

Prefix sum (or Scan)을 이용하여 parallelize가 가능하다. 
[5] 그림 2 는 tree 구조를 통하여 O(N)의 연산을 
O(log2N)의 연산으로 parallelize하는 도식을 보여준다. 

 
(그림 2) Multi-block segmented scan[6] 

                                                           
+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581)의 일환으로 수행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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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Avoid bank conflict by padding[7] 
CUDA memory architecture의 특성 활용을 통해 2.3.1.

의 parallelize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 
CUDA memory architecture 는 높은 memory bandwidth

를 얻기 위해 shared memory 를 균등한 크기의 
memory module 들로 나누는데, 이를 bank 라고 한다. 
16개로 나눠진 bank 안의 내용은 동시에 읽혀진다. 
  CUDA 에서는 2.3.1. 의 연산결과가 특정 bank 에 몰
리기 때문에 16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bank 
conflict 현상이 일어나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하게 
된다.  

 
(그림 3) Bank conflict[7] 

하지만 shared memory 의 offset 을 조정(padding)하면 
bank 의 빈자리를 고루 채워 conflict 를 피해 더욱 성
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그림 4) Avoid Bank conflicts by padding[7] 

 
3. 실험 

3.1. 실험환경 
CPU : Intel Core2 Quad 2.66GHz 
RAM : 2GB 
VGA : GeForce 9800GT (112 cores, 625MHz, 512MB) 

3.2. 실험내용 
총 3 가지 버전의 구현을 하였다. 첫 번째는 Single 

Core CPU만을 이용하고, 다음은 CUDA로 구현, 마지
막은 CUDA 의 Hardware architecture 를 고려한 Zero 
conflict Optimization version이다. 
 3.3. 실험결과 

 
(그림 5) Haar Transform. CPU, GPU, CUDA opt 

GPU 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도록 성능
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량 대비 연산량의 비
율(1:8)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실행시간에서 메
모리 카피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GPU의 혜택을 덜 보게 된다.  

 
4. 결론 

상기 실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
이다. 
1 데이터량 대비 연산량의 비율이 높아야 성능향상

의 폭이 크다. 
2 High language인 C를 통해 parallel programming이 

가능하더라도 기반에 깔린 hardware 에 대해 잘 
알아야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가 가능하다. 

데이터량 대비 연산량의 비율이 더 높은 Matrix 
Multiplication (n : 2n3)과 같은 연산이 GPGPU 의 수혜
를 더욱 받지만 GPU 의 hardware 의 특성인 Bank 
conflict 를 설명하기엔 Wavelet 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에 Haar Transform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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