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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Quantum-Inspired Evolutionary Algorithm(QEA)은 알고리즘 자체에 충분한 data-level parallelism이 내재되어 있어 GPU를 

이용한 가속에 용이하다. 그러나 효과 인 실행시간의 단축을 해서는 CPU와 GPU에의 한 task-mapping이 필요하다. 이

때 단순히 함수 자체의 병렬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CPU와 GPU간의 데이터 송도 고려하여 task-mapping을 할 필요

가 있다. 한 추가 인 성능향상을 하여 zero-copy host memory와 한 execution configuration의 사용, 그리고 memory 

coalescing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30,000개의 item수를 가진 0-1 knapsack problem에 한 QEA의 수행을 

multi-threading CPU에 비해 평균 3.69배 빠르게 할 수 있었다.  

Abstract

Quantum-Inspired Evolutionary Algorithm(QEA) contains sufficient data-level parallelism to be naturally accelerated on 

GPUs. For an efficient reduction of execution time, however, careful task-mapping should be done to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PU and GPU. Furthermore, when deciding which part of the application should run on GPU, we need 

to consider the data transfer between CPU and GPU memory spaces as well as the data-level parallelism. In addition, the 

usage of zero-copy host memory, proper choice of the execution configuration, and thread organization considering memory 

coalescing is important to further reduce the execution time. With all these techniques, we could run QEA 3.69 times 

faster on average in comparison with the multi-threading CPU for the case of 0-1 knapsack problem with 30,000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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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volutionary Algorithm(EA)의 일종인 Quantum- 

Inspired Evolutionary Algorithm (QEA)은 마찬가지로 

EA  하나인 Genetic Algorithm (GA)보다 일반 으로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1].

GA는 각 세 마다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해를 부모

로 선택하여 자손을 만들어 낸 후, 그것으로 인구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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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한 해를 체함으로써 최종 으로 좋은 형질의 해

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자손은 교차와 변이를 수행

하여 생산하는데, 교차 연산은 부모의 성질을 부분 으

로 이용하여 자손을 만들어 내는 반면 변이는 부모에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발생시켜서 해의 다양성을 추구

한다[2].

반면 QEA는 양자 컴퓨터의 요 개념  하나인 상

태 첩을 차용하여 GA보다 더 좋은 해를 더 빠른 시

간에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해를 쉽게 찾

을 수 없는 문제, 를 들어 NP-complete 문제 등을 해

결하는 데 GA 신 종종 사용된다. QEA가 용된 연

구로는 SoCDAL (System-on-Chip Design 

AcceLerator)
[3]
, bit-parallel VLD (variable-length 

decoder)의 설계[4], QEA를 이용한 멀티코어의 작업할

당[5] 등이 존재한다.

QEA에는 인구 내의 개인 간의 병렬성 뿐만 아니라 

각 개인 내의 qubit간의 병렬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QEA는 (인구 크기)⨉(qubit 수)의 병렬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그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QEA의 병렬성을 이용한 로그램 가

속에 한 연구는, GA의 병렬성을 이용한 성능 향상에 

한 연구들[6]과는 달리, 자들이 아는 한 존재하지 않

는다. QEA의 신인 Quantum-Inspired Genetic 

Algorithm (QIGA)
[7]
를 가속하는 연구로는 Nowotniak

과 Kucharski의 연구[8]가 있다. 그들의 결과는 일견 매

우 좋아 보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첫째, 

QIGA는 개인 간의 migration을 하지 않아 그 최종 해

의 형질이 QEA의 그것에 비해 떨어진다. Migration은 

qubit 간의 병렬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QIGA가 QEA

보다 더 큰 병렬성을 지닌다. 따라서 QIGA가 QEA보다 

병렬화에 더 유리하다. 둘째, 그들은 GPU상에서 

memory bandwidth를 확보하기 해 off-chip global 

memory가 아닌 on-chip shared memory와 constant 

memory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메모리들은 그 크기

가 매우 한정 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매우 작은 

크기의 문제만을 다룰 수 있다. 셋째, 그들은 CPU상의 

multi-threading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곧 CPU 동작

의 과소평가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의의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QEA를 GPU상에서 가속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GPU의 global 

memory가 이용되었다. 한 CPU와 GPU간의 task 

mapping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host-to-device 

혹은 device-to-host 메모리 복사가 고려되어 최 의 

task mapping을 구하 다. 이에 덧붙여, 추가 인 성능 

향상을 하여 memory coalescing, zero-copy host 

memory 방법 등이 이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QEA로 

0-1 knapsack problem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GPU상에서 QEA가 얼마나 가속될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은 [9]을 확장하여 작성한 것이다. Zero-copy 

host memory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메모리 복사를 임

으로써 [9]보다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Ⅱ장 1 에서는 QEA와 GPU에 한 설명을, 2 에

서는 선행 연구와 본 논문에서 진보된 에 한 설명

을, 3 에서는 task mapping과 그 외의 구 상의 특징

들에 한 설명을 한다. Ⅲ장은 실제 수행 속도를 비교

한 실험결과를 보이고 Ⅳ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본  론

1. 배경 이론

가. QEA

QEA는 양자 컴퓨터에서 생된 것으로 양자 컴퓨터

의 기본 인 계산 방법을 따르고 있다. 양자 컴퓨터의 

요한 특징은, 일반 인 디지털 컴퓨터가 정보를 0, 1

의 두 가지 상태들로 나타내는 것과 달리, |0>, |1>의 

양자 상태로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10]. 이때 양자 

상태로 표 되는 정보의 단 는 qubit으로 불리며 이는 

두 상태의 첩으로 나타낸다.

        ⑴

|Ψ>를 찰하면 |α|2의 확률로 0이 찰되고 |β|2의 

확률로 1이 찰된다. 따라서

      ⑵

임을 알 수 있다. m개의 qubit의 상태를 나타내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표 법을 사용한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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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qubit의 상태는 quantum gate(Q-gate)를 사용

하여 바꿀 수 있다. 이때 Q-gate는 unitary operator인 

U로 나타낼 수 있는데 U는 reversible한 operator이며 

U†U = UU†이다. U operator는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10].

∆   

 


 ∆   ∆

 ∆  ∆  ⑷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단 원 상에서   만큼 

회 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번 세 에서 새로 찾은 해

인 P(t)가 이  세 들의 가장 좋은 값인 B(t)보다 좋

지 않을 경우에 한해 {bi, pi} = {1, 0}이면   방향

으로, {bi, pi} = {0, 1}이면   방향으로 회 을 한

다. 그 외의 경우에는 qubit이 이 의 값을 유지한다.

QEA의 반 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QEA의 실

제 수행은 [1]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각 개인 별로 수행이 병렬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크기는 일반 으로 크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GPU를 이용한 가속은 개인별  

뿐만 아니라 qubit별로도 병렬 인 부분에서 수행 될 

것이다. Qubit을 찰하여 P(t)를 얻는 부분

(observation)과 P(t)값들  가장 좋은 것을 지역 최

해인 B(t)에 장한 후 다시 P(t)와 B(t)값으로부터 

qubit을 갱신하는 과정이 (인구 크기)⨉(qubit 수)의 병
렬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을 GPU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림 1. QEA의 구조.
[1]

Fig. 1. Structure of QEA.
[1]

나. GPU

CPU는 통 으로 로그램의 순차 인 수행을 빠

르게 처리하기 한 방향으로 발 되어 왔다. 이를 

해 CPU에 용되는 표 인 기술들로는 캐시, 

out-of-order execution과 branch prediction 등이 있으

며, 이를 통해 CPU는 instruction-level parallelism을 

효과 으로 이용하고 memory latency를 이며 control 

flow가 복잡한 로그램 한 효율 으로 실행할 수 있

게 된다. 반면 GPU의 경우에는 compute-intensive한 

로그램을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 arithmetic unit

의 수를 비약 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를 해 캐시를 상

당 부분 포기한다. 이는 memory latency의 증가를 가

져왔으나 GPU는 하드웨어 multi-threading을 통한 값

싼 thread간의 context switching으로 이를 극복한다. 

즉 GPU는, 메모리 명령으로 인한 긴 latency가 발생하

면 다른 thread로 context를 switch 하여 그 latency 동

안 유용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data-level parallelism

이 많은 형태의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11]
.

2. 선행 연구

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 이 에 GPU를 이용하여 

QEA를 가속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QEA의 

신인 QIGA를 가속하려는 시도는 [8]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의 논문에서는 개인 단 로 GPU의 block을 배정

하고  한 block 내에서 qubit별로 thread를 발생시켜 

QEA를 수행한다. 한 qubit, P(t), profit 등을 shared 

memory에 장하여 memory latency를 단축하 고 

random number를 생성하기 한 random state를 

global memory에 장함으로써 random number의 생

성 시간을 단축하 다.

그러나 의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그  가장 심각한 것은 GPU에서 제공하는 block 수와 

thread의 수, 그리고 shared memory와 global memory

의 크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가 제한된

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GPU(NVIDIA GTX 

560Ti)의 경우에는 발생시킬 수 있는 최  block의 개

수가 65,535 개, thread의 개수가 1,024 개, shared 

memory의 용량이 48 KB, global memory의 용량이 

1024 MB이다. 이때 qubit은 float (4 bytes), P(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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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함수 Item info. Rand. num. α αold P Pprofit B Bprofit Global best Global bestprofit
Rand. num. gen. ○

Observe ○ ○ ○

Repair & Evaluate ○ ○ ○

Update(α, β) ○ ○ ○ ○ ○ ○

Update(B(t)) ○ ○ ○ ○

Update(global best) ○ ○ ○ ○

Local migration ○ ○

Global migration ○ ○ ○ ○

표 1. QEA 함수별 수행에 필요한 data

Table 1. Required data for each function in QEA.

char (1 byte), profit은 float (4 bytes) 형태로 장된

다고 가정하면, shared memory의 크기로 인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크기의 상한은 9.6 K(= 48 K / (1 + 4)) 

개의 qubit들을 가지는 문제로 제한된다. 심지어 이 계

산 값은 매우 낙 인 값으로, 인구의 크기가 1로 가

정되었으며, (인구 크기)⨉(qubit 수) 개가 존재하는 
qubit과 P(t)의 메모리 요구만을 고려한 것이다. 

한 한 block당 발생시킬 수 있는 thread의 개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thread 하나당 하나의 qubit을 할

당한다고 하면, [8]의 방법으로는 개인당 1,024개 이상

의 qubit을 가지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다만 발생시

킬 수 있는 block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인구 크기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QEA를 GPU로 가속함에 있

어, 그 크기가 큰 global memory를 이용해야 한다. 그

러나 shared memory와 비교했을 때 global memory는 

매우 제한 인 bandwidth를 가지고 있어 한 최

화 기술들을 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항에서 이러

한 기술들에 해 설명한다. 

3. 구현상의 특징

가. Task mapping

술한 바와 같이 QEA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

터를 shared memory에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

문에, 임의의 QEA를 해결하기 해서는 GPU의 global 

memory를 이용하게 되고, 따라서 GPU 상에서 가용한 

memory bandwidth가 크게 어들게 된다. 이는 곧 

execution divergence를 발생시키는 control flow들을 

가지는 task들을 더 이상 GPU에서 실행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GPU가 global memory를 읽고 쓰며 

순차 으로 QEA를 실행시키기보다는 CPU에서 빠르게 

순차 인 부분을 해결하고 GPU에 그 결과를 넘겨주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것이다. 이를 해 CPU와 GPU간의 

task mapping이 필요하게 된다.

(1) Parallelism

Task mapping을 함에 있어 기본 인 아이디어는 

(인구 크기)⨉(qubit 수)의 병렬성을 가지는 부분은 
GPU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CPU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1]의 pseudo code를 보면, 

observation을 한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를 하는 부분은 (인구 크기)⨉(qubit 
수) 만큼의 data-level parallelism이 존재(각 qubit에 

한 task가 같다)하고, 이를 GPU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

리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반면 repair, evaluate, update, migration 등은 

control flow가 많고 병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CPU에

서 동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Repair의 경우에는 각 개

인 별로 해의 합성(0-1 knapsack problem에서 

knapsack의 capacity 제한을 만족하는가)을 평가할 때 

if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GPU 사용에 합하지 않

다. Evaluate, update도 마찬가지로 개인 별로 수행이 

되고 많은 조건문을 포함하므로 CPU에서 수행해야 한

다. Local migration의 경우에는 (인구 크기) / (local 

group 크기) 단 로 실행되므로 병렬성이 많이 떨어진

다. Global migration은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복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GPU에서 수행

하기에 합하지 않다. 

(2) CPU와 GPU 사이의 memory copy

병렬성에 기반을 두어 GPU에서 실행할 task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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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 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CPU와 

GPU를 이용한 QEA의 heterogeneous execution을 최

화하기 해서는 host-to-device나 device-to-host 

메모리 복사도 고려해야만 한다. 표 1을 보면 각 함수 

별로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 나타나 있다. 각 함수에서 

이용되는 변수들이 ○로 표시되었다. 이때 각 변수 별

로 메모리 복사의 양과 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이것 

한 고려하여 GPU에서 수행할 함수를 선택해야 한다.

(1)항에서 GPU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세 가지 후보들(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을 각각 CPU 혹은 GPU에서 수행할 

경우(총 8가지)에 CPU와 GPU간에 데이터 달은 표 2

와 같다. 표 2에서 첫 번째 열의 숫자는 앞에서부터 차

례 로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이

고 CPU에서 수행은 0으로, GPU에서 수행은 1로 나타

내었다. 한 표의 내용에서 A는 random number, B는 

α, C는 αold, D는 P, E는 Pprofit, F는 B, G는 Bprofit이다.

GPU에서 random number generate를 수행하면 

host memory 부분에 random number를 생성할 수도 

있고 device memory 부분에 random number를 생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GPU에서 random number 

generate를 수행하면 device to host memory copy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CPU에서 수행하고 observe를 

GPU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host to device memory 

copy를 해야만 한다. 이때 random number는 (인구 크

기)⨉(qubit 수)⨉(sizeof(float))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함수

구성

Rand.num.gen. Observe Repair Update

(Only on CPU)

Rotate

000
H2D - - -

D2H - - -

001
H2D - - D, E, F, G

D2H B - -

010
H2D A, B - -

D2H - D -

011
H2D A - D, E, F, G

D2H - D -

100
H2D - - -

D2H - - -

101
H2D - - D, E, F, G

D2H B D -

110
H2D B - -

D2H - D -

111
H2D - - D, E, F, G

D2H - D -

표 2. Host-to-device / device-to-host memory copy

Table 2. Host-to-device / device-to-host memory copy.

따라서 메모리 복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 것이므로 010, 

011은 수행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측된다. 반면 

110 이나 111의 경우에는 GPU에서 수행하는 정도도 충

분하고 메모리 복사도 비교  으므로 수행 속도가 빠

를 것이라고 측된다.

나. Zero-copy host memory

GPU에서 함수를 수행하던 에 한번만 근하는 변

수가 있다면 host와 device에서 모두 근할 수 있는 

zero-copy host memory를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장하면 host memory

와 device memory(global memory)간의 메모리 복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zero-copy memory는 근본 으로 host 

memory상에 치하기 때문에 GPU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global memory로의 근 시간 보다 zero-copy 

memory로의 근 시간이 훨씬 길다. GPU의 global 

memory를 host memory에 한 캐시라고 생각하 을 

때, 만약 GPU가 한번만 근하는 데이터라면 굳이 

global memory에 복사한 후 근하지 말고 곧바로 

host memory에서 근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zero-copy host memory 기술

이다. 다시 말해, GPU에서 global memory를 근하는 

시간을 tgpu, CPU가 DMA를 통해 이 global memory에 

data를 write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w, GPU가 

zero-copy host memory에 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zero라 하면, 

    ⑸

        ⑹

이기 때문에 한 번만 zero-copy host memory에 근할 

경우에는 global memory를 거치지 않는 것이 더 빠르다. 

표 1을 보면,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를 GPU에서 수행할 경우 memory에 한 번만 

근하는 변수는 P와 B이다. 따라서 이들을 zero-copy 

host memory로 구 할 경우 성능 향상을 기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zero-copy host memory를 이용할 때 한 가

지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는 CPU와 GPU간의 동기

화와 련된 것이다. Zero-copy host memory를 통해 

CPU에서 GPU로 정보를 보낼 때에는 CPU가 순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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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낼 데이터를 zero-copy host memory에 고 

GPU kernel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별도의 CPU, GPU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zero-copy memory를 

통하여 GPU에서 CPU로 정보를 보낸 때에는 다른 일

이 일어난다. 먼  CPU가 kernel을 발생시키는데, 이 

때 이 kernel은 GPU에서 CPU로 보낼 데이터를 

zero-copy memory에 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 후, 별

도의 CPU-GPU 동기화 없이 CPU의 작업이 수행될 경

우, CPU의 작업은 GPU의 작업과 비동기 으로 일어난

다. 즉, CPU는 GPU의 작업이 끝나기도 에 

zero-copy memory를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해 GPU에서 CPU로의 데이터 송이 필요한 경우에

는 CPU와 GPU간의 동기화가 필요하게 된다. 

다시 QEA를 보면, P의 경우, GPU 내에서 이를 갱신

하고 CPU에서 이를 읽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CPU가 이 P를 사용하기 해서는 그 에 GPU와 동

기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이 동기화 시간 

때문에 오히려 zero-copy host memory를 이용하지 않

았을 때보다 수행 시간이 늘어나므로 B만 zero-copy 

host memory로 구 하 다. 

다. OpenMP

CPU에서 수행되는 곳에서도 부분 으로 병렬 인 

곳이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동시에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면 실행 시간이 단축된다. 따라서 CPU에

서 수행할 함수인 repair, evaluate, local migration, 

global migration에 openMP[12]를 용하여 그 성능을 

향상시켰다. 

라. 고정된 execution configuration 사용

Grid dimension은 인구 크기와 같게, 그리고 block 

dimension은 512로 고정하여 QEA를 수행하 다. Block 

dimension을 512로 정한 이유는 한 block당 thread의 

수를 warp 크기(GeForce GTX 560Ti는 32개)의 배수

로 맞추기 해서이다. GPU내에서는 thread들이 warp 

단 로 issue되기 때문에, block dimension이 warp 크

기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block dimension) mod 

(warp 크기) 의 thread들이 마지막에 남아 GPU의 

arithmetic unit들의 utilization을 떨어뜨린다. 

한편, GeForce GTX 560Ti의 경우에는 한 block당 

1024개까지의 thread를 지원하지만 1024개의 thread를 

발생시키는 것과 512개의 thread를 발생시키는 것에 성

능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024개의 thread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resource contention에 의한 

것으로, 실험에는 resource를 게 이용하지만 같은 성

능을 발휘하는 512개의 thread를 이용하 다. 

마. Memory coalescing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는 (인

구 크기)⨉(qubit 수) 만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인구의 크기는 GPU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  

block의 개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의 크기(0-1 knapsack problem의 경우 item의 개

수)만큼 존재하는 qubit은 thread 수를 증가시키므로 문

제가 된다. 그 기 때문에 한 thread에서 여러 개의 

qubit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그림 2에서 보듯이 두 가지 형태의 수행이 가

능하다. 그림 2에서 같은 숫자가 쓰인 부분은 같은 

thread에서 수행되는 부분이고 음  처리 된 부분은 동

시에 수행되는 thread를 나타낸다. 메모리에서 데이터

를 읽을 때 한 row씩 읽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주소의 

data를 읽게 된다. 를 들어 한 row가 그림 2의 네 칸

이라고 가정하면 (a)와 같이 thread를 수행하면 메모리

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야 한다. 결과 으로 

데이터 로드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다. 하지만 (b)와 같이 수행하면 연속된 부분에서 데이

터를 읽기 때문에 로드에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게 된

다. 따라서 coalesce하게 메모리를 사용하면 은 수행

시간으로 충분한 수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a)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b)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림 2. Thread의 수행과 memory coalescing.

Fig. 2. Threads’ execution and memory coalescing.

Ⅲ. 실  험 

실험에 사용한 CPU는 Intel Core i7 960이다. 이 

CPU는 4개의 physical core를 가지며 hyper-threading

기술을 사용하여 8개 logical core로 동작한다. GPU로

는 NVIDIA사의 GeFore GTX 560Ti를 이용하 다. 이 

GPU는 8개의 streaming multiprocessor(SM)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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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size 30

Generation 1000

Local group size 5

Lobal migration period 1

Global migration period 100

표 3. 실험에 이용된 QEA 변수

Table 3. QEA parameters for the experiments.

있고, 각 SM은 48개씩의 CUDA core들을 가짐으로써 

총 384개의 CUDA core를 지닌다. 실험에서 사용한 

QEA의 변수들은 [13]에서 추천된 값들을 이용하 으며 

구체 인 값들은 표 3과 같다.

가. GPU 사용

GPU를 이용한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의 수행시간을 CPU의 수행시간과 비

교하면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host-to-device, device-to-host 메모리 복사는 고려되

지 않았다. 

Item 수함수 1,000 10,000 30,000 50,000
Random 

number 

generate

CPU 0.040 0.398 1.307 2.052

GPU 0.015 0.038 0.045 0.055

향상 2.667 10.474 29.044 37.309

Observe

CPU 0.652 2.761 9.120 13.862

GPU 0.006 0.033 0.100 0.164

향상 108.667 83.667 91.200 84.524

Rotate

CPU 0.100 1.750 2.467 4.135

GPU 0.018 0.090 0.245 0.336

향상 5.556 19.444 10.069 12.307

표 4. CPU와 GPU의 수행 시간 비교 (단 : ms)

Table 4. Execution time comparison between CPU and 

GPU (unit: ms).

나. Task mapping configuration

이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parallelism이 가

장 높다고 생각한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를 GPU 혹은 CPU에서 수행하 을 경

우에 어떤 조합을 GPU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를 각

각 CPU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GPU에서 수행하기도 하

을 때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 번째 열의 숫자는 앞

에서부터 차례 로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 CPU에서 수행: 0, GPU에서 수행: 1) 

Item수

Conf.
1,000 10,000 30,000 50,000

000 0.66 6.84 20.96 35.18

001 0.59 4.14 11.40 18.96

010 1.96 18.65 56.00 95.89

011 2.42 18.19 53.99 91.35

100 0.97 9.99 30.71 51.63

101 0.95 7.64 25.09 39.22

110 0.48 3.43 10.37 17.76

111 0.41 2.34 5.68 10.55

표 5. 수행 시간(단 : )

Table 5. Run time (unit: sec).

표 5의 실험 결과는 openMP, 한 execution 

configuration을 사용하 고 한 다음에 설명하는 

zero-copy host memory와  memory coalescing을 사용

한 결과이다.

표 5를 보면 GPU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속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실험 결과, 본론 3. 가에서의 

측이 맞았음을 알 수 있다. Random number를 복사해

야 하는 010과 011의 경우에는 수행시간이 길고, 

memory copy가 고 GPU에서도 많이 수행되는 110, 

111의 경우에는 수행시간이 짧다. 결과 으로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를 모두 GPU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를 GPU에서 수행하 을 경우(111), CPU에서 수

행하 을 경우(000)에 비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낸다. 

결과 으로 [9]와 비교하 을 때 성능 향상은 2.76배에

그림 3. GPU에서 수행하 을 때 CPU에서의 수행보다 

향상된 정도.

Fig. 3. The degree of improvement between performing 

in GPU and performing in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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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69배로 증가하 다 (30,000개 아이템을 가지는 

0-1 knapsack problem 기 ). 그림 3에서 item수가 

1000개에서 30000개까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

는데 이는 GPU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렬성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30000개 이후에 가속 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item 수가 많아져서 cache miss가 더 많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다. Zero-copy host memory

Random number generate, observe, rotate를 모

두 GPU에서 수행할 때, zero-copy host memory를 사

용하 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행시간은 

표 6과 같다.

Zero-copy host memory를 사용하는 변수가 B뿐이

기 때문에 크게 향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zero-copy 

host memory를 사용하지 않는 것 보다는 약간 수행시

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Item 수
Conf. 1,000 10,000 30,000 50,000

사용 0.41 2.34 5.68 10.55

미사용 0.42 2.39 6.32 10.96

향상 1.03 1.02 1.11 1.04

표 6. Zero-copy host memory 사용 유무에 따른 수

행 시간 비교 (단 : )

Table 6. Execution time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 

zero-copy host memory (unit: sec).

라. Memory coalescing

그림 2의 (a), (b) 형태로 메모리에 근하 을 때 수

행시간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2의 (a)와 같은 형태로 

메모리에 근하면 데이터 근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 특히 아이템의 개수가 많을수록 수행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이템의 개

수가 많아질수록 block당 coalesce되지 않은 메모리 

Item 수
Conf. 1,000 10,000 30,000 50,000

(a) 1.49 50.08 600.37 1818.17

(b) 0.41 2.34 5.68 10.55

향상 3.64 21.41 105.72 172.31

표 7. Memory coalescing (단 : )

Table 7. Memory coalescing (unit: sec).

근이 많아져서 메모리 복사에 걸리는 수행시간이 늘어

나기 때문이다.

Ⅳ. 결  론 

QEA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data-level parallelism을 

이용하여 체 수행시간을 최  3.69배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이때 parallelism의 정도와 CPU와 GPU간의 통

신을 고려한 task-mapping을 통하여 CPU와 GPU에서 

수행될 코드를 구분하 다. CPU에서 수행되는 부분은 

openMP를 사용하여 가속하 고 GPU에서 수행되는 부

분에서는 zero-copy host memory, 한 execution 

configuration 사용, memory coalescing 등을 이용하여 

수행시간을 단축시켰다. Zero-copy host memory를 사

용하 을 경우에는 1.11배 가속할 수 있었고 memory 

coalescing을 고려하 을 때는 수행시간을 105.7배 빠르

게 할 수 있었다 (0-1 knapsack problem의 item 30,000

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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