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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영상간의 지역적인 유사도 판별에 사용되는
블록 정합 알고리즘은 기준 블록과 탐색영역 사이의
정합을 수행하여 지역적 유사도를 구한다. 알고리즘의
특성상 대용량의 영상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모든 탐색영역에 대해 정합을 수행하므로 상당한
수행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PU (graphics processing unit)의 대용량
병렬처리를 이용한 블록 정합 알고리즘의 단계적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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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블록 정합 알고리즘은 지역
적 유사도를 이용하는 물체 인식 및 추적[3], 변이지도
추출[4]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블록 정합 수행 시 기준 블록과 탐색 영역간의 유사도
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교적 간단
하며 많이 쓰이는 방식은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 SSD (sum of squared difference), NCC
(normalized cross-correlation)등이 있다. 블록 정합
알고리즘은 정합 수행 시 인접 픽셀간의 데이터 의존성
이 없어 GPU를 이용한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방식의 병렬처리 구조에 적합하다. 본 논
문에서는 NVIDIA 페르미(Fermi) 아키텍처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병렬성 증대, 전역 메모리의
데이터 캐슁과 효율적 데이터 구조, loop unrolling 등을
통하여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기술을 이용한 단계적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알고리즘
본 논문은 기준 블록과 탐색 영역간의 유사도를 판
단하기 위해 SAD방식의 정합을 수행하였다. 입력 영상
은 다수의 블록들로 나뉘며 각 블록은 주변 영역에 대
해 정합을 수행한다.
1. 유사성 계산
입력 영상을 일정크기의 블록으로 나눈 뒤 각 블록
과 주변의 일정 탐색 범위에 대해서 블록 정합을 수행
하게 된다. 이 때 정합 대상이 되는 영상정보와 블록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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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유사성 탐색
식(1)에 의해서 계산된 유사도가 최대가 되는 위치
를 탐색한다. 이 때 유사도 값들의 정렬 형태는 탐색
순서를 고려하여 데이터 캐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재배치 한다.

Ⅲ. 단계별 최적화
블록 정합의 경우 유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
접 픽셀간의 의존성이 없으므로 GPU의 특성을 이용한
대용량 병렬처리에 적합하다. 기준블록과 탐색영역의
정합수행 시 GPU의 SIMD 방식의 병렬처리 모델을 적
용하면 CPU로 작성된 알고리즘 대비 많은 속도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GPU의 SIMD구조
에 적합하게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최대의
속도향상을 얻을 수 없다. GPU의 물리적인 구조, 데이
터 접근순서에 따른 최적화된 메모리 구조, 적절한 메
모리 사용, 데이터 캐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
적화를 수행 한다면 GPU를 이용하여 최대의 속도향상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페르미 아키텍
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 정합 알고리즘의
GPU기반 병렬처리 구현의 단계별 최적화 방법을 제안
하였다.
1. 병렬성 확장 (1단계)
입력 영상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눈 뒤 각 블록
마다 수행되는 블록정합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기준 블록과 주변의 탐색 범위내의 데이터에 대
해 SAD방식으로 유사도를 계산한 뒤 이 값들 중에 최
대값을 가지는 위치를 탐색하는 과정은 GPU의 한 개
의 쓰레드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현은 영상
내의 나뉘어진 블록의 개수만큼의 쓰레드를 발생시켜
병렬로 수행한다. CUDA 커널 함수 내부의 2차원 블록
의 유사성 계산의 경우 다중 반복문을 포함하게 된
다. 이러한 구현은 대상 블록의 개수가 충분히 많지 않
은 경우 GPU내부의 다수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중
일부분만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보다 많
은 병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커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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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반복문을 커널 외부로 확장하여 병렬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두 가지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시에 발생되는 쓰레드의 수가 증가하므로
더 많은 병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이 수
행되는 동안 GPU의 자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GPU의 경우 개별적인 CUDA 코어의 처리속
도는 일반적인 CPU에 비해 약 20% 정도의 정도이며 반
복문, 분기문 등의 제어문에 대한 처리능력이 상대적으
로 부족하므로 커널에서 이러한 논리연산의 부담을 줄
여 대용량 병렬 처리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향
상된 속도를 얻을 수 있다.
2. 전역 메모리와 데이터 캐슁 (2단계)
페르미 아키텍처 이전에는 데이터 캐슁에 대한 이
점 때문에 입력 데이터 형태로 텍스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페르미 아키텍처의 경우 새로 추가
된 L1, L2 캐쉬를 이용하여 전역 메모리에 대한 캐슁
을 지원한다. L1 캐쉬의 경우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내부에 존재한다. 64KB의 크기를 공유메모리와 공유하
며 128byte씩 캐슁을 수행한다. L2 캐쉬의 경
우 768KB의 크기로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외부에 존
재하며 32byte씩 캐슁을 하여 L1캐쉬에 비해 Over
fetch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전역 메모리의 L1, L2캐쉬의 기능을 적극 활
용하는 것이 속도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데이
터 캐슁이 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적화된 데이터
배열도 필요하다.
3. 공유메모리 사용 (3단계)
On-chip memory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캐쉬의 한 종류인 공유메모리의 경우
페르미 아키텍처 에서는 최대 48KB까지 사용 가능하
다. 전역 메모리의 접근속도에 비해 수백 배 빠른 접근
속도를 가진 공유 메모리를 적극 이용하여 블록과 탐색
영역의 데이터를 모두 공유메모리로 복사 한 뒤 지속적
인 공유메모리로의 접근을 통하여 블록 정합을 수행한
다.
4. Loop Unrolling (4단계)
반복문의 경우 반복 횟수가 고정되어 있거나 예상
이 가능한 경우 unrolling을 수행 한다. 이는 개별 쓰레
드(thread) 내의 논리연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cache hit ratio를 증가하게 함으로써 속도향상을 가능
하게 한다. 하지만 모든 반복문을 unrolling한다고 해서
최적의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근
하는 데이터의 배열, 캐쉬 구조 등을 고려하여
unroll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레지스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당 최대 레지스
터 허용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Ⅳ.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된 GPU는 NVIDIA GTX580이며 총
512개의 CUDA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 개별 프로세
서의 클럭 속도는 832 MHz 이며 초당 1,581 GFLOPS
의 연산성능을 가진다. 비교에 사용된 CPU는 Xeon

X5680 2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160 GFLOPS의 연
산성능을 가진다. GPU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디
버깅 툴인 Parallel Nsight™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영상은 단일채널 12,000×1,024 크기의 영상이며
블록의 크기는 32×32이다. 정합 범위는 기준블록 주
변 32×32범위 이다.
최적화되지 않았을 경우 커널 수행시간과 메모리
전송의 비율은 약 19대 1의 비율을 가지며 12,000개
의 쓰레드를 발생시킨다. 최적화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
한 결과 커널 수행시간과 메모리 전송의 비율은 약 11
대 9로 커널 수행시간의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발생된
쓰레드는 12,288,000개로 초기 구현에 비해 1,024배
의 쓰레드가 발생되었다. 초기수행시간에 비해 최적화
된 수행시간의 경우 약 27배의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비교를 위한 CPU알고리즘의 경우 16개의 쓰레
드를 발생시켜 병렬 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 최적화된
GPU 알고리즘이 약 23배 빠른 속도를 보였다.

그림 1. 최적화 과정 및 수행 결과. (a) 단계별 최적화
과정. (b) 최적화에 따른 수행시간 변화.
Ⅴ. 결론
본 논문의 GPU를 이용한 단계별 최적화 방법을
통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최적화되지 않은 알고리
즘에 비해 약 27배의 속도향상을 확인하였다. GPU를
이용하여 병렬 알고리즘 작성 시 알고리즘의 특성을 잘
파악한 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최적화
방법을 진행한다면 체계적이고 쉽게 GPU의 특성을 이
용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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