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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mesh voxelization is the process of converting inputted mesh 

data into voxel data, which includes sorting algorithm. Since a 

general sorting algorithm does not have a good performance in 

the GPU structure, its problem is that it takes up most of the 

time for 3D mesh voxelization. 

Using a many-core environment, this paper seeks to optimize the 

performing time of sorting time which takes up the most time for 

3D mesh voxelization because sorting is difficult in a GPU 

environment. For this, it uses the improved radix sorting method 

consisting of two-step.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ng the existing method to a 

new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the data range that can’t be 

solved by the previous method can now be sorted, with up to 2.25 

times of speed improvement gained depending on the data size 

for the sortab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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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3 차원 메쉬 복셀화는 입력으로 들어온 메쉬 데이터를 복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프로세스에는 정렬 알고리즘이 

포함된다 . 일반적인 정렬 알고리즘은 GPU 구조에서 성능이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3 차원 메쉬 복셀화의 수행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다 .  

이 논문에서는 GPU 환경에서의 병렬화가 힘들어 3 차원 메쉬 

복셀화 수행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렬 부분을 

매니코어 환경을 이용하여 최적화한다 . 이를 위해 두 단계로 

이루어진 개선된 기수 정렬 방법을 사용한다 .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한 결과 , 기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이터 범위를 정렬할 수 있으며 정렬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크기에 따라 최대 2.25 배의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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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현대의 반도체 기술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 반도체의 집적도는 딥 서브 마이크론 수준을 넘어 

나노미터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 이에 비해 프로세서 

코어의 성능은 여러 한계에 부딪혀 반도체 집적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병렬 컴퓨팅 

기술이 크게 재조명되고 있으며 , 특히 GPU(Graphics Processing 

Units)는 수백 개 이상의 코어를 가진 형태로 발전하며 그래픽 

프로세싱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가속하기 위한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기법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며 부상하고 있다 . 그러나 GPU 를 

이용한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만 GPU 의 프로세싱 유닛이 분기문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어 흐름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매니코어 프로세서는 수십~수백 

개에 이르는 연산 유닛을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복잡한 제어 흐름 역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GPU 와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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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들의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개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편 , 3 차원 메쉬 복셀화는 입력으로 들어온 메쉬 데이터를 

복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충돌 감지 , 볼륨 랜더링 , 3 차원 

형태 매칭 등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응용되는 

알고리즘이다 [1]. 3차원 메쉬 복셀화의 프로세스에는 메쉬 별 복셀 

조각들의 블랜딩을 위하여 정렬 과정이 포함되는데 , 일반적인 

정렬 알고리즘은 GPU 구조에서 병렬화하기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3 차원 메쉬 복셀화 수행시간 중 대다수의 

시간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다 . 

본 논문에서는 GPU 환경에서 병렬화가 힘들어 3 차원 메쉬 

복셀화 수행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렬 부분을 

매니코어 환경을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복셀화 

과정에서 정렬하는 대상이 정수인 볼륨 데이터의 인덱스이므로 

정수 정렬 알고리즘 중 가장 빠른 수행시간을 보이는 기수 

정렬 (Radix Sort)의 병렬화 방법을 알아보고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세자리 수 이하의 범위의 정수에 한해 GPU 에서의 

병렬화한 기수 정렬이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한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기수 정렬을 제시한다 . 



3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먼저 2 장에서 

배경지식에 대해 소개를 하고 3 장에서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한 

관련 기존 연구를 알아본 후 , 4 장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향상된 기수 정렬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 

5 장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본 알고리즘의 GPU 환경과 매니코어 

환경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성능을 평가하며 , 마지막 6 장에서는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향상된 기수 정렬 기법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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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지식 

 GPU 구조 

초기 GPU 는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가속화하는 기능에 중점을 

둔 서브 디바이스의 의미가 강했으나 , 최근의 GPU 는 수백 개 

이상의 core 를 가진 형태로 발전하여 병렬 컴퓨팅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다 . GPU 와 CPU(Central Processing Unit)의 구조의 차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2-1. CPU 와 GPU 구조 비교 

위의 그림 2-1 은 CPU(왼쪽 )와 GPU(오른쪽 )의 구조를 보여준다 . 

GPU 는 CPU 보다 작은 ALU(Arithmetic Logic Unit)를 다량으로 

가진 형태이다 . 즉 , GPU 는 코어 하나의 성능은 CPU 에 비해 

떨어지지만 , 크기가 큰 반복명령과 같이 다수의 반복되는 연산을 

병렬화시키기에 최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최근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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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의 장점을 이용한 많은 병렬화된 알고리즘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 하지만 복잡한 제어 흐름을 지닌 기법들은 GPU 를 

이용한 병렬화 기법을 사용하기 힘들며 , 병렬화가 되더라도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이러한 GPU 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제어 흐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매니코어 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 다음 장에서 

매니코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  

 매니코어 

매니코어는 복잡한 제어 흐름을 지닌 어플리케이션을 병렬화 

하기 힘들다는 GPU 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기법이다 . 

아래 그림 2-2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니코어 구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  

 

그림 2-2. 매니코어 구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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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코어는 수십~수백개의 연산 유닛과 L2 캐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간의 네트워크 구성은 버스와 메쉬의 혼합 

네트워크에 트리 네트워크가 결합된 구조이다 . 클러스터 내부의 

코어는 버스를 통해 빠르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클러스터들 

간의 통신은 메쉬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트리 네트워크는 코어에서 공유된 L2 캐쉬에 접근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노드에는 컨트롤 프로세서들이 위치하여 프로세스 

스케줄링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GPU 구조와는 다르게 캐쉬와 

컨트롤 프로세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복잡한 제어 

흐름을 지닌 어플리케이션의 병렬화 처리에 강점을 보여준다 .  

 메쉬 

메쉬는 3D 컴퓨터 그래픽에서 다면체 객체의 모양을 정의하는 

정점 , 모서리 및 면들의 모임을 말한다 . 사전적 의미로 

‘그물망 ’이라는 뜻인데 , 이것은 3D 로 만든 물체들의 

와이어프레임이 그물처럼 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메쉬의 

구성요소는 아래 그림 2-3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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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메쉬 구성요소 

기본적 단위인 정점 (왼쪽에서 첫 번째 그림 )들이 모여서 

가장자리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 ), 면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림 )들을 

형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메쉬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 본 연구에서는 정점들의 리스트와 면들의 리스트로 

표현하는 면-정점 메쉬 (Face-vertex meshes)를 사용한다 . 면-정점 

메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정점은 x, y, z 로 이루어져 있으며 , 

면은 3 개의 정점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 즉 면의 단위는 

삼각형이며 , 색상값과 삼각형의 법선벡터값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 

즉 메쉬는 좌표와 구성요소의 정보 (색상 , 법선벡터 )의 쌍으로 

이루어진 정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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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면-정점 메쉬 

 복셀 

복셀은 2 차원적인 픽셀을 3 차원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Volume 과 Pixel 의 합성어로 3 차원 공간에서 정규 격자 

단위의 값을 나타낸다 . 복셀 자체는 공간의 좌표를 갖지 않지만 , 

다른 복셀간의 위치 관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아래의 그림 2-

5 는 복셀의 예를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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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복셀 그리드 예시 

위의 그림은 복셀로 이루어진 복셀 그리드의 표현이다 . 작은 정육

면체가 하나의 복셀이 되며 , 각각의 복셀은 정보 값 (색상 , 법선벡

터 , 강도 등 )을 갖는다 . 복셀은 의료 및 과학 데이터 시각화 및 분

석에 자주 사용되며 , 다양한 경로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동시

에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 메쉬 데이터를 복셀로 

변환하는 메쉬 복셀화 기술 역시 많이 쓰이고 있다 . 

 3차원 메쉬 복셀화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지식으로써 필요한 3차원 메쉬 복

셀화를 소개한다 . 3차원 메쉬 복셀화는 입력으로 들어온 메쉬 데

이터를 복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1]. 개념적으로는 임의의 

볼륨에 메쉬 데이터를 배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 각 메쉬 별

로 오버랩되는 복셀의 위치를 찾아서 복셀 좌표 (x, y, z)와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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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색상 , 법선벡터 )의 쌍으로 이루어진 복셀 조각 (voxel 

fragment)을 생성한다 . 그 후 같은 복셀 좌표를 갖는 값들을 블랜

딩하여 복셀의 최종값을 계산하며 , 이 과정에서 블랜딩을 하기 위

해 복셀의 좌표 별로 정렬하는 과정을 거친다 .  

 전체 과정은 아래 그림 2-6과 같으며 , 빠른 속도를 위해 정렬 전 

단계까지 메쉬 하나 당 하나의 쓰레드를 할당하여 계산한다 . 

 

그림 2-6. 3 차원 메쉬 복셀화 흐름도 

 전처리 (Pre-processing): 메쉬 단위로 병렬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들을 미리 계산하는 과정이다 . 아래 그림 2-7과 같이 , 

각 메쉬를 포함하는 경계 볼륨을 계산하고 , 경계 볼륨이 포함하는 

복셀 개수만큼 데이터를 저장할 조각 버퍼 (fragment buffer)를 할

당한다 . 경계 볼륨 계산은 AABB(Axis-Aligned Minimum Bounding 

Box) 방식을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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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처리 단계 예시 

 교차 검사 (Intersection test) & 투영 검사 (Projection Test): 메쉬와 

메쉬의 경계 볼륨에 속해있는 복셀들의 오버랩 유무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 오버랩 검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메쉬 삼각형 (𝑉0, 𝑉1, 𝑉2) 

평면과 복셀 경계 (P, P + dP) 와의 교차 검사 , 볼륨 XY, YZ, ZX 평

면 상에서의 오버랩 검사를 하는 투영 검사 두 단계로 진행한다

[2]. 

 

그림 2-8. 교차 검사 & 투영 검사 

 복셀 조각 방출 (Voxel Fragments Emission): 위의 오버랩 검사를 

통과한 복셀의 좌표 (x, y, z)와 해당하는 메쉬 정보 (색상 , 법선벡터 )

의 쌍으로 이루어진 복셀 조각을 생성하여 조각 버퍼에 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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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Sorting) & 블랜딩 (Blending): 위 단계까지 각 쓰레드에서 생

성된 모든 복셀 조각들을 좌표를 기반으로 정렬한 후 동일한 위

치에 해당하는 복셀 조각들의 평균 합 값을 계산하여 최종 복셀 

값으로 정한다 . 아래의 그림 2-9은 정렬 & 블랜딩 과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  

 

그림 2-9. 정렬 & 블랜딩 

본 연구에서는 정렬 부분에 대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정

렬 알고리즘은 앞의 2.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GPU 아키텍처에서 

병렬화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알고리즘이며 , 매니코어 환경

이 최적화에 더 적합하다 . 본 논문에서는 복셀화의 정렬 부분에 

사용할 기수 정렬 알고리즘을 매니코어 환경에서 병렬화함으로써 , 

기존 GPU 아키텍처에서 병렬화한 알고리즘보다 빠른 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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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연구 

 GPU 기반 정렬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GPU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관련 연구들을 소개한

다 . GPU 기반 정렬 알고리즘은 GPU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발

전해왔다 . 주로 기존 정렬 알고리즘에 GPU의 구조를 이용한 병렬

처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여러 정렬 알고리

즘 중에서 정렬 네트워크 (Sorting network)를 이용한 데이터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6]. 데이터 간 비교 연

산이 없는 기수 정렬 등도 연구되었지만 , 정렬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에서 데이터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 한계성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5] 빠른 속도에 비해 응용분야가 넓지 않았다 . 

이 장에서는 먼저 정렬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과 이를 이용한 데

이터 비교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정렬 네트워크 

정렬 네트워크는 와이어 (wire)와 비교기 (comparator)로 구성된 숫

자 집합을 정렬할 때 사용하는 추상 모델이다 . 아래 그림은 기본

적인 정렬 네트워크에 대한 예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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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본적인 정렬 네트워크의 예시 

각각의 비교기는 두 개의 와이어와 연결되어 있고 ,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낮은 값을 위쪽 와이어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 와이어들

은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며 , 시간에 따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모

든 와이어가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6]. 

정렬 네트워크와 일반적인 정렬 알고리즘과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정렬 대상이 되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 다시 말

해 , 데이터에 상관없이 어떻게 비교할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정렬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용하면 각각의 코어에 와이어

를 할당함으로써 쉽게 GPU 환경을 통한 병렬화가 가능하다 . 대부

분의 데이터 비교 정렬 알고리즘은 정렬 네트워크 구조로 구현하

여 GPU 병렬화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 와이어의 개수가 증가할수

록 정렬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며 , 실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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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에 맞는 정렬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

다 . 그래서 대부분의 정렬 알고리즘은 8~16 와이어로 구성된 정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체 데이터를 부분 정렬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 다음 그림은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 삽입 정렬의 정렬 네트워크이다 [5]. 

 

그림 3-2. 삽입 정렬의 정렬 네트워크 

병렬화된 삽입 정렬의 수행시간은 O(𝑛2)으로 매우 느린 편이다 . 

이론적으로 정렬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비교 정렬 알고리즘

은 최대 O(log(𝑛)2)의 수행시간이 가능하다 [7]. 다음 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렬 네트워크를 이용한 알고리즘 중 설계가 간편하고 보편

적인 상황에서 O(log(𝑛)2)의 수행시간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알고리즘인 바이토닉 정렬 (Bitonic sorting)에 대해 알아본

다 .  

 바이토닉 정렬 [8][11] 

바이토닉 정렬은 졍렬 대상의 순서가 바이토닉 순서 일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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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정렬 알고리즘이다 . 바이토닉 순서는 𝑎0, 𝑎1, … , 𝑎𝑛으로 이루

어진 순서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𝑎0, . . . 𝑎𝑖가 단조 증가하며 𝑎𝑖 …𝑎𝑛이 단조 감소하는 경우 

2. 1번의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순서의 순환 쉬프트가 있는 경우 

아래의 그림 3-3는 바이토닉 순서의 예를 보여준다 . 

 

그림 3-3. 바이토닉 순서의 예시 

따라서 , 바이토닉 정렬은 입력 데이터를 바이토닉 순서로 만드는 

단계와 바이토닉 순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

다 . 바이토닉 정렬의 정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 아래의 그림 

2-12은 16 와이어의 바이토닉 정렬의 정렬 네트워크이다 . 중간까

지의 3단계가 입력 데이터를 바이토닉 순서로 만들며 , 뒤의 단계

를 거치면 바이토닉 순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렬을 한다 . 데이

터가 크면 위 과정을 재귀적으로 수행하여 정렬을 한다 . 바이토닉 

정렬의 수행시간은 O(log(𝑛)2)이며 , 빠른 속도와 병렬화하기 쉽다

는 장점이 있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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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바이토닉 정렬의 정렬 네트워크 

 

 정렬 네트워크 기반 정렬의 한계점 

이외에도 병합 정렬을 기반으로하는 홀-짝 병합 정렬 (odd-even 

mergesort)[9], 두 가지 이상의 정렬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기

법 [10][12]들이 연구되었다 . 하지만 , 정렬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법

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비교 연산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

에 데이터 간 비교 연산이 없는 정렬 알고리즘에 비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아래 그림 3-5은 GPU에서 측정한 다양한 정렬 알고

리즘의 비교이다 [4]. 데이터 간 비교 연산이 없는 GPU에서 병렬화

한 기수 정렬이 정렬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법들보다 더 빠른 시

간 내에 정렬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기존의 기

수 정렬은 정렬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 세 자리수의 적은 정수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수 정

렬이 가진 이 한계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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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GPU 환경에서의 정렬 알고리즘 수행시간 비교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향상된 기수 정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수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설

명한다 . 본 연구에서는 Morton code를 사용하여 복셀화 앞 단계에

서 계산된 복셀 조각들을 복셀 좌표에 맞춰 정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 이를 위해 데이터 간 비교 연산을 하지 않아 속도가 가

장 빠른 기수 정렬을 사용하며 ,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데이터 범위

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백만 단위 정수 범위의 정렬을 

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  

 Morton code[3] 

 Morton code는 N차원 공간의 좌표를 지역성을 보존하면서 한 차

원으로 매핑하는 방법이다 . 예를 들어 x, y, z 가 0 ~ 7 사이의 값

을 갖는 간단한 8칸 볼륨의 Morton code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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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 

 

그림 4-1. Morton code 예시 

각각의 좌표를 비트로 표현하고 그 비트들의 조합을 통해 해당하

는 좌표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 이는 계층별로 재귀적 표현을 

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옥트리 구조를 갖는 볼륨 데이터를 표현

할 수 있다 . 다음 그림은 계층 표현을 2차원 상에서 나타낸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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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 차원 공간 옥트리 예시 

본 연구에서는 계층별 표현이 가능하고 각 계층을 비트들의 조합

으로 정수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 Morton 

code를 사용한다 . 

 병렬화된 기수 정렬 

 기수 정렬은 정렬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 중 하나

이다 . 데이터 간 비교 연산이 없는 정렬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다

른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다

(O(wn),w:word size). 하지만 기존연구에서의 병렬화된 기수 정렬 [4]

은 데이터 범위가 세자리 수 이하를 가지고 있는 정수를 정렬하

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병렬화된 기수 정렬 알고리즘의 간략한 예시를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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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이 보여준다 [4]. 

 

그림 4-3. 병렬화된 기수 정렬의 예시 

기수 정렬의 병렬화를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 외에 입력 데이터의 

정수 범위 크기의 인덱스 카운터 테이블 (index counter table)과 오

프셋 테이블 (offset table)이 추가로 필요하다 . 먼저 정수 범위 하

나마다 하나의 쓰레드를 할당한다 . 각 쓰레드는 현재 자신에게 해

당하는 정수의 개수를 입력 데이터에서 카운팅하여 인덱스 카운

터 테이블에 기록한다 . 그 후 완성된 인덱스 카운터 테이블을 바

탕으로 오프셋 테이블을 생성한다 . 오프셋 테이블은 해당하는 칸

의 정수가 출력 데이터에 기록될 인덱스를 저장한다 . 이 두 가지 

테이블을 이용하여 결과 버퍼에 정렬 결과를 기록한다 . 그림 4-3

에서 숫자 5의 경우 , 카운터 테이블 값은 3이고 , 오프셋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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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3이다 . 이를 이용하여 , 출력 데이터의 세번째 인덱스에서부

터 세 칸을 5로 기록한다 . 카운터 테이블과 오프셋 테이블을 완성

한 후에 각각의 쓰레드는 출력 데이터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수

를 두 테이블을 참조해서 기록한다 . 이 알고리즘의 경우 계산을 

위해 정수 범위 크기의 카운터 테이블과 오프셋 테이블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 본 연구에서의 입력 데이터는 x, 

y, z의 쌍으로 정수 범위가 백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카운터 테이

블과 오프셋 테이블의 크기는 각각 최소 4MB이다 . GPU의 각 코어

의 메모리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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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알고리즘 흐름도 

 아래 그림 4-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향상된 기수 정렬의 전체 

흐름도이다 . 

 

그림 4-4.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향상된 기수 정렬 흐름도 

그림 4-4의 왼쪽 그림은 알고리즘 전체 흐름도이고 , 오른쪽 그림

은 각 단계에서 정렬되는 데이터를 Morton code를 이용한 계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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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입력 데이터는 

x, y, z로 이루어진 복셀 좌표로 정수 자리수가 백만이 넘어가는 

큰 데이터이다 . 따라서 이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 위에 서술한 

Morton code를 도입한다 . 정렬의 전체적인 진행방식은 Morton 

code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계층별로 접근하여 각 계층별로 

부분 기수 정렬을 하는 것이다 . Morton code의 계층을 level이라고 

표현하며 , level이 증가함으로써 부분 정렬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8𝑙𝑒𝑣𝑒𝑙이 된다 . 본 알고리즘은 크게 전역 기수 정렬 (global radix 

sorting)과 지역 기수 정렬 (local radix sorting) 두 단계로 나누어진

다 . 먼저 전역 기수 정렬을 수행하여 전체 데이터를 n개의 부분 

정렬된 데이터로 나눈 후 , level마다 지역 기수 정렬을 수행한다 . 

지역 기수 정렬은 입력 데이터의 level까지 반복 수행된다 . 각 단

계는 카운팅 /오프셋 테이블 갱신 (counting/offset table update)과 

재정렬 (reordering) 두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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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기수 정렬  

전역 기수 정렬 단계에서는 전체 입력 데이터를 특정 level까지 

부분정렬을 수행한다 . 앞에서 서술했듯이 정수의 범위가 클수록 

카운터 테이블과 오프셋 테이블 생성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 각 

코어의 성능에 따라 level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이었던 삼성 코어의 스펙에 맞춰 level 2(0~63)까지 수행

하였다 . 아래 그림 4-5는 전역 기수 정렬이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

낸다 . 해당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공유 메모리에 전역 오프셋 테

이블을 생성한다 . 전역 오프셋 테이블의 크기는 정렬할 데이터의 

정수 범위 (𝑥𝑟𝑎𝑛𝑔𝑒 × 𝑦𝑟𝑎𝑛𝑔𝑒 × 𝑧𝑟𝑎𝑛𝑔𝑒)이다 .  

 

그림 4-5. 전역 기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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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기수 정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입력 데이터를 쓰레

드 개수만큼 분할 (block)하여 각 쓰레드에 할당한다 . 각 쓰레드에

서는 할당된 데이터를 정렬할 카운터 테이블과 오프셋 테이블을 

생성하고 , 카운터 테이블 값을 업데이트한다 . 업데이트 방법은 앞

에 제시한 병렬화된 기수 정렬의 방법을 사용한다 . 각 쓰레드가 

자신의 카운터 테이블을 전역 오프셋 테이블에 업데이트하면 , 업

데이트가 완료된 전역 오프셋 테이블을 참조하여 자신의 오프셋 

테이블을 재배열한다 . 재배열은 ‘이전 정수 범위까지의 각 쓰레드

의 카운터 테이블 값 ’ + ‘현재 정수 범위에서 자신의 앞 쓰레드까

지의 카운터 테이블 값 ’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 재배열이 완

료되면 출력 데이터에 값을 기록한다 . 그리고 지역 기수 정렬 과

정을 위해 오프셋 테이블을 전역 오프셋 테이블에 기록한다 . 위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는 Morton code level 2까지 , 즉 , Morton code

의 앞 2자리 비트까지 정렬된 상태가 된다 .  

 지역 기수 정렬 

지역 기수 정렬 단계에서는 부분 정렬된 k level에서 k+1 level

로 정렬을 수행한다 . 이 단계에서는 위에 서술된 병렬화된 기수 

정렬을 그대로 사용하며 , 쓰레드의 총 개수는 8𝑘 𝑙𝑒𝑣𝑒𝑙 ∗수행  𝑙𝑒𝑣𝑒𝑙

개수가 된다 . 역시 각 코어의 성능과 개수에 따라 수행 level을 조

정 가능하지만 ,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이었던 삼성 코어의 스펙

에 맞춰 1 level씩 수행하였다 . 아래 그림 4-6은 특정 쓰레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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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 기수 정렬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그림 4-6. 지역 기수 정렬 

지역 기수 정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먼저 , 입력 데

이터를 k level까지 부분 정렬된 크기로 쓰레드에 할당하되 쓰

레드 번호가 같은 인덱스 (8수행  𝑙𝑒𝑣𝑒𝑙 개수 )에 해당하는 쓰레드마다 

동일한 데이터를 할당한다 . 위 그림 3-6의 예를 들면 , 쓰레드 

번호가 0~7인 쓰레드들은 0번 데이터를 할당 받는다 . 각 쓰레드

는 할당 받은 부분 정렬된 데이터에 따라 전역 오프셋 테이블

에 저장된 k-1 단계의 오프셋 테이블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배

열의 시작 , 끝 값을 입력 받는다 . 이는 각 쓰레드가 지역 정렬

을 위해 할당 받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 

그리고 각 쓰레드는 앞에 서술한 병렬화된 기수 정렬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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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 오프셋 테이블 계산 시 시작 , 끝 값을 바탕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제외하곤 동일하게 수행한다 . 이 과정을 거치

면 k+1 level까지 부분 정렬된 출력 버퍼가 생성되고 , 이 데이터

는 다음 단계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 입력 데이터의 level까

지 수행되면 알고리즘은 종료되고 , 전체 데이터는 정렬된 상태

가 된다 .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최적화 

 메쉬 데이터들의 경우 , 전체 볼륨에 고루 분포되어있기보단 특

정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기수 정렬 알고리즘은 Morton code를 사용해 데이터

를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메쉬 데이터가 복셀화할 

볼륨 데이터의 영역에서 특정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면 , Morton 

code로 메쉬 데이터의 볼륨상의 위치를 표현했을 때 상위 code

가 같은 데이터의 비율이 편중되게 나타나면서 로드 밸런싱 문

제가 발생한다 . 아래 그림은 로드 밸런싱 문제가 발생한 예시를 

트리로 나타낸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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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로드 밸런싱 문제 

이렇게 로드 밸런싱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GPU를 

사용하게 되면 , 그림 4-8의 위 그림과 같이 GPU의 쓰레드처리 

방식에 의해 , 각 level마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할당받은 쓰레드

의 수행 시간에 동기화되면서 수행속도가 매우 느려진다 . 매니

코어 환경에서는 GPU 환경과 달리 , queue를 통해 각 쓰레드가 

정렬할 부분을 할당 받고 해당 정렬이 끝난 후에 다음 정렬 단

계들을 인큐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로드 밸런싱이 균등하지 

않아도 전체 코어가 효율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 그림 4-8

은 앞에서 설명한 GPU 환경과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본 알고리

즘의 타임라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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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GPU 환경과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타임라인 비교 

(위 : GPU, 아래: 매니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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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향상된 기

수 정렬 알고리즘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 먼저 일반적인 병렬화된 기수 정렬 [4]과 본 알

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기수 정렬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스트한 수행시간을 비교 분석한다 .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셀 조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CPU 기반 일반 

기수 정렬과 GPU 환경에서 테스트한 본 알고리즘 , 매니코어 환경

에서 테스트한 본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을 비교 분석한다 . 실험은 

CPU: Intel Core i5-2500 CPU 3.30GHz, GPU: NVIDIA GeForce GTX 

980 Ti 에서 수행하였으며 , 매니코어는 삼성과의 협업으로 진행한 

Many-SC과제에서 타겟이었던 Many-Samsung Core에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  

 일반적인 기수 정렬과의 비교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기수 정렬과 본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기수 정렬로 정렬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렬

을 수행한 결과와 성능 비교를 위하여 기존 CPU에서의 기수 정렬

을 사용한 실험 결과를 보인다 . 데이터의 정수 범위는 0~255까지

이며 , 데이터의 크기는 4000, 16000, 65000 개로 진행하였다 . 결과

는 아래 표 5-1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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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반적인 병렬화된 기수 정렬과 본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비교 

그림 5-1과 표 5-1의 결과를 보면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경우 기

존의 CPU 환경의 기수 정렬보다 GPU를 이용하여 병렬화된 기수 

정렬이 더 느린 속도를 보여주는데 , 이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데이터의 경우 병렬화로 얻어지는 속도의 향상보다 병렬화 알고

리즘의 오버헤드가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 결과에서 

Data Size 

(Range 

0~255) 

Radix 

Sorting 

(CPU) 

일반적인 병

렬화된 기수 

정렬 (GPU) 

Proposed 

algorithm 

(GPU) 

Proposed 

algorithm 

(Many-Core) 

4000 0.007 0.009 0.006 0.004 

16000 0.021 0.020 0.016 0.016 

65000 0.048 0.045 0.038 0.033 

 (Time: sec) 

 

표 5-1. 일반적인 병렬화된 기수 정렬과 본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33 

 

보이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병렬화된 기

수 정렬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정렬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  GPU 환경에서도 기존의 병렬화된 방법보다 더 좋은 속도를 

보이나 , 매니코어 환경에서 더 좋은 수행시간을 보인다 . 이 실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

서도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복셀 조각 데이터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 메쉬 복셀화 알고리즘

을 거친 복셀 조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

를 보인다 . 이 데이터의 경우 정수의 범위가 백만단위로 크기 때

문에 일반적인 병렬화된 기수 정렬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 실험 데

이터는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 bunny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 복셀 

그리드 크기는 32 x 32 x 32(복셀 조각 수 : 3927), 64 x 64 x 64(복

셀 조각 수 : 15944), 128 x 128 x 128(복셀 조각 수 : 63996) 로 진

행하였다 .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두기 위해 기존 CPU에서의 기수 

정렬을 사용한 실험 결과도 함께 보인다 . 결과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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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실험에 사용된 bunny 메쉬 데이터 

 

표 5-2. 본 알고리즘의 GPU 와 매니코어에서의 수행시간 

Voxel Grid 

Size (Data 

range) 

Voxel 

Fragment # 

Radix 

Sorting 

(CPU) 

Proposed 

algorithm 

(GPU) 

Proposed 

algorithm  

(Many-Core) 

323 3927 0.021 0.007 0.004 

643 15944 0.031 0.016 0.015 

1283 63996 0.067 0.053 0.031 

 (Time: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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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본 알고리즘의 GPU 와 매니코어에서의 수행시간 비교 

그림 5-3과 표 5-2의 결과를 보면 GPU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수행 시 데이터 범위가 늘어나고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

수록 정렬하는 시간이 CPU에 가깝게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복셀 그리드 크기가 128x128x128이 되었을 때에는 CPU와 0.02초 

가량 차이가 난다 . 이는 앞 장에서 서술했던 로드 밸런싱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 매니코어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

으며 , GPU 환경에서의 알고리즘에 비해 더 빠른 시간 내에 정렬

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

즘이 기존의 GPU기반 병렬화된 기수 정렬보다 빠르며 , GPU기반 

병렬화된 기수 정렬을 적용할 수 없는 네 자리 수 이상의 정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 이 알고리즘이 GPU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지만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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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어 환경일 경우 로드 밸런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 장점

을 더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지금까지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향상된 기수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의 알고리즘과 수행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살

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GPU 환경에서 병렬화를 할 경우 수행시

간이 잘 나오지 않아 3차원 메쉬 복셀화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에

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렬 부분을 매니코어 환경을 이용하

여 병렬화하여 기존 GPU 환경에서의 병렬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 기존의 GPU 기반 병렬화된 기

수 정렬로는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 범위를 본 알고리즘으로 처

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 로드 밸런싱이 균등하게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매니코어 환경에서 정렬 수행 시간이 GPU 

환경에서보다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는 로드 밸런싱 최소화와 매니코어 

환경에서의 쓰레드 스케줄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 

로드 밸런싱의 최소화가 이루어질 경우 GPU 환경과 매니코어 환

경 모두에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그 방법의 예로 , 데

이터가 일정이상 분포되지 않았을 경우 분포되지 않은 부분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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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전역 기수 정렬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전

역 기수 정렬이 지역 기수 정렬보다 많은 쓰레드를 할당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부분 정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 경우 분포 크기

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실

험이 필요하다 . 쓰레드 스케줄링 개선의 경우 , 현재 사용하고 있

는 기본적인 큐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데이

터와 정렬을 수행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더 효율적인 스케줄링 방

식을 도입한다면 더 빠른 정렬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하여 더 큰 데이터를 먼저 처리하는 

스케줄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어떤 스케줄링 방법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며 , 데이터의 특색에 따

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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