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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신 고성능 컴퓨  시스템에서는, 용량 병렬 연산을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GPU의 우수한 연산 

성능을 그래픽 처리 이외의 범용 작업에 활용하는 GPGPU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하
지만 범용 응용 로그램의 특성이 GPU 구조에 최 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용 로그램 수행 시 
GPGPU는 GPU의 연산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GPGPU 기술

을 사용하는 컴퓨  시스템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GPU 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GPU 성능 하 원인 분석을 수행한다. GPU 성능 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GPU 코어의 상태를 완  활성화 상태, 불완  활성화 상태, 유휴 상태, 메모리 

스톨 상태, 그리고 GPU 코어 스톨 상태 등 5가지로 정의하 다. 완  활성화 상태를 제외한 모든 GPU 
코어 상태들은 컴퓨  시스템의 성능 하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 성능 하 원인을 찾고자 벤치마크 
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각 GPU 코어 상태의 비율 변화를 측정하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완  활성

화 상태, 유휴 상태, 메모리 스톨 상태 그리고 GPU 코어 스톨 상태는 연산 자원 활용률 하, 낮은 로그
램 병렬성, 높은 메모리 요청, 그리고 구조  해 드에 의해 각각 유발된다.
 

■ 중심어 :∣그래픽 처리장치∣범용 프로그램∣GPGPU∣GPU 코어 상태∣ 

Abstract

In recent high performance computing system, GPGPU has been widely used to process 
general-purpose applications as well as graphics applications, since GPU can provide optimized 
computational resources for massive parallel processing. Unfortunately, GPGPU doesn’t exploit 
computational resources on GPU in executing general-purpose applications fully, because the 
applications cannot be optimized to GPU architecture. Therefore, we provide GPU research 
guidelin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mputing systems using GPGPU. To accomplish this, 
we analyze the negative factors on GPU performance. In this paper, in order to clearly classify 
the cause of the negative factors on GPU performance, GPU core status are defined into 5 
status: fully active status, partial active status, idle status, memory stall status and GPU core 
stall status. All status except fully active status cause performance degradation. We evaluate the 
ratio of each GPU core statu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benchmarks to find specific 
reasons which degrade the performance of GPU. According to our simulation results, partial 
active status, idle status, memory stall status and GPU core stall status are induced by 
computational resource underutilization problem, low parallelism, high memory requests, and 
structural hazar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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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 수 향상이 물리 으로 한계 에 도달하면서 

재의 컴퓨  시스템에서는 싱 코어 로세서만으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다수의 코어를 포함하고 있는 멀티코어 로세서 구조

가 최신 마이크로 로세서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각  받고 있다[1-3]. 두 개 이상의 코어를 가지는 

멀티코어 로세서는 병렬성을 활용하여 싱 코어 

로세서에 비해 우수한 성능과 력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 출시되는 컴퓨  시스템에 내장되는 마이

크로 로세서들의 부분은 멀티코어 로세서이다[4]. 

멀티코어 로세서 설계 기에는 단순히 더 많은 수

의 코어를 추가함으로써 성능과 력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동종 

코어들로 구성되는 멀티코어 로세서는 복수의 사용

자 요청을 병렬로 처리하는 서버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한명의 사용자 요청에 의해 여러 종류

의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기 만큼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응용

로그램 자체의 병렬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수정하더라도 순차 처리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암달의 법칙

(amdahl’s law)[5]에 따르면, 공정 기술이 90nm에서 

22nm로 발달하면 트랜지스터 집 도는 약 16배 향상되

기 때문에 향상된 집 도를 활용하여 같은 면 에 포함

되는 코어의 개수 한 1개에서 16개로 증가하지만, 

체 로세서의 처리량은 16배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를 들어, 수행되는 응용 로그램의 약 20% 가량이 순

차 처리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집 도가 16배 증가하

면 로세서 처리량은 약 4배 향상하게 된다. 4배의 성

능 향상도 주 메모리 근 지연 시간과 데이터 일 성

을 한 동기화 시간 등을 배제하는 경우의 수치이기 

때문에, 실 인 제약 조건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실제

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최근 

들어, 코어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

는 성능 향상 효과가 제한되는 멀티코어 로세서의 문

제 을 극복하기 한 방안  하나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종류의 코어들로 구성되는 이종 멀티코어 

로세서가 주목받고 있다. 

GPU는 강력한 연산 자원을 포함한 하드웨어를 가지

고 있어 용량 병렬 연산을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GPU의 우수한 연산 성능을 그래픽 처

리 이외의 범용 작업에 활용하는 GPGPU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기 때문에, 이종 멀티코어 

로세서에서 CPU의 보조 로세서로써 GPU가 가장 

많은 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GPU의 연산 자원을 활

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범용 분야에서도 

효율 으로 연산처리가 가능한지에 한 분석이 필요

하다[6][7]. 불행하게도 재의 GPGPU 기술로는 GPU

의 연산 자원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연산 자원  일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 장에서 GPU

의 상태들을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활성화 상태와 기 

상태에 존재하는 비활성화 상태로 분류해 정의하고자 

한다. 연산 자원 활용률 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GPU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다. 본 논문은 연산 자원 활용률 하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법 개발에 앞서 수행된 선행연구로써 GPU의 각 

상태들이 로그램을 처리하는 체 시간에서 얼마만

큼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어떠한 문제

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지를 정량 인 데이터로 제

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 상

인 GPU의 구조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실험 환경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GPU 성능 하 원인에 한 상세한 분석과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근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GPU

1. GPU 구조

본 논문의 연구 상은 CUDA 로그래 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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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의 고성능 GPU인 Fermi 구조이기 때문에, 

GPU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해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

한 언 이 없으면 NVIDIA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

다[8][9].

[그림 1]에서 보이듯이, GPU는 다수의 클러스터

(cluster)와 외부 메모리(DRAM) 그리고 클러스터와 외

부 메모리를 연결하는 내부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GPU 구조에서 그래픽 처리 클러스터는 실제로 연

산을 수행하는 스트리  멀티 로세서 (SM: 

Streaming Multiprocessors)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용량 병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하여 텍스쳐 

캐쉬, 상수 캐쉬, L1 캐쉬 등의 다양한 종류의 로컬 메

모리를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클러스터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하여 L2 캐쉬( 는 

LLC 캐쉬) 한 사용한다. GPU에서 사용되는 외부 메

모리인 GDDR(Graphics Double Data Rate) DRAM은 

높은 역폭과 빠른 속도를 지원함으로써 GPU의 연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림 1. GPU 구조

[그림 2]는 그래픽 처리 클러스터와 스트리  멀티

로세서에 한 상세한 구조를 보여 다[11].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래픽 처리 클러스터 내의 각 스트리  멀

티 로세서는 내부 연결망으로부터 달받은 패킷들을 

장하고 있는 응답 FIFO(response FIFO)를 가지고 있

다. 응답 FIFO에 장된 패킷들은 스트리  멀티 로

세서의 명령어 캐쉬(inst. cache) 는 메모리 근 장

치(LDST unit)에 근된다. 이 패킷들은 선입력선처리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만약 응답 FIFO의 가장 

선두의 패킷이 처리되지 않으면 응답 FIFO는 스톨

(stall)된다. 메모리 근 장치에서 요청된 메모리를 처

리하기 하여, 각 스트리  멀티 로세서는 자신의 주

입 포트 버퍼(injection port buffer)를 통해 내부 연결망

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주입 포트 버퍼는 

하나의 그래픽 처리 클러스터 내의 다수의 스트리  멀

티 로세서들에 의해 공유된다. 

그림 2. GPU 클러스터 구조

각각의 스트리  멀티 로세서는 실제 연산을 수행

하는 다수의 스트리  로세서(SP: Streaming 

Processor)들과 공유 메모리, 지역 메모리, 그리고 지

스터 일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스트리  로세서는 

각 스트리  로세서에 작업을 할당해 주기 한 스

쥴러(scheduler)와 디스패치(dispatch)등과 범용 연산

을 수행하는 ALU와 더불어 복잡한 연산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여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sin, cos, 

sqrt 등과 같은 특수 목  연산을 수행하는 

SFU(Special Function Unit)를 포함하고 있다. 

2. GPGPU 기술 동향 및 연산 자원 활용률 저하

이종 멀티코어 로세서는 앙처리장치(CPU) 코어

에서 그다지 효율 이지 못한 부동 소수  연산이나 신

호 처리 등의 작업들을 칩 내부 다른 종류의 코어에서 

신 실행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종

류의 응용 로그램들이 수행되는 환경에서는 동종 멀

티코어 로세서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12]. 특히, 최근에는 고화질 디스 이, 3차원 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74

터페이스, 실시간 연산 제공 등으로 인해 컴퓨터 시스

템에 요구되는 작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종 멀티코

어 로세서의 필요성이 더욱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PU에 비해 높은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그

래픽 처리장치(GPU)에 한 심 한 커지게 되었다. 

GPU에 한 심의 증가는 지난 몇 년간 GPU의 연산 

능력이 매우 빠르게 향상되어 CPU 연산 능력과 비교하

을 때 격차가 차 커지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

다[13]. 를 들면, NVIDIA GeForce 8800 GPU는 최  

500G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보이는 반면, Intel 

Core2Duo CPU의 부동 소수  연산 성능은 고작 

50GFLOPS 정도이다. 인텔 연구원들이 발표한 연구 결

과에서도 인텔의 가장 빠른 쿼드코어 로세서  하나

인 3.2GHz 코어 i7 CPU가 NVIDIA GeForce GTX와 

비교하여 느린 처리 속도를 보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14]. GPU의 우수한 연산 성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로

세서 설계 분야에서도 GPU 활용 방안에 한 연구  

GPU를 그래픽 처리 이외의 범용 작업에 활용하는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PU)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15-17].

GPGPU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GPU는 그래픽 련 

응용 로그램을 처리함과 동시에 CPU가 담당하던 범

용 응용 로그램을 신하여 처리함으로써 컴퓨  시

스템의 반 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래픽 련 연산과 같은 용량 병렬처리 연산에 최 화

되어 있는 GPU에서 많은 메모리 입출력 연산과 낮은 

병렬성 연산 등을 주로 요구하는 범용 응용 로그램들

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GPU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산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18-23]. 표 인 로는 분기 명령어로 인한 연

산 자원 활용률 하(computational resource 

underutilization)가 있다[18][19]. 연산 자원 활용률 

하 문제는 단일 명령어 다  데이터(SIMD) 구조를 채

택하고 있는 GPU는 분기 명령어의 수행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명령어 수행 흐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명령어 

흐름의 발산 문제(divergent problem)을 효과 으로 처

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많은 분기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범용 응용 로그램을 수행할 

때, 낮은 연산 자원 활용률로 GPU의 성능도 함께 하

된다. GPU가 차세  컴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

는 데 일조하기 해서는 범용연산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에 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연산 유닛 는 메모리와 같은 

주요 요소들의 구성이나 구조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

하거나 GPU 성능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16][24]. 이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차세  컴퓨  시스템에 합한 고성능 

GPU 구조 개발을 한 선행 연구로써 범용 연산을 수

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 을 정의하고자 아래와 같

이 GPU 코어의 상태를 연산 자원 활용 상태와 연산 자

원 미활용 상태로 분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GPU 코어의 세부 상태들에 한 분류의 공정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고자, 명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활용한다[18-23]. 

GPU 코어가 연산을 실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산 

자원 활용 상태는 완  활성화 상태와 불완  활성화 

상태로 나뉜다. 

완  활성화 상태: GPU에서 연산을 실행하는 단

인 워 (warp)1 내의 모든 스 드들이 활성화된 상태이

다. 활성화된 스 드들은 GPU 코어의 연산 자원을 활

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워  내의 모든 스 드들이 활

성화된 상태는 GPU 코어의 연산 자원을 효과 으로 활

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불완  활성화 상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분기 

명령어로 인해 워  내의 일부 스 드들이 비활성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비활성화된 스 드들은 연산을 수행

하지 않기 때문에, 워  내의 활성화된 일부 스 드들

만이 GPU 코어의 연산 자원을 활용하여 연산을 수행한

다. 즉, 비활성화된 스 드들로 인해 연산 자원  일부

분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연산 자원 활용률 하 문

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GPU 코어의 

연산 자원을 활용하여 연산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일부 

연산만을 수행하는 경우를 불완  활성화 상태라고 표

한다. 

1 GPU 코어에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스 드들의 그룹, NVIDIA에

서는 32개의 스 드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이를 워 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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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연산 자원 활용 상태의 반 되는 개념

으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재 GPU 코어가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연산 자원 미활

용 상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

의 원인들은 아래의 3가지로 분류된다. 

유휴 상태: 이 문제는 GPU 코어에 할당된 워 의 수

가 무 어 실행할 워 가 없거나 할당된 모든 워

들이 무효 명령어(invalid instruction)을 가지고 있어서 

이슈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요약하면, 유휴 상태

는 재 실행이 가능한 워 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비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다. 

메모리 스톨 상태: 워 들은 요청한 데이터가 메모

리로부터 서비스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스톨된다. 

GPU에서는 긴 메모리 요청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하를 막기 해서 실행이 가능한 다른 

워 를 수행시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행이 가능한 

워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GPU 코어는 메모리 요청

이 도달할 때까지 스톨된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요

청을 기다리기 해 강제 으로 연산이 단되는 상태

를 메모리 스톨 상태라고 나타낸다. 

GPU 코어 스톨 상태: 코어의 이 라인은 멈추고 

다른 워 들은 이슈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GPU 

코어 스톨 상태는 하나의 GPU 코어 내의 할당된 워

들  일부 워 들이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워 들이 GPU 코어 는 이 라

인의 자원 충돌 등으로 인해 모두 스톨되는 상태이다. 

GPU 코어 스톨 상태는 앞선 메모리 스톨과는 달리, 메

모리 요청이 도달할 때까지 스톨 상태로 들어간 워 를 

신해서 수행될 워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가능한 워 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산 자원의 부

족 는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 

활성화 상태  완  활성화 상태를 제외한 비완  

활성화 상태, 유휴 상태, 메모리 스톨 상태, 그리고 GPU 

코어 스톨 상태는 GPU의 연산 자원을 완벽하게 사용하

지 못하는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

의된 개념들을 활용하여 연산 자원 활용률 하의 원인

을 다양한 로그램들을 상으로 정량 으로 분석함

으로써 로그램의 특성과 연 지어 상세하게 분석하

고자 한다. 

Ⅲ.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GPUWattch를 사용하여 GPU의 성능

하 요인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25]. 

GPU와 같은 매니코어 로세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GPGPU-SIM[26]를 기반으로 개발된 GPUWattch 시뮬

이터는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신뢰성을 검

증받은 툴이다. [표 1]은 GPU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

는 하드웨어 구성 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 값
#Clusters 8

#Cores/Cluster 2

#ALUs/Core 1

#SFUs/Core 1

Clock(Core/ Interconnection/ 

L2Cache/ DRAM)

337.5/600.0/

600.0/800.0/MHz

Register File Size/Cluster(KB) 16

Shared Memory/Cluster(KB) 16

Texture Cache/Cluster(KB) 5

Constant Cache/ Cluster(KB) 8

IL1 Cache/Cluster(KB) 4

DL1 Cache/Cluster(KB) -

Unified L2 Cache(KB) 64

#Memory Module 6

#Memory Subpartition in Each 

Memory Module
1

표 1. GPU 구성 변수

 

본 논문에서는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GPU의 성능 

하 요인을 분석하고자 ISPASS 벤치마크 로그램[26]

과 NVIDIA SDK 벤치마크 로그램[27] 그리고 

Rodinia 벤치마크 로그램[28]에 포함된 다양한 응용

로그램들을 수행하 다. 하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인

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슷한 특징으로 인해 유사한 유형

의 결과로 복되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벤치마크 

로그램들을 제외한 9개의 벤치마크 로그램들

(breadth-first search, LIBOR monte carlo, neural 

network, StoreGPU, gaussian matrix, needle, 

pathfinder, speckle reducing anisotropic diffusion, 

hotspot)에 한 실험결과를 선택하여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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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벤치마크 로그램들이 실행되는 총 

수행 사이클 동안 정의된 GPU의 상태들이 차지하는 비

율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GPU의 성능을 하하는 

주요 원인과 벤치마크 로그램의 특성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된 벤치마크들을 

[그림 3-5]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자로 표기한다

(breadth-first search: BFS, LIBOR monte carlo: LIB, 

neural network: NN, StoreGPU: STO, gaussian 

matrix: GAUSM, needle: ND, pathfinder: PF, speckle 

reducing anisotropic diffusion: SRAD, hotspot: HOT).

본 논문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GPU 코어가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해서 가

장 먼  총 수행 사이클  연산 자원 활용 상태와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 전체 시간 대비 연산 자원 활용/미활용 비율

[그림 3]에서 연산 자원 활용 상태는 ACTIVE로 나

타내며,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는 INACTIVE로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PF(ACTIVE: 89.5%)를 제외한 

모든 벤치마크 로그램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평

균 63.3%) 동안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이다. 달리 말하

면, 재 GPU의 우수한 연산 자원이 활용되는 시간보

다 활용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BFS와 ND의 경우에는 체 수행 시간  각

각 7.6%와 11.8% 동안만이 연산 자원 활용 상태로 그 

이외의 시간 동안에는 연산 자원이 활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결과는 재의 GPU 구조로는 다양

한 분야에 활용되기에는 낮은 효용성으로 많은 어려움

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GPU를 

활용함으로써 컴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GPU가 풍부한 연산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GPU 구조를 한 기법 개발에 앞선 선행 연구로써 다

음 두 개의 하부 장에서 GPU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로그램의 특성과 더불어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 다.

1. 연산 자원 활용 상태

본 장에서는 연산 자원 활용률 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해서 연산 자원 활용 상태  완  활성화 

상태와 불완  활성화 상태의 비율을 보여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완  활성화 상태는 하나의 워  

내의 스 드들  일부가 비활성화 됨으로써 자신에게 

할당된 연산 자원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4. 연산 자원 활용 상태의 세부 상황

[그림 4]에서 FULL은 완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PARTIAL은 불완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다. 실

험 결과에서 보이는 완  활성화 상태와 불완  활성화 

상태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산 자원 활용 상태 시간을 

100%로 가정한 다음 계산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이

듯이 불완  활성화 상태의 비율은 약 반 정도를 차

지한 HOT(50.3%)를 제외한 다른 벤치마크 로그램에

서는 완 히 심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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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불완  활성화 상태의 비율이 LIB와 STO는 0%인 

반면에 GAUSM과 ND의 경우에는 100%이다. 이와 같

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결과는 지면의 한계로 그림

에서 보여주지 않는 다른 벤치마크 로그램에서도 

부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분석 결과, GPU에서 수행되

는 부분의 벤치마크 로그램은 HOT와 같은 몇몇의 

벤치마크 로그램을 제외하고는 LIB, STO, PF, 

SRAD와 같이 반복 인 연산( 를 들면, 곱하기 연산

만 포함)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완  활성화 상태를 보

여주거나 BFS, NN, GAUSM, ND와 같이 다양한 연산

( 를 들면, 조건문과 같은 분기 명령어가 많이 포함)을 

수행함에 따라 높은 불완  활성화 상태를 보여 다. 

다시 말하면, 연산 자원 활용 상태  불완  활성화 상

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벤치마크 로그램이 수행하는 

연산에 종속되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분

기 명령어와 같이 로그램 병렬성을 하시키는 명령

어를 많이 포함한 응용 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연산

자원의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연산자원 활용률 하 

문제가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다수의 GPGPU 벤치마크 로그램이 

병렬성 하를 유발하는 명령어 유형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리 말하면, 불완  활성화 상태를 유

발해 성능을 하시키는 종류의 연산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GPU 구조가 개발된다면 최신 GPU의 성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GPU의 활용 범  한 넓어질 것

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불완  활성화 상태를 

유발하는 비활성화된 스 드들을 포함한 워 가 실행

되는 경우 발생되는 유휴 자원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할당 기법을 개발해야한다. 

2.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 연

산 자원 미활용 상태의 원인들인 유휴 상태, 메모리 스

톨 상태, 그리고 GPU 코어 스톨 상태의 심각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그림 5]에서 보여 다. 그림에서 

IDLE, MSTALL, CSTALL은 유휴 상태, 메모리 스톨 

상태 그리고 GPU 코어 스톨 상태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5.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 유발 원인  

불완  활성화 상태로 인해 유발되는 GPU의 성능 

하에 비해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는 더욱 심각한 성능 

하를 유발한다. 연산 자원 미활용 상태를 유발하는 3

가지 원인  유휴 상태는 메모리 스톨 상태와 GPU 코

어 스톨 상태에 비해 상 으로 연산 자원 미활용 상

태 유발 원인 사이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GPU에서 수행되는 응용 로그램 부분의 용량 

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병렬성을 최 한 확보하도

록 로그래  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O에서 보이듯이, 응용 로그램 자체의 작

업량이 많지 않은 경우처럼 충분한 워 들이 생성되지 

않으면 유휴상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유휴 상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하나의 코어에 더 

많은 워 들을 할당함으로써 병렬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 존재한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워 를 할당하는 것

이 우수한 성능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당

되는 워 의 최 의 수를 찾기 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STO를 제외한 나머지 벤치마크 로그램들  LIB, 

NN, GAUSM, ND, PF는 메모리 스톨 상태의 비 이 

높은 반면에 BFS, SRAD, HOT는 GPU 코어 스톨 상태

의 비 이 높다. 메모리 스톨 상태의 비 이 높은 벤치

마크 로그램들은 부분 메모리 집 형 벤치마크 

로그램들로 다수의 메모리 요청을 하부 메모리 시스템

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다. 즉, 메

모리 스톨 상태는 메모리 시스템에 메모리 시스템이 동

시에 지원 가능한 메모리 요청 수 보다 많은 메모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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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인가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메

모리 스톨 상태의 비 을 이기 해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바로 고성능의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다.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래픽

스 연산과 같이 반복된 연산을 주로 수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명령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과

는 상이한 메모리 근 형태를 보인다는 을 고려하여

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GPU 코어 스톨 상태의 비 이 

높은 벤치마크 로그램들은 반  는 일부분의 연

산 자원을 집 으로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달리 말

하면, GPU 코어 스톨 상태는 연산 자원 부족으로 유발

된 구조  해 드(structural hazard)에 의해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구조  해 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하드웨어를 추가하여야 하지만 이 같은 방법

은 높은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각각 요구하는 연

산 자원의 종류가 상이한 로그램들의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순하게 

연산 자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로

그램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낮은 비용으로는 거의 불가

능하다. 이와는 달리, 연산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구조  근 방식은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GPU 코어 스톨 상태 문제를 효

율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연산 자원을 소모하는 연

산들(즉, 워 들)을 이는 기법을 개발해야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표  병렬 처리 장치인 GPU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행연구

를 수행하 다. 고성능 GPU 구조 개발의 방향을 제시

하기 해여, 본 논문에서는 재 GPU에서 발생하는 

성능 하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GPU가 응용 로그램을 수행하는 시간 에 

GPU 코어가 완  활성화 상태를 제외한 불완  활성화 

상태, 유휴 상태, 메모리 스톨 상태, 그리고 GPU 코어 

스톨 상태인 시간 동안에는 GPU가 자신의 강력한 하드

웨어 연산 자원을 효과 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GPU의 성능 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한 제시하고 있다. 그러

므로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고성능 GPU 구조 연구의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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