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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CUDA를

이용하여 GPU 계산을 적용하는 연구를 다루고 있다. GPU(Graphic 

processing unit)은 본래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지만

수많은 코어(core)를 기반으로 지연 감춤(latency hiding)을 통해

대규모 연산에서 큰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성능

컴퓨팅 적용을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는

격자 내부의 해를 기저함수들의 합으로써 근사하는데 이로 인해 작은

스텐실을 유지하면서 임의의 공간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는 연산이 텐서 축약으로써 표현되며 높은 연산 강도

(arithmetic intensity)로 인해 GPU 계산 적용이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GPU에서 텐서 축약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CUDA를

이용하여 GEMM(General matrix multiplication) 커널을 작성하였으며

cuBLAS(Cuda basic linear algebra) 라이브러리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완성한 GPU 코드로 수치실험을 진행하여 기존의 CPU 

코드와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주요어 : 전산유체역학, GPU 계산, CUDA, 불연속 갤러킨 방법,

텐서 축약, GEMM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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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불연속 갤러킨 방법

불연속 갤러킨(Discontinuous Galerkin, DG) 방법은 대표적인 고차

정확도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수치기법 중 하나로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 여러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한체적법 기반 수치기법들은 대부분이 2차 공간 정확도이기 때문에

작은 스케일의 난류 유동을 정밀하게 포착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유한체적법에서는 공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접한 cell들을

참조해야하기 때문에 스텐실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계산의 병렬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는 cell 내부의 해를

기저함수들의 합으로 근사하기 때문에 작은 스텐실을 유지하면서 임의의

공간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고 작은 스케일의 난류 유동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한편,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는 대부분의 연산들을 텐서 축약(tensor 

contraction)의 형태로써 표현할 수 있다.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들은 차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상에서 행렬 곱 함수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유한체적법의 연산들과 달리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 연산은 부동소수점 연산 작업이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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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작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연산 강도(arithmetic intensity)

가 높아 컴퓨터의 계산 성능을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행렬 연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에서 텐서 축약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고차 정확도 수치기법에 GPU 계산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4, 5].

1.2 GPU 계산 및 병렬화 원리

GPU는 원래 화면 출력 혹은 3D 그래픽 렌더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이지만 높은 부동소수점 이론적 연산 성능을 활용하여 과학 응용

프로그램들을 가속하기 위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GPU를

활용하기 위해 그래픽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지만 보다

더 편리한 GPU 프로그래밍을 위해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급되면서 GPU를 활용한 고성능 컴퓨팅(High-performance 

computing, HPC)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GPU 

제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높은 배정밀도 부동소수점

연산 성능을 지닌 고성능 컴퓨팅 목적의 GPU를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그림 1.1 [6]과 같이 오늘날 많은 수의 최신 슈퍼컴퓨터들이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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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OP500 중 GPU를 장착한 슈퍼컴퓨터의 수

GPU가 높은 부동소수점 연산 성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GPU의

수많은 코어(core)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메모리 지연을 숨기는 것

(memory latency hiding)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PU는 코어 수가

GPU보다 적지만 높은 코어 클럭(clock), 빠르고 용량이 큰 캐시

메모리(cache memory)를 이용해 연산의 지연(latency)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CPU 기반 유동

해석 코드는 계산 영역을 코어 수로 나누어 각 코어에 할당하는 큰

그레인 병렬화(coarse-grain parallelism)의 방식이다. 반면, GPU는

코어의 클럭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어 수가 매우 많아서 연산의

동시성(concurrency)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구체적으로 GPU의 스레드(thread)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기(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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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때문에 문맥을 바꾸는 것(context switch)이 쉽다. 대부분의

연산 작업들에서 스레드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때 메모리 읽기

작업의 높은 지연으로 인해 스톨(stall)에 걸리게 된다. GPU에서는

스레드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스케줄러(scheduler)가 다른

가용한 스레드들에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림 1.2와 같이 메모리 지연을

숨길 수 있다. GPU에서는 주어지는 데이터의 크기가 클수록 메모리

지연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CPU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높은

성능을 내기 어려우며 계산 및 데이터를 더 잘게 쪼개는 미세 그레인

병렬화(fine-grain parallelism) 을 적용해야 한다. [7]

그림 1.2 메모리 지연 숨김(memory latency hiding)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 갤러킨 방법 기반 유동 해석 프로그램에 효율적

으로 GPU 계산을 적용한 CUDA 코드를 개발하고 기존의 CPU 코드와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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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2.1 지배방정식

점성 압축성 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0 (2.1)

여기서 � 는 보존 벡터(conservative vector), �� 는 비점성 플럭스

텐서(convective flux tensor), �� 는 점성 플럭스 텐서(viscous flux 

tensor)로 3차원에서 각각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여기서 �, �, �� , � 와 (�, �, �) 는 각각 밀도, 압력, 전에너지(total 

energy), 전엔탈피(total enthalpy)와 속도 벡터이다. 압력은 이상 기체

상태방정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비열비 �는 1.4이다.

� = (� − 1)� ��� −
1

2
(�� + ��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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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점성 플럭스 텐서로 뉴턴 유체(Newtonian fluid)를 가정하여

스토크스 가설(Stokes’hypothesis)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2

3

���

���
���� (2.4)

�� 는 열 플럭스로 푸리에 법칙(Fourier's law)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
��

���
(2.5)

여기서 �, �, �는 각각 점성 계수, 열전도 계수, 온도를 뜻한다.

2.2 불연속 갤러킨 방법(DG 방법)

식 (2.1)에 기저함수 ��
(�)

를 곱하고 cell Ω�에 대해서 적분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와 같은 weak form을 얻을 수 있다. [1] 여기서 �� ∙ �� 와 �� ∙ �� 는 각각

단조 비점성 수치 플럭스(monotone numerical convective flux), 단조

점성 수치 플럭스(monotone numerical viscous flux)이다. �� ∙ �� 와 ��

는 BR2 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8]

�� ∙ �� =
1

2
���(��

�, ���
� + ��

�) + ��(��
�, ���

� + ��
�)�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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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8)

여기서 ± 부호는 이웃한 면을 기준으로 계산이 neighbor cell 혹은

owner cell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
± 와 �� 는 BR2 기법에서

local lifting operator와 global lifting operator로 계산할 수 있다. DG

방법에서는 수치 해를 식 (2.9)과 같이 기저함수들의 합으로 근사하는

데 기저함수의 orthonormality에 의해 식 (2.6)를 식 (2.10)로 간소화

할 수 있다.

��(�, �)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2.10)

식 (2.10)의 면적분항과 부피적분항은 physical domain 상에서 Gauss 

구분구적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2.3 시간 적분 기법

본 연구에서는 DG 방법의 안정적인 시간 적분을 위해 외재적 시간

기법으로 SSPRK45(5-stage, 4th-order Strong stability preserving 

Runge-Kutta) 기법을 사용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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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11)

�(�) = �� + 0.391752226571890���(��),

�(�) = 0.444370493651235�� + 0.555629506348765�(�)

						+0.368410593050371���(�(�)),

�(�) = 0.620101851488403�� + 0.379898148511597�(�)

						+0.251891774271694���(�(�)),

�(�) = 0.178079954393132�� + 0.821820045606868�(�)

						+0.544974750228521���(�(�)),

���� = 0.51723167197058�(�)

						+0.096059710526147�(�) + 0.063692468666290�����(�)�

						+0.386708617503269�(�) + 0.226007483236906���(�(�)) (2.12)

내재적 시간 기법으로는 Rosenbrock 방법 계열의 RODAS5(8-

stage, 5th-order Rosenbrock) 기법을 사용하였다. [10, 11]

�
�

���Δ�
− �� �� = −����|�� +������

���

���

� +��
���

Δ�
� ��

���

���

,				� = 1, ⋯ ,�������

� =
∂�

���
�
��

��|���� = ��|�� + � ����

������

���

(2.13)

수치 해를 n차 다항식으로 근사한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 시간 전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
���

2� + 1

ℎ

|����|
(2.14)

여기서 ℎ는 cell의 부피에 세제곱근을 취한 값이고 ����는 최대 정보

전파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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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UDA 프로그래밍 최적화

GPU는 그림 3.1과 같이 구조적으로 CPU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CPU에서의 병렬화 방식을 그대로 GPU 계산에 적용하면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GPU의 성능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GPU의 아키텍처(architecture)를 고려하여 병렬화를 적용

해야 한다. GPU에서 스레드들을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이를 데이터에

대응시키는 것을 스레드 맵핑(thread mapping)이라고 하는데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스레드 체계와 메모리 체계와 같은

GPU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만 효율적인 GPU 계산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먼저 GPU 프로그래밍 특성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CUDA 코드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불연속 갤러킨 방법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림 3.1 CPU와 GPU의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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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UDA 프로그래밍

GPU에는 CPU와 유사하게 코어(core), 스케줄러(scheduler), 

레지스터(register), 캐시 메모리(cache memory) 등과 같은 자원들이

한정되어있다. 일반적인 CPU 프로그래밍에서는 상기한 자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금지되어 있지만 CUDA에서는 프로그래머에게 스레드

체계와 메모리 체계를 노출함으로써 GPU의 자원들을 보다 더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높은 자유도를 보장한다. [7]

3.1.1 스레드 체계

CUDA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명령 수행을 위해 스레드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그림 3.2처럼 스레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록

(block)이 되고,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드(grid)가 된다. 여기서

커널(kernel)은 GPU 계산을 위해 데이터 병렬화가 적용된 함수를

뜻한다. 그리드와 블록은 최고 3차원까지 생성이 가능하며 블록 하나에

최대 1,024개의 스레드를 할당할 수 있다. 커널 호출 시 입력값으로

그리드와 블록을 넣으면 그에 맞게 GPU에 스레드가 할당되어 커널이

작동한다. 커널이 실행되면 스레드들은 CUDA 라이브러리의 built-in 

변수를 이용해 각각 인덱스를 계산하고 인덱스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

에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병렬화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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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그리드와 블록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스레드를 조직해도 실제로 GPU 상에서는

스레드가 항상 1차원으로 존재하는데 앞에서부터 32개씩 스레드들이

하나의 워프(warp)로 묶여 워프 스케줄러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블록 안의 스레드 개수가 32의 배수가 되게

하는 것이 좋다. 워프 스케줄러는 순서에 상관없이 가용한 워프부터

먼저 명령을 내리고 그 워프가 메모리 지연으로 인해 스톨에 걸리면

다시 다른 가용한 워프에 명령을 내림으로써 메모리 지연을 숨긴다.

기본적으로 스레드들은 커널 안의 명령문을 모두 똑같이 수행하지만

만일 조건문이 있다면 분기에 따라서 여러 번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건문에서 A 분기와 B 분기로 나뉘게 된다면 워프 안에서

먼저 A 분기에 해당되는 스레드들만 활성화하여 A 분기에 대한 명령을

수행한 다음 마찬가지로 B 분기에 해당되는 스레드들만 활성화하여 B 

분기에 대한 명령을 수행한다. 조건문에서는 워프에 비효율적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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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워프 발산(warp divergence)라고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커널 안에 조건문을 최소화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CUDA 코드에 잘 반영하였으며 최적

의 스레드 구성을 실험적으로 구하여 적용하였다. [7, 12]

3.1.2 메모리 체계

GPU의 메모리는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많은 단계로 체계화 되어있다.

GPU의 메모리 체계는 전역 메모리(global memory), 상수 메모리

(constant memory), 텍스처 메모리(texture memory), 캐시 메모리

(cache memory),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 그리고 레지스터

(register)로 구성되어 있다. 전역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DRAM

(Dynamic random-access memory)에 위치해있으며 주로 CPU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전역 메모리는 크기가 크지만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비해 지연이 크다. 전역 메모리의

대역폭(bandwidth)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메모리 접근

(coalesced memory access)가 필요한데 이는 접근해야하는 데이터가

서로 인접해 있어야함을 뜻한다. 전역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을 할당한 다음 PCIe를 통해 CPU로부터 데이터를 전달 받아야

한다. PCIe의 대역폭은 매우 낮기 때문에 CPU와 GPU 간의 통신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수 메모리와 텍스처 메모리는 각각 상수를 저장하고

그래픽 작업에서 텍스처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이다. 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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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는 Kepler 아키텍처에서 읽기 작업이 캐시된다는 특성 때문에

전역 메모리 대신 사용되곤 했으나 최신 아키텍처에서는 전역 메모리도

읽기 작업이 캐시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GPU의 캐시 메모리는 CPU의 캐시 메모리와 유사하게 L1 캐시와 L2 

캐시의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CPU와 마찬가지로 L1 캐시는 L2 

캐시보다 크기가 작지만 메모리 지연이 낮아 대역폭이 더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신 아키텍처에서는 전역 메모리가 캐시되는데 GPU에서는

오직 읽기 작업만이 L2 캐시에 캐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캐시 메모리는

스레드 체계에 대응하도록 할당되는데 그림 3.3과 같이 L2 캐시는

그리드 기준으로, L1 캐시는 블록 기준으로 할당된다. L1 캐시와 L2 

캐시는 사용자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CUDA에는 공유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다. 공유 메모리는 일종의 제어 가능한 캐시로 물리적으로 L1 

캐시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를 많이 할당하면

사용할 수 있는 L1 캐시의 크기가 줄어든다. 공유 메모리도 L1 캐시와

마찬가지로 블록 기준으로 할당되는데 주로 각 스레드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여 불필요한 전역 메모리 접근을 줄이거나

스레드 간의 협력에 의한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데 쓰인다.

레지스터는 크기는 제일 작지만 지연이 제일 작은 메모리로 캐시

메모리와 함께 물리적으로 GPU 칩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매우

높다. 레지스터는 코어의 산술 논리 장치(Arithmetic logic unit, 

ALU)의 입력과 출력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각 스레드가 자신만의

레지스터를 보유한다. 스레드 하나에 여러 개의 레지스터를 할당할 수

있는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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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메모리 접근 체계

GPU의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레지스터 대신 지역 메모리(local 

memory)를 사용하며 이를 레지스터 넘침(register spill)이라고 한다.

아키텍처에 따라서 전역 메모리 혹은 캐시 메모리가 지역 메모리로

사용되며 메모리 지연이 레지스터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레지스터

넘침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7, 12]

GPU에서는 많은 연산들은 대역폭이 성능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memory-bound 연산이다. 코어의 연산 성능이 지배적인 compute-

bound 연산에서도 대역폭이 낮아지면 메모리 작업이 병목의 원인이

되어 성능이 하락하므로 GPU 계산에서 높은 대역폭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PU의 메모리 체계는 그림 3.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GPU 계산을 위해 대역폭이

큰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CUDA 코드를 개발하였다.



15

그림 3.4 GPU 메모리 체계

3.2 텐서 축약(TC)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는 플럭스 계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산을

텐서 축약 연산으로 구할 수 있다.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은

그림 3.5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림 3.5에서 TC는 텐서 축약

(Tensor contraction, TC)을 뜻하며 텐서 축약 식은 합 기호를

생략하고 합 인덱스를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 연산은 차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행렬 곱 커널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100) 을

초과하지 않지만 계산해야 할 텐서 축약 연산의 수가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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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

3.3 CUDA 커널

GPU에서 불연속 갤러킨 방법을 계산하는 CUDA 커널은 텐서 축약

커널, 플럭스 계산 커널, 시간 적분 커널로 구성되어있다. 본 절에서는

효율적인 GPU 계산을 위한 커널 최적화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3.3.1 GEMM 커널

GEMM(General matrix multiplication) 커널은 행렬 곱 만을 위해

최적화된 함수로 일반적으로 low-level까지 튜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높다.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 연산은 차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GEMM 커널을 이용한 텐서 축약 커널로 효율적으로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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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GEMM 커널로 CPU 상에서 Intel사의 MKL (Math kernel 

library)가 있으며, GPU 상에서는 Nvidia사의 cuBLAS(Cuda basic 

linear algebra subprogram)이 있다. 이 중 cuBLAS 라이브러리의

GEMM 커널은 �(1,000) 이상의 큰 행렬에 대해서만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 연산은 �(100)

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텐서 축약 연산의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별도의 GEMM 커널을 제작하였다. 두 종류의 아키텍처

에서 정사각 행렬 곱에 대한 성능을 측정해본 결과, 그림 3.6과 같이

작은 행렬에 대해서 캐시 메모리를 이용한 별도의 GEMM 커널이

cuBLAS 라이브러리보다 약 15~70% 정도 성능이 높았다.

그림 3.6 GEMM 커널 정사각 행렬 곱 성능(Gflop/s)

캐시 메모리 기반의 GEMM 커널이 작은 행렬에 대해서 cuBLAS 

라이브러리보다 성능이 높은 것은 최신 아키텍처의 용량이 큰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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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로 인해 대역폭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GEMM 

커널들의 캐시 hit ratio와 대역폭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GPU 종류 GTX 1050 RTX 2070

커널 종류 cuBLAS Cache based cuBLAS Cache based

메모리 대역폭 2.03GB/s 6.20GB/s 2.52GB/s 9.38GB/s

L2 캐시 hit ratio 83.3% 92.3% 83.05% 85.78%

L1 캐시 hit ratio - 48.0% - 61.54%

표 3.1 GEMM 커널 메모리 대역폭(GB/s)

3.3.2 TC 커널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TC 연산이 차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GEMM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TC 커널을 제작하였다. 그림 3.5

의 TC0는 행렬 곱과 같기 때문에 GEMM 커널을 한 번 호출하는 것으

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5에서 TC1은 합 인덱스가 1개인 3차 텐서

와 2차 텐서 간의 TC인데 3차 텐서는 2차 텐서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TC1도 그림 3.7처럼 행렬 곱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행렬

곱을 여러 번 호출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지만 각각의 행렬 곱 연산에서

불필요한 전역 메모리 접근이 일어나게 되므로 비효율적이다. 행렬 곱을

여러 번 호출하는 대신 행렬 곱 연산들을 하나의 연산으로 합치면 불필

요한 전역 메모리 접근을 없앨 수 있으며 연산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진다. 이는 GPU가 일반적으로 연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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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GEMM 커널을 이용한 TC1 계산

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3.5에서 TC2는 합 인덱스가 2개인 3차

텐서 간의 TC이다. TC2는 행렬 곱 연산을 누적해야하기 때문에 TC1 

처럼 행렬 곱 연산들을 하나의 연산으로 합칠 수는 없지만 행렬 곱 커널

을 여러 번 호출하는 대신 하나의 커널 안에서 행렬 곱 연산을 누적함으

로써 전역 메모리 접근을 최적화하였다.

그림 3.8 GEMM 커널을 이용한 TC2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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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플럭스 계산 커널

CPU 코드에서는 quadrature point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플럭스를

계산한다. GPU에서는 미세 그레인 병렬화를 적용하여 스레드 하나가

하나의 quadrature point에 대한 플럭스를 계산하므로 모든 quadrature 

point에 대한 플럭스가 동시에 계산된다. 플럭스를 계산한 후에는 이를

RHS에 저장해야 하는데 식 (2.10)에서 면적분은 face 기준으로 되어

있고 부피적분은 cell 기준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RHS는 cell 기준으로

저장되므로 face에서의 RHS는 경합 조건(race condition)을 피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저장되고 cell에서의 RHS는 경합 조건이 없으므로 동

시적으로 저장된다.

3.3.4 시간 적분 커널

본 연구에서 외재적 시간 기법으로 사용한 SSPRK45 기법은 계산적

으로 여러 배열(array)들의 합이다. 이는 GPU에서 벡터 합 커널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는데 cuBLAS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벡터 합  

커널은 입력 받을 수 있는 벡터의 수가 제한적이다. cuBLAS 라이브러

리의 벡터 합 커널을 여러 번 호출하면 해가 저장되는 배열에 대해 불필

요한 전역 메모리 접근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

의 배열을 입력 받을 수 있는 시간 적분 커널을 제작하여 전역 메모리

접근을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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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시간 기법으로 사용한 RODAS5 기법에서는 시간 전진을 위해

선형 시스템을 풀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MAGMA(Matrix algebra 

on GPU and multicore architecture) 라이브러리의 GMRES

(Generalized minimal residual) 방법과 Jacobi preconditioner를 사용

하였다. 시스템 행렬(system matrix)가 차지하는 GPU 메모리를 줄이

기 위해 CSR(Compressed sparse row) 포맷으로 저장하였다. [16]

3.4 CUDA Stream

CUDA 라이브러리에서는 연산이 충분히 크지 못해 GPU의 모든 코어

들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CUDA Stream이라는 기능을 통해 그림 3.9

와같이 여러 개의 커널을 동시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CUDA Stream 

기능을 이용하면 아키텍처에 따라 최대 32개 혹은 128개의 커널을   

동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 GPU의 자원이 모자랄 경우, 커널의 일부

분만이 실행된다.

그림 3.9 CUDA Stream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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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A Stream을 이용하면 계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도 각각의 커널들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혼합 격자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GPU 계산

을 위해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 CUDA Stream 기능을 적용하였다.

CUDA Stream이 적용된 전체적인 코드 알고리즘은 그림 3.10과 같

다.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는 CPU 상에서 GPU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들

을 계산한 다음, GPU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CPU와 GPU 간의 통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GPU로 전달한다. 그 다음, GPU 상에서

CUDA Stream을 이용해 동시적으로 계산 커널들을 실행하고 시간 적분

커널로 해를 갱신(update)한다. 이후 GPU에서 해를 CPU로 전달해

CPU 상에서 시간 간격(time step)을 계산한다. CPU 상에서 시간 간격

을 계산하는 이유는 시간 간격을 계산할 때 배열에서 최솟값을 찾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GPU 상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시간

간격을 계산한 후에는 GPU에서 다시 계산을 시작해 시뮬레이션 종료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3.10 전체적인 코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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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의 계산 커널은 그림 3.11처럼 TC 커널과 플럭스 계산   

커널, RHS를 저장하는 커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커널

을 32개의 스트림(stream)으로 실행하였다.

그림 3.11 계산 커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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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치 실험

4.1 실험 환경

4.1.1 프로세서

본 연구의 수치 실험에 사용한 프로세서의 종류와 제원을 표 4.1에

나타내었다. 수치 실험은 CPU에서 코어 1개와 4개를 이용해 각각 순차

계산과 병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GPU에서는 단일 GPU 상에서 연산

의 크기에 맞게 유동적으로 스레드를 배치하고 32개의 CUDA Stream

을 이용하여 병렬 계산을 수행하였다.

프로세서 i7-6700 GTX 1050 RTX 2070

프로세서 종류 CPU GPU GPU

마이크로아키텍처 Skylake Pascal Turing

코어 수 4 640 2,304

기본 클럭 3.4GHz 1.35GHz 1.41GHz

배정밀도 부동소수점

이론적 성능

54.4Gflop/s(1core)

217.6Gflop/s(4core)
58.2Gflop/s 233.3Gflop/s

메모리 종류 DDR3 GDDR5 GDDR6

메모리 크기 16GB 2GB 8GB

표 4.1 수치 실험을 수행한 프로세서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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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라이브러리

본 연구에서는 리눅스 계열 OS인 Ubuntu 16.04에서 수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다.

CPU 라이브러리로 병렬 계산을 위한 Intel MPI 2018.5.274, 텐서

축약 계산을 위한 Intel MKL 2018.5.274, 그리고 선형 시스템 솔버로

PETSc(Portable, extensible toolkit for scientific computation) 

3.10.5를 사용하였다. [13, 14]

GPU 라이브러리로 GPU 병렬 계산을 위한 CUDA 10.2, 그래픽    

드라이버로 Nvidia 그래픽 드라이버 440.31 그리고 선형 시스템 솔버로

MAGMA(Matrix algebra on GPU and multicore architecture) 2.5.2를

사용하였다. [15, 16]

4.2 실험 방법

4.2.1 해석 대상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성능 측정을 위해 무차원화된 Navier-Stokes 방정식

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3차원 점성 사인파(sinewave) 문제를 해석  

하였다. 계산 영역은 [0,1] × [0,1] × [0,1]이며 초기 조건은 식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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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z) = 1.0 + 0.2 sin(2πx) sin(2��) sin(2��)

���(x, y, z) = 1.0

���(x, y, z) = 0.5

���(x, y, z) = 0.5

���(x, y, z) = 1.0 (4.1)

유동 조건은 마하 수가 0.1, 레이놀즈 수가 200, 프란틀 수가 0.72이며

초기 조건의 밀도 contour를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수치 플럭스 기법

은 local Lax-Friedrichs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외재적 시간 기법으로

SSPRK45 기법을, 내재적 시간 기법으로 RODAS5 기법을 사용하여

CFL 수 0.9로 계산을 20번 반복하는데 소요된 계산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4.1 점성 사인파 문제 초기 조건의 밀도 contour (�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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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격자

본 연구에서는 수치 실험을 위해 4가지 격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표 4.2에 나타내었다. 표 4.2에서 Grid#1과 Grid#2는 외재적 시간   

기법으로 수치 실험을 수행하는데 사용하였고, Grid#3과 Grid#4는   

내재적 시간 기법으로 수치 실험을 수행하는 사용하였다. 내재적 시간

기법에서는 외재적 시간 기법보다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므로 격자  

수가 적다. Grid#1과 Grid#3은 육면체(hexahedral) 요소로만 이루    

어져있으며 Grid#2와 Grid#4는 사면체(tetrahedral) 요소와 사각뿔

(pyramid) 요소로 이루어진 혼합 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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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종류 격자 격자 요소

Grid#1 육면체 요소 1,000개

Grid#2
사면체 요소 1,237개

사각뿔 요소 134개

Grid#3 육면체 요소 125개

Grid#4
사면체 요소 234개

사각뿔 요소 24개

표 4.2 수치 실험에 사용한 격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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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수치 실험 결과를 토대로 CPU와 GPU의 시간 비용과

계산 성능(Gflop/s)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계산 커널을 구성하는

각각의 커널에서 소요한 시간 비용과 연산의 크기가 계산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4.3.1 외재적 시간 기법

육면체 요소로만 구성된 격자인 Grid#1에서 소요한 시간 비용을   

그림 4.2에, 달성한 계산 성능을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p5에서 GTX 

1050은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계산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림 4.2에서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CPU는 시간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GPU는

시간 비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수가

작을 때는(p < 5) CPU가 GPU보다 시간 비용이 적지만 차수가 증가  

하면서 CPU의 계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초고차에서 CPU의 시간   

비용이 GPU의 시간 비용보다 커졌다. 이는 차수가 커질수록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커져서 GPU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 4.3에서 막대 그래프는 달성한 계산 성능(Gflop/s)이고 꺾은

선 그래프는 달성한 계산 성능을 프로세서의 이론적 계산 성능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에서 CPU는 낮은 차수에서도

이론적 성능 대비 달성한 성능이 15%를 넘지만 GPU는 낮은 차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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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성능 대비 달성한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이 낮은 차수에서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지 않아서

GPU의 성능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차수가

증가하며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커지자 GPU에서 달성한 계산 성능

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각각의 계산 커널들에서 소요한 시간 비용과 차수에 따른 연산의 크기를

각각 그림 4.4와 표 4.3에 나타내었다. 외재적 시간 기법에서 계산 커널

은 face에서 RHS를 계산하는 커널과 cell에서 RHS를 계산하는 커널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4.4에서 CPU는 전체 시간 비용에서 face와 cell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비슷하지만 GPU에서는 face가 차지하는 비율이

cell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번째 이유는 cell에서의 텐서 축약 연산

이 face보다 더 효율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표 4.3의 (a)는 요소

하나에 대한 평균적인 연산의 크기를, (b)는 전체 요소 개수를 고려한

전체 연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 평균적인 연산의 크기는 cell이 face

보다 훨씬 크지만 전체 연산의 크기는 비교적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cell에 대한 텐서 축약 연산이 크기가 face보다 더 크기 때

문에 GPU에 유리하게 작용해 더 효율적으로 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GPU에서 face의 계산 비용이 cell의 계산 비용보다 큰 두번째 이유는

cell에서 RHS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3장의 3.3절에    

언급했듯이 cell에서는 경합 조건이 없어서 RHS를 동시적으로 저장하지

만 face에서는 경합 조건을 피하기 위해 RHS를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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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외재적 시간 기법 시간 비용 비교 (Grid#1)

그림 4.3 RHS 계산에서 달성한 계산 성능 비교 (Gr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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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RHS 계산 커널들의 시간 비용 비교 (Grid#1)

차수 p2 p3 p4 p5

face 3.11 9.1 22.25 47.71

cell 14.68 53.66 157.55 394.24

(a) 요소 별 평균 연산 크기(Kflops/TC kernel)

차수 p2 p3 p4 p5

face 0.12 0.35 0.87 1.86

cell 0.07 0.27 0.79 1.97

(b) 전체 연산 크기(Gflops)

표 4.3 외재적 시간 기법 연산 크기 (Gr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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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체 요소와 사각뿔 요소로 이루어진 혼합 격자 Grid#2에 대한   

수치 실험 결과를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 그리고 표 4.4에 나타

내었다. Grid#1과 마찬가지로 p5에서 GTX 1050은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계산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은 Grid#1과 유사하지만

GPU의 성능이 조금 하락하였다. 이는 Grid#2의 대부분이 사면체 요소

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면체 요소보다 quadrature point 개수가 적어서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

에서 Grid#1에 비해 줄어든 연산의 크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4.5 외재적 시간 기법 시간 비용 비교 (Gr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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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RHS 계산에서 달성한 계산 성능 비교 (Grid#2)

그림 4.7 RHS 계산 커널들의 시간 비용 비교 (Gr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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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p2 p3 p4 p5

face 1.45 5.64 12.26 28.26

cell 4.33 14.54 45.67 122.53

(a) 요소 별 평균 연산 크기(Kflops/TC kernel)

차수 p2 p3 p4 p5

face 0.06 0.22 0.48 1.10

cell 0.02 0.07 0.23 0.61

(b) 전체 연산 크기(Gflops)

표 4.4 외재적 시간 기법 연산 크기 (Gr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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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내재적 시간 기법

육면체 요소 125개로 구성된 격자인 Grid#3에서 소요한 시간 비용과

달성한 계산 성능을 각각 그림 4.8와 4.9에 나타내었다. 그림 4.2는   

시간 비용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인데 CPU와 GPU 모두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에서 더 서술하겠지만 GPU에서 선형 시스템을 푸는데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기 때문에 GPU가 CPU보다 시간 비용이 크다. 그림 4.9는 시스템

행렬을 계산하는데 달성한 계산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 막대 그래프는 달

성한 계산 성능(Gflop/s)이고 꺾은선 그래프는 이론적 성능 대비 달성한

계산 성능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외재적 시간 기법과 비교했을 때

차수가 낮을 때도 GPU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스템 행렬 계산을 위한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

이다. 차수가 증가할 때는 외재적 시간 기법과 유사하게 GPU의 계산

성능이 급격히 증가하여 p5에서 GPU의 계산 성능이 CPU의 계산 성능

의 약 2배가 되었다. 외재적 시간 기법과 마찬가지로 차수가 증가하자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커져서 GPU의 계산 성능이 높아진 것으로 분

석된다. 그림 4.10에서 내재적 시간 기법의 계산 커널은 선형 시스템을

푸는 커널, face에서 블록 행렬을 계산하는 커널, face에서 블록 행렬을

시스템 행렬에 저장하는 커널, cell에서 블록 행렬을 계산하는 커널    

그리고 cell에서 블록 행렬을 시스템 행렬에 저장하는 커널로 구성되어

있다. GPU에서 시스템 행렬의 계산과 저장은 CPU에 비해 매우 효율적

이지만 MAGMA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선형 시스템을 푸는 것이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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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PETS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선형 시스템을 푸는 것보다 상대적

으로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재적 시간 기법과는 달

리 cell에서 시스템 행렬을 계산하는 것이 face에서 시스템 행렬을 푸는

것보다 시간 비용을 더 소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cell에    

대해서 시스템 행렬을 계산할 때 face처럼 인접한 cell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텐서 축약 연산 일부를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텐서 축약 연산의 수도 늘어나서 표 4.5에서 평균적인 연산 크기

뿐만 아니라 전체 연산 크기도 cell이 face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cell에서 시스템 행렬을 계산하는 것이 face보다

시간 비용을 더 많이 소요하는 것이다. 표 4.5에서 내재적 시간 기법의

연산의 크기가 외재적 시간 기법보다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내재적 시간 기법에서 외재적 시간 기법보다 더 높은 계산

성능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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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내재적 시간 기법 시간 비용 비교 (Grid#3)

그림 4.9 시스템 행렬 계산에서 달성한 계산 성능 비교 (Gr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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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내재적 시간 기법 계산 커널들의 시간 비용 비교 (Grid#3)

차수 p2 p3 p4 p5

face 0.03 0.13 0.53 1.75

cell 0.44 3.17 16.17 64.6

(a) 요소 별 평균 연산 크기(Mflops/TC kernel)

차수 p2 p3 p4 p5

face 0.19 0.94 3.77 12.50

cell 0.50 3.56 18.19 72.67

(b) 전체 연산 크기(Gflops)

표 4.5 내재적 시간 기법 연산 크기 (Gr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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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체 요소와 사각뿔 요소로 이루어진 혼합 격자 Grid#4에 대한

수치 실험 결과를 그림 4.11, 그림 4.12, 그림 4.13 그리고 표 4.6에

나타내었다. Grid#4는 Grid#4보다 격자수가 많아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GTX 1050은 p2에서만 계산을 수행하였다. 외재적   

시간 기법과 유사하게 Grid#3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

하지만 GPU의 성능이 하락하였다. 이 역시 Grid#4가 대부분이 사면체

요소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quadrature point 개수가 육면체 요소보다

적어서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표 4.6에서

cell에서 시스템 행렬 계산을 위한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Grid#3에

비해 약 70% 정도 감소하였다. 한편, Grid#4 역시 Grid#3과 마찬가지

로 시스템 행렬의 계산과 저장은 GPU가 CPU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선형 시스템을 푸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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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내재적 시간 기법 시간 비용 비교 (Grid#4)

그림 4.12 시스템 행렬 계산에서 달성한 계산 성능 비교 (Gr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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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내재적 시간 기법 계산 커널들의 시간 비용 비교 (Grid#4)

차수 p2 p3 p4 p5

face 0.01 0.08 0.29 1.04

cell 0.13 0.85 4.63 19.84

(a) 요소 별 평균 연산 크기(Mflops/TC kernel)

차수 p2 p3 p4 p5

face 0.09 0.58 2.07 7.38

cell 0.14 0.95 5.21 22.32

(b) 전체 연산 크기(Gflops)

표 4.6 내재적 시간 기법 연산 크기 (Gr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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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불연속 갤러킨 방법 기반의 유동 해석 프로그램에 CUDA를 이용해   

효율적인 GPU 계산을 적용하였고 수치 실험을 수행하여 CPU 코드와

계산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GPU와 CPU는 하드웨어적 차이로 인해 병렬화의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GPU는 근본적으로 수많은 코어를 기반으로 한 메모리 지연   

감춤(memory latency hiding)을 통해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높은 성능

을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GPU의 특성을 CUDA 코드에 잘

반영하기 위해 GPU의 스레드 체계와 메모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GPU 계산 커널을 최적화하였다.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텐서 축약

연산들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GEMM(General matrix multi-

plication) 커널 기반의 TC(Tensor contraction) 커널을 제작하였으며

작은 크기의 행렬에 대해 cuBLAS 라이브러리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  

하였다. 플럭스 계산 커널에서 quadrature point에 대해 미세 그레인

병렬화(fine-grain parallelism)을 적용하였고 시간 적분 커널에서 전역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여 메모리 접근을 최적화하였다. 추가적으로 32

개의 CUDA Stream을 이용해 계산의 동시성을 극대화시켰다. 내재적

시간 기법에서는 GPU 상에서 선형 시스템을 풀기 위해 MAGMA

(Matrix algebra on GPU and multicore architecture)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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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실험을 수행한 결과, 먼저 외재적 시간 기법에서는 차수가 낮을

때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해 GPU의 계산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초고차에서는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증가해

GPU의 계산 성능이 높아졌다. 격자를 구성하는 요소의 quadrature 

point 개수에 따라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증감하면 GPU의 계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적 시간 기법에서는

시스템 행렬 계산에 필요한 텐서 축약 연산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외재적 시간 기법에 비해 GPU의 계산 성능이 높아졌다. 시스템 행렬

계산과 저장은 GPU가 CPU보다 더 효율적이었지만 GPU에서 MAGMA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선형 시스템을 푸는 것이 CPU에서 PETSc 

(Portable, extensible toolkit for scientific computati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커널 일부를 경합 조건(race condition)을 피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face에 대한 계산이 상대적

으로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경합 조건 없이 효율적으로 face

에 대해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 각각의 연산들의 평균

적인 크기가 커질수록 GPU의 계산 성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각의 연산들을 하나의 거대한 연산으로 합치는 알고리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GPU에 선형 시스템 솔버가 더 효율적으로

적용되면 GPU에서의 시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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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pplication of GPU 

Computing for Efficient Computation 

of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Sungt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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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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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study on application of GPU computing for efficient 

computation of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by using CUDA. Although 

GPU (Graphics processor unit) is a device designed for generating 

display output, it has been studied actively in order to utilize GPU in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as GPU is known to be capable of massive 

computation through latency hiding based on numerous cores. Meanwhile, 

in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it is possible to achieve an arbitrary 

order of spatial accuracy while maintaining the stencil compact, because 

numerical solution is approximated as a linear combination of basis 

functions. In addition, computations in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can 

be represented as a form of tensor contraction with high arithmetic 

intensity, which leads to favorable chance of implementing GPU 

computing. In this research, GEMM (General matrix multiplication) 

kernel, which is based on CUDA programming, was used to 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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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or contractions efficiently and high performance was achieved 

compared to cuBLAS (Cuda Basic linear algebra) library. Numerical 

experiments and performance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the original 

CPU code and the developed CUDA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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