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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GPU를 가속기로 활용하는 기술인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GPGPU)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딥 러닝 기술은 GPGPU

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의 길을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분야에서 GPGPU를 이용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났다. 많은 개발자들이 GPGPU를 이용하여 가속을 진행하

고 있지만, GPU의 구조는 일반적인 CPU의 구조와 달라 기대만큼

높은 성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GPU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병렬화 및 최적화 방법들을

소개한다.

제시하는 병렬화 및 최적화 방법들은 크게 다섯 가지 부류로 나

뉜다. 우선, GPU의 많은 계산 unit들을 최대한 병렬화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GPU 계산 unit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 주로

병목이 되는 부분인 메모리 접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GPU 구조

에 근거하여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그 다음으로는 GPU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overhead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최적화 방법과

동기화 overhead를 줄이는 최적화 기법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는, 전체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GPU의 메모리보다 많은 경

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들에 대해 다룬다.

소개한 방법들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벤치마크인 NAS

Parallel Benchmark(NPB) suite 중 original benchmark suite에 제

안한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최대 120배 정도의 성능향상을

얻었으며, 처음으로 NPB suite의 original benchmark suite의 응용

중 가장 문제 크기가 큰 E 클래스에 대하여 GPU를 이용한 가속에

성공하였다. 또한, 기존의 다른 연구보다 높은 성능향상을 얻었다.

본 논문은 GPU에 적용할 수 있는 GPGPU 프로그래밍에 대한 최적



화 방법들을 소개하여 다른 개발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 GPGPU 성능측정을 위한 충분한 문제 크

기를 지원하는 벤치마크를 개발하는 것 또한 큰 기여점이라 말할

수 있다.

주요어 : GPU, GPGPU, 병렬화, 최적화, 벤치마크

학번 : 2017-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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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최근 GPU를 범용 계산에 이용하는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GPGPU)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GPU의 높은 범용 계산 성능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

루었다. GPU의 높은 계산 성능은 기존에 있던 수많은 응용을 가속

해 실행시간을 크게 단축했고, 이는 많은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

쳤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GPGPU 기술은 딥 러닝 분야의 새

로운 도약을 이끌었으며, 이는 사회의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GPGPU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가속하기 위해서 주로 GPU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Open Computing Language(OpenCL)와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CUDA)가 있다[1, 2]. OpenCL은 Khronos Group에서

만든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 공개 표준이다. OpenCL은 코드 이식성

이 있어, 하나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GPU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속

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CUDA는 NVIDIA 사에서

제공하고 관리하는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CUDA의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는 OpenCL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CUDA는 OpenCL과 다르게 코드 이식성이 없어, NVIDIA GPU 외

에 다른 가속기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

OpenCL과 CUDA를 이용한 병렬 프로그래밍은 기존의 프로그래

밍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병렬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이 없는 소

프트웨어 개발자들이 GPGPU 기술을 이용하여 복잡한 프로그램을

병렬화하는 데에 진입장벽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GPU

vendor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OpenCL 또는 CUDA 라이

브러리를 배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형대수 라이브러리인

clBLAS와 cuBLAS, 그리고 딥 러닝 라이브러리인 MIOpe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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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NN이 있다[3, 4, 5, 6].

이와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들만을

이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병렬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소프트

웨어 개발자들은 여전히 GPGPU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CPU와 GPU 구조 차이로부터 오는 프로그래밍 방법의 차

이 때문에 많은 개발자가 기존의 소스코드를 GPU 기반으로 병렬화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High Performance Computing(HPC) 분야의 응용인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응용들을 GPU 기반 소스코드

로 수정하여 가속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FD 응용들은 NAS

Parallel Benchmark(NPB) suite의 일부이다[7]. NPB suite은 병렬

슈퍼컴퓨터를 평가하기 위해 NASA에서 개발한 CFD 응용들의 집

합이다. NPB suite은 original benchmark suite, unstructured

adaptive mesh, parallel I/O, multi-zone applications 등 여러 가지

버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여러 버전 중 본 논문에서는 계산이 중

점인 original NPB suite의 몇 가지 응용들을 GPU를 이용하여 가속

한다. NPB suite의 응용들은 CPU 기반으로 작성된 코드이므로

GPU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NPB suite 응용들을 GPU 기반 소스코드의

OpenCL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방법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CPU 기반 소스코드를 병렬화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최

적화 방법들을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

발자가 손쉽게 GPU의 높은 계산 성능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기여점이다.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Ÿ 일반적인 CPU 기반 프로그램을 GPU를 이용하여 가속하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Ÿ CFD 응용과 같이 병렬화하기 까다로운 프로그램도 충분히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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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가속될 수 있음을 보인다.

Ÿ 처음으로 NPB original benchmark suite의 BT와 LU 응용에 대

하여 E 클래스를 GPU를 이용하여 가속하였다.

Ÿ 최신 GPU에 적합한 OpenCL GPGPU 벤치마크 응용들을 제시한

다.

Ÿ 본 논문을 위해 개발된 벤치마크 응용들을 공개하여 많은 개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다루는 주제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에 대해 분석한다.

3장과 4장은 각각 NPB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OpenCL에 대한 설명

이다. 5장에서 병렬화 및 최적화 기법들을 소개하며 6장에서는 소개

한 기법들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실험과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7장은 본 논문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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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NPB suite을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로 구현을

하였다. NPB suite는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성능측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벤치마크이다[8, 9, 10].

가장 유사한 연구는 NPB suite을 OpenCL로 구현한 서상민 등

[11]의 논문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original NPB suite의 모든 응용

에 대하여 OpenCL로 구현을 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GPU 구조와 OpenCL 프레임워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의 구현은 최신 GPU의 구조에 맞게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그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NPB suite의 큰

클래스에 대해서도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 논문 외에도 많은 논문이 NPB suite를 다룬 적이 있다[12, 13,

14]. 하지만, 서상민 등[11]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클러스터에

서 실행하고자 MPI를 이용하는 NPB suite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GPU를 이용하여 가속하고자 할 때, 최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주된 주제이므로, 단일 GPU를 이용한 NPB suite의

OpenCL 구현을 진행하였고 MPI와 같이 클러스터 노드 단위의 통

신까지 포함된 논문들과는 방향이 다르다.

GPU의 GPGPU 성능측정을 위한 잘 알려진 벤치마크로는,

Rodinia, SHOC, Parboil 등이 있다[15, 16, 17]. Rodinia[15]는 CFD

를 대상으로 삼은 벤치마크에 대한 논문이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최

적화 기법을 소개하지 않는다. SHOC[16]은 CFD가 주된 대상이 아

니고, 단일 가속기를 이용한 가속보다는 scalability를 중점적으로 고

려하여 구현된 벤치마크를 소개하므로 본 논문과는 거리가 멀다.

Parboil[17]도 Rodinia와 마찬가지로 CFD 응용을 모사한 벤치마크에

관련된 논문이고 최적화 기법을 소개하긴 하지만 실제 실행시간이

짧아 현실적인 응용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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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NAS Parallel Benchmark(NPB) Suite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최적화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인 NAS

Parallel Benchmark(NPB) suite의 응용들에 대해 다룬다. 특히,

NPB suite 중 본 논문에서 실제 GPU 기반 코드로 변형한 응용인

BT, LU, I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NPB suite은 NASA에서 개발한 CFD 응용들의 집합으로 주로 병

렬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

이, NPB suite은 original NPB suite 외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GPU의 계산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에 관

련된 것이므로, 계산 성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original NPB suite

을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 언급되는 NPB suite은 original NPB

suite을 의미한다. NPB suite은 총 여덟 개의 CFD 응용들로 구성되

어 있고, 그중 세 개의 응용들(BT, LU, IS)에 대해서 OpenCL로 구

현을 하였다. 각 응용은 입력 데이터 크기에 따라 총 7개의 클래스

(S, W, A, B, C, D, E)로 나뉜다. S 클래스는 아주 작은 크기의 데

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주로 테스트용으로 사용된다. W 클래스는 90

년대 워크스테이션 테스트에 적합한 데이터 크기를 입력으로 받는

다. A, B, C 클래스는 W 클래스보다 더 큰 크기의 데이터를 입력으

로 받으며 각 클래스 간 데이터 크기의 차이가 약 4배 정도이다. 나

머지 두 클래스는 C 클래스보다 더 큰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으며

각 클래스 간 약 16배 정도 차이 나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다.

대부분의 NPB suite의 응용들은 같은 연산을 여러 번 반복하여

원하는 답을 근사하는 iterative 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다. 알

고리즘에 관한 내용은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이 장에서는

OpenCL로 구현한 세 가지 응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BT는

block tri-diagonal solve의 약자로 block tri-diagonal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non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응용이다.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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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T와 마찬가지로 non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응용이지만 lower-upper symmetric Gauss-Seidel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푸는 solver이다. IS는 integer sort의 약자로 계수 정렬

(counting sort)로 정수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이다. IS는 선택에 따라

계수 정렬을 실행하기 전 버킷 정렬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현 결과물은 버킷 정렬을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 모

두를 지원한다.

본 논문의 구현에서는 세 가지 응용에 대하여 알고리즘은 일절

변경하지 않고 병렬화만을 진행하였고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용하였다. CUDA는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과 매우 유사하므로

CUDA를 이용해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적화 방법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NPB suite의 세 가지 응용들에 대한 OpenCL 구현

의 결과는 6장에서 다룬다.



- 7 -

제 4장 OpenCL 구조

이 장에서는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한다.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은 OpenCL이 가정하고 있는 추상화된 하

드웨어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이 추상화된 하드웨어 구조는 실

제 GPU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여서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의 구

조에 대한 이해는 소스코드를 GPU에 최적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은 플랫폼 모델, 실행 모델, 메모리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4.1 플랫폼 모델

그림 1 OpenCL이 가정하는 하드웨어

그림 1은 OpenCL에서 가정하는 하드웨어의 추상화를 나타낸다.

이를 플랫폼이라 하며, 크게 host와 compute device로 구성되어 있

다. 하나의 host에 하나 이상의 compute device가 연결되어 있다.

각 compute device는 하나 이상의 compute unit(CU)들로 구성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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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고, 각 CU는 또다시 하나 이상의 processing element(PE)들로

구성된다. OpenCL 하드웨어 추상화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PE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며 계산의 단위가 된다.

4.2 실행 모델

OpenCL 프로그램은 host 프로그램과 kernel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 host 프로그램은 플랫폼 모델의 host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kernel은 compute device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host 프로그램은 compute device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OpenCL API를 이용하여 compute device와의 데이터 전송 및

kernel 실행 등을 주관하며, 이는 command라는 작업의 단위로 구성

되며 command queue를 통해 compute device에 전달된다. kernel

프로그램은 compute device에서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핵심 연산 내

용을 담고 있다.

OpenCL 실행 모델에서는 OpenCL 프로그램 모델이 N차원의

index 공간을 정의하고, 각 index 포인트에 쓰레드를 할당한다. 그리

고 각 쓰레드들이 kernel program을 실행한다. 쓰레드는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work item이라고 불리며, 본 논문에선 앞으로

쓰레드를 모두 work item이라고 칭한다. N차원의 index 공간은 사

용자가 얼마만큼의 work item을 이용하여 계산을 할 것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정해진 N 차원의 index 공간은 work group이라는 여러

개의 work item들의 묶음으로 다시 나뉜다. work group 내의 각

work item들이 플랫폼 모델의 PE에 할당되어 kernel 프로그램을 실

행하며, 각 work item은 N 차원의 튜플로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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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메모리 모델

그림 2 OpenCL 메모리 모델

그림 2는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정의하는 메모리 모델이

며, 메모리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host 메모리는 host 프로

그램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메모리 영역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일

반적으로 CPU 기반 프로그래밍 시의 메모리 영역과 같다. 반면에

compute device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영역을 device 메모리라 하

며 이 메모리 영역은 네 종류로 나뉜다.

Global 메모리는 모든 compute device의 모든 work item들이 접

근할 수 있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 영역이다. Constant 메모리는

global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compute device의 모든 work

item들이 접근할 수 있지만, 오로지 work item들이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영역이다. 이 영역에 대한 초기화는 host 프로그램이 담당한

다. compute device들은 보통 이 두 가지 메모리 영역에 대하여

caching을 한다.

Local 메모리는 각 compute unit마다 일정량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같은 work group 내에 속하는 work item 간에 공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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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모리 영역이다. private 메모리는 각 PE가 소유하는 메모리 영

역으로 work item 하나에만 귀속되는 메모리 영역이다. 이 두 가지

메모리는 host 측에서 읽거나 쓸 수 없다. 또한, 각각 work group과

work item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다.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

를 정할 수 있는 각 메모리 영역에 대한 qualifier를 제공한다. 사용

자는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나 저장할 공간을 지정한

다.

Compute device가 GPU인 경우 work item이 메모리에 접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global 메모리 > constant 메모리

> local memory > private memory 순이다.

4.4 동기화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의 kernel 프로그램은 relaxed memory

consistency model을 지원한다. 즉, work item들이 특정 메모리 영

역을 공유할 때, 동기화 지점을 거쳐야만 다른 work item들이 반영

한 결과가 자신에게 보인다는 것을 보장한다. OpenCL의 메모리 모

델에서는 global 메모리와 local 메모리가 work item 간에 공유된다.

그러므로 OpenCL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하여 동기화 지점을 제공

한다.

같은 work group에 속한 work item 간에서만 공유가 되는 local

메모리의 경우, local 메모리에 대한 barrier가 동기화 지점이 된다.

barrier는 사용자가 직접 kernel 소스코드에 삽입하여 동기화 지점을

정한다.

Global 메모리의 경우 모든 compute device의 모든 work item들

에 대해 공유가 된다. 모든 work item들에 대해 공유가 되는 경우

OpenCL은 실행 모델에서 언급한 command의 시작과 끝 지점을 동

기화 지점으로 삼는다. 즉, command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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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work item들이 반영한 결과가 자신에게 보이게 된다. 단, 같은

work group 내에 속한 work item들에 대해서만 global 메모리 동기

화가 필요한 경우 local 메모리 동기화와 마찬가지로 barrier를 이용

하여 동기화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용자가 직접 kernel 소스코드

에 동기화 지점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은 앞서 언급한 플랫폼 모델, 실행 모델,

메모리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relaxed memory consistency

model에서 동기화를 지원하기 위해 barrier를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GPGPU 프로그래밍은 언급한 요소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GPU의 성

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OpenCL의 이러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GPU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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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구현 및 최적화 기법

이 장에서는 NPB suite 중 BT, LU, IS 응용에 대하여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로 수정하여 GPU를 이용하여 해당 응용들을 가속

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병렬화 및 최적화 기법에 대해 논한다.

5.1 구현

NPB suite 중 BT, LU, IS 총 세 개의 응용들에 대하여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로 병렬화 및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각 응용에 대한

구현은 NPB suite의 Fortran 순차 코드를 기반으로 수정하였다. 특

히, IS의 경우 계수 정렬 전 버킷 정렬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의 구현은 버킷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구현하였다.

5.2 병렬화 및 최적화 기법

이 절에서는 BT, LU, IS를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병렬화 및 최적화 기법을 논한다. 크게 다섯 개의

항목으로 나뉘며 항목마다 세부 기법으로 나뉜다.

5.2.1 device 이용률 최대화

GPU는 CPU보다 연산 unit이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GPU를 충분

히 활용하여 계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GPU의 이용률을 최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항에서는 GPU의 계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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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loop 병렬화(기법 1)

그림 3 loop 병렬화

loop 병렬화는 가장 기본적인 병렬화 방법이다. 그림 3과 같이

loop-carried dependence가 없는 다중 loop이 존재할 때, 전체 다중

loop의 iteration 횟수만큼 work item을 생성하고 loop 안의 코드를

kernel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병렬화 결과로 다중 loop의 iteration

횟수만큼 병렬적으로 GPU에서 실행되고 이 방법이 GPU 이용률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5.2.1.2 loop fission(기법 2)

그림 4 loop fission

loop fission은 하나의 loop을 여러 개의 loop으로 나누는 기술을

말한다.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loop 안에 다른 loop이 존재하고 그

loop에 속하지 않는 코드들이 존재하는 경우, loop-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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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의 오른쪽 부분과 같이 loop을

나눌 수 있다. loop을 나눈 뒤, loop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여 병렬화

를 진행하면, code A는 두 개의 loop의 iteration 횟수를 곱한 것만

큼 work item이 생성될 수 있다. 즉, loop fission은 가장 바깥의

loop만을 병렬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work item을 생성하여 GPU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5.2.1.3 reduction(기법 3)

그림 5 reduction

reduction은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값에 같은 연산을 적용하여 하

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적용되는 연산은 결

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어야 한다. 많은 응용에서 여

러 개의 값으로 하나의 값을 얻어내는 작업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에 reduction을 이용하여 해당 작업을 가속화 할 수 있다. 그림 5는

8개의 값을 하나로 더하는 과정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보

여준다. 총 log(8) = 3단계 만에 8개의 값을 모두 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OpenCL은 relaxed memory consistency model이므로,

reduction을 OpenCL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기화가 필요하다. 한

단계가 지날 때마다 적절한 동기화 방법을 이용하여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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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를 맞추어야 제대로 된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NPB suite에 적용한 방법은 가장 비용이 적은 local

memory barrier 동기화 방법을 이용하여 reduction을 구현하였다.

즉, work group 단위로 local memory를 이용하여 reduction을 수행

한 후, host에서 work group 단위 결과를 차례로 합쳤다. GPU에서

한 work group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work group 단위의

reduction 한 번이면 host에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여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work group 단위 reduction을 한

번만 GPU에서 진행하여 NPB suite의 응용들을 가속하였다.

5.2.1.4 prefix sum(기법 4)

그림 6 prefix sum

prefix sum은 reduction과 매우 비슷한 병렬화 패턴이다. 또한, 이

는 유명한 병렬화 방법 중 하나이다[18]. n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prefix sum을 구해야 할 때, reduction과 마찬가지로 log(n)단계 만

에 결과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림 6에 그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n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위치보다 2n-1만큼 떨어진 곳

에 자신의 값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 또한 GPU에서 적용하기 위

해서는 동기화가 필요하며, NPB suite에서 적용한 동기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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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과 같은 local memory barrier를 이용하였다.

5.2.2 메모리 접근 시간 최소화

GPU는 CPU 대비 연산 unit이 월등히 많아 단위 시간 동안 처리

해야 할 메모리 요청이 CPU 대비 훨씬 많다. 또한, 이 요청으로부

터 발생하는 메모리 접근 시간을 context switching을 통해 다른

work item들의 계산 시간으로 가릴 만큼 충분한 work item을 생성

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그 결과 GPU를 이용한 가속에서 메모리 접

근 시간을 줄이는 것은 전체적인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항에

서는 GPU의 메모리 특성 및 메모리 요청 처리 특성에 근거하여

GPU에서 메모리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설명한다.

5.2.2.1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빠른 메모리에 저장(기법 5)

그림 7 빠른 메모리를 이용한 최적화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메모리 영역은 접근속도가 느린 순으로 global 메모리, constant

메모리, local 메모리, private 메모리가 있다.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은 데이터가 저장될 메모리 영역이 한번 정해지면 그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처음에 지정된 메모리 영역에 접근한다. 즉, 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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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가정했을 때, global 메모리로 영역이 할당된 데이터에 대해

서는 매번 접근할 때마다 global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게 되어 심각

한 성능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성능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림 7의 freq[i] 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를 좀 더 빠른 local이나 private 메모리 영역으로 복사하여 사용하

는 방법이 있다. NPB suite의 OpenCL 구현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

하여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기존에 저장된 영역보다 더 빠른 메모

리에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성능향상을 꾀하였다.

5.2.2.2 중간 계산 결과를 빠른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loop

fusion (기법 6)

그림 8 loop fusion

그림 8의 왼쪽 부분과 같이 병렬화할 수 있는 loop이 두 개가 있

는 경우, loop 병렬화(기법 1)를 적용하면, 총 두 개의 kernel을 생성

하고 같은 개수의 work item을 생성하여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temp_A 배열은 두 번째 loop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global 메

모리 영역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두 개의 loop을 하나의

loop으로 합친 후 병렬화를 진행하면, temp_A의 배열을 이용하지

않고 temp라는 변수 하나만 이용하여 옳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때, temp 변수를 global 메모리보다 접근속도가 빠른 private

메모리에 저장하여 메모리 접근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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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loop을 합쳐 중간 계산 결과를 접근속도가 빠른 일시적인 메모

리에 저장하여 메모리 접근 시간을 줄이는 최적화 방법이 기법 6이

다. 이 방법은 메모리 접근 시간을 줄여 성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kernel launch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kernel launch overhead를

줄이는 효과 또한 볼 수 있다.

5.2.2.3 coalesced 메모리 접근을 위한 work item 매핑(기법 7)

그림 9 work item 매핑 최적화

GPU는 인접한 work item들이 인접한 global/constant 메모리 영

역에 접근할 때 인접한 메모리 영역에 대한 메모리 요청을 하나의

메모리 요청을 합쳐서 처리하게 된다. 이를 coalesced 메모리 접근

이라 하고, 이는 n개의 non-coalesced 메모리 접근보다 약 n배 정도

빠른 접근 시간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OpenCL 코드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인접한 work item들이 물리적으로 인접한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도록 하여 최적화를 할 수 있다. 그림 9와 같

이 row-major인 4행 4열 2차원 배열이 있는 경우, work item들을

mapping 1로 배치하게 되면 coalesced 메모리 접근을 할 수 없지만,

mapping 2로 배치하게 되면 coalesced 메모리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메모리 접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처럼 work item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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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할 때, 인접한 work item들이 인접한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도

록 하여 메모리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법 7이다.

5.2.2.4 coalesced 메모리 접근을 위한 메모리 레이아웃 변형

(기법 8)

그림 10 메모리 레이아웃 변형

모든 메모리 접근을 기법 7과 같이 coalesced 메모리 접근으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림 10의 (i)과 같이 두 번째 index에 대하여

loop-carried dependence가 있는 경우, 한 work item이 n개의 데이

터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work item들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할 데이터의 layout을 (ii)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coalesced 메모리 접근을 통해 메모리 접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단, 데이터 layout을 변경하는 overhead보다 layout을 변경하여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치가 더 많은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5.2.3 통신을 중복된 계산으로 대체(기법 9)

GPU를 이용하여 응용의 가속을 하는 경우, 대부분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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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가 아닌 discrete GPU를 사용한다. discrete GPU는 CPU의 메

인 메모리와 GPU가 kernel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어,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이다. 기법 9는 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전송할 데이터 중 다른 데이터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GPU에서 직접 계산하여 데이터 전송

시간을 줄이는 기법이다. 이때,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간이 해당 데

이터를 전송하는 시간보다 비교적 짧은 경우에만 이 방법을 취하여

전체 실행시간을 줄여야 한다.

5.2.4 동기화 오버헤드 최소화

많은 응용과 대부분의 CFD 응용들은 loop-carried dependence가

존재한다. relaxed memory consistency model에서 loop-carried

dependence를 지키며 병렬화하기 위해서는 동기화가 반드시 적용되

어야 한다. 이 항에서는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overhead를 최소

화하는 방법들을 나열한다.

5.2.4.1 work group barrier 통한 kernel launch 동기화 횟수

최소화(기법 10)

4장 4절에서 언급했듯이,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은 크게 세 가

지의 동기화 방법을 지원한다. 같은 work group에 속하지 않은

work item 간에는 kernel launch로 동기화를 할 수 있고, 같은

work group에 속하는 경우 global 메모리 barrier 혹은 local 메모리

barrier를 이용하여 동기화할 수 있다. 나열한 동기화 방법들은 나열

한 순서대로 동기화 overhead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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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동기화가 필요한 연산 예시

그림 11의 왼쪽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dependence가 존재한다

고 할 때, dependence를 만족하며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dependence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기화가 필요

한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의 번호 순서대로 kernel

을 launch 하여 동기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kernel launch

overhead는 다른 동기화 방법보다 상당히 큰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overhead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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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예시에 대한 두 가지 동기화 방법

kernel launch를 이용하여 동기화하는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그림

12의 왼쪽과 같은 순서로 kernel을 launch 동기화를 통해

dependence를 만족시킨다. 반면에, kernel launch overhead를 줄이기

위해서 그림 12의 오른쪽이 취한 방법은 정사각형 모양의 work

group을 만들어 work group 안에서는 barrier를 이용하여 동기화를

하고 dependence가 존재하는 work group 간에는 kernel launch를

통해 동기화를 한다. 이 방법은 kernel launch를 이용한 동기화를

좀 더 비용이 적은 work group barrier를 이용하여 동기화

overhead를 최적화하는 기법이다.

5.2.4.2 local atomic operation과 reduction을 이용한 global

atomic operation 최소화(기법 11)

모든 동기화가 필요한 상황을 앞서 설명한 kernel launch나

barrier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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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들이 무작위로 메모리에 접근하여 메모리의 값을 변경하여 race

condition이 생기는 경우, kernel launch나 barrier만을 이용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고 atomic operation을 이용하여야 한다. OpenCL 프로

그래밍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global과 local 메모리 영역에 대하여

atomic operation을 지원한다. global 메모리에 대한 atomic

operation은 모든 work item에 대하여 atomicity를 보장하기 때문에

local 메모리에 대한 atomic operation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여기서 소개할 방법은 global atomic operation을 local atomic

operation과 reduction을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그림 13 global atomic operation 최소화

그림 13의 (i)과 같이 global counter를 계산하기 위하여 work

item 간에 race condition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work item들에 대

하여 하나의 global counter를 두는 것이 아니라, (ii)와 같이 work



- 24 -

group마다 local 메모리에 하나의 local counter를 두어 그곳에 먼저

local atomic operation을 이용하여 값을 갱신한다. 모든 갱신이 끝난

후 local counter들을 이용하여 reduction을 통해 global counter를

얻어 낼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global

atomic operation 대신 local atomic operation을 이용하여 성능이 향

상될 뿐만 아니라 global counter를 계산하는 경우보다 contention이

줄어들어 성능이 향상된다. 단, 이로써 얻는 성능 향상치보다

reduc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overhead가 적은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

다.

5.2.5 GPU 메모리 용량 한계 극복

이 항에서는 실행하려는 응용에서 가속하려는 연산에 필요한 데

이터의 양이 GPU의 메모리 용량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

에 대한 해결방안과 최적화 방법을 다룬다.

5.2.5.1 데이터 타일링(기법 12)

그림 14 데이터 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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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비교적 상식적인 방법으로, GPU 메모리

가 계산에 필요한 메모리양보다 적은 경우, GPU 메모리의 용량만큼

계산을 나누어 실행한다. 즉, 그림 14와 같이 GPU 메모리 용량만큼

데이터를 전송하고 계산한 후 다시 host로 전송하고 다음 타일을 전

송하여 계산한다. 이를 통해서 GPU 메모리 용량보다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양이 많은 경우, GPU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

다.

5.2.5.2 통신 계산 중첩(기법 13)

그림 14의 타임라인을 보면 데이터 read/write와 연산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 전송과 GPU에서 연산은 서로 다른 물리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중첩할 수 있다. OpenCL 프로그래밍 모

델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command queue와 kernel 실행을

담당하는 command queue를 분리하여 통신과 계산을 중첩할 수 있

다. 통신과 계산을 중첩하면 그림 14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이 줄

어든다.

그림 15 통신 계산 중첩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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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NPB suite의 BT, LU, IS에 적용된 최적화 기법

5장에서는 GPU를 이용하여 OpenCL 프로그래밍 모델로 응용을

가속할 때, 적용할 수 있는 13가지 최적화 기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음 장은 언급한 최적화 기법을 NPB suite의 BT, LU, IS에 적용

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다룬다. 아래의 표는 각 응용에 적용된

최적화 기법을 나타낸다.

기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BT v v v v v v v v v

LU v v v v v v v v v v

IS v v v v v v v

표 1 각 응용들에 적용된 최적화 기법들



- 27 -

제 6장 실험 및 결과 분석

6.1 실험 환경

NPB suite의 BT, LU, IS에 대하여 앞서 소개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비교 대상으로는 NASA에서 배포하는 기본 NPB suite의 순차 코

드와 OpenMP 코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OpenMP 코드는 CPU

의 물리 코어 개수와 논리 코어 개수에 맞게 32쓰레드와 64쓰레드

둘 다와 비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장 유사한 연구인 서상민 등

[11]의 연구와도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직

접 실험해볼 수 있었고, 각 비교 대상에 대한 약자는 아래와 같다.

CPU
Intel Xeon Gold 6130 CPU 2.10GHz x 2
16 physical cores per CPU (Total 32 cores)

Memory 384 GB

GPU Nvidia Tesla V100 PCI-e 16GB

표 2 실험 환경

SER NPB suite Fortran 순차 코드
OMP-32 NPB suite OpenMP 코드 32 쓰레드 이용
OMP-64 NPB suite OpenMP 코드 64 쓰레드 이용

[11] 관련 연구
OCL 본 논문에서 구현한 결과

표 3 실험 비교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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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 결과

6.2.1에서는 GPU 메모리가 문제 크기보다 충분히 커 응용을 실행

하는 동안에 CPU 메인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

이 거의 없는 경우에 관한 결과이고 6.2.2는 GPU 메모리가 불충분

하여 응용 실행 도중에 지속해서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결과이다.

6.2.1 GPU 메모리가 충분한 경우

그림 16 GPU 메모리가 충분한 경우의 성능 향상치

그림 16은 GPU 메모리가 충분하여 GPU에서 오직 데이터 전송

없이 계산만 하는 클래스에 대하여 OMP-32, OMP-64, 서상민 등

[11]의 연구 그리고 본 논문의 구현이 NPB suite 순차 코드 대비

몇 배나 빠른가를 나타낸다. 각 바 그래프의 묶음의 왼쪽부터, SER,

OMP-32, OMP-64, 관련 연구 그리고 본 논문의 구현물이다. BT의

경우 다른 구현들에 비해 이상적인 높은 성능을 얻었다. 또한,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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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클래스의 경우 약 120배의 성능향상을 이뤘다. 하지만 LU의 경우

클래스가 작은 경우 관련 연구[11]보다 성능이 좋지 못하고 버킷 정

렬을 쓰지 않는 경우의 IS에 관해서도 관련 연구[11]보다 성능이 좋

지 못하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 부분에서 그 이

유에 대하여 깊이 다룬다. 관련 연구[11]의 경우 IS에서 버킷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현물이 없었다. 버킷 정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논문의 구현은 다른 구현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성능 향상치의 평균은 제시된 순서대로 SER을 제외하

고 각각 4.11, 3.16, 11.82, 15.45이다. 다음의 표는 각 구현과 NPB

suite의 클래스에 따른 실제 실행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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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 time(sec)

SER OMP-32 OMP-64 [11] OCL

BT

S 0.07 0.02 0.04 0.04 0.03

W 1.44 0.20 0.50 0.24 0.19

A 33.82 2.88 1.71 8.86 0.84

B 154.05 14.98 9.41 36.27 3.13

C 654.08 57.27 40.24 163.14 11.13

LU

S 0.03 0.02 0.02 0.02 0.03

W 3.08 0.57 0.69 0.41 0.60

A 23.32 2.72 2.14 0.73 1.23

B 107.60 11.00 7.74 1.50 2.37

C 473.79 44.29 31.96 6.48 5.74

D 11403.93 1262.64 1044.04 150.03 94.28

IS

–No

Bucket

S 0.0005 0.0366 0.0451 0.0004 0.0014

W 0.0093 0.0072 0.0869 0.0006 0.0016

A 0.1770 0.0579 0.1263 0.0024 0.0034

B 1.1671 0.3186 0.4651 0.0195 0.0208

C 8.0982 1.8949 2.6624 0.4316 0.4334

IS

-Bucket

S 0.0022 0.0034 0.0445 0.0021

W 0.0349 0.0100 0.0156 0.0029

A 0.4358 0.0433 0.0361 0.0096

B 2.0273 0.1496 0.1025 0.0525

C 8.4044 0.6150 0.3967 0.2064

표 4 GPU 메모리가 충분한 경우 실제 실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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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GPU 메모리가 불충분한 경우

그림 17 GPU 메모리가 불충분한 경우 성능 향상치

위 그래프는 GPU 메모리의 용량이 해당 클래스가 계산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보다 적은 경우 순차 코드 대비 speedup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BT의 경우 D와 E클래스가 그리고 LU의 경우 E클래스가

대상 GPU의 메모리 보다 요구하는 메모리 용량이 크다. IS의 경우

원래 E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고, D클래스의 경우 64-bit integer에

대한 atomic operation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NVIDIA OpenCL의 경

우 64-bit integer atomic operation을 지원하지 않아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연구[11]의 경우 GPU 메모리 용량보다 연산

에 필요한 메모리가 큰 경우 실행이 되지 않아 결과를 얻을 수 없

었다. LU E 클래스의 경우에는, NASA에서 제공한 코드가 제대로

돌지 않고 segmentation fault를 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본 논문의 구현에 관한 결과를 확인해보면, GPU 메모리가 충분한

경우의 speedup에 비해 현저히 성능이 낮다. 이는 GPU 메모리가

불충분하여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 시간이 실제 kernel 실행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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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 부분에서 깊

이 다룬다. 다음의 표는 모든 경우에 대한 실제 측정한 실행시간을

나타낸다.

Execution time(sec)

SER OMP-32 OMP-64 OCL

BT
D 13948.02 1070.19 798.46 1216.84

E 315024.66 18890.03 20121.68 25710.73

LU E 231165.36 Segfault Segfault 34446.76

표 5 GPU 메모리가 불충분한 경우 실제 실행시간

6.3 실험 결과 분석

6.3.1 GPU 메모리가 충분한 경우

GPU 메모리가 충분한 경우, LU의 낮은 클래스에 대하여 본 논문

의 구현이 관련 연구[11]보다 성능이 낮게 나온다. 이 부분은 본 논

문의 구현이 낮은 클래스에 관하여 관련 연구[11] 대비

under-utilized 되기 때문이다. LU의 경우 기법 10이 적용된 커널이

전체 연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해당 연산은 기법 10에

서 예시로 설명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때, 관련 연구[11]의 구현

은 kernel launch로만 동기화를 하고 본 논문에서의 구현은 kernel

launch를 줄이는 대신 barrier를 이용하여 동기화를 진행하였다. 기

법 10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관련 연구[11]의 구현과 본

논문의 구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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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관련 연구와 본 논문의 구현 차이

이 때 처리되는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 각 구현에 대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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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에서 처음으로 눈여겨볼 점은 kernel launch와 work

group barrier overhead가 없다고 했을 때, 본 논문 구현이 전체 시

간이 더 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차이는 각 구현이 fully-utilized

되어 kernel을 실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줄어든다. 예를 들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때 GPU를 fully-utilized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자.

즉, G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work item 수가 하나이다.

이때, work item 하나가 소모하는 시간이 K라고 하면, 두 구현 모

두 16K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클래스가 충분히 커서 그림

19와 같은 kernel을 실행하는 동안 대부분 GPU가 fully-utilized 된

다면, overhead가 더 적은 동기화 기법을 사용하는 본 논문의 구현

이 성능이 더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행이 under-utilized 되어 실

행되는 작은 클래스의 경우, 본 논문의 구현이 동기화 overhead를

제외한 kernel 실행시간이 관련 연구[11]의 구현보다 더 길 것이고,

동기화 방법의 변화로 얻는 성능 이득이 이보다 더 적은 경우인 클

래스 S, W, A, B에서는 성능이 관련 연구[11]의 구현보다 낮다.

또한, 일반적으로 순차 코드의 실행시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 가속

기를 이용하여 응용의 성능을 높인다. 관련 연구[11]의 구현이 본

논문의 구현보다 더 빠른 가장 큰 클래스인 B 클래스의 경우 순차

코드 실행시간이 약 2분 정도 된다. 이는 가속하기엔 다소 실행시간

이 짧은 경우에 속하고, 본 논문은 충분히 실행시간이 긴 경우에 가

속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작은 클래스에서 관련 연구

[11]구현보다 성능이 낮은 것은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로,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은 버킷 정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IS에서 본 논문의 구현이 관련 연구[11]의 구현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본 논문의 구현은 데이터가 충분히 크고 실행시

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하

지만 IS 같은 경우, 본래 순차 코드의 실행시간이 매우 짧기에 최적

화된 코드는 더욱 실행시간이 짧다. 본 논문의 구현은 실행시간이

좀 더 길 것이라 예상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지만, 최적화 결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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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실행시간이 매우 짧았다. 이런 경우는 kernel launch 횟수에 많

은 영향을 받는다. 즉, 관련 연구[11]의 구현보다 최적화를 더 많이

진행한 본 논문 구현의 경우 kernel launch 횟수가 더 많아 대체로

성능이 낮다.

6.3.2 GPU 메모리가 불충분한 경우

그림 20 GPU 메모리가 불충분한 경우의 실행시간 분석

그림 20은 GPU 메모리가 불충분한 클래스 BT의 D, E 클래스 그

리고 LU의 E 클래스에 대한 실행시간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 실험

은 기법 13인 통신 계산 중첩을 적용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이다. 위

의 결과를 보면 실행시간 대부분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소모된다.

데이터 전송은 PCI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측

면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만약 이 데이터 전송을 포

함하지 않고 실행시간만 비교한다면, 순차 코드대비 BT D클래스는

53배, E 클래스는 68배 그리고 LU E 클래스는 98배에 달한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GPU를 이용하여 NPB suite을

돌리기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대비 연산량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한 데이터 대비 연산량이 충분한 응용이 있으면, 비록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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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전송이 있더라도 논문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통신 계산 중첩을 통해 충분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4 추가 실험

이 절에서는 적용한 최적화 기법 중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 성능향상 정도를 측정한 실험을 다룬다. 추가

실험의 대상이 되는 최적화 기법은 기법 10으로 kernel launch를 이

용한 동기화를 work group barrier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실험은 유

의미하고 데이터 전송이 실행시간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클래스

인 LU의 C, D 클래스로 진행을 하였다. 결과는 그림 21에 나와 있

다.

그림 21 기법 10 유무에 따른 성능 향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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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 time (sec)
SER No Opt 10. Opt 10.

LU
C 473.79 5.21 5.74

D 11403.93 121.88 94.28

표 6 기법 10 유무에 따른 실제 실행시간

No Opt. 10의 실험 결과는 기법 10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최적

화 방법들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며, Opt. 10의 실험 결과는

기법 10과 나머지 최적화 방법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C 클래스에 관한 결과를 보면, 기법 10을 적용하지 않은 경

우가 성능이 조금 더 높다. 이는 6.3.1에서 설명한 이유와 같다. 이

실험은 기법 10을 제외한 모든 최적화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6.2에서의 실험과는 다르다. 즉, 6.2에서 관련 연구보다 본

논문의 구현물이 성능이 더 좋은 이유는 다른 최적화 방법들이 더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클래스 D의 경우 기법 10을 적용한 경

우가 성능이 약 30% 정도 성능이 더 높다. 이 경우를 통해서 본 논

문이 제시한 기법 10이 충분한 문제 크기에서 최적화 방법으로 적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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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본 논문은 GPGPU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용한 응용의 병렬화 및

가속화에서 많은 개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OpenCL 기반

GPU를 이용한 병렬화 및 최적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OpenCL과 함

께 대표적인 GPGPU 프로그래밍 모델인 CUDA 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법들로 총 13가지의 기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소개한 기법들을 높은 계산 능력을 주로 요하는 CFD 응용

의 대표적인 예시인 NPB suite의 일부 응용에 대해서 해당 기법들

을 적용하여 최대 120배의 성능향상을 얻었다. 기존의 OpenCL 혹은

CUDA 기반 NPB suite의 구현과 관련된 연구에서 구현되지 않았던

GPU 메모리보다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더 큰 경우에 대해

서도 구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E 클래스에 대해서는 최초로

GPGPU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NPB suite의 GPGPU 프로그래밍 모델기반 구현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들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최신 GPU에 적합한

GPGPU 성능측정용 벤치마크 응용으로써의 효용성을 가진다. 기존

의 GPGPU 성능측정용 벤치마크들은 최신 GPU의 성능에 비해 비

교적 연산량이 적거나 실제 사용되는 응용들의 성격을 많이 반영하

지 못했다. 본 논문의 구현 결과물은 기존에 존재하던 벤치마크들의

단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GPGPU 성능측정용 벤치마크로써 의미

가 있다.

본 논문의 후속연구로써는 다수의 GPU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최적화 방법 그리고 해당 방법들을 적용한 다수의 GPU용 OpenCL

기반 NPB suite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동종 GPU가 아닌 이종

GPU 간의 load balancing 또한 다룰 수 있겠으며, 클러스터를 대상

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다른 관점으로는, CUDA를 기반

으로 한 벤치마크 구현이 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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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llelization and optimization

techniques for GPGPU

programming and acceleration of

BT, LU, and IS in the NPB

suite

Do Youngdong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using GPU as an accelerator has been making big changes

on various fields. For example, deep learning technology made a

big progress on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based on high

computational performance of GPU. Started from this, many other

fields have tried to exploit the power of GPU on their fields.

However, the GPU’s architecture is widely differ from the CPU’s,

so many developers can not get expected speedup easily on

acceleration of their applications using GPU. In order to address



these difficulties, this paper proposes the parallelization and

optimization techniques for GPGPU programming.

The five types of the parallelization and optimizations

techniques are proposed. First, the parallelization techniques are

introduced to fully utilize the massive computation units of GPU.

Next, this paper introduces the optimization techniques based on

the GPU architecture to minimize memory access time, which is

the main bottleneck when GPU is fully-utilized. Then, the

optimization technique for data transfer overhead, inherent

overhead of using GPU, and optimizing synchronization overhead

techniques are presented. Lastly introduced techniques handle

how to overcome the memory capacity limitation of the GPU.

For justification of the proposed techniques, they are applied to

the original benchmark suite of NAS Parallel Benchmark suite,

which is traditional and representative parallel benchmark suite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he implementation achieves 120x

speedup at most, and supports the biggest problem size, E class,

in the first place. Also, it gets higher speed up on most cases

than the most similar work.

By introducing the parallelization and optimization techniques

for GPGPU programming, this paper mitigates many developers’

difficulties on accelerating their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OpenCL implementation of NAS Parallel Benchmark suite, which

supports big enough problem size to evaluate the GPGPU

performance, is another contribution of this paper.

Keywords : GPU, GPGPU, parallelization, optimization,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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