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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U 를 활용하는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GPU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를 일반 연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NVIDIA 사에서 CUDA 프
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CUDA 프로그래밍 기법을 소개하고, 간단
한 예제를 통해 CPU와 GPU를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한다.  

 

1. 서론 

병렬 컴퓨팅은 동시에 많은 계산을 하는 연산의 한 
방법으로, 최근 GPU(Graphic Processing Unit)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GPU 를 활용하는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GPU 는 컴퓨터의 부품 중 하나로 기존
에는 그래픽 작업에 사용되었지만, 성능이 향상되면
서 CPU 와 같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GPU 병렬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개발 환경의 한 예
로 NVIDIA 사에서 제공하는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개발 환경 [1]을 들 수 있다[2]. 
CUDA 프로그래밍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을 
때, 이전의 구현 방식에 비하여 높은 수치의 성능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NVIDIA 그래픽스 프로
세서로 처리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 향상이 있으며 전통적인 중앙 처리 기술 전용으
로 구현한 것보다도 와트(watt) 대비 우수한 성능 향
상을 갖는다[3]. 본 논문에서는 덧셈을 하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 CPU 에서와 GPU 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는 
CUDA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비교 분석을 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CUDA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CUDA 는 NVIDIA 사에서 개발된, GPU 에서 수행하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C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사용
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CUDA 언어는 
C 언어를 확장한 것으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CUDA 프로그램 개발 환경은 GPU 디바이스 드라
이버와 컴파일러 및 런타임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이
루어져 있다[2]. 
 
 
 

 
 

(그림 1) CUDA 소프트웨어 스택 
 
CUDA 프로그래밍 방법은 그래픽 API를 사용하는 전
통적인 범용 GPU 와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진
다. 먼저, 코드가 메모리의 임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디바이스 상의 읽기 및 쓰기가 
호스트보다 더 빠르다. 마지막으로 정수와 비트 단위 
연산을 충분히 지원하며 더욱 빠르다 [4].  

 
3. 프로그램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CUDA C 를 이용하여 스레드를 이용 하
는 것을 덧셈을 하는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한다. 숫
자로 구성된 두 개의 리스트가 있으며, 루프를 돌면
서 두 리스트의 원소들의 합을 세 번째 리스트에 저
장하는 예제이다. 동일한 예제를 CPU 와 GPU 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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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각각 구현하였다. 이 때, CPU 를 사용하는 
예제는 멀티코어 CPU 시스템을 대비하여 병렬화하여 
구현하였다. GPU 를 사용하는 예제에서는 먼저 GPU 
메모리를 할당 한 후, CPU 에서 동일하게 두 개의 리
스트를 숫자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두 리스트를 GPU
에 복사한 후, 병렬 처리를 통하여 두 리스트의 각 
원소의 합을 세 번째 리스트에 저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배열을 GPU 에서 CPU 로 복사한 후 결과를 출
력한다. 마지막으로 GPU 에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한
다. CUDA 프로그램은 kernel 함수를 GPU 상에서 수
행하도록 하며 이 kernel 함수가 호출될 때 인자를 사
용하여 스케쥴 할 스레드의 개수를 정할 수 있다. 이 
kernel 함수를 __global__ 이라는 지시자를 사용하여 
호출한다. 그림 2 와 그림 3 은 각각 CPU 와 GPU 에
서의 덧셈 함수의 코드이다. 이 함수들이 각각의 
CPU 및 GPU 에서 호출되어 실행된다. 그림 2 와 그
림 3 에서 a 와 b 는 숫자로 구성된 리스트이며 c 는 
두 리스트의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 리스트이다. 변수 
n 은 루프의 횟수를 뜻하고, m 은 코어의 개수를 뜻한
다.  
 

 
 

(그림 2) CPU 에서의 덧셈 함수 
 

 
 

(그림 3) GPU 에서의 덧셈 함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GPU 를 사용하여 병렬 처리 프로그래
밍을 하는 CUDA 프로그래밍 기법을 소개하고 간단
한 덧셈 예제를 통해 CPU 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
였다. GPU 를 사용하도록 구현한 프로그램이 CPU 를 
사용하는 것보다 루프를 많이 돌릴 경우 성능이 최소 
2 배 이상 향상 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 병렬 프로
그래밍에 GPU 를 활용한다면 성능상의 효과가 클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
하였음. [10041854,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실시간 위
험요소 예측/방지용 스마트 홈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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