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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상 장비가 발전하고 고화질 이미지의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고화질 이미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이미지 처리과정의 병렬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Open Computing
Language(OpenCL)을 사용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계산 디바이
스의 아키텍처에 따라 적절한 병렬화 방법과 워크그룹 크기를 개발
자가 디바이스마다 실험을 통해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자원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병렬화 방법과 워크그룹 크기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또한 OpenCL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입력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오히려 순차코드 보다 성능이
안좋게 나올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동으로 최적화된 OpenCL성능이
순차코드성능보다 좋아지는 시점을 검색해 이미지 크기 threshold를
설정하고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이 항상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근 출시되는 범용 프로세서는 멀티코어CPU와 내장GPU를 보유
하고 있으며 계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디바이스를 모두 활
용하는 것이 좋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CPU와 내장GPU의 계산
성능을 프로파일링하여 동적으로 두 계산 디바이스에 워크로드를
분배함으로써 계산 성능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
시한 방법들을 통해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이 임의의 하드웨어에서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최상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어: OpenCL, GPGPU, 이미지 처리, 자동최적화, 병렬 처리
학번: 2014-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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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휴대용 영상촬영 기술의 발전 및 보급 확산이 급속도로 이뤄지면
서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및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고화질, 고해상도 이미지를 기존보다 더욱 높은 데
이터 처리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1]
이미지 처리(Image processing)란 사진이나 영상 프레임같은 입출
력이 이미지인 모든 형태의 정보를 목적에 맞게 일련의 연산 작업
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창작하거나 수정하는 작업과정을 말한다.
이미지 처리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픽셀 단위로 연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처리하는 이미지의 크기와 적용시키려는 효과에 따라 이미
지 처리 시간이 상이하다. 픽셀 개수가 많은 고해상도 이미지에 여
러 이미지 효과를 차례로 적용할 경우 이미지 처리 시간이 오래 걸
리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 병렬화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병렬 컴퓨팅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한 번에 여러 연
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최근에 나오는 범용 CPU들은 대부분 멀티코
어와 내장GPU를 가지고 있어 기존 CPU를 사용해서 이미지 처리의
병렬화가 가능하다. 또한 이종 시스템을 통해 병렬화가 수행되기도
한다.
이종 시스템이란 통상 범용 CPU와 고속의 병렬 계산에 특화된
가속기를 함께 사용하여 높은 성능과 전력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속기로는 GPU, DSP,
FPGA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CPU와 GPU가 하나의 칩에 집적되고
메로리를 공유하는 APU(Accelerated Processing Unit)도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Open Computing Language(OpenCL)[2]이란 위와 같은 멀티코어
CPU 및 이종 시스템에서 가속기를 사용하기 위한 병렬 프로그래밍
국제 표준 모델이다. OpenCL은 사용하려는 하드웨어와 실행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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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한 파라미터 값이 다르게 적용
되어야 한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중 대표적인 것이 워
크그룹(work-group)크기와 병렬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계
산을 수행하는 계산 디바이스(compute device)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지 처리는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
에 적용되어 있다.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은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개발자가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OpenCL프로그
램의 최적 설정 값을 미리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OpenCL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최
적화될 수 있도록 병렬화 방법과 워크그룹 크기를 자동으로 검색하
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하나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이미지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OpenCL코드 성능이 순차코드 성능보다 느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enCL코드가 순차코드보다 더 빠른 속도
를 낼 수 있는 이미지 크기 threshold를 자동으로 검색하도록 한다.
그래서 검색된 크기 이상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았을 경우에만
OpenCL코드로 이미지를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 입력 크기에
대해서 항상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처리해야할 이미지 픽셀 개수가 많아 OpenCL코드를 사용
해야 할 경우 CPU나 GPU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둘 다 사
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범용 프로세서의 경
우에는 내장GPU가 같이 집적되어있어 멀티코어 CPU와 내장GPU를
모두 활용하여 연산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작업에 대해 멀티코
어CPU와 내장GPU의 성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디바이스
에 적절한 워크로드가 분배되어야한다.
본 논문은 크기가 충분히 큰 이미지에 대해 OpenCL코드가 수행
될 때 멀티코어 CPU와 내장 GPU에 각각 적합한 워크로드를 동적
으로 분배해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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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연구
OpenCL을 사용하여 가속기를 활용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병
렬 가속화하는 선행 연구는 이미 진행되었다[3, 4, 5]. 내장 GPU을
활용한 워크그룹 할당 기법[3]연구는 OpenCL 2.0버전에서 제공하는
non-uniform work-group기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필터를 적용시키
는 이미지 처리 함수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멀티코어 CPU를 위한
OpenCL 워크그룹을 자동선택 방법[4]은 OpenCL커널 코드의 프로
파일링을 통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워크그룹 크기를 선택하
는 방법이다. 내장 GPU에서 OpenCL의 이미지 객체를 활용한 이미
지 처리 가속화 연구[5]는 GPU의 텍스쳐 메모리의 특성을 활용하여
OpenCL의 이미지 처리 성능을 향상하였다. 위의 세 가지 방법 모두
OpenCL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방법이었지만, OpenCL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이식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가속기에 대해서도 최적화가 이뤄져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OpenCL 자동최적화 방법은 사용자 컴퓨터의
OpenCL이 수행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
한다.
CPU와 GPU간의 워크로드를 분배하는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다[7,
8, 9, 10, 11, 12]. WebCL을 활용한 CPU-GPU간 워크로드 분배방법
[7]은 처리해야할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task들을 하나의
command queue에 삽입 후 CPU와 GPU가 스케쥴러로부터 task를
받아 수행한다. SKMD[8]는 CPU와 GPU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
하도록 만든 프레임워크로서 통합된 디바이스에 워크그룹을 분배하
는 방법으로 CPU와 GPU를 활용하였다. Harmony[9]는 데이터
dependancy 그래프를 만든 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커널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Merge[10]는 이종시스템에서
map-reduction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CPU-GPU 워크로드 분배 라
3

이브러리 시스템이다. Qilin[11]은 여러 개의 thread들을 자동으로
두 종류의 다른 프로그래밍 모델로 분배 및 변환하여 하나의 CPU
와 하나의 GPU에 작업을 수행시킨다. 여러 개의 GPU를 하나의 계
산 디바이스로 보이도록 하여 워크로드를 분배하는 연구도 있다
[12]. PEPPHER[13]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성능 예측 모델을 통해 이
종시스템에서의 실행 방법을 튜닝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앞서 진
행된 연구들은 데이터 전송이나 워크로드 분할 시 성능 격차를 고
려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한 프로그래밍 모델에 기반한다던지 특정
한 커널에 제한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워크로드 분배 기
법은 워크그룹 단위보다도 더 정밀한 데이터 단위로 워크로드를 분
배함으로서 성능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커널코드의 제한
이 없다.
이처럼 사용자의 컴퓨터에 장착된 계산 디바이스 종류에 관계없
이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최적화가 이뤄져야한다. 또한 하나의 디
바이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멀티코어CPU와 GPU를 모두 활용해
다양한 이미지 처리 함수에 대해서 성능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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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OpenCL과 이미지 처리
이 장에서는 OpenCL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기술한다. 그리고
OpenCL과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OpenCL 플랫폼
그림 3.1은 OpenCL 플랫폼 모델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OpenCL 플랫폼은 하나의 호스트와 하나 이상의 계산 디바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호스트는 호스트 프로세서(host processor)와 메인
메모리인 호스트 메모리를 보유하고 있다.
계산 디바이스에는 하나 이상의 계산 유닛(CU; compute unit)이
있으며, 각 계산 유닛에는 다시 하나 이상의 PE(processing
element)가 있다. 하나의 PE는 OpenCL 커널 함수를 수행하는 단위
이다. 계산 디바이스는 네 종류의 메모리 영역 - 글로벌 메모리
(global memory), 로컬 메모리(local memory), 프라이빗 메모리
(private memory), 컨스턴트 메모리(constant memory)- 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영역은 모든 PE들이 공유하며 모든 PE들이 데
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로컬 메모리 영역은 각 계산 유닛마다 독
립적으로 하나씩 존재하며, 계산 유닛 안의 PE들이 공유한다. 프라
이빗 메모리 영역은 각 PE마다 독립적으로 하나씩 존재하며 각 PE
들은 서로 다른 PE의 프라이빗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다. 컨스턴트
메모리는 글로벌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계산 디바이스 내 모든 PE들
이 공유한다. 하지만 컨스턴트 메모리는 읽기 전용 메모리이기 때문
에 글로벌 메모리와는 다르게 PE가 데이터를 쓸 수는 없다. 통상
적으로 호스트 프로세서는 CPU에 해당하며, 운영체제가 호스트 프
로세서에서 실행된다. 계산 디바이스는 멀티코어 CPU 혹은 가속기
(GPU, Intel Xeon Phi 코프로세서, FPGA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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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L로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호스트 프로그램과
OpenCL 프로그램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호스트 프로그램은 일반적
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 C, C++, Java 등으로 작성한다.
OpenCL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커널 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C와
유사하게 생긴 OpenCL C라는 언어로 작성한다. 커널 함수란 계산
디바이스가 수행해야 할 코드이다.

3.2 실행 모델

그림 3.1 OpenCL 플랫폼

그림 3.2는 OpenCL의 실행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호스트
프로그램이 호스트에서 수행된다. 호스트 프로그램이 OpenCL커널을
호출하게 되면 계산 디바이스에서 커널이 수행된다. 호스트 프로그
램은 커널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NDRange라는 N차원(1 ≤
N ≤ 3) 인덱스 공간을 정의한다. 인덱스 공간의 각 점은 워크 아이
템(work-item)이라 부른다. 워크 아이템(work-item)이란 하나의 커
널 함수를 실행하는 스레드라고 할 수 있고 다수의 워크아이템이
묶여 하나의 워크 그룹(work-group)을 구성한다. 그림 3.2를 보면
9x6 크기의 2차원 NDRange가 정의되어있고 워크 아이템이 3x3개
6

씩 묶여 워크 그룹이 형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워크아이템은 NDRange 인덱스 공간안에서 고유의 글로벌 ID
와 로컬 ID를 갖는다. 글로벌ID는 NDRange 인덱스 공간에서 각 워
크아이템의 위치가 된다. 로컬 ID는 워크 그룹 내에서 각 워크 아이
템의 위치가 ID가 된다. 예를 들어, 그림3.2에서 워크 아이템 화살표
가 가리키고 있는 워크 아이템의 글로벌ID는 (8, 5)가 되고 로컬ID
는 (2, 2)가 된다. 워크 그룹 크기(work-group size)는 하나의 워크
그룹에 속한 워크아이템의 개수를 말한다. 워크 그룹 또한 인덱스
공간에서 고유의 ID를 갖는다. 예시로 그림3.2에서 화살표가 가리키
고 있는 워크 그룹의 ID는 (2, 1)이 된다. NDRange에 속한 여러 워
크 그룹은 디바이스 안의 여러 계산 유닛들로 나눠져 실행된다. 워
크 그룹에 속한 여러 워크 아이템은 하나의 계산 유닛 안의 여러
PE로 나눠져 동시에 수행된다.

그림 3.2 2차원 NDRange 커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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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penCL 프로그램
그림 3.3은 (C = A + B)연산을 수행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3 (a)는 순차코드이며 그림 3.3 (b)는 OpenCL
프로그램이다.
그림 3.3 (b)의 19번째 줄에서 OpenCL 플랫폼을 얻는다. 얻어진
OpenCL 플랫폼으로부터 OpenCL 디바이스를 얻어온다(20번째 줄).
그 다음 OpenCL 컨텍스트를 생성한다(22번째 줄). OpenCL 컨텍스
트는 디바이스, 커맨드큐(command-queue), 프로그램, 커널, 그리고
메모리 객체(memory object)같은 OpenCL 연산에 필요한 객체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상자같은 개념이다. 커널을 디바이스에서 실행
시키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에 종속된 커맨드큐가 생성되어야한다(24
번째 줄). OpenCL 프로그램에서는 호스트가 커맨드를 통해 계산 디
바이스를 조종한다. 커맨드들은 커맨드큐를 통하여 디바이스에
enqueue된다. 하나의 커맨드 큐는 하나의 디바이스에만 종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커맨드큐에 enqueue된 커맨드들은 종속된 디바이스
에서만 수행된다.
OpenCL에는 세 종류의 커맨드가 존재한다 – 커널 실행 커맨드,
메모리 커맨드, 그리고 동기화 커맨드가 있다. 커널 실행 커맨드는
계산 디바이스에 커맨드를 수행시키는데 사용된다. 메모리 커맨드는
호스트와 계산 디바이스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을 하거나 계산 디바
이스끼리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사용된다. 동기화 커맨드는 커맨드들
사이에서 실행순서를 맞출 때 사용된다.
OpenCL 플랫폼 모델에 따르면 호스트와 계산 디바이스는 메모리
를 공유하지 않는다. 게다가 OpenCL 메모리 객체는 계산 디바이스
의 메모리 영역에 생성되고 메모리를 할당 받는다(28-30번째 줄).
호스트에서 초기화된 데이터는 clEnqueueWriteBuffer()(43-44번째
줄)을 통해 OpenCL 메모리 객체로 복사된다.
OpenCL 커널은 OpenCL C언어로 작성이 되며 C 문자열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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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 <stdio.h>
2
3int main(int argc, char* argv[]) {
4 const int N = 1024;
5 size_t bytes = N * sizeof(int);
6
7 int* buffer_A = (int*)malloc(bytes);
8 int* buffer_B = (int*)malloc(bytes);
9 int* buffer_C = (int*)malloc(bytes);
10
11 // Initialize host memory objects.
12 for( int i = 0; i < N; i++) {
13
buffer_A[i * N +ｊ] = i;
14
buffer_B[i * N + j] = i * 2;
15 }
16
17 // Calculate C=A+B
18 for( int i = 0; i < N; i++) {
19
buffer_C[i] = buffer_A[i] + buffer_B[i]
20 }
21
22 return 0;
23}

(a) C 프로그램

1 #include<CL/opencl.h>
2 #include<stdio.h>
3
4 // An OpenCL Kernel that calculate C = A + B
5 const char* kernel_str = “__kernel void matmul(”
6 “__global int* A, __global int* B, __global int* C, const int N) {”
7“
int id = get_global_id(0); ”
8“
C[id] = A[id] + B[id]; ”
9 “ }”;
10
11 int main(int argc, char* argv[]) {
12 cl_platform_id
platform;
13 cl_device_id
device;
14 cl_context
context;
15 cl_command_queue queue;
16 cl_int
err;
17
18 // Get an OpenCL platform and device
19 err = clGetPlatformID(1, &platform, NULL);
err = clGetDeviceID(platform, CL_DEVICE_TYPE_ALL, 1, &device,
20
NULL);
21 // Create an OpenCL context
22 context = clCreateContext(NULL, 1, &device, NULL, NULL, &err);
23 // Create a command-queue
24 queue = clCreateCommandQueue(context, device, 0, &err);
25 const int N = 1024;
26 size_t bytes = N * sizeof(int);

그림 3.3 C = A + B 계산 예시 코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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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 Create OpenCL memory objects
cl_mem mem_A = clCreateBuffer(context, CL_MEM_READ_ONLY, bytes,

29

NULL, &err);
cl_mem mem_B = clCreateBuffer(context, CL_MEM_READ_ONLY, bytes,

30

NULL, &err);
cl_mem mem_C = clCreateBuffer(context, CL_MEM_WRITE_ONLY, bytes,
NULL, &err);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int* buffer_A = (int*)malloc(bytes);
int* buffer_B = (int*)malloc(bytes);
int* buffer_C = (int*)malloc(bytes);
// Initialize host memory objects
for(int i = 0; i < N; i++) {
buffer_A[i * N + j] = i;
buffer_B[i * N + j] = i *２;
}
// Copy host memory objects to OpenCL memory objects
err = clEnqueueWriteBuffer(queue, mem_A, CL_TRUE, 0, bytes,
buffer_A, 0, NULL, NULL);
err = clEnqueueWriteBuffer(queue, mem_B, CL_TRUE, 0, bytes,
buffer_B, 0, NULL, NULL);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Create an OpenCL program from source
cl_program program = clCreateProgramWithSource(context, 1, (const
char**)&kernel_src, NULL, &err);
// Build the OpenCL program
err = clBuildProgram(program, 1, &device, NULL, NULL, NULL);
// Create an OpenCL kernel
cl_kernel kernel = clCreateKernel(program, “addition”, &err);
// Set arguments of the OpenCL kernel
err = clSetKernelArg(kernel, 0,
err = clSetKernelArg(kernel, 1,
err = clSetKernelArg(kernel, 2,
err = clSetKernelArg(kernel, 3,

sizeof(cl_mem), &mem_A);
sizeof(cl_mem), &mem_B);
sizeof(cl_mem), &mem_C);
sizeof(int), &N);

size_t lws[1] = {32}; size_t gws[1] = {N};
// Launch the OpenCL kernel
err = clEnqueueNDRangeKernel(queue, kernel, 1, NULL, gws, lws,
0, NULL, NULL);
// Get the result from the device
err = clEnqueueReadBuffer(queue, mem_C, CL_TRUE, 0, bytes,

buffer_C, 0, NULL, NULL);
64 return 0;
65}

(b) OpenCL 프로그램
그림 3.3 C = A + B 계산 예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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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5-9번째 줄). 이 문자열이 OpenCL program으로 바뀌는
것이다(47번째 줄). OpenCL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OpenCL 커널
로 구성되어있는 OpenCL 커널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x예시에서는 OpenCL 프로그램은 OpenCL 커널 addition만 갖
고 있다. OpenCL 커널 소스 문자열은 clBuildProgram()을 통해 바
이너리로 빌드된다(49번째 줄).
빌드된 OpenCL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바이스에서 연산될 커널 객
체를 생성한다(51번째 줄). 생성된 커널 객체를 이용하여 커널에 사
용될 인자들을 clSetKernelArg()를 통해 설정한다(54-57번째 줄). 그
다음 커널을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위해 커널 실행 커맨드인
clEnqueueNDRangeKernel()을 실행시킨다(61번째 줄). 이 때
NDRange 인덱스 공간(gws)과 워크그룹 크기(lws)를 프로그래머가
지정해줘야 한다(59번째 줄). 마지막으로 연산이 끝나면 결과값을
clEnqueueReadBuffer()를 이용해 계산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복사
해온다(63번째 줄).

3.4 OpenCL과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이미지 처리는 동일한 연산을 각각의 픽셀마다 적용
한다. 그림 3.4와 같이 CPU에서는 반복문을 통해 각각의 픽셀에 접
근하여 동일한 효과를 적용시킨다. 이것을 OpenCL로 병렬화하면 각
워크 아이템마다 서로 다른 하나의 픽셀에 접근하여 효과를 적용시
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워크 아이템 개수는 이미지 처리
함수를 적용하려는 이미지의 전체 픽셀 개수가 된다. 그 안에서 워
크 그룹 크기를 정하여 워크 그룹을 나누고 커널을 수행시킨다. 이
때 각각의 워크 아이템은 서로 다른 픽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 그룹 크기가 달라져도 연산의 정확성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성능 측면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크기로 묶는 것은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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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CPU와 GPU의 연산 방법

가속기들은 범용 CPU에 비해 코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수의 이미지 처리 기법은 각각의 픽셀마다 독립적으로 적
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PE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픽셀을 처리할
수 있는 OpenCL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향상에 좋다. 하지만 반드시
가속기가 있을 때만 OpenCL 프로그램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
다. 앞서 말했듯이 OpenCL은 멀티코어 CPU 및 가속기를 위한 병
렬 프로그래밍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가속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가속기가 없을 때에는 멀티코어
CPU를 사용하도록 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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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최적화 방법
이 장에서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자동 최적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기술한다.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자동 최적화는 그
림 4.1에 나타는 것처럼 세 단계로 나눠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
드웨어에 맞는 병렬화 방법과 최적 워크그룹 크기를 선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미지 함수마다 이미지 크기 threshold를 검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이미지 함수에 대해 멀티코어CPU와 내장
GPU의 성능을 측정 후 두 디바이스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워크로
드 분배비율을 검색한다. 이와 같이 최적화 방법에 순서가 적용된
이유는 OpenCL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다. 순차코드와 OpenCL
코드의 성능을 비교하거나 각 디바이스에서 OpenCL코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OpenCL코드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상태
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과 병렬
화 방법 선택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
색과 CPU-GPU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은 서로 dependence가 없
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 CPU-GPU 워크로드 분배는
CPU-GPU 워크로드 분배는 처리해야할 데이터가 많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 threshold검색과의 순서상 관계는 없다.
이미지 처리 함수는 이미지의 픽셀값만을 이용해 연산하기 때문
에 이미지의 압축비율이나 색상순서와 같은 이미지 정보들은
OpenCL 워크그룹 크기나 이미지 크기 threshold 그리고 CPU-GPU
워크로드 분배 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이미지
처리 함수는 병렬화 단위가 픽셀이나 행/열 등 병렬화가 잘 되는 함
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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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penCL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자동최적화 흐름도

4.1 병렬화 방법 선택

OpenCL을 사용화여 병렬화할 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면 커널 코드에서 백터화를 사용하는지 또는
NDRange를 몇 차원으로 수행하는지 등이 있다. 이는 하드웨어의
아키텍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a)

그림 4.2 두가지 병렬화 방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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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하나의 이미지 처리 함수에 대해서 2가지의 병렬화 코
드가 있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워크 아이템 하나가 인접한 여러 픽
셀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그림 4.2 (a))과 다른 하나는 하나의 워크
아이템이 하나의 픽셀을 처리하는 것(그림 4.2 (b))이다.
실행되는 하드웨어 특성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을 수행해 본 후 더 속도가 빠른 방법을 앞으로의 수행방식으
로 고정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이미지 처리 함수를 여러 개
의 병렬화 방법으로 수행해 보고 가장 성능이 좋은 병렬화 방법을
앞으로의 수행방식으로 설정한다.

4.2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
워크그룹 크기는 계산 디바이스의 계산 유닛과 연관이 있다. 계산
유닛 안의 각 PE는 하나 이상의 워크아이템을 처리하는데 워크아이
템 하나는 PE하나에서만 처리된다. 따라서 워크 그룹 안의 워크 아
이템 개수 즉, 워크그룹 크기가 계산 유닛 안의 PE개수와 일치하지
않거나 배수관계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PE가 생길 수 있
다. 예를 들어, GPU제조사마다 다른 이름의 워크 그룹을 가지고 있
다. NVIDIA사의 GPU경우는 하나의 CU가 32개의 PE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 그룹 크기를 32 또는 그 배수로 설정하였을 때
GPU의 모든 PE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워크그룹 크기
가 PE개수와 일치하거나 큰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그룹 크기는 커널 함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져야 한
다.
예를 들어 그림 4.3에서 GPU에 여러 개의 CU가 존재하고 각 CU
는 16개의 PE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가정한다. 이 GPU로 1024개
의 워크아이템을 처리해야한다고 가정해본다. 만약 워크그룹크기를
16개 이하로 설정하게 된다면 일을 하지 않는 잉여 자원이 생기게
된다. 그림 4.3의 경우에는 워크그룹 크기를 4로 설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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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자원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 CU마다 12개의 코어들이 일
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 워크그룹 크기가 4일 때 GPU 자원 활용도

그렇지만 워크그룹크기가 하나의 CU내 PE개수와 일치하거나 큰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워크그룹 내 각 워크아이템마다 사용
하는 메모리의 합이 하나의 CU가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자원보다
클 경우가 예시 중 하나이다[6]. 예를 들어, 하나의 CU에 32개의
PE가 구성되어있다. 그렇다면 워크 그룹 사이즈는 32의 배수로 설
정되었을 때 PE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만약 워크 그룹 크기가 8 이상이고 하나의 워크 아이템이 하나
의 CU에 할당된 프라이빗 메모리 전체의 1/8을 사용한다고 하면 프
라이빗 메모리대신 디바이스 메모리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워크
그룹 내 워크 아이템 전체가 동작이 느려질 것이다. 즉, 워크 그룹
크기가 작을 때에도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워크 그
룹 크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 워크그룹 크기를 찾기 위해 OpenCL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저
워크그룹 크기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최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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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 순서도

크그룹 크기까지 워크그룹 크기 후보군을 선정 후 OpenCL로 작성
된 이미지 처리 함수마다 모든 워크그룹 크기 후보를 수행시켜본다.
이 때 성능측정을 위한 이미지는 충분히 큰 크기를 가진 임의의 이
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워크그룹 크기를 OpenCL 코드로 다수 실
행한다. 각 워크그룹 크기에서의 평균 수행시간을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평균 수행시간을 가진 워크그룹 크기를 해당 OpenCL 이
미지 처리 함수의 최적 워크그룹 크기로 설정한다.

4.3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이미지 처리 함수는 처리하려는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성능이 달
라진다. 특히 순차코드의 경우는 이미지의 크기에 비례하게 처리시
간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OpenCL코드의 경우는 처리해야할 이미
지 데이터가 적을 때는 오히려 순차코드보다 성능이 느리게 나올
수 있지만 이미지 크기가 증가하다보면 순차코드보다 빠른 처리시
간을 갖는 시점이 온다(그림 4.5). 이것은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연
산만 하면 되는 순차코드와는 달리 OpenCL코드는 데이터 전송같은
계산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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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PU는 아키텍처 특성상 context switching을 통해 memory
latency를 숨긴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워크그룹이 생
성되어 streaming multiprocessor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미지
크기 threshold는 streaming multiprocessor가 최대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순차코드보다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미지
크기는 워크그룹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treaming
multiprocessor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순차코드보다 성능이 좋은 이
미지 크기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미지 함수마다 이미지 크
기별로 순차코드와 OpenCL코드의 성능을 측정해보고 OpenCL코드
가 더 좋은 성능을 갖는 시점의 이미지 크기를 자동으로 검색한다.
검색된 이미지 크기를 해당 이미지 함수의 이미지 크기 threshold로
설정함으로써 어떤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더라도 사용하려는
이미지 처리 함수가 최고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그림 4.5 이미지 크기 threshold 설정 시점

이미지 크기 threshold검색은 성능을 측정할 다양한 크기의 이미
지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생성된 각 크기의 이미지들을 이미
지 처리 함수 순차코드와 OpenCL코드를 다수 수행하여보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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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행시간을 계산 후 비교해본다. 순차코드 수행시간이 OpenCL
코드 수행시간보다 빠르면 이미지 크기를 증가시켜 임의의 이미지
생성단계서부터 다시 수행한다. 이 과정을 OpenCL코드가 순차코드
보다 더 짧은 수행시간을 갖는 시점이 올 때까지 진행한다. OpenCL
코드가 순차코드보다 짧은 수행시간을 갖는 이미지 크기를 찾으면
그 값을 해당 이미지 함수의 이미지 크기 threshold값으로 설정한다.
만약 충분히 큰 크기의 이미지까지 성능측정을 했으나 OpenCL코드
의 성능이 순차코드의 성능보다 좋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함수는
항상 순차코드를 수행하도록 설정한다.

그림 4.6 이미지 크기 threshold 설정 순서도

4.4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
최근 출시되고 있는 데스트탑용 프로세서는 멀티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장GPU도 집적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외장
GPU를 보유하지 않고도 멀티코어CPU와 내장GPU 두 계산 자원을
모두 활용해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미지 처
리의 경우는 주어진 픽셀값에 정해진 연산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
용할 수 있는 계산 디바이스별로 미리 성능을 측정해볼 수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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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연산에 대해 각 계산 디바이스가 비슷하거나 확연히 다른 성
능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 함수에 대해 디바이
스A는 디바이스B보다 동일한 이미지를 빨리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 함수를 두 개의 디바이스를 모두 활용해 이미지
를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이 때 디바이스A는 같은 시간 안에
디바이스B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를 균등하게 반으로 나눠 처리하게 된다면(그림 4.7(a)) 처리 속도
가 늦은 디바이스B 때문에 속도개선효과가 낮아지게 된다. 그림4.7
은 크기가 10x10인 이미지를 디바이스A와 디바이스B를 모두 이용
하여 이미지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워크로드 분배에 따라 처리시간
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디바이스A는 해당 이미
지 함수를 수행하는데 0.6초가 소요되었고 디바이스B는 0.4초가 소
요된다고 가정한다. 이런 상태에서 디바이스의 성능과 관계없이 워
크로드를 균등하게 분배하면(그림 4.7(a)) 디바이스A의 처리시간이
충분히 줄지 않아 전체 처리시간이 적게 줄어들게 된다(그림
4.7(C)). 각 디바이스의 소요시간 비율을 따져 디바이스A와 디바이
스B에 각각 2:3의 비율로 워크로드를 분배하면(그림 4.7(b)) 두 디바
이스의 처리시간이 비슷하게 소요될 것이다(그림 4.7(d)).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은 모든 이미지 함수들의 OpenCL코드를
멀티코어 CPU와 내장GPU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때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동일한 작업에 대해 각 디
바이스의 처리속도를 측정한다. 모든 디바이스에서의 수행시간을 토
대로 비율을 측정한 후 각 디바이스에 분배해줄 워크로드 비율을
설정한다. 워크로드 비율이 설정되면 각 디바이스에서 실행할
NDRange 커널 인덱스크기를 디바이스에 할당된 비율에 맞춰 나눠
준다. 이 때 나눠지는 부분은 그림4.7과 같이 이미지 크기의 높이
부분을 분할한다. 이는 NDRange 인덱스 차원을 2차원으로 설정할
때 줄 단위로 픽셀이 연산되는 이미지 함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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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워크로드 분배와 처리시간 관계 예시
21

제 5장 실험결과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OpenCL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자동 최적화의 성능을 평가한다. 실험환경은 표 5.1에 정리되어있다.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은 Intel i5-4690 CPU, 4GB RAM, Intel HD
Graphics On-Chip GPU로 구성되어있다.
시스템 사양
CPU
Intel Core i5-4690 Quad-Core
GPU 내장GPU
Intel HD Graphics 4600
RAM
4GB
표 5.1 실험 시스템 사양

이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최적화 방법인 병렬화 방법 선택,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 이미지 크기 threshold검색, 그리고 워크로드
동적분배 비율 검색에 대한 실험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 처리 함수들은 표 5.2와 표 5.3에 설명되어
있다. 병렬화 단위가 픽셀, 행, 또는 열인 이미지 처리 함수들을 대
상으로 실험하였다. 병렬화 방법 선택,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그리고 CPU-GPU간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에 사용된 이미지 처
리 함수들은 표 5.2에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에 사용된 이미지 처리 함수들은 표 5.3에 설명되어 있다.

22

이미지 처리 함수 병렬화
단위
행과
열
Blur
픽셀
EdgeDetect픽셀
Difference
Grayscale
픽셀
Blender

픽셀

실험 내용
병렬화 방법
선택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CPU-GPU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

설명

이미지 선명도 감소
이미지 내 가장자리 추출
이미지를 회색조로 색상
조정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

표 5.2 병렬화 방법 선택,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CPU-GPU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에 사용된 이미지 처리 함수

이미지 처리
함수

실행 병렬화
설명
횟수 단위
1
픽셀 이미지 크기 변경
1
픽셀 픽셀의 alpha를 255로 만듬
2
행과
열 이미지 선명도 감소
SoftEdge
1
픽셀 픽셀의 alpha를 0으로 만듬
mask영역만 남
1
픽셀 이미지에서
게함
하나의 색상으로
1
픽셀 이미지를
채움
1
픽셀 이미지 크기 변경
Glow
alpha값으로
2
픽셀 입력이미지의
출럭이미지를 mask함
2 행과 열 이미지 선명도 감소
1
픽셀 픽셀의 alpha를 255로 만듬
2
픽셀 이미지 크기 변경
입력이미지의 alpha값에 반
1
픽셀 대되도록 출력이미지를
InnerShadow
mask함.
BlendNormal 1
픽셀 두 이미지를 병합하는 함수
mask영역만 남
Mask
1
픽셀 이미지에서
게함
내부 함수
ResizeImage
AlphaCeil
Blur
AlphaFloor
Mask
FillColor
ResizeImage
GetMask
Blur
AlphaCeil
ResizeImage
GetInverse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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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Mask
OuterShadow Transform
Blur
Transform
Reflection
GradientAlpha
Blur

1
1
1
1
1
1

픽셀
픽셀
행과 열
픽셀
픽셀
행과 열

입력이미지의 alpha값으로
출럭이미지를 mask함
이미지 변형
이미지 선명도 감소
이미지 변형
이미지 내 alpha값을 지정
된 범위에서 선형으로 변경
이미지 선명도 감소

표 5.3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에 사용된 이미지 처리 함수

5.1 병렬화 방법 선택 실험

병렬화 방법 선택 실험에서는 이미지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Blur
이미지 처리 함수를 사용하였다. Blur 함수의 경우는 하나의 픽셀을
처리하기 위해 인접한 픽셀값들을 참조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함수
이다. 이 함수 같은 경우 NDRange 인덱스를 1차원으로 병렬화 했
을 경우의 각 워크아이템마다의 데이터 접근 방식과 2차원으로 병
렬화 했을 경우의 데이터 접근방식이 다르다.
그림 5.1 는 Blur 이미지 처리 함수의 병렬화 방법에 따른 성능과
자동 최적화가 이뤄졌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성능 향상
수치는 순차코드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값이다. 멀티코어CPU, 내장
GPU(On-Chip GPU), 외장GPU(Discrete GPU)모두 1차원 NDRange
커널(1D)이 2차원 NDRange 커널(2D)보다 성능이 좋게나온다. 멀티
코어CPU에서 1차원 NDRange 커널은 순차코드보다 6.63배 빠른 성
능을 보였다. 내장GPU의 경우는 순차보드 성능의 1.7배, 외장GPU
이 경우에는 순차코드 성능보다 8.87배 빠른 성능을 보였다. 자동최
적화(OPT)이후에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을 때 성능이 좋게
나왔던 1차원 NDRange kernel과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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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각 디바이스에서의 병렬화 방법 성능 비교

5.2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 실험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 실험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
처리 함수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이미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함수
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반사효과를 내주는 reflection함수는 이미
지를 변형시키는 함수와 이미지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함수 그리고
이미지의 알파값을 조절하는 함수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함수들의 경
우는 워크그룹 크기로 인한 성능 향상이 미비하다. 하지만 합성함수
의 경우에는 내부에 여러 개의 기본함수들이 있고 각 함수들은 모
두 각각의 최적 워크그룹이 존재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동일한 워크
그룹 크기를 합성함수 내 기본함수들에게 적용하게 되나면 어떤 기
본함수는 성능이 좋게 나올 수 도 있고 또 다른 기본함수는 성능이
안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함성 함수 내 기본함수
들을 각각의 최적 워크그룹 크기로 수행하도록 자동화 하여 합성함
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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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함성함수에 워크그룹 크기를 32부터 두 배씩 키워가며
512까지 고정된 워크그룹 크기를 함성함수에 적용시킨 것과 최적
워크그룹 크기 검색 후 자동최적화된 함성함수의 성능을 비교해 봤
다.
Reflection함수의 경우 멀티코어 CPU에서 내부함수에 최적화된
워크그룹 크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순차코드보다 3.1배 성능향상을
보였다. 멀티코어CPU에서 워크그룹 크기를 일괄 적용한 경우보다
최적화된 워크그룹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최대 2.5배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내장GPU의 경우에는 reflection함수는 워크그룹 최적화 후
2.7배의 성능향상이 이뤄지며 내장GPU에서 워크그룹 크기가 동일하
게 적용된 성능보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내장GPU 또한 워크그룹
크기를 함수마다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보다 최적 워크그룹 크기를
적용하였을 때 최대 1.6배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처럼 합성함수의 내부 이미지 함수마다 최적 워크그룹 크기를
찾아 적용한 것이 동일한 워크그룹 크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
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산 디바이스마다
최적 워크그룹 크기를 찾아 적용함으로써 실험한 모든 디바이스에
서 최적 워크그룹 크기를 적용시킨 것이 항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5.3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실험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실험에서는 일정 이미지 크기 이상에
서 OpenCL코드의 성능이 좋아지는 이미지 처리 함수와 항상 순차
코드가 OpenCL코드 성능보다 좋은 이미지 처리 함수를 대표적으로
도표해봤다.
그림 5.4는 이미지를 회색조로 변형시키는 이미지 처리 함수
Grayscale에 다수의 이미지 크기를 입력하였을 때 멀티코어CPU(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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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멀티코어CPU에서 워크그룹 크기에 따른 합성함수 성능 비교

그림 5.3 내장GPU에서 워크그룹 크기에 따른 합성함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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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4 (a))와 내장GPU(그림 5.4 (b))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순차
코드와 OpenCL코드는 해당 함수를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순차코드 또는 OpenCL코드로 실행시킨 결과이다. 그리고 최적화코
드는 OpenCL코드가 더 빠른 이미지 크기를 기점으로 작은 이미지
는 순차코드를 수행하고 큰 이미지는 OpenCL코드로 수행하도록 최
적화 시킨 것이다. 이 이미지 함수의 경우 멀티코어CPU에서는
OpenCL코드의 성능이 빠른 이미지 크기가 400x400으로 검색되어
그 이후로는 계속 OpenCL코드가 동작한다. 하지만 내장GPU의 경
우 큰 크기의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와도 순차코드가 OpenCL코드
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최적화 이후에도 순차코드가 동작하며 성

(a) 멀티코어CPU

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5 는 가장자리를 추출하는 이미지 처리 함수인
EdgeDetectDifference에 대해 각 디바이스마다의 최적화 결과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 멀티코어CPU(그림 5.5 (a))의 경우 이미지 크기
threshold는 600x600으로 검색되었으며 해당 이미지 크기를 기준으
로 이미지 크기가 작을 때 OpenCL코드가 순차코드보다 느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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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장GPU
그림 5.4 Grayscale함수의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적화된 후에는 모든 이미지 크기에서 성능 저
하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멀티코어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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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장GPU
그림 5.5 EdgeDetectDifference 함수의 이미지 크기 threshold 검색

5.4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 실험
그림 5.6는 4096x4096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함수를 여러 디바이
스에 수행시켜본 결과이다. 실험은 멀티코어CPU와 내장GPU를 각
각 실행한 다음 워크로드를 반으로 나누어 멀티코어CPU와 내장
GPU를 동시에 수행(Uniform)한 것과 각 디바이스의 성능을 비교하
여 동적으로 워크로드를 분배(Dynamic)한 후 두 디바이스를 동시에
수행(Dynamic)하였다. 무조건 워크로드를 반으로 나눠 두 개의 디
바이스를 사용했을 경우는 오히려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한 것보
다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동적
으로 워크로드를 분배한 것이 디바이스를 하나만 사용한 것보다 최
대 6% 성능이 좋아졌다.
성능향상이 크지 않은 이유는 OpenCL특성 때문이다. 3.3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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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뤘듯이 OpenCL을 사용하려면 OpenCL의 환경을 설정해야하고 연
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디바이스에 전송 및 연산 결과를 다시
전송받아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OpenCL코드 수행시간 중 대
부분을 커널 연산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면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큰 성능개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OpenCL코드 수행시
간 중 커널 연산이 아닌 메모리 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계산 디바이스를 늘려도 성능개선이 크지 않다. 실제로 그림 5.6 실
험에 사용된 이미지 함수들은 OpenCL코드 수행시간 중 30%만이
연산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능향상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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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워크로드 분배 비율 검색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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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OpenCL을 사용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자
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다. OpenCL코드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병렬화 방
법을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사용되는 하드웨어의 종류에 관계
없이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최고의 OpenCL코드 성능을 낼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하드웨어에 가장 적합한 워크그룹 크기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어느 하드웨어에서든지 가장
좋은 이미지 처리 속도를 갖도록 하여 고정된 워크그룹 크기를 사
용하는 것보다 최대 2.5배 빠른 성능을 보였다.
OpenCL코드는 처리하려는 이미지 크기가 충분히 크기 않을 경우
오히려 기존 순차코드 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OpenCL코드가 순차코드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때만 OpenCL코드를 동작시키게 할 이미지 크기 threshold 자동 검
색 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입력 크기에 대해서
항상 최적의 처리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범용CPU는 멀티코어와 내장GPU를 가지고 있어
OpenCL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계산디바이스가 두 개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두 개의 계산디바이스에 동적으로 워크로드를 분배
해 줌으로써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을 것으
로 기대했으나 최대 6%의 성능향상만 있었다. 이는 OpenCL코드 수
행 중 30%만이 연산시간이었고 계산 디바이스들이 이미 계산 자원
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최적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디바이스
를 사용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영상 장비의 기술과 휴대성이 발전하면서 고화질 이미지의 수요
가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되는 문서편집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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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고화질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높은 계산 성능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구현한 OpenCL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자동 최적화는 동종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종 시스템
에서도 최대 계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야하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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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Optimization of Image
Processing Program Using
OpenCL Through Dynamic
Work-load Distribution
Shin Jaeho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propose automatic OpenCL optimization
techniques that will offer image processing programs the best
performance on any hardware system. Developers should seek a
proper way of parallelization and an appropriate work-group size
for the architecture of target compute devices to achieve best
performance. However, testing potential devices to find them is
both time-consuming and costly. using OpenCL does not always
provide better performance in image processing. Our techniques
automatically set up hardware-optimized parallelization and find
suitable work-group size for the target device. We also propose
a way to automatically search for a threshold image size to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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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cessing program to choose using OpenCL or not.
Beside that, modern CPUs has multicore processors and an
internal GPU which are able to use OpenCL. We suggest
dynamic workload distribution between multicore CPU and
internal GPU to maximize OpenCL performance. Through our
findings, we demonstrate that out techniques improve image
processing performance significantly.
Keywords: OpenCL, GPGPU, image processing, automatic
optimization, paralle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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