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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L을 이용한 GPGPU 기반 지문개선 알고리즘 가속화

Accelerating Fingerprint Enhancement Algorithm on GPGPU using Ope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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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 fingerprint is widely used as one of biometrics to improve the security of financial mobile 

applications, because of its user convenience and high recognition rate. However, in order to apply fingerprint algorithms to 

finance and security applications, the recognition rate and processing speed of the fingerprint algorithms have to be improved 

further.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arallel fingerprint enhancement algorithm on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GPGPU) using OpenCL. We discuss the analysis of the parallelism in the fingerprint algorithm as well as the 

exploration of optimization parameters of the parallel fingerprint algorithm to improve the performanc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execution of parallel fingerprint enhancement algorithm on GPGPUs was accelerated from 29.4 upto 

69.2 times compared with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one on the host C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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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 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금융 거래가 활

성화되면서 보안 향상을 위해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고 있다.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 중에서도 지문 인식은 사용

하기에 쉽고 간편하여 많은 응용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금융 거래와 보안 등의 중요한 응용을 위하여 인식률과 속

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 인식률

을 높이기 위하여 지문 영상 개선하는 것은 지문 영상 처리에 

중요한 과정이다[1]. 특히 지문 영상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FPGA[2]와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 

Processor Units)[3]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5]. 본 논문은 미국 NIST에서 배포한 PCASYS 지문 영상 개선 

알고리즘을 GPGPU를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GPGPU 병렬 프로그램 모델은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을 기반으로 한다. OpenCL은 개방형 범

용 컴퓨팅 프레임워크로 GPU, DSP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프

로그램을 실행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문 영상 개선

을 위한 OpenCL 기반 GPGPU 병렬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병렬 지문 개선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GPGPU의 구

조와 OpenCL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를 최적화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OpenCL 기반 GPGPU 병렬 프로그램이 

AMD 시스템에서 약 69.2배, Tesla 시스템에서 약 36.8배, 그리

고 GeForce 시스템에서 약 29.4배로 성능 가속화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PCASYS 지문 개선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GPGPU를 이용해 지문 개선 알고리즘

의 병렬화 및 성능 최적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를 소개

로 마친다.

2. PCASYS 지문 개선 알고리즘

PCASYS는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배포한 지문 분류 알고리즘[6, 7]으로 본 연구

에서는 PCASYS 내의 지문 개선 알고리즘을 병렬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PCASYS의 지문 개선 알고리즘의 순서는 다

음 그림 1과 같다.

PCASYS는 × 크기의 8비트 그레이스케일 지문 영상을 

입력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지문 입력 장비들은 다양

한 크기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PCASYS는 이러한 다

양한 크기의 영상을 입력 받아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과정

을 거쳐 × 크기의 지문 영상만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생략하고 세그멘테이션 된 지문 

영상을 이용한다.

화질 개선 알고리즘의 경우 작은 크기의 타일로 나누어 좌상

의 위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화질 개선을 하고 개선된 타일 

영상을 이어 붙여서 생성한다. PCASYS의 경우 지문 융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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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ASYS 지문 개선 알고리즘

Fig. 1 PCASYS fingerprint image enhancement algorithm

그림 2 중첩 윈도우 연산

Fig. 2 Overlapped window operations

(fingerprint ridge direction) 알고리즘이 × 픽셀을 이용하

므로 이와 맞추어 지문 개선 알고리즘도 × 픽셀을 이용하

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지문 융선 방향 알고리즘이 융선 흐름 평

균(ridge flow average) 계산을 할 때 × 타일 영상의 경계

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개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타

일 경계에서 생기는 인공적인 개선 영향은 최종 방향 어레이의 

잘못된 융선 흐름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PCASYS 지문 개선 알고리즘은 세그멘테이션 된 지문 영상의 

좌우상하 테두리 8 픽셀은 건너 띄고 내부 지문 영상의 화질 향

상에 집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입력된 영상은 × 크기의 윈도우로 분할되어 지문 개선 

처리가 되며 × 개선된 영상 타일을 생성한다. 따라서 입력

된 지문 영상에 대하여 그림 2와 같이 각 테두리의 8 픽셀을 제

외하고 × 크기의 윈도우가 16 픽셀씩 슬라이딩 하며 중첩되

어 입력이 되고 × 개선된 영상 타일을 순차적으로 생성한

다. 개선된 영상 타일들을 순차적으로 이어 붙여서 개선된 지문 

영상을 만들게 된다. 지문 개선 알고리즘에 필요한 중첩된 윈도우

의 연산 횟수는 ×  ×가 

된다.

분할된 윈도우들에 대하여 각각 Forward 2D-FFT 연산을 적

용한다.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공간 데이터로 이루어진 원본 영상을 주파수 데이터 영

상으로 변환 된다. 이 때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변환한다. 먼저 

윈도우의 각 픽셀 값을 복소행렬 에 연결한다. 실제 픽셀 

값들이  에 대입되고 는 0으로 대입된다. 그렇게 하여 복소

행렬  를 도출한다.

   
  




  



  exp


  (1)

2D-FFT 결과에 대하여 특정 주파수대역을 필터링 하는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하는데 이때 고주파(449Hz 이상), 저주파(150Hz 

이하)를 0 으로 치환하고 나머지 통과 주파수 대역의 FFT 결과 

값은 식 (2)를 적용한다. 푸리에 변환 요소인  에 파워스펙

트럼을 취한 것과 0.3 을 제곱 한 것을 서로 곱함으로써 노이즈 

감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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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워크그룹과 윈도우 매핑 예

Fig. 3 An example of mapping a window to a work-group

   
 

      (2)

다음 각각의 윈도우에 Backward 2D-FFT를 적용한다. 푸리

에 변환 특성상 변환된 값을 역으로 다시 변환하면 원본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필터를 적용한 주파수 데이터를 원래의 이미

지 데이터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 식 (3)을 참고하여 실행한다. 

여기서  가 필터가 적용된 주파수 데이터의 복소행렬이고 

 가 역변환된 값이다.

  
 




 



  exp

  (3)

Backward 2D-FFT가 처리된 후 각 윈도우내의 최대 절대 값

을 찾아 다음 식 (4)를 이용하여 정규화 한다.  는 각 윈도우 

내의 픽셀 값을 의미하고  는 각 윈도우내의 픽셀 값 중 가

장 큰 값을 의미한다.

× (4)

마지막으로 각 윈도우의 가운데 × 픽셀만을 결과 이미지

에 취합하며 중복되지 않게 연결하여 최종 이미지로 만든다. 이

렇게 하여 최종 이미지의 명암(contrast)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이미지가 개선됨을 볼 수 있다.

3. GPGPU를 이용한 지문 개선 알고리즘 병렬화

본 연구는 PCASYS의 지문 개선 알고리즘을 GPGPU를 이용하

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GPGPU를 활용 할 수 있는 프

레임 워크 인 OpenCL[8]을 기반으로 병렬화하고자 한다. 지문 

개선 알고리즘의 경우 입력과 출력 영상을 처리하는 부분을 제외

하면 그림 2와 같이 윈도우 단위로 작업을 분할하여 진행을 하

게 된다. 따라서 총 윈도우 처리 작업을 최대한 병렬화하여 성능 

향상 시키고자 한다.

3.1 워크그룹 매핑 최적화

PCASYS 지문 개선 알고리즘은 세그멘테이션 된 지문 영상이 윈

도우 단위로 분할되어 진행된다. 지문 영상이 중첩되어 각 작업 윈

도우에 입력으로 전달 된다. 각각 윈도우 별로 계산이 되어 작은 개

선된 타일이 생성 되고 이 타일 영상들을 이어 붙여서 개선된 지문 

영상을 만들게 된다. 총 작업 윈도우의 개수는 × 입력 영상

에서 각각 테두리의 8 픽셀을 제외한 영역에 윈도우를 중첩이 되도

록 슬라이딩하므로 ×  × 

가 된다. 각 작업 윈도우 간에는 비록 입력 영상이 서로 중복이 

되어 사용되더라도 개선된 이미지 타일은 독립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개선된 타일 영상 간에는 상호 의존성이 없다. 따라서 그

림 3 처럼 하나의 윈도우를 하나의 워크그룹에 대응하여 병렬처

리를 할 수가 있다. 

OpenCL의 경우 GPGPU 내의 계산 유닛(compute unit)에 각

각의 워크그룹을 할당하여 처리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그림 2

에서와 같이 하나의 워크그룹에 하나의 작업 윈도우를 할당하고 

이를 하나의 계산 유닛에서 처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

의 워크그룹에 다수의 작업 윈도우를 할당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할당할 수 있는 최대 윈도우의 개수(max )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max 


 (5)

여기서 는 GPGPU 계산 유닛의 로컬 메모리 사이즈를 

의미하고 는 윈도우의 사이즈 즉, 본 논문에서는 × 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워크그룹에 할당되는 윈도우의 개수는 max
를 초과할 수 없고 만일 윈도우 사이즈가 로컬메모리 보다 클 

경우 윈도우를 분할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지문 개선 알고리즘의 

경우 × 개의 윈도우 어레이를 계산 유닛에 할당을 하여야 

하므로 생성되는 워크그룹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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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는 윈도우 어레이의 열의 수(30), 는 윈도

우 어레이의 행의 수(28), 그리고 는 하나의 워크그룹에 할

당된 윈도우 수를 의미한다. 윈도우 어레이 열의 수가 할당된 윈

도우의 배수가 아닐 경우 더미 데이터를 할당하여 처리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워크그룹의 총 개수()가 GPGPU의 총 계산

유닛 개수의 배수로 이루어질 때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다.

3.2 워크아이템 할당 최적화

GPGPU가 OpenCL기반으로 최적화를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계산유닛을 이용하여 모든 자원이 유휴 되지 않게 워크 그

룹을 매핑하고 각 계산 유닛에서 워크 아이템이 최대한 동작 할 

수 있도록 워크아이템을 할당하여야 한다. GPGPU의 계산에서 

하나의 워크아이템은 하나의 스레드에 할당이 되어 처리가 된다. 

각 워크그룹에 할당되는 워크 아이템의 개수(Local Work Size: 

)는 다음과 같다.

 × × (7)

여기서 는 윈도우의 한 행 연산에 할당하는 스레드의 

개수, 는 윈도우의 높이를 의미한다. 하나의 워크그룹에 할당 

할 수 있는 최대 스레드 개수(max )는 GPGPU의 특성에 따

라 다르다. 워크그룹에 할당되는 워크아이템의 개수()는 

max  보다 작아야 한다. 하나의 워크그룹은 하나의 계산 유

닛에서 처리가 되므로 하나의 워크그룹에 있는 모든 워크아이템

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산 유닛의 모든 스레드가 동

시에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 계산 유닛에 있는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개수(max )
의 배수가 되도록 할당을 하여야 한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

여  는 다음 조건식 (8)에 따라 할당하여야 한다.

≤ max and ∝max  (8)

할당된 워크그룹의 개수()와 각 워크그룹에 할당되는 워

크 아이템의 개수()를 이용하여 전체 워크 아이템의 개수

(Global Work Size: )를 구할 수 있다.

× ×⌈⌉×  (9)

조건식 (8)을 고려한 식 (9)를 활용하여 OpenCL 디바이스에 

맞게 워크 아이템을 할당함으로써 병렬처리의 성능을 최적화 시

킬 수 있다.

3.3 메모리 접근 최적화

OpenCL에서는 호스트 프로세서인 CPU는 GPU 칩 외부에 있

는 글로벌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로컬 

메모리 또는 프라이빗 메모리는 GPU 칩 내부에 있기 때문에 로

컬 메모리에 접근 할 때 글로벌 메모리에 접근 할 때 보다 약 

10배 이상 빠르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워크 아이템이 

칩 외부에 있는 글로벌 메모리의 접근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나

의 윈도우를 하나의 워크 그룹에 할당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연산 할 때 마다 총 1024 개의 픽셀을 접근하여야 한다. 이때 

× 번의 글로벌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은 지문 

개선 알고리즘에서 윈도우 단위에 연산에서 반복적으로 픽셀에 접

근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2D-FFT의 예처럼 총 ××log의 

연산이 필요하고 매 연산마다 2개 픽셀 읽기와 하나 픽셀 결과 

쓰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메모리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로컬 메모리에 작업 윈도우 데이터를 복사하고, 

로컬 메모리에서 연산을 처리한 후에 최종 결과를 글로벌 메모리

에 저장하여 글로벌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4. 실험 및 결과

PCASYS 지문 개선 알고리즘의 GPGPU 기반 병렬 프로그램은 

OpenCL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표 1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구현된 GPGPU 기반 병렬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4 개선된 지문 영상 예시

Fig. 4 A sample of enhanced fingerprint images

먼저 구현된 GPGPU기반 병렬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개

선된 지문 영상을 기존의 CPU 기반 직렬 알고리즘의 개선 영상

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4 병렬 프로그램으로 개선된 지문 

영상의 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GPGPU 기반 병렬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문 

영상 2700개를 이용하여 각각 실행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평균을 

내어 평균 실행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GPGPU 기반 병렬 

프로그램의 GPU 실행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GPGPU 기반 병

렬 프로그램의 성능 최적화를 알기 위하여 윈도위의 한 행에 할

당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와 하나의 워크 그룹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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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환경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s

AMD Hawaii Tesla C2075 GeForce GTX 750

Host CPU
AMD FX-8370E 8-Cores 

3.3GHz

Intel Core i7-975 Extreme 

3.33GHz

Intel Core i5-4690 

3.50GHz

GPU Clock 1.04GHz 1.15GHz 1.02GHz

OpenCL Version OpenCL 2.0 OpenCL 1.1 OpenCL 1.1

G
P
U

Global Memory Size 4 GB 2 GB 1 GB

Local Memory Size 32768 Bytes 49152 Bytes 49151 Bytes

Number of PEs 2816 448 512

Number of CUs 44 14 4

(a) AMD Hawaii (b) Tesla C2075 (c) GeForce GTX 750

그림 5 각 플랫폼 별 GPU 실행 시간

Fig. 5 The GPU Time of various GPU platforms

(a) AMD Hawaii (b) Tesla C2075 (c) GeForce GTX 750

그림 6 호스트와 GPU 간 총 실행시간 비교

Fig. 6 The comparison of the total execution time between a host and a GPU

할 수 있는 윈도우의 개수()를 조절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

다. 워크그룹에 할당되는 워크 아이템의 개수(Local Work Size: 

)는 계산 성능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계산 유닛에 

있는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개수(max )의 배수가 되도록 할

당하였다. 각 GPU에서 를 1개, 2개, 4개, 6개와 같이 각 

GPU의 로컬 메모리에 복사할 수 있는 최대 크기까지 할당하였으

며, 또한 는 1, 4, 그리고 16개로 변화시켜서 할당하였다. 

이때 한 윈도우의 높이가 32이므로 한 워크 그룹에 할당되는 스

레드의 수는 각 32, 128, 512개가 할당을 할 수가 있다. 단 

AMD Hawaii의 워크그룹에 할당할 수 있는 총 워크 아이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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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256으로 1W-16T의 경우 512개의 스레드 할당이 필요하

므로 윈도우 1/2을 할당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

석하면, 로컬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는 윈도우를 증가할수록 실

행시간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할당된 윈도우에서 최대한 많은 스

레드를 할당하여 처리할수록 또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할당 윈도우 수에서 최대한 많은 스레드를 할

당하여 처리한 성능만을 비교할 경우 본 사례에서는 할당하는 윈

도우 개수가 1일 때, 즉 1W-16T의 경우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

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할당하는 윈도우의 수를 늘릴 

때 마다 각 윈도우 한 행에 할당할 수 있는 스레드가 줄게 되면

서 각 행을 담당하는 스레드의 메모리 접근 시 스레드 간에 메

모리 뱅크 충돌의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호스트 CPU 실행시간과 GPGPU 실행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는 GPU 계산 전 호스트 CPU에서 GPU 메모리로 데이터를 복사

하는 시간과 GPU 계산 종료 후 결과를 GPU에서 호스트 CPU로 

전단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총 실행시간과 비교를 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 6은 호스트 CPU와 GPU의 총 실행시간을 비교한 결

과로 호스트 CPU 직렬코드 실행 시간과 GPU에 가 16개 

이면서 가 1일 때 호스트-GPU 간의 메모리 전달 시간을 포

함하는 총 실행시간을 비교한다. OpenCL을 이용한 GPGPU 병렬 

프로그램 성능 평가 결과, AMD Hawaii의 경우 약 69.2배, Tesla 

C2075 시스템의 경우 약 36.8배, 그리고 GeForce GTX 750 시

스템에서는 약 29.4배가 향상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미국 NIST에서 배포한 PCASYS의 지문 개선 

알고리즘을 OpenCL을 이용한 GPGPU 병렬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성능을 가속화하였다. PCASYS의 지문 개선 알고리즘은 지문 영

상을 × 크기의 윈도우로 분할 하여 영상을 개선한다. 총 

× 개의 윈도우를 처리한다. 각각의 윈도우는 서로 데이터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

우 단위로 병렬처리 할 수 있다. OpenCL 구현 시 성능 최적화를 

위하여, 하나의 워크그룹에 할당할 수 있는 윈도우의 수와 하나

의 워크그룹에 할당하는 워크 아이템의 개수 등 각 GPU의 플랫

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PU 환경 변수와 그 조건에 따른 성능 분석을 수행

하여 GPGPU 성능을 최적화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PCASYS의 지문 개선 알고리즘의 OpenCL을 

이용한 GPGPU 병렬 프로그램의 성능 평가 결과, AMD Hawaii

의 경우 약 69.2배, Tesla C2075 시스템의 경우 약 36.8배, 그리

고 GeForce GTX 750 시스템에서는 약 29.4배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GPGPU를 이용하여 지문 영상을 개

선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향후 GPGPU를 이용하여 지문 인식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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