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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병렬성이 뛰어난 벡터 기반의 Rasterization 알고리즘을 CUDA를 이용하여 코어 

매핑에 따른 성능  에 지 효율을 분석해 보았다. 블록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춘 후 블록의 차원을 

변경 하는 방법과 블록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모의실험결과, 블록 사이즈가 

동일할 때는 오차 범  내로 동일한 성능과 에 지 효율을 보 다. 아키텍처마다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론 인 블록  스 드 구조가 존재하지만 메모리 근에 한 최 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

다면 Amdahl’s law에 의해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1. 서론

   1970년 에 PC가 등장하고부터 컴퓨터의 성능 지표는 

동작 주 수 다. 하지만 동작 주 수가 수 GHz를 넘어서

면서 단순히 동작 주 수 증가만으로는 무어의 법칙을 달

성하기 힘든 시 에 이르 다.[1] 이를 신할 로세서 

성능 향상 방법으로 멀티코어 로세서 구조가 제시되어, 

최근에는 6~8개의 코어를 집 한 로세서까지 나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GPU (Graphics Processing Unit)시

장은 CPU보다 훨씬 일  멀티코어 구조를 채택하여 지

은 매니코어 단계까지 이르 다. 그림 1에서 보듯이 GPU

의 부동소수  연산 성능은 일 부터 CPU를 넘어서고 있

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GPU의 성능을 보다 범용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범용 GPU(General-Purpose GPU, 

GPGPU)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VIDIA에서는 

고성능 범용 컴퓨  아키텍처인 CUDA를 도입하여 

Geforce 8800GT를 시작으로 일반 데스크탑용 GPU에서도 

GPGPU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까지 CPU에서 처리하던 

순차처리 알고리즘을 병렬화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때 

로그램 병렬화가 진행되면 보다 효율 인 자원 활용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CUDA 아키텍처의 코어 활

용도에 따른 성능 비교를 통해 보다 효율 인 병렬 로

그램 구 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CPU와 GPU의 GFLOP 처리 성능 비교[2]

(그림 2) 다양한 알고리즘의 병렬  순차 처리 수행 

시간 비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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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론

   병렬 로그램에서 데이터 병렬화는 필수이다. 따라서 

병렬 처리 성능 측정을 해 픽셀마다 독립 으로 연산이 

가능한 벡터 기반의 Raster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코어 매핑에 따른 결과 분석을 하여, 병렬화를 한 다

양한 최 화된 메모리 리 기술  근패턴외의 부분은 

배제하 다.

   Rasterization은 세 개의 정 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인 

폴리곤(Polygon) 내부의 픽셀들의 정보를 계산한다. 그림 

3은 3개의 정    ,   , 를 나타내

고,  는 폴리곤 내부의 임의의 한 을 나타낸다.

(그림 3) 벡터를 이용한 픽셀 표

   

   벡터 표 방식에 의하여 는 로 나타낼 수 

있고, 는 로 나타낼 수 있다.[4] 따라서 는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a와 b를 구하기 하여 

수식 2와 같이 x와 y로 나 어 연립방정식을 풀면 수식 3

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 ×  (1)

       ×    × 
       ×    × 

(2)


    

    

 
    

    
(3)

   a와 b 값은 각 픽셀마다 좌표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므

로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값을 통하여 해당 픽

셀의 Color, Texture 좌표, Normal등의 정보를 보간

(Interpolation)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GB 색상 값만 

보간 하 다.

2.2 Fermi 구조의 GTX580

 본 연구에서는 페르미 구조의 NVIDIA Geforce GTX580

을 사용하 으며, 그림 4는 이에 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그림 4) GF110 아키텍처의 블록 다이어그램[5]

 

  각 SM(Streaming Multi-processor)은 32개의 

SP(Stream Processor)를 가지고 있으며 이 SP들은 각각 

FPU, ALU, LSU를 가지고 있다. 한 SM은 지스터 

일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블록에 속한 스 드들끼리 공

유 가능한 공유메모리가 존재한다. 그 외에 CUDA 아키텍

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SIMT(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s) 구조

스 드마다 고유한 ID

하나 이상의 스 드를 묶어서 블록을 형성하고 하나 

이상의 블록을 묶어서 그리드를 형성

32개의 스 드 묶음인 워 (Warp) 단 로 스 링

2.3 GPU 사용률 계산

종류 값

CUDA core 수 512개

총 상수 메모리 65536 Bytes

블록 당 총 공유메모리 49152 Bytes

블록 당 이용 가능한 

총 지스터 수
32768

워  크기 32

SM당 최  스 드 수 1536

블록당 최  스 드 수 1024

한 블록의 각 차원의 

최  크기
1024x1024x64

한 그리드의 각 차원의 

최  크기
65535x65535x65535

<표 1> GTX580에서 GPGPU의 자원과 제약사항[14]

   GPU마다 사용 가능한 자원 수가 다르므로 같은 

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코어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GPU 사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 계산을 통해 이론

으로 GPU 사용률을 최 로 높일 수 있는데, 우선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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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PU의 특징부터 알아야 한다. 표 1에서 코어 매핑에 

필요한 GTX580의 하드웨어 자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SM에 동시에 재할 수 있는 최  블록 수는 8개로 

제한된다.

   계산되는 이미지의 체 역 WIDTH x HEIGHT가 

512x512 픽셀이므로, 각 픽셀마다 하나의 스 드가 계산

을 담당하여 체 262144개의 스 드가 필요하다. 수식 4

에 grid dimension을 구하는 식을 나타내었다. gridDim.x

와 blockDim.x는 x축 방향의 블록 수와 스 드 수를 나타

내고, gridDim.y와 blockDim.y는 y축 방향의 블록 수와 

스 드 수를 나타낸다.

 


 


(4)

   를 들어, blockDim = 8x8로 하면 gridDim = 64x64

가 되고, 이것은 블록 당 최  스 드 수 1024를 넘지 않

으므로 가능하다. SM당 최  스 드 수인 1536을 모두 

사용하기 해서는 1536/64 = 24개의 블록이 필요한데, 

SM당 최  8개까지 동시에 재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SM에는 8x64 = 512개의 스 드만 재되어 동작하게 된

다. GPU 사용률(Occupancy)은 (512/1536)*100 = 33.3%가 

되어 66.6%의 자원이 동작하지 않아 비효율 인 로그램

이 된다.[15]

   만약 blockDim = 16x16으로 하면 gridDim = 32x32가 

되고, 블록 당 스 드 수는 256개가 되어 제한 범  내에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 SM당 최  스 드 수를 모두 사

용하기 해서 1536/256 = 8개의 블록이 필요하므로 GPU 

사용률은 이론 으로 100%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률

만 보면 blockDim = 8x8일 때보다 blockDim = 16x16일 

때가 속도 면에서 3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GTX 580를 사용한 CUDA 로그래

과 C언어로 구 된 CPU와의 성능 비교를 해 Intel의 

Core2 Duo E8400을 사용하 다.

(그림 5) C언어와 CUDA C에 의한 처리 시간

   

   그림 5는 동일한 알고리즘의 순차 처리와 병렬 처리의 

수행 시간을 보여 다. CPU는 3.00GHz로 작동되며 GPU

는 1.54GHz로 작동되어 GPU가 클록 속도는 2배 정도 느

리지만 성능은 클록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43

배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을 통해 블록 크기(블록 당 스 드 수)별 수행 

시간을 보여주며, 64와 256, 1024로 했을 때 오차 범  내

로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블록 크기별 수행 시간

   그림 7은 블록 크기를 256으로 유지한 채로 각 차원의 

수만 바 었을 때의 수행 시간을 보여 다. 모두 오차 범

 내로 동일한 수행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블록 크기가 동일하다면 블록 차원의 수를 바꾸어

도 수행 시간은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블록 당 차원 수별 수행 시간

   

   그림 8과 9는 에 지 소모와 에 지 효율 결과를 보여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CPU에 의한 처리는 가장 많은 

에 지 소모를 보 으며 GPU는 블록 크기가 64, 256일 

때 오차 범  내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8) 블록 크기별 에 지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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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림 9에서 보듯이 동시에 수행되는 코어 수가 

많아질수록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어 은 수의 코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총 소모되는 에 지는 더 어 효율이 

높아진다.

(그림 9) 블록 크기별 에 지 효율

   

4. 결론

   블록의 크기가 각각 64, 256, 1024일 때 GPU 사용률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수행 시간이 오차 범  내

로 동일한 원인은 메모리 근에 있다. 일반 으로, 온 칩

(On-Chip) 메모리인 지스터나 공유메모리를 근하기 

해서는 수 사이클이 필요한 반면, 오  칩(Off-Chip) 메

모리인 역 메모리에 근하기 해서는 400~800 사이클

이 필요하여 지연시간이 상 으로 매우 크다. 페르미 구

조에서는 이러한 역 메모리를 참조하는데 드는 지연시

간을 숨기기 해 L1, L2 캐시와 함께 워  단 의 스

링을 수행한다. 본 실험에서는 GPU 사용률이 33%를 

넘어가면 성능 증가는 한계에 착하게 됨을 알 수 있는

데 이 상은 Amdahl’s law로 설명된다. 한 GPU 코

어 매핑만으로도 처리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에 따

른 성능 이득을 최 한 이끌어내기 해서는 지연시간이 

높은 역 메모리 근을 최 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본 연구는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o. 

2012R1A1A2043644, No. 2012-0004962),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2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No. 

C0031322)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이며, 한 지식경

제부의 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인 “동남

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의 2012년 연구비 지원으로 수

행되었음.

참고문헌

[1] 정무경, 박성모, 엄낙웅, “병렬 로세서 기술  동

향”, 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 제6호, 86-93쪽, Dec, 

2009.

[2] J.D. Owens, D. Luebke, N. Govindaraju, M. Harris, 

J. Kruger, A.E. Lefohn, et al., “A survey of 

general-purpose computation on graphics hardware”, 

Computer Graphics Forum, 2007.

[3] SCIP.be, (2007, December) [Online] Available: 

http://www.scip.be/index.php?Page=ArticlesNET08

[4] Ju-Suk Lee, Woo-Young Kim, Bo-Haeng Lee, and 

Kwang-Yeob Lee, “Multi-Thread 쉐이더 구조에 합한 

Vector 기반의 Rasterization 알고리즘의 구 ”, 자공학 

회논문지, Vol. 46, No. 10, pp. 46-52, Oct. 2009.

[5] tom’s HARDWARE, (2010, November) [Online]. 

http://www.tomshardware.com/reviews/geforce-gtx-580-

gf110-geforce-gtx-480,2781-2.html

[12] Dr. Justin Luitjens, “Global Memory Usage and 

Strategy”, NVIDIA GPU Computing Webinar, 12, July 

2011

[13] Wikipedia, (2013, March) [Online] 

http://en.wikipedia.org/wiki/Amdahl%27s_law

[14] David B. Kirk, Wen-mei W. Hwu, “Programming 

Massively Parallel Processors: A Hands-on Approach”, 

MK, 2010

- 143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