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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attern matching algorithm is widely used in many application fields such as bio-informatics, intrusion detection, 

etc. Among many string matching algorithms, KMP (Knuth-Morris-Pratt) algorithm is commonly used because of its fast 

execution time when using large texts. However, the processing speed of KMP algorithm is also limited when the text size 

increases significa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high throughput parallel KMP algorithm considering CPU-GPU memory 

hierarchy based on OpenCL in GPGPU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 Processing Unit). We focus on the optimization 

for the allocation of work-times and work-groups, the local memory copy of the pattern data and the failure table, and the 

overlapping of the data transfer with the string matching operation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execution time of 

the optimized parallel KMP algorithm is about 3.6 times faster than that of the non-optimized parallel KMP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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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턴 매칭 알고리즘은 일반 텍스트에서 일치하는 단어를 검색

하는 응용에서부터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나 바이오 인포매틱스 분야의 유전자 분석에서 일치하는 유전자

를 검색하는 응용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이 다양하다[1,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패턴 매칭 알고리즘 중에서도 

Knuth-Morris-Pratt이 개발한 KMP 알고리즘은 패턴과 텍스트

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증가가 큰 기존의 brute-force 알

고리즘과는 달리 큰 텍스트와 패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실행

시간이 빠르다는 점에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패턴 매칭 알고리즘보다 빠른 KMP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유전자 매칭의 경우와 같이 검색할 대상의 크기가 현저히 큰 경

우에는 실행시간이 많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3].

KMP 패턴 매칭 알고리즘의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GPGPU(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 Processing 

Unit)를 위한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나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적용한 연구가 현재

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다[4, 5, 6].

본 논문에서는 KMP 알고리즘의 성능을 GPGPU를 이용한 

병렬처리와 최적화 기법 적용을 통해 개선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GPGPU 플랫폼 중 OpenCL (Open Computing 

Language)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OpenCL기반 GPGPU 

병렬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위해 실험에 사용된 GPU의 특성에 맞

는 워크-그룹 및 워크-아이템 할당 최적화, 패턴 매칭에 사용되

는 패턴과 실패 테이블의 로컬 메모리 복사 그리고 Host와 GPU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패턴 매칭 알고리즘과 오버래핑하는 기법

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실험 결과 최적화를 적용하고 

난 후 실행시간이 최대 3.6배 향상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KMP 알고리

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GPGPU 병렬 프로그램의 

병렬화 기법 및 성능 최적화에 대해 다룬다. 4장은 실험 결과 및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소개한다.  

2. KMP 알고리즘

KMP 알고리즘은 Knuth-Morris-Pratt이 개발한 패턴 매칭 

알고리즘으로 그림 1과 같이 패턴 매칭 과정에 단어의 접두사와 

접미사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먼저 검색할 패턴을 전 처리하여 

패턴 매칭 과정에서 사용할 실패 테이블(Failure Table)을 생성한

다. 각 패턴의 맨 앞부터 시작하여 패턴의 끝나는 지점까지 이

동하면서 해당 위치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개수를 찾

아 실패 테이블에 저장한다. 생성된 실패 테이블의 길이는 패턴

의 길이와 동일하다. 그 다음, 패턴과 실패 테이블 그리고 검색

할 텍스트를 입력 값으로 하여 패턴 매칭을 진행한다. 텍스트의 

처음부터 패턴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색하는데 텍스트가 일치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턴 매칭 방법으로 패턴의 끝까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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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워크-아이템 및 워크-그룹 할당

Fig. 3 Work-item and work-group allocation

그림 2 각 텍스트 사이즈별 전체 실행시간

Fig. 2 The total execution time of various text sizes

그림 1 KMP 알고리즘 예시

Fig. 1 An example of KMP algorithm

하는지를 확인하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 텍스트

의 위치로 이동하여 패턴을 처음부터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

리 생성한 실패 테이블을 참조하여 위치를 건너 뛰어 패턴을 검

사한다. 

예를 들어, 그림 1(a)와 같이 다섯 번째 인덱스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았다면 해당 위치의 바로 전 인덱스에 해당하는 즉, 

아래 예시에서의 네 번째 인덱스 위치에 실패 테이블 값을 사용

하여 건너 뛸 값을 얻는다. 네 번째 인덱스 위치의 실패 테이블 

값이 2이기 때문에 그림 1(b)처럼 패턴의 0, 1번째 인덱스는 따

로 검사하지 않고 뛰어넘은 다음 두 번째 인덱스부터 탐색을 다

시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은 경우 바

로 다음 인덱스로 이동하여 전체 텍스트를 검사해야하는 방식과

는 다르게 전체 텍스트를 하나씩 검사하지 않고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텍스트의 길이가 T, 패턴의 길이를 P라고 한다면 KMP 

패턴 매칭 알고리즘의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 된다. 따

라서 텍스트나 패턴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복잡도가 

으로 증가하는 기존 brute-force 방식 패턴 매칭 알고리

즘과 달리 KMP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다[7].

KMP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패턴 매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였다 하더라도 KMP 알고리즘에서는 패턴의 크기보

다 텍스트의 크기가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크기는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처리해야하는 텍스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일치하는 패턴을 찾는 시간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

는 GPGPU를 이용한 병렬화를 통해 KMP 알고리즘을 가속화하

고자 한다. 

3. GPGPU를 통한 KMP 알고리즘 병렬화

3.1 워크-그룹 및 워크-아이템 할당 최적화

GPU에서 병렬 KMP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텍스트를 분할하여 탐색하는 데이터 병렬처리 기법을 활용한다. 

텍스트는 작은 서브-텍스트 단위로 분할되어 각 워크-아이템에 

할당이 되고 각 워크-아이템에서 주어진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하게 된다. 이 때 텍스트 분할 과정에서 서브-텍스트들 사이

에 주어진 패턴이 존재할 경우 중간에 잘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8]. 주어진 텍스트의 마지막  

길이는 새로운 패턴의 탐색을 하지 않고 이전에 시작한 패턴이 

일치하여 종료가 되는지 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분할 영역

에  만큼의 길이를 중복하여 추가할당을 하고 이 부분은 이

전 패턴의 종료만을 확인하도록 하여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턴의 잘림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당된 워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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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PU-GPU 메모리 계층구조에서의 성능 최적화

Fig. 4 Performance optimization in CPU-GPU memory 

hierarchy

템은 워크-그룹 단위로 묶여 GPU내의 계산 유닛(Computing 

Unit)에 할당을 하게 된다. 전체 텍스트에 워크-그룹 및 워크-아

이템을 할당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KMP 알고리즘의 OpenCL 처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워

크-아이템과 워크-그룹을 GPU내에 프로세싱-엘리멘트(Processing 

Element: PE)와 계산-유닛에 효율적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GPU

는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여러 개의 계산-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계산-유닛은 다수의 프로세싱-엘리먼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워크-아이템은 GPU내에 프로세싱-엘리먼트에 할당

이 되어 처리가 된다. 이 때, 프로세싱-엘레먼트에 할당된 하나

의 워크-아이템은 각각 하나의 스레드와 같다. 이러한 워크-아이

템을 워크-그룹으로 묶어 계산-유닛에 할당을 하게 된다. 이 때, 

전체 워크-그룹의 개수를 총 계산-유닛의 배수로 할당하지 않으

면 유휴 계산-유닛이 생겨 실행 시 최적으로 동작할 수 없다. 하

나의 워크-그룹은 다수의 워크-아이템으로 이루어지므로 워크-

아이템은 계산-유닛의 배수로 워크-그룹의 개수가 이루어지도록 

묶여서 처리되어야 한다. 하나의 워크-그룹에 할당 가능한 워크-

아이템의 개수는 계산 유닛 당 PE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

다. 따라서 총 워크-아이템과 워크-그룹은 다음과 같이 할당이 

되게 된다.

                  
 ∝



∝ ×   ≤

          (1)

여기서, 는 총 워크-아이템의 개수, 은 총 워크-

그룹의 개수, 는 계산-유닛 당 할당 된 워크-아이템의 

개수, 는 각 계산-유닛 당 PE의 개수,  는 GPU내의 

총 계산-유닛의 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

해서는 워크-아이템 개수를 GPU내의 총 PE의 개수

(   × )로 할당하거나 그 배수로 할당함으로써 

모든 PE가 같은 작업량을 처리하여 최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

든다[9]. 또한 이때 각 워크-아이템 당 할당되어 검색이 되는 서

브-텍스트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
   

                               (2)

여기서, 는 주어진 텍스트의 길이, 는 검색하는 패턴의 길

이, 그리고 는 각 워크-아이템에 할당되는 서브-텍스트의 길

이를 의미한다. 총 텍스트에서 주어진 패턴이 시작할 수 있는 문

자의 개수는  이고 이를 워크-아이템에 동등하게 분배

( )를 하여야 한다. 분배된 텍스트에 마지막 잘린 부분의 검

사를 위하여  길이만큼을 중복 할당하여 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 하나의 워크-아이템이 처리하게 되는 서브 텍스트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 ≤≤   ×              (3)

여기서, 는 각 워크-아이템의 아이디를 의미하며 그 값은 

 ≤ ≤ 이다. 따라서 OpenCL 기반으로 처리할 경우

의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4)

3.2 CPU-GPU 메모리 계층 구조를 고려한 성능최적화

OpenCL을 이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서는 CPU- 

GPU 간의 메모리 계층구조를 이해하여 이를 최적화 하여한다. 

일반적으로 OpenCL과 같은 GPGPU 컴퓨팅은 GPU 내의 글로벌 

메모리를 통해 CPU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를 처리한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GPU 내의 메모리 계층구조에 따른 최적

화와 CPU-GPU 메모리 간의 이루어지는 데이터 통신의 최적화

를 고려하여 전체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GPU 메모리 계층 구조에 따르면 GPU 내에 글로벌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은 로컬 메모리와 프라이빗 메모리의 접근 속도보다 

약 10배가 느리다[9]. KMP 알고리즘은 패턴과 테스트 간에 반

복적인 매칭을 실행하고 실패 때 마다 실패 테이블을 접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메모리에 계속 접근하게 되고 이는 성

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워

크-아이템들이 글로벌 메모리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KMP 알고리즘 연산 과정에서 반복적

으로 접근이 되는 패턴 그리고 실패 테이블을 로컬 메모리에 복

사하여 처리한다. 각 워크-그룹 내 워크-아이템들은 워크-그룹별

로 사용가능한 로컬 메모리를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한다. 패턴 

매칭이 진행되는 동안 로컬 메모리에 있는 패턴과 실패 테이블에 

접근하여 글로벌 메모리에 있는 텍스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그리고 일치하면 글로벌 메모리에 접근하여 전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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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네 번의 오버래핑을 통한 처리 과정

Fig. 5 Overlapping process of four computing streams

CPU Intel Core i7-4790

GPU

Geforce GTX 750

OpenCL Version OpenCL 1.2

Global Memory Size 1GB

Shared Memory Size 49152 Bytes

Number of PEs 512

Number of CUs 4

표    1 실험 환경

Table 1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횟수를 카운팅하는 변수에 값을 써준다. 이를 통해 전체 글로벌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켰다.

KMP 알고리즘에서는 패턴에 비하여 텍스트의 크기는 크다고 

할 수 있다. GPU 기반의 병렬 KMP 알고리즘의 전체 실행시간

은 매칭을 하는 텍스트가 GPU에 전달되고 연산을 진행한 다음 

결과 값을 넘겨받는 시간을 포함한다. 이에 따른 전체 성능은 다

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전체 텍스트의 크기, 은 반환되는 결과의 크기, 

는 CPU-GPU 간의 전송 속도(PCIE 속도), 그리고 는 

GPU 실행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텍스트를 GPU에 전달하

여 패턴 매칭을 실행하고 결과를 반환 받을 경우 텍스트의 크기

가 커지게 되면 CPU-GPU 사이의 통신 시간이 커지게 되어 전

체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GPU 계산에 의하여 단축되

는 성능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PU-GPU 간에 발생하는 

전송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CPU-GPU간의 데이

터 전송 오버헤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원천적으

로 제거하거나 줄일 수는 없고 이를 숨기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GPU에 전달되는 텍스트를 분

할하여 전송을 하고 각각 분할된 텍스트에 대한 패턴 매칭을 시

행하는 동안 다음 분할될 텍스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CPU- 

GPU 사이에 계산과 전송을 중첩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음 

그림 5는 텍스트를 네 개로 분할하여 처리할 경우 CPU-GPU간

에 계산-전송 중첩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인다. 한 예로 첫 번째 

데이터를 전송하고 패턴 매칭 실행을 하는 동안 두 번째 데이터

를 전송한다. 또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이 진행되는 동안 

세 번째 데이터를 전송하고 동시에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연

산이 진행된 결과 값을 반환받는 과정을 진행한다. CPU-GPU 전

송 중첩을 통한 전체 성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6)

여기서, 는 텍스트가 분할된 스트리밍의 수이고 는 

각 텍스트 스트리밍이 GPU에서 매칭 연산이 실행되는 시간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실행할 경우 전체 패턴 매칭 연산 시간은 텍

스트의 크기에 따라 중가하게 되지만 데이터를 전송하고 반환받

는 시간은 패턴 매칭 연산시간과 중첩이 되어 숨기므로 전체 실

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시한 호스트 CPU에서 GPU의 글로벌 

메모리에 데이터를 분할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텍스트의 크

기가 커서 GPU 글로벌 메모리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전체 텍스트에 대한 패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모리를 넘지 않는 크기나 성능 최적을 

위한 텍스트 크기로 분할하여 제시한 중첩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4. 실험 및 결과

GPGPU기반 KMP 알고리즘의 병렬화는 GPGPU의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OpenCL을 통해 구현하였다. 본 실험을 진행한 환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KMP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 크기가 다른 

텍스트와 길이가 8인 패턴 한 개를 사용하였다. 실행 결과는 각

각의 텍스트를 입력 값으로 받아 텍스트를 패턴을 이용하여 검색

한 뒤 주어진 패턴이 일치하는 개수를 반환한다. 성능의 측정을 

위해 GPGPU기반 병렬 프로그램에 각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실행시간을 측정하고 평균 내어 비교하였다. 실행시간은 데이터

를 전송하고 연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 값을 반환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본 실험은 각각 워크-그룹 및 워크-아이템 최적화, 로컬 

메모리 복사, 오버래핑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은 그림 6와 같이 각각 1MB, 10MB, 100MB, 250MB의 

텍스트에 대해 최적화를 적용하기 전, GPGPU기반 병렬 프로그

램에 워크-그룹, 워크-아이템 최적화를 적용한 후, 패턴과 실패 

테이블을 로컬 메모리 복사하여 실행한 것과 오버래핑을 두 번 

적용한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최적화를 적용하기 전

에는 나눠진 텍스트의 길이가 패턴의 길이보다 작아지지 않는 길

이로 나눠지는 최대 워크-아이템과 워크-그룹 개수로 할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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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텍스트 사이즈별 실행시간 비교

Fig. 6 The comparison of the total execution time for various text sizes

그림 7 다양한 텍스트 크기별 오버래핑 횟수 변화에 따른 총 실행시간

Fig. 7 Total execution time of various overlapping number according to the various text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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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최대로 할당된 워크-아이템의 개수는 1천만 개, 워크

-그룹의 개수는 1천 개다. 그 다음에는 워크-아이템 및 워크-그

룹 최적화를 적용한 결과와 실패 테이블과 패턴을 로컬 메모리 

복사한 결과 그리고 오버래핑을 네 번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

다.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최적화를 적용하기 전보다 워크-그

룹 및 워크-아이템 최적화를 진행한 실행 시간이 최대 1.95배 향

상되었다. 워크-아이템과 워크-그룹의 개수를 최대로 할당하더라

도 프로세싱-엘레멘트와 계산-유닛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 한 번

에 동작하지 못하고 유휴자원이 생기므로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

기 때문이다.

워크-그룹 및 워크-아이템 최적화에 로컬 메모리 복사를 적용

한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복사를 한 패턴과 테이블

은 고정된 작은 길이기 때문에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오버래핑을 네 번 적용한 결과는 최적화를 적용

하기 전보다 성능이 최대 3.6배 향상되었다. 

또한, 그림 7과 같이 텍스트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최적의 

오버래핑 횟수를 관찰하기 위해 각각 오버래핑 횟수에 따라 텍스

트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텍스트의 크기는 

각각 1MB, 10MB, 100MB, 250MB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오버래핑을 적용한 결과 1MB와 10MB의 텍스

트에서는 네 번의 오버래핑을 적용한 실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KMP 패턴 매칭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전송과 반환 

시간보다 패턴 매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압도

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버래핑을 많이 하면 데이터의 전송과 반환

에서 줄어드는 시간보다 오버래핑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더 커지는 결과로 보인다. 100MB와 250MB의 텍스트에서도 네 

번의 오버래핑을 적용한 결과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

만 1MB와 10MB 텍스트 결과와는 다르게 32번의 오버래핑을 적

용한 결과는 다시 실행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큰 텍스트를 작게 나눠서 전송하고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한 번 

실행하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실행시간 사이에 데이터의 전송과 

반환이 일어나서 오버래핑에 의해 발생하는 오버헤드보다 성능의 

개선이 더 큰 결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KMP 알고리즘은 전체 텍스트를 전부 검색해야 하는 기존 

brute-force 알고리즘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하여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KMP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텍스트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면 실행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KMP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GPGPU기반 병렬 프로그램

으로 구현하여 성능을 개선시켰다. KMP 패턴 매칭 알고리즘은 

전체 텍스트를 분할하여 나눠진 각 텍스트를 검색한 다음 최종적

으로 전체의 텍스트에 대해 일치하는 패턴의 개수를 반환한다. 

분할된 텍스트는 각각의 독립된 작은 텍스트로 하나의 스레드는 

작은 단위의 텍스트를 병렬로 처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

험에 사용한 GPU의 특성에 맞게 KMP 알고리즘에 워크-그룹 및 

워크-아이템 최적화, 로컬 메모리 복사, 오버래핑을 각각 적용하

여 속도를 향상시켰다. 워크-그룹 및 워크-아이템의 개수는 GPU

내의 계산-유닛과 프로세싱-엘레먼트의 배수로 할당하여 유휴자

원이 생기지 않고 동작하도록 최적화 하였다. 또한, 패턴 매칭에 

사용되는 실패 테이블과 패턴을 로컬 메모리에 복사하여 글로벌 

메모리의 접근 횟수를 줄여 성능을 개선시켰다. 마지막으로 텍스

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한 번에 모든 텍스트를 GPU에 전송하

여 처리하려고 할 때 CPU-GPU간 통신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버래핑을 적용하였다. 텍스트를 오버래핑

하는 횟수만큼 분할한 다음 각각 분할된 텍스트에 대한 패턴 매

칭을 시행하는 동안 다음 분할될 텍스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CPU-GPU 사이에 계산과 전송을 중첩시켜 성능을 개선시켰다. 

실험 결과 GPGPU기반 병렬 프로그램에 최적화를 적용하기 전보

다 각각의 최적화를 적용한 것이 최대 3.6배 향상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향후 글로벌 메모리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위해 텍스트를 읽

어오는 단위를 늘리고 레지스터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적화

를 적용하여 성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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