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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루틴의 병렬화를 통한 SAT 알고리즘의 GPGPU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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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General-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GPGPU)가 최근 많은 분

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SAT 알고리즘은 다양한 전자 설계 자동

화 문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GPGPU를 이용해서 SAT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SAT 알고리즘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병렬화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SAT 알고리즘

의 내부 과정 중 비교적 병렬화가 용이한 전달 루틴을 병렬화함으로써 GPGPU 가속화를 적용하였다. 전달 루틴이 희

소 행렬의 곱셈과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고 이에 맞추어서 병렬적인 전달 루틴을 작성하였다.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쓰레드들 사이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아토믹(atomic) 연산을 이용하였다. 벤치마크 

SAT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GPGPU 기반 SAT solver에 비해 성능이 10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Because of the enormous processing ability, General-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GPGPU) has been applied 
to many fields including electronics design automation. The SAT algorithm is one of the core algorithm in many 
electronics design automation tools. There has been some efforts to apply GPGPU to the SAT algorithm, but it is 
difficult to parallelize the SAT algorithm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I applied GPGPU to the SAT 
algorithm by parallelizing the propagation routine that is relatively suitable to parallel processing. On the basis of the 
similarity of the propagation routine to the sparse matrix multiplication, the data structure for the SAT problem is 
constituted, and the parallel propagation routine is described. To prevent data loss between paralllel threads, atomic 
operations are exploited.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some benchmark SAT problem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the previous GPGPU-based SAT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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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단일 코어 CPU 성능의 발전이  더디게 되면서, 최근

에는 General 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 

(GPGPU)가 고성능 컴퓨팅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일반적인 멀티 코어 CPU가 태스크 수준에서

의 병렬화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GPGPU에서는 데이

터 수준의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GPGPU는 수천 수만 개의 fine-grain 쓰레드들을 동시

에 실행하며, 이들 쓰레드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실행한다.

이런 흐름에서 전자 설계 자동화(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분야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GPU를 적용하는 것이 시도되었다[1,2]. 그러나 전

자 설계 자동화 분야의 알고리즘에서는 불규칙적인 형

태의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불규

칙적인 형태의 데이터는 GPU의 병렬 연산을 적용하기

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

인 Satisfiability(SAT) 알고리즘은 주어진 불 대수식이 

참이 되게 하는 변수들의 값, 즉 해가 존재하는지를 판

별하는 알고리즘이다. 대표적인 NP-complete 문제이고 

전자 설계 자동화 알고리즘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SAT 알고리즘은 크게 complete SAT 알고리즘과 

incomplete SAT 알고리즘으로 나뉘며, incomplete SAT 

알고리즘은 해가 존재하는 문제에서는 그 해를 빨리 찾

는 반면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하

고, complete SAT 알고리즘은 해가 존재하지 않음도 

증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대부분의 complete SAT 

알고리즘은 branch-and-bound 알고리즘과 비슷한 형태

의 DPLL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초기의 DPLL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SAT solver에서 시작하여 

GRASP[3], Chaff[4], Minisat[5] 등을 거쳐 최근에는 

Glucose[6] 등의 SAT solver들이 제안되었다. 

단일 코어를 위해 개발된 SAT 알고리즘들은 다중 코

어 환경을 위해 확장되기도 했다. 여러 시도 끝에 최근

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같은 SAT solver를 여러 파

라메터로 실행하는 프로파일 기반 병렬 알고리즘이다

[7]. 그러나 이들 병렬 SAT 알고리즘들은 여러 개의 

SAT solver를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같으므로 하

나의 SAT 알고리즘 내부에서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것

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의 SAT 알고리즘 내부를 병렬

화하는 것도 연구가 되었으나 주로 2~4개 정도의 다중 

코어 환경을 가정한 것이었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

었다.

SAT solver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백 개 이상

의 연산 유닛을 가지는 GPGPU를 적용하는 노력도 이

루어져 왔다[8,9]. 그러나 병렬화에 맞지 않는 DPLL 알

고리즘의 내부 루틴들과 SAT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질들로 인해 GPGPU의 적용이 어려웠었다. 

SAT 문제는 불규칙적인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의 데이터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중간에 변수의 값을 결정하거나 충돌 

상황을 해결하는 등의 병렬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

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AT 알고리즘에 GPGPU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SAT 알고리즘 전체를 

GPGPU로 옮기는 대신, 기존의 SAT 알고리즘에서 가

장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병렬화에 비교적 용이한 전

달 루틴을 GPGPU로 포팅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알고리즘의 우

수성을 이용하면서도 전달 루틴은 빠른 SAT solver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SAT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GPGPU에 

SAT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기술

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기법들을 

제안하고, 5장에서 실험결과를 제시한 뒤, 6장에서 결

론을 내린다.

Ⅱ. SAT 알고리즘

SAT 알고리즘은 주어진 불 대수식을 참이 되게 하는 

변수들의 값의 조합, 해가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알고리

즘이다. SAT 알고리즘에 주어지는 불 대수식은 그림 1

과 같은 Conjunctive Normal Form(CNF) 형태로 표현된

다.

CNF 형태에서 하나의 불 대수식은 여러 절(clause)

들의 AND로 표현되고, 하나의 절은 여러 문자(literal)

들의 OR로 표현된다. 문자는 양 문자(positive litera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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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문자(negative literal)가 있으며, 양 문자는 불 변수 

자체이고, 음 문자는 불 변수의 NOT이다. 이렇게 표현

된 불 대수식이 참이 되려면 모든 절들의 값이 참, 즉 1

이 되어야 하며, 만일 하나의 절이라도 값이 0이면 전체 

불 대수식의 값도 0이 된다.

Fig. 1 Boole equation in CNF

이러한 문제를 푸는 SAT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그

림 2와 같은 DPLL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의 6

번 줄에 있는 선택 결정 루틴(decide())은 아직 값이 정

해지지 않은 변수들 중 하나를 뽑아서 임의의 값을 지

정하는 루틴이다. 이 루틴을 통해 어떤 변수의 값이 정

해지면 2번 줄의 전달 루틴(propagate())을 거치게 된다. 

전달 루틴에서는 기존에 값이 결정된 변수들로 부터 다

른 변수의 값을 알아내는 단계이다. 만일 어떤 절에서 

한 문자의 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자들의 값이 0이면(이러한 절을 유닛 절

(unit clause)라고 부른다.),  그 절의 값이 1이 되기 위해

서는 그 정해지지 않은 문자의 값이 1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문자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알아 낼 수 있

는 것이다. 이렇게 유닛 절을 판별하고 그에 따라 변수

들의 값을 알아내는 과정이 전달 루틴이다.

이렇게 선택 결정 루틴과 전달 루틴이 진행되다가 값

이 0이 되는 절(충돌 절, conflicting clause)을 발견하면 

9번줄의 충돌 해석 루틴(analyze())을 실행한 뒤 13번 줄

과 같이 되추적(bracktrack)을 한다. 되추적에서는 이전

의 선택 결정 과정으로 돌아가서 결정했던 변수의 값을 

반대로 되돌리며, 만일 그 변수에 대해 0과 1을 모두 시

도했었다면 그 이전의 선택 결정 과정으로 되돌린다. 

원래의 DPLL 알고리즘에서는 9번 줄의 충돌 해석 

루틴이 없었으나, GRASP라는 SAT solver부터 추가되

었다[3]. 이 충돌 해석 루틴에서는 충돌 절의 원인을 분

석하여 다시 비슷한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도

록 충돌 방지 절(conflict clause)을 추가한다. 

GRASP에서 충돌 해석 루틴이 제안된 이후로, Chaff

라는 SAT solver에서는 watch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달 루틴의 속도를 높였다[4]. 그 다음으로 기존의 연

구 결과들을 집약하면서도 확장가능한 간단한 SAT 

solver인 MiniSAT이 제안되면서[5] 현대 대부분의 

SAT solver들은 MiniSAT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에는 

Glucose라는 SAT solver가 등장하였으며, 이 solver는 

MiniSAT에 효율적인 충돌 방지 절 관리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01: loop

02: propagate() // propagate unit clauses

03: if not conflict then

04: if all variables assigned then

05: return SATISFIABLE

06: else

07: decide() // pick a new variable and assign it

08: else

09: analyze() // analyze conflict and add a conflict clause

10: if top-level conflict found then

11: return UNSATISFIABLE

12: else

13: backtrack() // undo assignments until conflict clause is unit

Fig. 2 Basic SAT algorith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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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PGPU와 SAT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GPGPU에 대해 설명하고 SAT 알고리

즘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다.

3.1. GPGPU

Graphics Processing Unit(GPU)는 본래 컴퓨터에서 

3D 그래픽 처리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

며, 다수의 작고 단순한 연산 회로를 가지고 있어서 단

순한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높은 연산 능력으로 인해 3D 그래픽 이외의 

분야에서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위

해 GPGPU라는 개념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NVIDIA사의 CUDA와 OpenCL이 있다. 

GUP의 예로 NVIDIA사의 GeForce GTX 980은 

Maxwell 구조를 채택한 GPU로써 네 개의 GPC 

(Graphics Processing Clusters)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의 GPC에는 4개의 SMM(Maxwell Streaming 

Multiprocessor)가 있으며, 각 SMM들은 128개의 

CUDA 코어로 이루어져 있다[10]. 그러므로 GTX 980

에는 2048개의 CUDA 코어가 들어 있고 최대 2048개

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3.2. GPGPU에서의 희소 행렬 연산

GPGPU에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가 

희소 행렬(sparse matrix)의 연산, 특히 행렬-벡터 곱셈

(SpMV, Sparse Matrix Vector Multiplication)에 관한 

것이다. 희소 행렬은 행렬의 대부분의 요소들의 값이 0

인 행렬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연관

이 깊어서 이 절에서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희소 행렬은 조밀 행렬(dense matrix)에 비해 연산량 

자체는 적으나 병렬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병렬화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11]에는 

SpMV를 GPGPU에서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희소 행렬을 다룰 때 우선 부딪

히는 문제는 희소 행렬의 표현이다. 희소 행렬을 조밀 

행렬과 같이 모든 요소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많은 공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는데 표 1이 대표적인 예

들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를 표현하는 예를 제

시하였다.

Table. 1 Representation of Spars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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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Coordinate)
           
           
          

CSR(Compressed 
Sparse Row)

       
           
          

이러한 여러 방법들 중에서 희소 행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표현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 각각에 대

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역시 서로 다르다. 

한 예로, ELLPACK 형식은 각 행별로 반복을 할 때 서

로 거의 비슷한 횟수를 반복하므로 병렬적으로 반복처

리하기에 편리한 반면에 각 행에 있는 non-zero 요소의 

수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메모리

에 저장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이 메모리의 서로 다른 뱅크에 저장되어야 한다. 

3.3. GPGPU와 SAT 알고리즘

GPU의 높은 연산 능력을 이용하여 SAT 알고리즘을 

가속화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그리 성공적

이지는 않았다. 논문 [12]에서는 절이 세 개 이하의 문

자만 가지는 3-SAT 문제에 대해 GPGPU를 위한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으나 다른 SAT solver와의 비교가 없

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이루었는지 알 수가 없다. 

논문 [8]에서는 3-SAT 문제에 대해 전달 루틴을 GPU에

서 수행하는 기법을 도입하였고 논문 [9]에서는 일반적

인 SAT 문제에 대해 GPU에서 수행되는 SAT solver를 

제시하였으나, 역시 다른 SAT solver와의 비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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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알고리즘에서 GPGPU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SAT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내부 루틴들이 병

렬화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내부 루틴들 중 선택 결정 

루틴은 값이 결정되지 않은 변수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값을 결정해 주는 과정이고, 충돌 해석 루틴은 충돌이 

발생한 절로부터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과정이다. 이 과

정들은 다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

므로 병렬화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 두 부분은 

SAT solver들 사이의 성능차를 만드는 주요 부분이어

서 복잡한 기법들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병렬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SAT 알고리즘에 GPGPU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규칙한 데이터 형태이다. SAT 문제

는 많은 수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절들은 다양한 

수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절들의 길이가 다양

함에 따라 CUDA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수행하였을 때, 

개개의 코어나 쓰레드가 처리할 데이터의 양이 달라지

고, 따라서 병렬화에 따른 장점이 감소한다.

Ⅳ. 제안하는 GPGPU 기반 SAT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GPGPU에 기반을 둔 SAT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기존의 단일 코어 기반 SAT 알고리즘에 

대한 성과들을 이용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달 

루틴을 GPU에서 실행함으로써 기존의 GPGPU 기반 

SAT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성능을 얻고자 한다.

4.1. 기존 직렬 알고리즘과의 융합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MiniSAT을 이용하여 구현되

었으며 MiniSAT에서 전달 루틴을 분리하여 CUDA 환

경으로 이식하였다. 전달 루틴은 여러 개의 절에 대해 

동작하므로 다른 루틴들에 비해 비교적 병렬화가 용이

하다. 또한 이렇게 하면 기존에 MiniSAT에 이용되었던 

선택 결정 기법이나 충돌 해석 기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glucose와 같은 많은 수의 현대 SAT solver

들이 MiniSAT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고 비슷한 전달 루

틴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SAT solver들로의 적용

도 용이하다. 논문 [9]에서도 전달 루틴만을 GPU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CPU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

해 논의하고 있으나, 발전된 선택 결정 기법이나 충돌 

해석 기법을 이용하지 못했다.

4.2. 제안하는 전달 루틴

SAT 알고리즘에서의 전달 루틴에 GPGPU를 적용하

면서 착안한 것은, 이 과정이 SpMV와 많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전달 루틴에서는 불균일한 길이를 갖는 절들에 

대해 각 절의 문자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읽은 뒤 그

러한 값들을 조합하여 절의 값을 계산하고 그 것으로 

부터 전달을 진행한다. SpMV에서도 행렬의 행들이 불

01: propagate()

02: i = clause index; // calculated from CUDA thread index

03: for(pos = ptr[i]; pos < ptr[i+1]; pos++)

04: literal = literal_array[pos];

05: if polarity of literal is equal to variable value then

06: count--;

07: elif polarity of literal is opposite of variable value then

08: count++;

09: if count is equal to clause length then

10: return conflict;

11: elif count is equal to clause length–1 then

12: propagate to unassigned variable;

13: return;

Fig. 3 Proposed propagate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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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개수의 0이 아닌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각 행에

서 0이 아닌 요소에 해당하는 벡터의 요소를 읽어서 그 

값들로 부터 행의 값을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달 루틴에서는 절들을 희소 

행렬의 CSR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였다. 절의 시작점들

을 저장하는 배열 ptr이 있으며, 이 ptr은 문자 배열의 어

느 위치에서 해당 절이 시작하는지 가리킨다. 문자 배

열에서는 같은 절에 속한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

어 있다. 문자들은 해당 변수의 첨자와 문자의 극성

(positive or negative)이 결합되어서 저장된다.

이러한 절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CUDA 환경에서의 

전달 루틴을 의사 코드로 표현한 것이 그림 3이다. 이 

루틴을 호출할 때 절의 개수만큼 쓰레드를 생성하고 각 

쓰레드들이 하나의 절에 대해 절 값을 계산하고 필요할 

경우 변수 값을 지정한다. 그림 3의 루틴에서 2번 줄은 

해당 쓰레드에서 처리할 절의 첨자를 결정하는 문장이

고 3번~8번 줄의 반복문에서 해당 절의 문자들을 차례

로 읽는다. 각 문자에 대해 해당 변수의 값과 문자의 극

성을 비교하여 문자의 값이 0이면 count를 증가시키고 

(8번 줄) 1이면 감소시킨다(6번 줄). 반복문을 마친 뒤 

count 값을 절의 길이와 비교하는데, 만일 count 값이 

절 길이와 같으면 이것은 그 절의 모든 문자들의 값이 0

이라는 의미이므로 충돌 상황이다(10번 줄). 그렇지 않

고 만일 count 값이 절 길이 보다 1이 작다면 이것은 유

닛 절임을 의미하고, 아직 값이 지정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다(12번 줄).

4.3. 아토믹(Atomic) 연산의 이용

전달 루틴 이외의 다른 루틴들은 CPU에서 진행되므

로 전달 루틴의 결과, 즉 새로 전달된 변수의 값과 발견

된 충돌 절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해서 CPU에 

전송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달 루틴에서는 

여러 개의 절들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여러 개의 충돌을 

동시에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변수들에 동시에 

값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변수에 여러 쓰

레드가 동시에 값을 지정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 없이 정보들을 메모리에 저장

하기 위해  두 개의 큐를 사용한다. 첫 번째 큐는 충돌이 

발생한 절을 기록하는 큐이고 두 번째 큐는 전달 과정

을 통해 값이 결정된 변수를 저장하는 큐이다. 각 큐의 0

번 위치는 큐 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각 큐에 대해 값을 저장하는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CUDA에서 제공하는 아토믹 연산을 통해, 여러 

쓰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전달 과정을 통해 변수의 값을 결정할 때는 아토믹 

연산을 하나 더 사용해야 한다. 여러 개의 쓰레드가 여

러 절을 동시에 검사하므로 같은 변수에 대해 여러 쓰

레드가 값을 지정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atomic_cas라는 루틴을 이

용한다. 이 atomic_cas 루틴은 CUDA 환경에서 제공하

는 아토믹 루틴 중 하나로써, 지정된 메모리 주소에 쓰

기 동작을 할 때 우선 그 위치의 값을 읽어서 특정한 값

과 같을 때만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01: que_addr = atomic_increment(conflict_que[0]);

02: conflict_que[que_addr] = conflicting clause;

Fig. 4 Que store using atomic operation

01: que_addr = atomic_increment(variable_que[0]);

02: previous_value = atomic_cas(variable, Undetermined, value);

03: if previous_value is Undetermined then

04: variable_que[que_addr] = variable value;

05: else

06: variable_que[que_addr] = Canceled;

Fig. 5 Variable value assignment using atomi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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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줄에 있는 atomic_cas 루틴에서는 해당 변수

의 값을 조사해서 Undetermined인지 확인하고, 

Undetermined가 맞는다면 그 값을 입력 받은 값으로 바

꾸고, 그렇지 않으면 값을 바꾸지 않는다. 이 때  

atomic_cas의 반환값은 바뀌기 전에 저장되어 있던 값

이다. 3번 줄에서와 같이 그 반환값이 Undetermined라

면, atomic_cas에 의해 정상적으로 변수의 값이 바뀌었

을 것이므로 변수 큐에 저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다른 쓰레드에 의해 변수의 값이 지정된 상황이므로 변

수 큐에는 변수 값 지정을 취소했다고 기록한다. 

Ⅴ.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가장 최근에 발표된 

GPGPU 기반의 SAT 알고리즘인 [9]의 알고리즘과 비

교하였다. [8]과 [12]는 3-SAT에만 적용가능하고 그 프

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비교한 SAT 문제들은 SATLIB[13]에 있는 문제들이

다. 실험을 한 서버는 CPU가 Xeon E5-2650 2.6GHz이

며 64GB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다. 사용한 GPU는 

NVIDIA사의 GeForce GTX 980 Ti이다. 

표 2는 [9]의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행

한 결과이다. 표의 왼편은 SATLIB의 문제들 중 

BMC(bounded model checking)[14]로부터 유도된 SAT 

문제들에 대한 결과이며, 오른편은 패리티 학습 문제

[15]로부터 유도된 SAT 문제에 대한 결과이다. 각 SAT 

문제에 대해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초 단위로 표에 표

시하였으며, 3600초가 넘으면 실행을 중지시켰다.

표 2에 따르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9]의 알고

리즘에 비해 성능이 10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논문 [9]의 알고리즘이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

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은 MiniSAT에 들

어 있는 현대 SAT solver들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SpMV에서 연구된 기법들을 이용하여 GPU의 병렬 처

리 능력을 활용한 결과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PGPU에 기반을 둔 SAT 알고리즘

에 대해 다루었다.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 대표적

인 알고리즘 중 하나인 SAT 알고리즘은 불규칙적인 데

이터의 형태 등으로 인해 GPGPU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일 코

어 기반의 SAT solver에서 비교적 병렬화가 용이한 전

달 루틴을 GPGPU에서 실행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꾀하

였다. 기존의 GPGPU 기반 SAT solver와 비교하였을 

때 수행시간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연구에서 GPU로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줄이거나 데이

터 저장 형태를 개선하는 등의 방향으로 연구를 더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SAT Problems
CUD@SAT[9]

(seconds)
Proposed
(seconds)

SAT Problems
CUD@SAT[9]

(seconds)
Proposed
(seconds)

bmc-ibm-1.cnf 139.89 1.02 par16-1-c.cnf 53.02 0.88 

bmc-ibm-2.cnf 0.78 0.03 par16-1.cnf 138.87 2.87 

bmc-ibm-3.cnf > 3600  1.36 par16-2-c.cnf 251.78 5.91 

bmc-ibm-4.cnf 2586.65 0.69 par16-2.cnf 260.82 2.19 

bmc-ibm-5.cnf 11.33 0.08 par16-3-c.cnf 792.23 2.00 

bmc-ibm-6.cnf 1598.01 1.45 par16-3.cnf 363.21 1.25 

bmc-ibm-7.cnf 7.20 0.07 par16-4-c.cnf 380.24 0.42 

bmc-galileo-8.cnf > 3600 1.21 par16-4.cnf 197.04 0.18 

bmc-galileo-9.cnf > 3600  3.13 par16-5-c.cnf 388.76 1.57 

bmc-ibm-10.cnf > 3600 0.94 par16-5.cnf 72.78 2.16 

bmc-ibm-11.cnf > 3600  2.94 - - -

bmc-ibm-12.cnf > 3600  19.55 - - -

bmc-ibm-13.cnf > 3600  55.00 - - -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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