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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리형 필터는 메모리 근  연산량을 O(N2)에서 O(N)으로 최 화하는 기법이다. GPGPU를 이용한 

필터기반의 상처리에 분리형 필터를 용하면 2차원 apron 역이 2개의 1차원 apron 역으로 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최 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본 논문은 GPGPU를 이용한 분리형 필터에 슬라이딩 

도우 형태의 지역 메모리 리 기법을 용하여 apron 발생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성능 메모리 환경에서 최  17.9% 성능향상이 있었으며, 메모리 성능이 50% 낮아지는 경우에

도 체성능 감소도 최  9%수 으로 안정 임을 확인하 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 과 함께 모바일 기기에서의 고화

소 상 처리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

처리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방 하며 연산량 한 많기 

때문에 성능 기기에서 고화소의 상을 실시간으로 처

리하기 해서는 가속이 필요하다. 상처리를 가속하기 

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1][2][3]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능 기기에서 고화소 상처리의 성능을 높이기 해 

GPU를 이용한다. 

  GPU의 연산 성능은 이미 CPU의 성능을 능가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GPU를 이용한 범용연산에 한 환경의 지원

으로 GPGPU의 응용 범 는 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모바일 기기에도 차 용되고 있다.

 GPU는 3D 그래픽스를 가속하기 한 하드웨어로 높은 

연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순한 더링 이 라인

을 기반으로 발 한 형태이기 때문에 흐름제어 측면에서 

비효율 이다. 부분의 상처리는 제어보다는 연산이 많

이 필요하며 출력되는 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소가 모

두 독립 이기 때문에 효율 인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이

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상처리 분야에 GPU를 용하는 

것은 효율 이다.

  GPU는 일반 으로 메모리 성능보다 높은 연산 성능을 

1) 이 논문은 2010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2010-No.2010-0028259)

갖기 때문에 GPU를 이용한 상처리에서 메모리 최 화 

부분이 요하게 된다. 

 부분의 상처리는 입력 상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용하여 필터 처리하는 회선처리를 따른다. 회선 처리는 

상 출력을 해 주변에 치한 화소 값을 고려하기 때문

에 매번 계산을 할 때마다 복 으로 메모리를 읽어야 

하는 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메모리 근을 감소하기 

한 방법으로 분리형 필터를 주로 사용한다[4]. 분리형 필

터는 2차원 필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의 복

잡도가 감소하고 메모리 근 한 어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 분리형 필터를 GPGPU에 효과 으로 용

하기 해 GPU의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여 복된 메모리 

근을 최 한 제거하 으며 메모리 트랜잭션 감소를 

해 메모리 통합 근(Memory Coalescing Access)을 용

하여 17.9%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리형 필터

에 한 소개와 기존의 GPU를 이용해 분리형 필터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GPGPU에 분리형 필터에서의 

고려사항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

을 실험을 통해 성능 검증  결과를 분석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양방향 필터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5]는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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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도를 증가시키는 비선형 필터이다. 양방향 필터는 두 

개의 가우시안 필터(Gaussian filter), 도메인 필터(domain 

filter)와 인지 필터(range filter)에 의해 동작하며 <수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수식 1>  양방향 필터

<수식1>에서 

는 정규화 인자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출력 상과 입력 상을 나타낸다.  는 

도메인 필터를 나타내며 앙 화소로부터 거리 으로 가

까운 화소들에 해 가 치를 부여한다.   는 

인지 필터로써 앙 화소 값과 유사한 화소들에 해 

높은 가 치를 부여한다. 와 은 각각 도메인 필터와 

인지 필터의 사이즈를 의미하며 값 조 을 통해 엣지를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다. 

2.2 분리형 필터

 필터를 사용하는 상처리는 주변의 화소 값을 함께 고

려해 공간 역을 계산하는 회선 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수식2>는 입력 상에 2차원 회선처리 필터를 용한 

것이다.

  




           

<수식 2> 2차원 회선처리 필터

 <수식 2>에서 k는 입력 이미지, s는 입력 마스크, r은 

회선 처리 된 이미지를 의미하며 2차원 회선처리 필터는 

출력하고자 하는 픽셀 주 의 마스크 크기만큼 주변 화소

에 가 치를 으로써 결과를 얻게 된다. 2차원 회선처리 

필터는 마스크의 크기만큼 연산  메모리 근이 증가하

기 때문에 분리형 필터를 사용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분리형 필터는 두 개의 1차원 필터, 즉 이미지의 행과 열

로 구성되는 특별한 형태를 지닌다. 분리형 필터를 이미지

에 용하게 되면 연산 복잡도가 O(N2)에서 O(N)으로 감

소된다. 하지만 행과 열을 순차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간 결과 값을 장해야 하는 장장소가 추가로 필요한 

단 이 있다. 

2.3 GPU에서의 분리형 필터

 [4]에서 NVIDIA CUDA를 이용한 이미지 회선처리에 

한 연구는 분리형 필터를 용한 것이다. 이미지를 블록 

단 로 나 어 처리하고 공유메모리를 사용하여 쓰 드 

간 데이터를 공유한다. 블록 구성은 (그림 1)처럼 처리할 

이미지 블록의 커  반경의 역인 apron을 고려해 최

화해야 복된 메모리 근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블록의 apron 역은 인 한 다른 block과 공유하게 된다. 

하나의 쓰 드가 화소 하나를 처리하는 경우 apron 역

의 픽셀을 처리하는 쓰 드는 실제 필터 연산 시 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apron 역의 고려

 따라서 이러한 apron 역을 이는 것이 요하다. 

한 NVIDIA CUDA에서 메모리 최 화인 메모리 통합 

근의 용을 해서도 apron 역을 half-warp(16) 단

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이 은 분리형 필터를 용함으로써 더욱 커지게 

된다. 를 들어 행에 한 필터를 쓰는 경우는 apron 

역이 양끝에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근하는 

횟수가 더욱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열 필터에서도 동일

하게 용된다. Apron을 가능한 이기 해서 행 필터의 

경우 가로축으로 길게 블록을 구성하고 열 필터는 세로축

으로 길게 구성한다. 열 필터에서 블록의 형태가 가늘고 

긴 것이 가장 좋으나 메모리 통합 근을 용하기 해 

16의 배수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블록의 가로 길이는 

16이 되어야 한다. 

3. 제안하는 분리형 필터 최 화 구조

3.1 분리형 필터에서 고려사항

본 논문에서 용하는 분리형 필터는 (그림 2)와 같이 X

커 과 Y커 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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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ernel

Y-kernel

1차 kernel 출력

1차 kernel 입력

2차 kernel 출력

2차 kernel 입력

(그림 2) 분리형 필터의 구성

 쓰 드 구성 시 추가 으로 요구되는 apron 역의 근

을 최 한 이기 해 X커  경우 블록 구성 시 넓이를 

최 화하고, Y커 은 높이를 최 화하여 구성한다. X커

과 Y커 을 분리해서 수행했을 경우 (그림 3)과 같이 Y

커 의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X-kernel Y-kernel

transaction
transactiontransaction transaction

(그림 3)  분리형 필터의 apron 최 화

 Y커 의 경우 가로의 길이가 트랜잭션을 완 히 활용 할 

수 있도록 16의 배수로 알맞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X커 은 결과 작업 그룹 이외에 처리 시 필요한 

필터 크기의 apron 역이 필요하다. 따라서 블록 당 양 

의 트랜잭션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이때 불필요한 부

분까지 메모리를 근하게 된다. 이처럼 X커 의 경우 트

랜잭션의 낭비가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커 에

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낭비를 이기 한 최 화 방안

을 제시한다.

3.2 공유 메모리를 이용한 최 화

  본 논문은 분리형 필터를 용한 상처리에서 메모리 

근을 최 한으로 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그림 4)와 같이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메모리를 재활용함으로써 역 메모리 근을 

인다.

Thread

Step 1

Step 2

Step 3

NULL

80~127

Apron1
64~79

Apron1
64~79

48~63 Apron2
128~143

144~191Apron2
128~143

111~127 Apron3
192~207

NULL

Thread

Step 0 Apron0
0~15

Thread

Thread

16~63Apron0
0~15

Shift Pixel : None
Input Pixel : 0~15
Output Pixel: None

Shift Pixel : 0~15
Input Pixel : 16~79
Output Pixel: 0~63

Shift Pixel : 48~79
Input Pixel : 80~148
Output Pixel: 64~127

Shift Pixel : 111~127
Input Pixel : 144~207
Output Pixel: 128~191

(그림 4) 제안하는 지역 메모리 리 구조

  Apron 역의 크기는 메모리 통합 근이 허용 되도록 

16으로 설정한다. 그림에서 에 부분이 지역 메모리 상의 

이미지 화소 값을 나타내고 아래에 치한 쓰 드 역이 

실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된다. 공유 메모리 부분을 

살펴보면 이  단계의 32개의 화소를 슬라이딩 도우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재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4개의 화소를 처리하기 해서는 96개의 화소 값

이 요구되는데 매 단계마다 96개의 화소를 로드 하는 것

이 아니라 64개의 화소를 새로 가져오고 32개의 화소를 

이동하여 구성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복으로 발생하

는 메모리 읽기를 임으로써 성능 향상을 이끌게 된다.

4. 성능 실험  최 화 분석

4.1 실험 환경  성능 측정 기  

 4장에서 제안한 구조를 모바일 환경과 비슷한 수 으로 

검증하기 해 메모리 통합 근 성능이 낮은 Compute 

Capability 1.0, 1.1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 으

며 자세한 실험 환경은 <표 1>과 같다.  

CPU Intel i5 750 2.67 GHz

GPU

NVDIA 9400GT  

- 32 shaders

- 4 CUDA multi-processor

- 275 MHz GPU clock

- 675 MHz Shader clock

- 200 MHz 64bit DDR2 Memory

<표 1> GPGPU 실험 환경 

 한 다양한 GPU와 메모리 성능 환경 조건을 만들기 

해 RivaTuner[6]라는 GPU 제어 도구를 사용하여 메모리 

클럭을 400MHz에서 200MHz까지 변경하여 실험하 다.

GPU를 이용한 로그램의 경우 3가지 측정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CPU 동작 시간, 두 번째는 CPU와 

GPU 사이의 메모리 송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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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시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GPU 동작 시간만을 성능 

비교에 고려하 다. 

4.2 실험 내용  방법

 4장에서 제안한 지역 메모리를 이용하여 분리형 필터기

반 양방향 필터를 검증하기 해 필터 체 처리 시간과 

최 화의 상이 되는 X커 에 한 성능 측정을 하 다.  

일반 이 GPU최 화 기법[7]인 loop unroll 기법을 용

한 것도 함께 측정하 다.

4.3 양방향 필터 최 화 실험  결과

 <표 2>은 분리형 필터가 용된 양방향 필터를 지역 메

모리에 사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2>에서 기존의 방식

은 Shared로 표기하 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지역 메모

리 기반의 슬라이딩 도우와 같은 메모리 리를 수행하

는 방식은 Window로 표기하 다.

메모리성능

실험 종류

400

MHz

350

MHz

300

MHz

250

MHz

200

MHz

성능

감소

Sharedl/loop 85.5 85.2 79.6 68.8 60.0 43%

Shared/unroll 97.2 96.3 88.9 76.9 63.9 52%

Window/loop 75.5 75.1 73.9 73.3 69.5 9%

Window/unroll 78.4 78.2 77.3 76.7 75.4 4%

성능

증가

loop -11.6%-11.8% -7.1% 6.6% 15.9%

unroll -19.3%-18.8%-13.1% -0.3% 17.9%

<표 2> X커  성능실험 결과(단 : fps)

 각각의 실험은 GPU 코어 클락을 275MHz로 고정하고 

메모리 성능을 변화 시키며 진행하 다. apron 역에 

한 최 화 없이 공유 메모리를 이용한 경우(Shared)도 메

모리 통합 근이 용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나타낸

다. 메모리의 성능이 200MHz일 때 loop unroll이 용되

지 않은 경우 15.9% 성능 향상을 보 으며 loop unroll이 

용되지 않은 경우 17.9% 성능 향상을 보 다. 하지만 

GPU 메모리 클럭을 최 치로 했을 때는 메모리보다 연산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이 좋

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메모리 성능이 50% 감

소하는 경우 기존 방법은 최  52%의 성능 감소가 있는 

반면 제안하는 구조는 최  9%로 안정 인 성능을 보

다.

(그림 5)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메모리 성

능이 좋거나 나쁜 경우 성능 차이가 거의 발생 하지 않는

다. 따라서 성능의 기기에서도 고성능일 때와 유사한 성

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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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_loop

Shared_unroll

Window_loop

Window_unroll

(그림 5) X커  성능실험 결과 그래 (단 : ms)

5. 결론

 본 논문은 CUDA환경에서 분리형 필터를 구 할 때 메

모리 근을 최 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메모리의 성

능을 제한하는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

은 메모리 성능이 낮은 경우 기존의 병렬화 방식보다 효

과 이며 체성능이 메모리 성능에 향을 게 받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식의 메모리 성능에 

향을 게 받는 특성은 낮은 메모리 성능을 갖는 모바일 

환경 등에 효과 으로 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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