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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최 의 스 드 구성을 측정하기 해 이미지 

코덱을 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스 드 개수에 따른 인코딩 수행시간을 분석하 다. 인코

딩은 Quantization을 사용하여 JPEG 일들을 하나의 GIF 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듀얼코어와 쿼드코어 안에서 각각의 스 드 개수를 늘려가며 측정하 다. 듀얼코어에서

는 스 드 4개 을 경우가 성능이 효율 이 으며, 쿼드 코어에서는 스 드 3개 을 경우가 

성능이 효율 이 다. 분석 후 결론은 스 드 개수와 성능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어와 I/O입출력의 성능  데이터 크기에 

따라 당한 스 드 개수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키워드 : Multicore, Thread, JPEG, GIF, Dithering

1. 서론

 최근 컴퓨터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장

치가 크게 발 하여 사용자가 기하 수 으로 늘어

나면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일이 빈번해 졌다. 

응용 방법으로는 이미지, 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

이터 처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와 같은 고용량 데

이터 처리는 모바일 장치에서 큰 시스템 부하를 야

기한다.
[2]
 따라서 효율 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

리하기 해 부분 압축하여 장 혹은 송을 하

게 된다. 데이터 압축 방법에 따라 손실압축과 무손

실 압축으로 분류 되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GIF

의 이미지 데이터 압축방법은 무손실 압축으로 LZW

를 사용하고 있다.
[6]
 GIF의 경우 최  8비트(256가

지)의 제한된 색으로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다. 따라

서 Dithering을 사용하여 좀 더 다채로운 색감을 주

어 품질이 좋은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용계약형 지식 

정보공학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본 논문에서는 JPEG 임을 GIF로 변환 시 오버

헤드가 큰 이미지 데이터 압축 부분과 Dithering 부

분의 수행시간을 분석하고, 각기 다른 멀티코어 환경

에서 스 드 개수에 따른 수행시간을 분석하여 최

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Multicore와 JEPG  이미지 코덱의 결과물인 GIF, 

GIF의 제한된 색상을 극복할 수 있는 Dithering에 

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멀티코어에서의 스 드 

개수에 따른 성능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마지

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Multicore

 멀티 코어는 두 개 이상의 독립 코어를 단일 직  

회로로 이루어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것으로 칩

벨 멀티 로세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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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로세서의 장 은 앙처리 장치(CPU)가 

2개 이상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멀티 코

어 로세서를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싱

 코어 로세서에 비해서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고 

동 상의 인코딩, 포토샵 작업, 높은 사양의 게임과 

같은 작업에 성능이 발휘된다.[9][11] 

 2.2 JPEG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은 정지 

화상을 해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기법을 사용하는 

국제 표 으로 CCITT(Consultatve Committee 

International Telegraphand Telehpone)와 ISO에서 

제정하 다. JPEG는 이미지를 작은 블록으로 나 어 

많은 양의 이미지 정보를 이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er) 알고리즘에 기 를 두고 있으

며. 압축률을 늘이기 해서는 보다 많은 양의 이미

지 정보를 지우고, 이에 따라 세세한 부분의 이미지

가 어들기 때문에 이미지의 품질은 낮아진다. 손실 

압축 형식이지만 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웹에서 

리 쓰인다.[7][10]

 

 2.3 GIF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는 비트맵 그래

픽 일 포맷으로 1987년 컴퓨서 가 발표하 다. 월

드 와이드 웹에서 가장 리 쓰이는 일 포맷이기

도 하며, 특별한 러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7] 

GIF는 그래픽이나 로고 등의 색깔이 단순한 이미지

를 구 하기에 합한 형식이며,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Transparent 기법, 고정된 각각의 이미지 

일을 재생시켜 움직이는 화면이 가능하게 할 수 있

어 비교  짧은 시간의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다

는 게 큰 장 이다. 한 비손실 압축기법인 LZW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6]
 높은 압출률로 통신상에서 

빠른 송속도를 가지며 이미지의 손실 없이 압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  256 색까지 지원한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색상수가 많은 이미지의 경우 최  

24비트(16,722,216)의 색상을 표  할 수 있는 JPEG

을 주로 사용한다. 많은 색상이 사용된 사진을 GIF

로 장할 경우 256가지 외에 색은 부 표 이 안

되므로 손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보

완하기 해 Dithering 기법을 사용하여 색의 제한을 

극복하기도 한다.

              <그림 1> GIF 일 포맷

 2.4 Dithering

 Dithering 기법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표시 장치나 

인쇄기의 해상도를 과하는 다계조 색의 화상을 제

한된 색상으로 조합 는 비율을 변화하여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이다.[7]  

24비트의 이미지를 256색상으로만 표 할 수 있는 

시스템(GIF)에서 볼 때 256색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

을 표 하기 한 방식으로 해상도에서 컴퓨터 도

형 처리의 사실감을 높이고 매끄럽지 못하고 계단 

모양으로 울퉁불퉁한 윤곽선이나 각선을 에 띄

지 않게 하기 해 사용된다.[1] 

 본 논문에서는 Quantization안에 Dithering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원본사진 VS. Dithering을 하지 않은 사진 VS. 216색만 로이드-스타인버그 Dithering을 한 사진  

 VS. 최 화된 팔 트를 이용하여 로이드-스타인버그 Dithering을 한 사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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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코어에서 스 드 개수에 따른 

성능측정  분석

 

             <그림 3> 체 인코딩 비율

 <그림 3>의 GetImagePixels은 JPEG 일로부터 

픽셀의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MakePixelsTrans는 픽셀에 해 투명도 검사를 하

며, Quantization은 Dithering을 수행하기 한 과정

을 포함한다. Mapping은 Quantization과정이 끝난 

후 RGB형식에 맞게 변환을 해주며, LZW는 일을 

출력하기 에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GetImagePixels를 제외한 과정들은 병렬처리가 가능

한 부분으로 본 논문에서 스 드가 동작하는 부분들

이다.

스 드

코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A.
듀얼 27.51 20.73 18.22 17.19 17.54 17.82 17.77 17.8

B.
쿼드 18.08 9.05 8.58 9.03 9.18 9.12 8.98 9.04

<표 1> 스 드 개수에 따른 체 인코딩 시간

(단  : sec.)

<그림 4> 스 드 개수에 따른 체 인코딩 시간

(A. 듀얼코어   B. 쿼드코어)

 A는 듀얼코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인코딩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스 드가 4개 을 경우 가장 빠른 성

능을 확인할 수 있다. 4개 이후에는 오히려 약 0.5ms 

내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 드 

4개는 스 드 1개 을 경우보다 처리속도가 약 1.6배 

빨라졌다. 

 B는 쿼드코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인코딩 시간

을 측정한 것이다. 스 드가 3개 을 경우 가장 빠른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3개 이후에는 성능이 크

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일 할 수 있다.

쿼드코어 안에서 스 드 3개 을 경우 스 드 1개일 

경우보다 약 2.11배 빨라졌다. 

 병렬처리시시간
단일처리시시간



 

   <그림 5> 스 드 개수에 따른 병렬처리의 성능  

듀얼코어와 쿼드코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시간을 

비교하면 쿼드코어가 듀얼코어에 비해 약 2배 빠른 

것을 확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이미지 코덱을 사용하여 150장의 JPEG  

임을 한 개의 GIF 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코

어 환경에 따라 각각의 스 드 개수를 증가시켜가며 

체 실행시간을 측정하 다. 50~100KB의 JPEG 

일의 일이 무수히 많은 경우 하나의 스 드에서 

작업한다면 오래 걸릴 것이다. Main 스 드가 여러 

개의 스 드를 생성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면 속도가 

빨라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스 드가 

무 많아지면 속도가 빨리질 수 있지만 응답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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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의 크기와 하드웨어의 성능을 비교하여 당한 

스 드 개수를 정해야 한다. 스 드가 필요할 때마다 

생성해서 사용하기 보단 스 드풀을 이용하여 사용

하고 자원이 반납되어진 기 인 스 드를 사용하

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듀얼코어에서는 스 드 4개를 생성하 을 경우, 쿼드

코어에서는 스 드가 3개 을 경우 그 이상의 스

드를 생성했을 경우보다 성능이 빠르고 효율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당한 스 드 개수 이상의 스

드를 사용 할 경우 약 0.5ms의 지연이 있었고, 이 지

연은 사용되지 않는 스 드들이 기 상태에 빠져 

생긴 것으로 간주된다. 스 드 개수는 체 성능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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