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이기종 컴퓨  환경에서 

OpenCL을 이용한 효율 인 병렬처리

김희곤*, 이성주*, 정용화*, 박 희*

*
고려 학교 컴퓨터정보학과

e-mail:{khg86,peacfeel,ychungy,dhpark}@korea.ac.kr

OpenCL-based Efficient Parallel Processing  

in a Heterogeneous Computing Environment

Heegon Kim*, Sungju Lee*, Yongwha Chung*, Daihee Park*

*Dep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 University

요       약
  최근 고성능 컴퓨 과 모바일 컴퓨 에서 GPU 등의 성능가속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가속기

를 사용한 다양한 병렬처리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성능 가속기를 처음 하거나 성능가속기를 

사용한 병렬처리 경험이 은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성능가속기를 이용하여 효과 인 병렬처리를 하

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가속기와 마이크로 로세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단순히 성능가

속기만을 사용한 병렬처리보다 효율 인 병렬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성능가속기만을 사용하여 얻은 성

능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은 순차처리와 비교하여 약 40배의 성능 향

상을 얻을 수 있었고, 성능가속기만을 사용한 병렬처리 방법보다도 25%의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1. 서론

  최근 고성능 컴퓨 과 모바일 컴퓨 에서 GPU, Xeon 

Phi, DSP, FPGA 등의 성능가속기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이기종 컴퓨  환경에서 성능가속기는 기존보다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1]. 한, 성능가속기를 사용

하게 되면 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 향상을 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표 인 성능가속기로는 GPU가 있고, GPU를 범용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병렬 로그래  임워크로

는 CUDA[2]가 있다. 그러나 CUDA의 경우 NVIDIA 계열

의 제품에서만 동작하는 단 이 있었고, CPU와 같은 마

이크로 로세서 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한 것이 OpenCL[3]이다. OpenCL은 이기종 컴퓨  환

경에서 병렬처리를 할 수 있는 임워크이기 때문에, 

OpenCL은 GPU와 CPU를 선택하여 병렬처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OpenCL의 특징을 이용하여, 

GPU와 CPU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의 수행시간을 측정하

고, CPU 는 GPU만을 사용한 병렬처리 방법과 비교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성능가속기를 

사용하기 한 임워크인 OpenCL을 소개하고, 병렬처

리 성능을 측정하기 한 응용인 포토모자이크(Photomosaic)[4]

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성능가속기를 사용한 효율 인 병

렬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으로 논문

을 마친다.

2. 배경

2.1.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

  OpenCL은 개방형 범용 병렬 컴퓨  임워크이다. 

많은 제조사와 소 트웨어 문가의 견해를 반 하여 

Khronos 그룹에서 제정된 OpenCL은 소 트웨어 제조사, 

컴퓨터시스템 설계회사, 마이크로 로세서 제조사들의 

력을 통해서 등장하 다[5]. OpenCL 구 은 CPU, GPU를 

포함하여 DSP와 FPGA에 기반 한 랫폼에서도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로그램을 작성하여 여러 종류의 하

드웨어를 사용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것은 응용 로

그램 수행 에 OpenCL 커 로그램이 빌드되면서 해당 

디바이스에 맞는 바이 리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

하다. 한, C99를 기반으로 한 언어인 OpenCL C로 커  

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커  로그램을 작성하는데 

C언어와 유사한 장 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OpenCL의 랫폼 모델을 보여 다. OpenCL 

랫폼은 한 개의 호스트와 한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로 

구성되고, 디바이스에서는 워크그룹 단 로 연산을 하게 

된다. OpenCL이 동작하기 해서는 호스트에서 커 로 

데이터가 복사되어야 한다. 이것은 호스트의 메모리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디바이스의 메모리로 데이터가 복사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커  로그램 수행이 종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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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데이터가 복사되어야 한다. 만약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는 멀티디바이스로 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호스트에서 커 로, 커 에서 호스트로 데

이터가 복사 될 때의 데이터 종속성을 정확히 단하고 

로그램을 작성하여야 수행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GPU와 CPU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에서도 데이터 종속성을 정확히 악하고 로그램을 작

성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림 1) OpenCL의 랫폼 모델

2.2. 포토모자이크(Photomosaic)

  포토모자이크[4]는 Photograph와 Mosaic의 합성어로, 

하나의 큰 상을 여러 개의 작은 사각형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작은 사각형을 유사한 색을 가진 작은 크기의 타

일 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림 2) 포토모자이크 변환결과

  그림 2의 축소된 원본 상과 포토모자이크로 변환된 

상 간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변환된 상을 확 하여 

확인하면 하나의 큰 상이 여러 개의 작은 상으로 나

어져서 변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포

토모자이크는 알고리즘 1과 같이 1픽셀 당 반복문을 5회 

첩하여 수행한다.

알고리즘 1: 포토모자이크

num_tiles_y := target_image_height / tile_image_height;
num_tiles_x := target_image_width / tile_image_width;
num_images := number of tile_images;

for y := 0 step 1 until num_tiles_y do
  for x := 0 step 1 until num_tiles_x do
    for img_idx := 0 step 1 until num_images do
    begin
      for y := 0 step 1 until tile_height do
        for x := 0 step 1 until tile_width do
          diff := diff + sqrt( pixel difference of 
target_image and tile_image );
      if min_diff > diff then
      begin
        min_diff := diff;
        min_img_idx := img_idx;
      end;
    end;
Copy tile_image to target_image

 

3. 성능가속기를 사용한 효율 인 병렬처리

  최근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 PC에도 4개 이상의 코

어를 가지고 있는 CPU가 출시되고 있고, GPU의 경우는 

수백 개의 코어를 가지고 출시되고 있다. CPU는 GPU에 

비교하여 코어의 개수는 지만, 코어 당 성능은 뛰어나

다. 그러나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

백 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GPU가 더 유리 할 수 있다. 즉, 

GPU가 탑재된 환경에서는 GPU만을 사용하여 병렬처리 

한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6][7][8][9].

  본 논문에서는 CPU와 GPU를 모두 탑재한 이기종 컴퓨

 환경에서, GPU 뿐만 아니라 멀티코어 CPU 자원도 활

용함으로써 성능을 극 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를 들

어 일반 인 OpenCL 로그래 의 경우, 호스트에서 디

바이스를 먼  지정하고 커 이 수행되는데, 동기화 방식

으로 로그램이 작성되기 때문에 커 이 디바이스에서 

수행 이면 호스트는 커 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기

상태가 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GPU를 사용한 포토 모자이크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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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OpenCL에서 커 로그

램이 동작하는 동안 CPU가 기하는 유휴시간을 임으

로써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먼  커  수행은 비동기 

방식으로 설정하고, 디바이스를 GPU 뿐 아니라 CPU도 

같이 설정한다. 이 게 되면 GPU와 CPU가 동시에 수행

되어 보다 효율 으로 PC의 자원을 활용 할 수 있게 된

다. 

(그림 4) 효율 인 OpenCL 포토모자이크 수행 과정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컴퓨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해 표 1과 같은 실험환경에서 수행시간을 측

정하 다. 

 <표 1> 실험환경

CPU
AMD Phenom II X4 955 

Processor
RAM 3 GB

GPU GeForce GTX 285

병렬처리 플랫폼 OpenCL 1.2

실험응용 Photomosaic

이미지크기 3072 x 2048

타일 이미지개수 1000 개

  AMD Phenom II X4 955 Processor의 경우 4개의 빅-

코어를 가지고 있고, GeForce GTX 285의 경우 240개의 

리틀-코어를 가지고 있다. OpenCL 병렬처리의 일반 인 

방법인 GPU를 사용하기 해서는 변환을 할 목표 상과 

작은 상인 타일을 부 GPU의 메모리에 복사하여 송

하게 된다. 

  OpenCL의 병렬처리 성능 향상치를 알아보기 해 순차

처리, 디바이스를 GPU로 설정한 OpenCL, 디바이스를 

CPU로 설정한 OpenCL의 수행시간을 먼  측정하 다. 

표 2는 포토모자이크 응용의 순차/병렬 수행시간을 나타

낸다. OpenCL의 디바이스를 CPU로 지정해서 수행 한 경

우, 암달의 법칙[10]으로 계산한 성능 향상치를 넘어서는 

성능 향상(즉, 4-코어로 speedup = 17)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것은 cache-hit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암달의 법칙으

로 계산한 성능 향상치보다 좋은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

로 설명 할 수 있다.

   <표 2> 포토모자이크 응용의 수행시간

수행시간 (sec)

순차처리 340.62

병렬처리
CPU만 사용 20.29

GPU만 사용 10.53

    <표 3> 목표 상의 배분 비율에 따른 수행시간

병렬처리 비율 (%)
수행시간 (sec)

CPU GPU
25.0 75.0 8.40

50.0 50.0 12.07

(그림 5) OpenCL의 성능 향상치

   다음으로는 상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상의 한쪽

은 CPU, 다른 한 쪽은 GPU에서 수행하 을 경우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 다. 표 3은 목표 상을 서로 다른 비율로 

배분하 을 경우의 수행시간을 나타낸다. 즉, 포토모자이

크 응용의 경우 CPU=25% GPU=75%의 비율로 상을 나

어 수행하 을 때, CPU나 GPU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율로 

수행한 경우, 순차처리보다 약 40배, GPU만을 사용한 

OpenCL 병렬처리보다 25%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

인하 다. 그림 5는 병렬처리의 성능 향상치를 보여주는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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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고성능 컴퓨 을 하기 하여 성능가속기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성능가속기를 효율 으로 사용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enCL에서 CPU와 GPU 자원을 동

시에 사용함으로써 CPU 유휴시간을 이고, 결론 으로 

수행시간을 단축시켜 성능 향상을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은 순차처리보다 약 40배, 

일반 으로 사용되는 GPU만을 사용한 병렬처리보다 25%

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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