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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GPU 컴퓨팅 환경에서 물리적 모델링 기반의 음 합성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경우에 GPU의 개수에 따른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실험결과, 6개의 GPU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1개의 GPU에서 가장 높

은 에너지 효율을 보였다.

키워드: 범용 GPU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음 합성(sound synthesis), 
물리적 모델링(physical modeling)

I. 서 론

오늘날의 GPU는 고성능 컴퓨팅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

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의료, 군

사,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1]. GPU 컴퓨

팅에서 데이터 처리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코어를 이용하여 병렬

로 처리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순차적인 알고리즘을 GPU 환
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병렬적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모델링 기반의 음 합성 알고리즘은 고음질의 음을 합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양의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 제약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 모델

링 기반의 음 합성 알고리즘의 병렬화 연산을 통해 GPU 컴퓨팅 

환경에서 기타 음 합성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또한 GPU의 개수 

변화에 따라 성능 및 에너지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에너지효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I. GPU에서의 물리적 모델링

1. 실험 환경

시스템에 사용된 CPU는 인텔사의 Xeon x5690이며, 연산에 

사용되는 GPU는 NVIDIA의GeForce GTX 580을 사용하였다

[2]. 표 1은 기타의 음 합성을 위해 사용된 실험 환경을 나타낸다.

표 1. 시스템 환경

Table 1. System Environment

실험 요소 장치 명

CPU (수) Intel Xeon x5690 3.46GHz   (2)

Memory 144 (GB)

OS CentOS 5.8

GPU (수) NVIDIA GeForce GTX 580   (6)

2. 음 합성을 위한 물리적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기타 음 합성을 위해 물리적 모델링 알고리즘

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1은 이를 위한 현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1.  현 모델

Fig. 1. String model

여기서 는 루프 필터, 는 지연라인을 나타낸다. 지연

라인의 지연길이 L은 합성음의 기본 주파수를 결정하며 

   (는 합성음의 샘플링률, 은 합성음의 기본주파수)

로 계산된다. 또한 파동의 감쇄를 표현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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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필터를 사용하였다.

  




  (1)

여기서 는 0Hz에서의 필터 이득, 은 차단 주파수를 결정하

는 필터 계수이다[3].

III. 실험 결과

1. 합성음 결과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모델링을 통한 기타의 개방 현에 대한 음

을 GPU 기반의 컴퓨팅 환경에서 합성하였다. 그림 2는 CPU와 

GPU에서의 합성음의 스펙트럼을 보이며, 두 합성음은 매우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기타의 합성음의 스펙트럼 결과 비교. (a) E4(329.63 Hz), 

(b) B3(246.94 Hz)
Fig. 2. Spectra of synthesized sounds. (a) E4(329.63 Hz), (b) 

B3(246.94 Hz)

2. 실행시간

그림 3은 GPU의 개수 변화에 따른 음 합성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GPU 장치의 개수를 1개, 2개, 3개 6개로 늘려가

면서 CPU와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GPU 개수 변화에 따른 

전력소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효율의 변화를 확인하였

다. 그림 4는 측정한 전력 및 에너지 효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3. GPU 개수에 따른 음 합성 알고리즘의 실행시간

Fig. 3. Execution times of the sound synthesis algorithm 

according to the number of GPU

그림 4. GPU 개수에 따른 에너지 효율 및 소비전력

Fig. 4. Energy efficiency and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GPU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U 컴퓨팅 환경에서 GPU의 개수 변화에 따

른 물리적 모델링 기반의 음 합성 알고리즘의 성능 및 에너지 효

율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6개의 GPU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였으며, 1개의 GPU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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