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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implement the Faddev-Leverier algorithm using GPGPU 

(General-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 to accelerat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In 

addition,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using CPU and CPU plus GPGPU for 

eleven  ×  matrix sizes in order to decompose singular values, where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and 4,096.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CPU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CPU plus GPGPU for  ≤ 64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read and write 

operations between CPU and GPGPU. However, CPU plus GPGPU outperforms CPU exponentially 

in the execution time for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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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특이치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는 행렬의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들로 구성된 행렬을 

분해하는 기법이다. 데이터의 손실이나 잡음과 같은 

데이터의 변형에도 특이치의 특성은 크게 변형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데이터 분석, 신호 처리, 패턴 인

식,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4]. 하지만 SVD는 고유치(eigenvalue) 분해와 

같은 복잡 행렬 연산을 내포하고 있어 많은 연산량

이 요구된다[5].

과거 프로세서 성능 향상의 초점은 단일 프로세

서의 동작 주파수를 높이는데 맞춰졌다. 하지만 주

파수 향상 비율에 비해 에너지 소비와 발열 처리에 

대한 비용 증가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단일 프로세

서의 성능 증가에 대한 한계가 나타났다. 때문에 현

재는 단일 프로세서보다 성능과 에너지 및 발열 측

면에서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멀티코어 프로세서

가 사용되고 있다. 멀티코어 프로세서는 낮은 동작

주파수로 동작하며 복수의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멀티코어 프로세서 구조로는 크게 3가지 유형으

로 나뉜다. 동일한 명령어로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방식,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명

령어를 수행하지만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

는 MISD(Multiple Instruction Single Data) 방식,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세서들이 서로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여러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MIMD(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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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GPGPU(General 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의 경우 SIMD방식에 속하나 더 

발달된 형태로써 하나의 명령어로 많은 쓰레드를 

제어하는 SIMT(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 방식에 속한다.

GPU 기술은 CPU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힘

든 3차원 그래픽스와 같은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응용프로세서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병렬처리를 통해 연산속도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GPGPU 기술은 GPU가 가진 많은 프

로세서 자원들을 활용해 3차원 그래픽스 연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이다. 

GPGPU를 사용하기 위한 대규모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와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대규모 병렬 프

로그래밍 언어인 CUDA는 오직 NVIDA사의 장치에

서만 지원이 가능한 반면, OpenCL은 NVIDIA사 장

치 외에도 GPGPU 시장의 대표적인 회사인 AMD

와 INTEL 등에서 개발된 장치들에서도 사용이 가

능하여 GPGPU를 이용한 범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6, 7].

본 논문에서는 특이치 분해에서 고유치를 계산

하는 방법들 중에서 행렬식을 구할 수 있는 파데브

-레브리어 알고리즘을 GPGPU 기술을 이용하여 병

렬 구현하였다. 또한 행렬의 크기를 변화하는 실험

을 통해 CPU와 GPGPU 간의  성능을 비교분석하

였다. 모의실험에서는 인텔 Xeon(R) x5690 CPU와 

NVIDIA Geforce  GTX 580을 사용하였고, 11가지 

 ×  행렬 크기 (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를 구현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특이치 

분해 알고리즘, GPGPU 구조, OpenCL, 파데브-레

브리어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동시에 

OpenCL과 GPGPU를 이용하여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의 병렬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실험환경 및 CPU와 GPGPU의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1. 특이치 분해

특이치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는 선형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

그림 1. NVIDIA GPGPU Fermi 아키텍처

Fig. 1 NVIDIA GPGPU Fermi architecture

며, 크기가 크고 다루기 힘든 행렬을 보다 작은 가

역 정사각 행렬로 근사하게 분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행렬 분해 방법이다[3]. × 크기 행렬

의 행렬계수가 인 행렬 의 특이치 분해 결과는 

식(1)과 같다. 행렬 A를 특이치 분해하면 직교행렬 

 , 와 대각행렬 로 분해 할 수 있으며, 직교행

렬(orthogonal matrix) 는  의 고유벡터

(eigenvector)들의 집합이고, 직교행렬  는  

의 고유벡터들의 집합이며  와 는 벡터를 나타

낸다. 대각 행렬(diagonal matrix) 는 정방행렬이

며 행렬 가 아닌  로부터 계산된 고유치

(eigenvalue)에 루트(square root)를 취한 값들이 

식 (2)와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또한 행렬 는 행

렬 의 특이치(singular value)라고 한다.

  

  












⋱


 



  




 

   

여기서 는 좌측 특이벡터(left singular vector), 

는 특이치, 그리고 는 우측 특이벡터이다.

 

2. GPGPU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GPU 개발 회사인 

NVIDA의 GPGPU 중에서 Fermi 아키텍처를 채택

하고 있는 Geforce GTX 580을 사용하였다.

그림 1은 NVIDIA GPGPU의 Fermi 아키텍처 

블록도를 보여준다. GTX 580은 16개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Streaming Multiprocessor, S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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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워크-아이템과 워크 그룹

Fig. 2 Work-item and work-group

있으며 각각의 SM에는 32개의 스트리밍 프로세서

(Streaming Processor, SP)로 구성된다. 또한 각각

의 프로세서는 ALU(Arithmetic Logic Unit)와 부

동소수점 연산을 담당하는 FPU(Floating Point 

Unit)가 있으며 부동소수점 연산에는 IEEE 

754-2008 산업 기준이 사용된다. 32개의 프로세서

들은 공유메모리(shared memory)를 통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SM 간의 데이터 공유

는 전역 메모리(Global memory)를 통해 수행된다. 

SM 내에서의 프로세서간의 자원 사용에 대한 동기

화가 가능하며, 작업  스케줄러가 있어 많은 작업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세서는 쓰레딩(threading) 기법

을 적용한다.

3. OpenCL

OpenCL은 Apple, AMD, NVIDIA, IBM, Intel, 

Texas Instruments, Sony, Toshiba사 등 주요 프

로세서 벤더(Vendor) 및 멀티코어 소프트웨어 벤더

들이 참여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만들어진 병

렬처리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그림 2는 OpenCL에서 GPGPU를 사용한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한 워크-아이템(Work-item), 워크-

그룹(Work-group)과 할당되는 주소를 보여준다. 

워크-아이템은 GPGPU의 각 프로세서에서 수행되

는 작업을 의미하며,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크기(Global size)는 수행되어야 할 워크-아이템의 

총 수를 나타낸다. 워크-그룹이라는 단위로 워크-

아이템들을 구분할 수 있으며, 워크-아이템은 전체 

워크-아이템에서의 글로벌 ID와 워크-그룹 내에서

의 로컬 ID 주소를 부여 받는다. 워크-그룹 단위로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에 할당되며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내에서는 각 프로세서들 간의 동기화가 

가능하다.

4.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

특이치 분해는 전치행렬 와 행렬 의 곱셈

의 결과에서 행렬식을 통해 특성 방적식을 구하고 

특성방정식에서 고유값을 구한 후 그 값들에 루트

를 수행하고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이다. 특이

치 분해에서 고유값을 구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을 파데브_레브리어(Faddev-Leverrier) 

알고리즘[8]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케일리-해밀

턴(Cayley Hamilton)의 정리와 보허(Bocher)의 공

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고유치를 분해하기 위

해서 필요한 복잡 행렬 연산인 행렬식

(determinant)을 쉽게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역

행렬이나 특성 방정식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케

일리-해밀턴의 정리는 × 크기의 정방행렬 의 

특성 방정식이 식 (2)과 같이 주어질 때 행렬 식 

(3)와 같이 행렬 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보여주며 

식 (3)에서 0은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행렬을 나타

낸다.

   
      

   
     

보허의 공식은 × 크기의 정방행렬 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 식 (2)과 같으면 의 성분들이 식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유치의 

성질에 의하여 의 값은 고유치들의 합과 같

으며, 는 정사각행렬의 대각선 원소들의 합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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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에서는 행렬 A를 행렬 

가 추가되어 표현된 식 (5)과 절대값 을 풀

어 표현한 식(6)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행렬 

를 행렬 와 상수들로 표현할 수 있다. 식 (5)에서 

는 수반행렬(adjoint matrix)을 나타낸다.

 
      

  




   

    
   

  
  



  
   








  

        

    

      
  



  

역행렬 를 의 값들과 행렬 로 정리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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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 의사코드

Fig. 3 Pseudo code of faddev-leverrier 

algorithm

(8)를 식 (7)을 이용해 역행렬 를 행렬 를 이용

해 식 (9)과 같이 표현 할 수 있어 역행렬 문제를 

풀 수 있으며 행렬 를 이용해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5.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의 병렬 구현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성 방정식을 행렬 를 이용해 나타낸 식 (5)를 

사용하게 된다. 행렬 는 식 (7)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렬 를 식 (4)를 이용해 하

나의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내어 특성방정식의 계수

(COEFF)를 만들 수 있다. 그림 3은 파데브 레브리

어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는 행렬 한 

변의 크기를 나타내며, 는 입력 행렬을, 와 

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데 사용되는 임시 행렬을 

그림 4.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간의 동기화 문제

Fig. 4 Problem of Synchronization between 

Streaming Multiprocessor

나타내고, 는 특성방정식의 차수가 저장되는 

배열을 나타낸다. 파데브 레브리어 알고리즘은 다음 

5과정으로 구성된다. 

n 단계 (a) : 반복 수행 중 업데이트 된  행렬

을  행렬에 복사한다.

n 단계 (b) : 만들어진 이전  값을 의 대

각선 성분들에 더해준다.

n 단계 (c) : 입력 행렬 와 행렬 를 곱해서 새

로이  행렬을 만들어 낸다.

n 단계 (d) : 생성된  행렬의 대각선 성분들을 

모두 빼서 를 만든다.

n 단계 (e) : 만들어진 에 만큼 나눈다.

GPGPU 만을 이용하여 전체 알고리즘을 구현 할 

경우 step (b)와 step (d)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GPGPU의 프로세서들이 하나의 COEFF에 동시에 

접근하게 되어 동기화가 필요하지만 GPGPU에서는 

SM간의 동기화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 값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4는 동기화 문제의 예를 보여준

다. GPGPU에서 프로세서들의 동작에 대한 스케줄링

은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점에서 동

작하게 된다. SM 내에서의 동기화 기능인 Barrier()

기능은 있으나 SM 간의 동기화 기능은 없다.

 OpenCL을 이용하여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n 단일 SM에서의 구현 : 프로세서들의 집합인 스

트리밍 멀티프로세서 내에 위치한 프로세서들 

간에는 barrier()를 사용한 동기화 

n 동기화의 제한이 되는 부분은 CPU에서 처리 :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CPU에서 처리

하고, GPGPU에서는 데이터 병렬성이 높은 부분

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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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수 추출 과정

Fig. 5 Coefficient extraction process

단일 SM에서 구현하였을 경우, 32개의 프로세

서만을 사용할 수 있가 때문에 GPGPU 사용 효율

이 낮다. 반면에 CPU+GPGPU의 경우 512개의 프

로세서를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6배의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기화

의 제한이 되는 부분은 CPU에서 처리하고 병렬성

이 높고 연산량이 많은 부분을 GPGPU에서 처리하

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림 5는 하나의 계수를 추출 하는 3 단계의 과

정을 보여준다. 그림 5의 단계 (c)는 GPGPU에서 

처리되고 그 결과를 이용해 CPU에서 단계 (d)와 

(e)를 통해서 하나의 계수를 만든다.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로컬메모리는 글로벌 메모

리 보다 10배 이상 빨라서 고성능을 보장하지만 메

모리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크기가 큰 

행렬의 경우 크기의 제한에 의해 행렬을 모두 로컬 

메모리에 복사해서 사용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유로 행렬을 정해진 블록으로 등분하고 로컬메모리

를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5의 단계 (c)에

서 행렬 A의 (1)번 블록과 행렬 B의 (1)번 블록이 

먼저 로컬 메모리로 복사되고 각 SP들이 빠르게 메

모리에 접근하여 연산을 수행하고 각 SP가 접근 할 

수 있는  메모리(Private Memory)에 그 결과를 저

장한다. 다음 블록인 행렬 A와 행렬 B의 (2)번 블

록이 로컬 메모리로 복사되어 똑같은 연산이 수행

되고 이전의 결과와 현재의 결과가 더해진다. 모든 

블록 연산이 끝나면 그 결과를 행렬 C에 저장한다. 

로컬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블록의 크기는 워크 

그룹의 크기와 같게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5

의 단계 (d)와 (e)는 CPU에서 처리되는 단계이며 

단계 (c)의 결과인 행렬 C에서 대각 성분들을 모두 

Matrix

Size

number of 
work_group

size of
work_group global size

2x2 2x2 4x4

 2x2 4x4 8x8

 2x2 8x8 16x16

 2x2 16x16 32x32

 4x4 16x16 64x64

 8x8 16x16 128x128

 16x16 16x16 256x256

 32x32 16x16 512x512

 64x64 16x16 1024x1024

 128x128 16x16 2048x2048

 256x256 16x16 4096x4096

표 1. 글로벌 크기와 워크 그룹의 수와 크기

Table 1. Global size, Number of Work_group 

and size

빼서 하나의 값을 만들고, 그 값을 현재 루프의 횟

수로 나누어 계수를 추출한다. 

표 1은 실험에서 사용된 행렬의 크기 별로 구성

한 워크 그룹의 수(number of work_group)와 워

크 그룹의 크기(size of work_group) 그리고 글로

벌 크기(global size)를 보여준다. 워크 그룹 간 주

소를 2차원 주소를 사용하여 정사각형 형태로 구성

하였고, 워크 그룹의 내에서의 워크 아이템의 주소 

또한 2차원 주소를 이용하여 최대 256(16x16)을 

사용하였다. 워크 그룹을 구성 할 때 워크아이템의 

수를 512개 이내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이상으

로 구성하게 되면 스케줄링 증가를 초래하여 오히

려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256(16x16)을 최

대로 설정하였다.

Ⅲ. 실험 환경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CPU는 3.47GHz를 사

용하는 Intel Xeon x5690를 GPGPU는 NVIDIA 

Geforce  GTX 580을 사용하였다. 표 2는 GPGPU 

시스템의 사양을 보여준다.

IV. 성능 비교

GPGPU를 이용한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해 NVIDIA사에서 제공하는 Visual 

Profiler를 사용하였다[9]. Visual Profiler는 

CUDA 뿐만 아니라 OpenCL 언어도 분석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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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OpenCL version 1.1

Global memory 3GB

local memory 48KB

Clock Frequency 1.51GHz

Max workGroup 1024

Streaming multiprocessor 16

Streaming processor 512

표 2. NVIDIA Geforce GTX 580  시스템 사양

Table 2. System specification of the NVIDIA 

Gefore GTX 580

Matrix 
Size

CPU
(second)

CPU+GPGPU
(second)

0.00000043 0.002

 0.000006 0.005

 0.000085 0.010

 0.0012 0.021

 0.02 0.045

 0.379 0.111

 8.228 0.401

 211.698 3.421

 7895.609 31.576

 426215.324 367.027

 39542328.5 5173.466

표 3. 행렬 크기 별 CPU와 CPU+GPGPU의 

실행시간

Table 3. Execution Time of CPU and 

CPU+GPGPU for various matrix sizes

며, 프로그램이 종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호스

트에서 디바이스로 메모리를 이동하는 쓰기(Write)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GPGPU에서 커널이 종료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호스트

로 메모리를 이동하는 읽기(Read)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표 3은 CPU와 

CPU+GPGPU 상에서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을 

행렬 크기에 따라 수행된 전체 실행시간을 보여준

다. 행렬의 한 변 크기가 128개 이후부터는 

CPU+GPGPU가 CPU보다 실행시간에서 우수하고, 

크기가 커질수록 실행시간 폭이 커진다. 

그림 6은 CPU 대비 CPU+GPGPU의 속도 향상

을 보여준다. CPU에서의 행렬 곱셈은 의 시간복

잡도를 가지며, 알고리즘 전체 행렬 곱셈은    시

간복잡도를 가진다. 하지만 CPU+GPGPU에서는 

GPGPU의 다수 프로세서들이 행렬 곱셈을 수행하

그림 6. CPU 대비 GPU 속도 향상

Fig. 6 Speedup of CPU+GPUPU versus CPU  

Matrix 
Size

CPU
(GFLOPS)

CPU+GPGPU 
(GFLOPS)

 1.19 0.00023

 1.36 0.0016

 1.54 0.012

 1.61 0.098

 1.65 0.73

 1.41 4.79

 1.04 21.39

 0.64 40.17

 0.27 69.64

 0.082 95.86

 0.014 108.8149

표 4. 행렬 크기 별 CPU와 CPU+GPGPU의 

GFLOPS

Table 4. GFLOPS of CPU and CPU+GPGPU 

for various matrix sizes

기 때문에  의 시간복잡도를 가지며, 알고리즘 전

체 행렬 곱셈의 시간복잡도는  이 된다. 따라서 

CPU에 대한 CPU+GPGPU의 속도 향상은 N배가 

된다. 

표 4는 행렬 크기 별로 알고리즘 전체를 CPU와 

CPU+GPGPU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단위 시간 당 

부동소수점 처리량 (Giga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GFLOPS)을 보여준다. 

CPU를 사용하여 행렬 한 변의 크기가 64개 까지는 

1.65 GFLOPS까지 증가하였지만 128개 이상부터는 

처리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CPU+GPGPU

는 행렬 한 변의 크기가 4개에서 64개 까지는 

CPU보다 처리량이 낮은데 이는 CPU와 GPGPU사

의의 읽기와 쓰기 동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후 

128개부터는 CPU+GPGPU의 처리량은 CPU보다 

지수배로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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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PGPU와 CPU+GPGPU의 GFLOPS

Fig. 7 GFLOPS of GPGPU and 

CPU+GPGPU

그림 8. CPU+GPGPU 상에서의 각 동작 비율

Fig. 8 Ratio of each Operation on CPU+GPGPU

그림 7은 알고리즘 수행 중 GPGPU가 담당한 

부분에서의 처리량과 CPU+GPGPU를 사용하여 전

체 알고리즘의 수행 처리량을 보여준다. 행렬의 크

기가 커질수록 GPGPU가 담당하는 부분이 늘어나

면서 CPU+GPGPU의 처리량은 GPGPU의 처리량

에 의해 증가하게 된다. 알고리즘에서 GPGPU 부분

의 최대 처리량은 130 GFLOPS으로 수렴하기 때문

에 전체 알고리즘의 최대 처리량도 130 GFLOPS에 

수렴하게 된다.

그림 8은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이 

CPU+GPGPU에서 수행될 때 요구되는 동작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각 동작은 읽기, 쓰기, 실행 및 

CPU 수행으로 나뉜다. 행렬의 한 변의 크기가 128

개까지는 GPGPU의 처리 속도가 CPU보다 훨씬 빠

르기 때문에 CPU에서 수행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에 행렬의 한 변 길이가 256개 이상일 경우 

GPGPU의 최대 처리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전체 시

간 대비 GPGPU를 이용해 처리되는 비율이 증가하

기 시작한다. 특히 읽기와 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커지는 이유는 GPGPU의 연산결과를 CPU의 메모

리에서 불러와 처리하고 다시 GPGPU로 넘겨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PU+GPGPU를 이용하여 특이

치 분해를 위한 파데브-레브리어 알고리즘을 병렬 

구현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NVIDIA Geforce 

GTX 580을 사용하였고, CPU와의 성능 비교를 위

해  인텔 Xeon(R) x5690 @ 3.47GHz를 사용하였

다. 또한,  11가지 × 크기 행렬 (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을 구

현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행렬의 

한 변 크기가 64까지는 CPU가 CPU+GPGPU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CPU와 GPGPU사이

의 쓰기와 읽기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8개 이상에서는 CPU+GPGPU가 CPU보다 지수 

배로 더 빠른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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