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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자료경합은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같은 공유메모리에 적절한 동기화 없이 접근하고, 적어도 한 개의 접근사건이 쓰기일 때 발

생할 수 있는 동시성 오류이다. 자료경합은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비결정적인 수행결과를 초래하여, 항공기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료경합 탐지기법은 이

러한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여 수정하는데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GPGPU 프로그램에서의 자료경합은 CPU 병행프로그램에서보

다 복잡한 실행구조를 가지고 있어 스레드 및 메모리 계층, 스케줄링, 동기화 기법 등의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실세

계 프로그램에 자료경합 탐지기법을 적용하여 검증 시 이러한 변수들을 반영하여 실험하는데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본 논문은 

실세계 프로그램에서의 자료경합을 대표하는 4가지 패턴의 합성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실행 시 스레드 및 메모리 계층, 스레

드 구조, 메모리 사용량 및 동기화 방안을 지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모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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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병행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비결정적인 수행

결과를 일으키는 자료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 신뢰성이 요구되

는 분야에서는 자료경합 탐지 기술이 활용된다[1].

하지만 GPGPU 프로그램의 경우 동작 및 메모리 계층으로 인하여 

CPU 프로그램보다 자료경합이 발생 및 탐지에 관계되는 조건이 

많고, 분석이 어렵다[2]. 따라서 자료경합 탐지 기술의 개발 및 검증과

정에 실세계 프로그램이나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변인의 

조작과 결과의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GPGPU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료경합의 패턴을 

대표하는 합성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옵션에 따라 동기화방안, 

스레드 수와 그룹, 메모리 계층 및 사용량, 접근사건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모음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GPGPU 프로그램의 자료경합은 GPU의 SIMT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실행 모델에 따라 세분화된다. GPU 

프로그램의 스레드는 warp, block, grid순으로 그룹화 되어 동작한다. 

이중 같은 warp에 속한 스레드들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공유하며, 

block은 같은 SM에서 실행되며 shared memory를 공유하는 warp의 

집단, grid는 GPU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kernel을 수행하는 모든 

스레드의 묶음으로 global memory를 공유한다.

GPGPU의 자료경합을 탐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2, 3] 실세

계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벤치마크나 커널에 탐지기법을 적용하여 

자료경합이 탐지됨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경합을 발생시키는 실세계 프로그램을 수집해야하며, 자료경합이 

발생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III. Design and Implementation

본 논문은 GPGPU 프로그램의 자료경합 탐지기법의 개발 및 

검증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벤치마크 모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는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경합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경합 패턴을 

가진 합성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료경합이 발생하는 변인을 조작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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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terns of Data Race

합성프로그램은 그림1과 같이 실세계 CPU 프로그램의 자료경합을 

대표하는 4가지 패턴의 합성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각 패턴은 원자적

으로 수행되어야하는 스레드 1의 두 접근사건 사이에 스레드 2의 

접근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또한 제시된 패턴이 수행되는 환경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스레드 계층은 자료경합을 일으키는 스레드의 그룹을 지정하여 

같은 intra-warp, intra-block, inter-block에서 자료경합이 발생하도

록 한다.

메모리 계층 및 크기는 자료경합이 발생하는 메모리 계층을 shared 

memory와 global memory중에서 지정하고, 할당하는 메모리 크기를 

설정한다.

세 번째로 스레드 구조의 변경은 커널을 실행하는 block 수와 

block 이 포함하는 스레드 크기를 지정한다. GPU의 SM 개수에 

따라 block과 스레드의 개수는 스레드 인터리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기화 방식 변경은 접근사건을 barrier, threadfence 

또는 atomic function 으로 보호하도록하여 자료경합의 오 탐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Fig. 2. Design of Benchmark Suite 

제시된 벤치마크 모음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구현된다. 변인의 

조작은 프로그램 실행 시 매개변수 형태로 전달된다. 또한 각 합성프로

그램은 소스코드 형태로 제공되어 동적 및 정적분석을 이용하는 

탐지기법에서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GPGPU 프로그램의 자료경합 탐지기법의 개발 및 

검증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벤치마크 모음을 제시한다. 이는 실세계 

프로그램의 자료경합을 대표하는 4가지 자료경합 패턴을 가지며, 

SIMT에 따른 특성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료경합 탐지기법

을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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