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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통합 메모리는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통신을 개발자에게 투명하게 내재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런타임 

환경으로 개발자에게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가 통합된 하나의 메모리로 보이게 해준다. 통합 메모리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재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통신의 오버헤드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데이터 통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버헤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NVIDIA 사의 최신 GPU 마이크로아키텍처 중 하나인 파스칼을 사용하는 GPU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 메모리를 사용

할 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데이터 통신이 끼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실험 결

과 통합 메모리의 오버헤드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면 CPU 또는 GPU가 데이터에 접근

할 때마다 이 데이터는 CPU 또는 GPU 메모리로 옮겨지고 옮겨진 데이터는 제거된다. 따라서 재사용할 데이터도 제거되어 추

가적인 데이터 통신이 발생하고, 이 데이터 통신의 지연시간은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더해진다. 둘째,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

면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이 서로 다른 스트림에 할당되어도 동시에 수행되지 못한다. 따라서 GPU 응용의 수행시간은 동시에 

수행되던 데이터 통신과 커널의 수행시간만큼 증가한다.

키워드: 그래픽 처리 장치(GPU), 통합 메모리(unified memory), 데이터 통신(data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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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GPU는 데이터 병렬 처리에 강점을 가진 하드웨어로 그래픽 응용뿐

만 아니라 심층 학습과 같은 광범위한 GPGPU 응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GPU 응용들은 데이터 집약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개별 GPU에서 성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CPU와 CPU 메모리 사이 또는 

GPU와 GPU 메모리 사이와 비교해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작은 대역폭을 지녀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통적인 GPU 프로그래밍 모델에서는 이 데이터 통신을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한다. 하지만 이는 개발자에게 GPU의 

메모리 아키텍처를 고려하여 프로그래밍해야만 하는 부담을 준다. 

NVIDIA와 AMD는 최근에 개발자의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통합 메모리를 제안했다. 통합 메모리는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통신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내재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 런타임 환경으로 개발자에게 CPU와 GPU 메모리가 통합된 

하나의 메모리로 보이도록 해준다.

통합 메모리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통신의 오버헤드가 큰 것으로 알려져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오버헤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게다가 NVIDIA 사의 GPU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별 GPU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NVIDIA GPU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NVIDIA 사의 연구원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그들은 통합 

메모리의 오버헤드로 GPU 페이지 폴트 발생 시 GPU의 연산기가 

멈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GPU 페이지 폴트란 GPU가 

GPU 메모리에 없는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폴트로 CPU 

메모리에서 GPU 메모리로 이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촉발한다. 

그들의 연구는 GPU 응용 수행 중 GPU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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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1, 2, 3, 4, 5]. 이 연구들은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하는 GPU 페이지 폴트 횟수를 줄이는 연구들과 

한 번의 GPU 페이지 폴트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거나 숨기는 

연구들로 분류된다.

첫 번째 분류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앞으로 GPU가 이용할 

데이터를 GPU 메모리로 미리 이동시키고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 

데이터는 GPU 메모리에서 내보내는 것이다[1, 2, 3]. 두 번째 분류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GPU 페이지 폴트 발생 시에도 GPU 연산기가 

멈추지 않도록 하거나[4], GPU 페이지 폴트 처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GPU 메모리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것이다[5].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GPU 페이지 폴트 발생 시 GPU 연산기의 수행이 멈추는 것이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NVIDIA 사의 최신 GPU 마이크로아키텍처 중 

하나인 파스칼을 사용하는 GPU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 메모리를 

사용할 시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이 데이터 통신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에

서 CPU에서 수행되는 함수와 GPU에서 수행되는 커널이 접근하는 

데이터를 바꾸면서 데이터 통신과 커널의 수행시간을 측정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을 여러 스트림에 할당하여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것을 측정한다.

우리의 실험은 Ubuntu 17.10과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9.2에서 동작하는 GTX 1080 Ti GPU에서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통합 메모리의 오버헤드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면 CPU 또는 GPU가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이 데이터는 CPU 또는 GPU 메모리로 옮겨지고 

옮겨진 데이터는 제거된다. 따라서 재사용할 데이터도 제거되어 추가

적인 데이터 통신이 발생하고, 이 데이터 통신의 지연시간은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더해진다. 둘째,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면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이 서로 다른 스트림에 할당되어도 동시에 수행되지 

못한다. 따라서 GPU 응용의 수행시간은 동시에 수행되던 데이터 

통신과 커널의 수행시간만큼 증가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CUDA 프로그래밍 모델에서의 CPU와 GPU 메모리 

간 데이터 통신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우리가 수행한 실험들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Data Migration between the CPU and GPU 

Memory on CUDA

이 장에서는 나머지 장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전통적인 

CUDA 프로그래밍 모델과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CPU와 G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통신을 설명한다. 그리고 통합 메모리와 내재적으

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통신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신에 

걸리는 지연시간을 숨길 수 있도록 CUDA에서 제공되는 스트림이라

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다.

1. Traditional CUDA programming model and explicit 

data migration

CUDA는 NVIDIA GPU에서 범용 컴퓨팅을 수행하기 위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CUDA API를 사용하여 

작성된 CUDA 프로그램은 CUDA 라이브러리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를 통해 GPU를 사용하면서 수행된다. 

전통적인 CUDA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PU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GPU 메모리로 옮긴다. 

이는 cudaMemcpy()라는 CUDA API를 통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GPU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한다. 

수행하는 연산은 C나 C++ 언어의 함수로 표현되는데, 이를 커널이라

고 한다. 개발자는 커널을 수행시킬 때 스레드 수와 블록 수를 지정하여

야 한다. 스레드 수는 동시에 커널을 수행하는 인스턴스의 수를 의미하

고 블록 수는 동시에 수행되는 인스턴스 묶음의 수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산 수행 결과를 다시 cudaMemcpy()를 사용하여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옮긴다.

Program 1: Single stream

1: kernel vecAdd(int * a, int * b, int * 
c, int n) 

2:     i = blockIdx.x * blockDim.x + 
threadIdx.x

3:     if(i < n)

        c[i] = a[i] + b[i]

4: end kernel

5:          

6: procedure MAIN

7:     ... 

8:     vectorAdd<<<numBlocks,blockSize>>>
(a,b,c,n)

9:     for(int i = 1; i < n; i++)
        sum[i] = sum[i - 1] + a[i]

10:     vectorAdd<<<numBlocks,blockSize>>>
(a,b,c,n)

11:     for(int i = 1; i < n; i++)
        sum[i] = sum[i - 1] + a[i]

12:     for(int i = 1; i < n; i++)
        sum[i] = sum[i - 1] + b[i]

13:     vectorAdd<<<numBlocks,blockSize>>>
(a,b,c,n)

14:     for(int i = 1; i < n; i++)
        sum[i] = sum[i - 1] + c[i]

15:     vectorAdd<<<numBlocks,blockSize>>>
(a,b,c,n)

16:     vectorAdd<<<numBlocks,blockSize>>>
(a,b,c,n)

17:     ...

18: end procedure

Fig. 1. Pseudo code for experiment 1

2. Unified memory and implicit data migration

통합 메모리는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통신을 

개발자에게 투명하게 내재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런타임 환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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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자에게 CPU와 GPU 메모리가 통합된 하나의 메모리로 보이도

록 해준다. 통합 메모리를 이용한 CUDA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통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개발자는 cudaMallocManaged()라

는 CUDA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할당하고 CPU에서 수행되는 

함수와 GPU에서 수행되는 커널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한다. 그러면 

CPU 또는 GPU에서 자신의 메모리에 없는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 페이지 폴트 핸들러에서 통합 메모리 소프트

웨어 런타임 환경을 통해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3. Hiding data migration latency

CUDA에서는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통신 

시간 동안 GPU에서 커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트림이라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하나의 스트림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은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스트림에서 수행되

는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개발자가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을 데이터 의존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스트림에 

지정하면, GPU에서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을 스케줄링하여 가용 

자원이 있을 때 동시에 수행한다.

Program 2: Multi stream

1: kernel vecAdd(int * a, int * b, int * 
c, int n) 

2:     i = blockIdx.x * blockDim.x + 
threadIdx.x

3:     if(i < n)

        c[i] = a[i] + b[i]

4: end kernel

5:          

6: procedure MAIN

7:     ... 

8:     vectorAdd<<<numBlocks,blockSize,
stream0>>>(a,a,r1,n);

9:     vectorAdd<<<numBlocks,blockSize,
stream1>>>(b,b,r2,n);

10:     vectorAdd<<<numBlocks,blockSize,
stream2>>>(a,b,r3,n);

11:     for(int i = 1; i < n; i++)
        sum[i] = sum[i - 1] + r1[i];

12:     for(int i = 1; i < n; i++)
        sum[i] = sum[i - 1] + r2[i];

13:     for(int i = 1; i < n; i++)
        sum[i] = sum[i - 1] + r3[i];

14:     ...

15: end procedure

Fig. 2. Pseudo code for experiment 2

III. An Evaluation of the Data Migration in Unified 

Memory

우리는 통합 메모리를 사용할 시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이 데이터 통신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는 그 실험과 결과를 설명한다.

1. Experimental setup

우리는 Ubuntu 17.10과 CUDA 9.2에서 동작하는 GTX 1080 

Ti GPU에서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에서 CPU에서 수행되는 

함수와 GPU에서 수행되는 커널이 접근하는 데이터를 바꾸면서 데이

터 통신과 커널의 수행시간을 측정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을 여러 스트림에 할당하여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것을 측정한다.

우리는 이 실험들을 위해 CUDA 프로그램들1)을 작성하여 

NVIDIA Visual Profiler로 프로파일링한다. 우리는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Fig. 1의 의사코드를 통합 메모리를 사용한 경우와 전통적인 

CUDA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한 경우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두 번째 실험을 위해서는 Fig. 2의 의사코드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Fig. 3. Execution time of programs per line written in pseudo 

code Fig.1

2. Single stream

Fig. 3은 Fig. 1의 의사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다. 

8번째 줄의 의사코드가 시작된 시점을 0으로 하여 16번째 줄의 의사코

드가 종료된 시점까지 코드 라인별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로부터 연속적으로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이 

수행되는 상황에서 통합 메모리의 오버헤드는 추가적인 데이터 통신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두 가지 관측에 근거한다. 

첫째,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였을 때 CPU 또는 GPU가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이 데이터는 CPU 또는 GPU 메모리로 옮겨지고 

옮겨진 데이터는 제거된다. 따라서 재사용할 데이터도 제거되어 추가

적인 데이터 통신이 발생한다. (a)의 라인 8, 10, 13, 15, 16의 수행시간

을 보면, 각 라인의 수행 전에 CPU에서 수행되는 함수에서 접근한 

데이터에 종속적이다.

둘째, 똑같은 데이터를 옮긴다면 통합 메모리와 전통적 CUDA 

프로그래밍 모델은 수행시간에 차이가 없다. (a)의 라인 13과 (b)의 

라인 8은 수행시간은 비슷하다. (a)의 라인 14와 (b)의 라인 14도 

마찬가지다.

1) 이 프로그램들의 소스 코드는 https://github.com/Hozzu/KSC

I2018 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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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ulti stream

Fig. 4는 Fig. 2의 의사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다. 

8번째 줄의 의사코드가 시작된 시점을 0으로 하여 13번째 줄의 의사코

드가 종료된 시점까지 코드 라인별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로부터 통합 메모리를 사용할 때 서로 다른 

스트림에 할당된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이 거의 동시에 수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라인 8, 9, 10은 데이터 의존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b)와 다르게 (a)에서 거의 동시에 수행되지 않는다.

Fig. 4. Execution time of programs per line written in pseudo 

code Fig. 2

IV. Conclusion

우리는 NVIDIA 파스칼 GPU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 메모리를 

사용할 시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이 데이터 통신이 끼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통합 메모리의 오버헤드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면 CPU 

또는 GPU가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이 데이터는 CPU 또는 GPU 

메모리로 옮겨지고 옮겨진 데이터는 제거된다. 따라서 재사용할 데이

터도 제거되어 추가적인 데이터 통신이 발생하고, 이 데이터 통신의 

지연시간은 GPU 응용의 수행시간에 더해진다. 둘째,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면 데이터 통신과 커널들이 서로 다른 스트림에 할당되어도 

동시에 수행되지 못한다. 따라서 GPU 응용의 수행시간은 동시에 

수행되던 데이터 통신과 커널의 수행시간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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