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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3차원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대용량의 영상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

리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UDA는 그래픽 연산을 위해 제작된 GPU를 일반

연산에 사용(GPGPU)하고자 나온 툴킷(Toolkit)으로, 이를 사용하면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

를 병렬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의료 영상의 개선을 병렬로 신속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CUDA를 사용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GPU Timer를 사용한

시간 측정을 통해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CT, MRI 등의 의료기기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

어지면서 3차원 의료 영상 데이터의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대용량

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영상 처

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

는 방법론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1].

그림 1. NVIDIA 그래픽 처리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의 연산 능력 차이

최근 개인용 컴퓨터에 장착되는 GPU를 사용하여 시스

템 성능을 높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GPU의 성능은 그림1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LOP/s는 초당 연산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32bit float

연산에서 2010년 출시된 인텔(Intel) i7 CPU가 100FLOP/s

수준이며, 이에 비해 NVIDIA GeForce GTX 480 시리즈

는 1.34TFLOP/s로 10배 이상의 연산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 연산 장치

트랜지스터 자원 배분 비율

(좌)중앙 처리 장치 (우)그래픽 처리 장치

이것은 GPU와 CPU의 지향점이 차이로 트랜지스터

(Transistor)의 배분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는 각각의 프로세서에 집적된 트랜지스터 배율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LU(Arithmetic and Logic Unit)는 덧셈,

뺄셈, 곱셈과 같이 실제 데이터를 계산하는 연산장치이며,

컨트롤은 연산 명령의 실행 순서와 조건 분기, 스케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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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ing)과 같은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이다. CPU의

경우 순서 제어를 위한 컨트롤과 데이터 캐시를 위해 트

랜지스터를 배분한 반면에 GPU의 경우 대량의 병렬 연산

을 처리하기 위해 트랜지스터를 ALU(Arithmetic and

Logic Unit))에 많이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하

지만 강력한 연산 능력의 차이를 발행하게 된다[2].

CUDA는 GPU에서 수행하는 병렬 알고리즘들을 C 프

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GPGPU 기술을 지원한다. GPGPU란, 기존에 그래픽 처리

를 연산을 위해 사용되는 GPU를 일반 연산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쉐이딩

프로그램(Shading Programm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그

래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하여 프로그래머가 접

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반면에 CUDA의 경

우 프로그래머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UDA 관련 연구로서 국외의 경우 Owen등은 혈관의

흐름을 약 7배 빠른 속도로 실시간 가시화를 성공하였다

[3]. Reichl등은 실시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초음파 영상을

GPU를 사용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실시간 시뮬레이션

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4]. 국내의 경우로는 장 등이

대용량의 의료 영상 데이터 렌더링을 위하여 옥트리

(Octree)를 기반으로 GPGPU를 사용한 기법을 제시하여

속도 향상을 증명하였다[5]. 홍등은 MIP 볼륨 렌더링의

화질 개선을 위해 안티-엘리어싱(Anti-Aliasing)의 샘플링

간격을 줄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많은 연산 수행을 GPU를

상용하여 렌더링 수행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화질 개선

을 이루었다[6].

본 논문은 3차원 영상 개선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CUDA를 사용한 병렬 알고리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재료

및 CUDA를 사용한 병렬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알고리즘 수행 속도 측정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술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간단한 고찰로써 논문

을 마무리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56×256×160 해상도와

512×512×160 해상도의 3차원 뇌 MR 영상을 사용하였

다.

개발 하드웨어는 Intel i7 프로세서 870, 4G DDR3

RAM, NVIDIA GeForce GTX 460이 탑재된 HP Pavilion

Elite HPE-470kr을 사용하였다. 주 개발 언어로는 MFC,

C++를 사용하였으며 4.1v의 CUDA Toolkit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NVIDIA GeForce GTX 460의 경우 CUDA 프로세스

코어가 336개이며 그래픽 클럭 800MHz, 프로세서 클럭

1600MHz, 표준 메모리 1024MB DDR5, 메모리 인터페이

스 256bit, 메모리 클럭 4000MHz를 지원한다.

2.2 CUDA Based Filtering

일반적으로 필터링 연산은 주위 픽셀의 값을 참조하여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병렬로 수행하면 동시에

모든 픽셀의 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연산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

그림 3. CUDA를 사용한 필터링 알고리즘 구성도

Input : Volume Data v, Volume Size s, Initial

Mask m

Output :　Result Volume Data

Initialize v, m on host memory

Allocate memory for v, m on device

Copy v, m from host to device d_v, d_m

Execute CUDA Kernel

if s > thread_id than

Copy neighborhood voxels from d_v to register r

Convolution from m to r

end

Copy Volume from device to host

표 1. 필터 기반의 영산 개선을 위한 병렬 알고리즘

3차원 기반의 필터링 또한 같이 이웃 복셀의 값을 사용

하여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으며, 2차원과 동일하게 복셀

하나에 하나의 쓰레드를 할당하여 연산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 그림 3은 하나의 쓰레드가 하나의 복셀 결과 값

을 연산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며, 표 1은 이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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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2.3 속도 측정

실험 대상 측정항목

Standard 256×256×160 뇌 MR 영상

512×512×160 뇌 MR 영상

커널 함수의 수행 시간CUDA

표 2. 수행 속도 측정 항목

본 논문에서 제안한 CUDA를 사용한 필터링 연산의 우

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GPU Timer를 사용하여 연산 수

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수행 시간 측정은 표 2의 항목으로

실시하였으며 커널 함수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수행 시간을 계산하였다. 수행 시간 측정은 항

목 별로 15번을 수행하였고, 수행 시간 평균을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NO

GPU CPU

256×256

×160

512×512

×160

256×256

×160

512×512

×160

1 0.041993 0.042343 6602.655 28629.25

2 0.098683 0.042343 5992.185 26494.46

3 0.097634 0.043743 5801.276 25697.58

4 0.039543 0.042343 5732.053 25144.71

5 0.039893 0.043393 5658.82 24804.28

6 0.040243 0.042693 5639.27 24582.43

7 0.039893 0.041993 5601.119 24294.05

8 0.039893 0.043043 5535.193 24123.06

9 0.039543 0.041293 5501.945 23989.63

10 0.040243 0.042693 5461.219 23677.28

11 0.040593 0.042343 5440.816 23798.68

12 0.039193 0.042343 5426.024 23555.99

13 0.039543 0.042693 5402.926 23513.66

14 0.040593 0.043043 5384.212 23289.14

15 0.040243 0.042343 5367.354 23244.04

평균 0.047849 0.042576 5636.471 24589.22

표 3. 필터 기반의 영산 개선 수행 속도 측정(단위: )

표 3은 커널의 수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GPU의

수행 시간이 CPU의 수행 시간보다 월등하게 빠르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GPU의 경우 데이터의 용량

이 수행 시간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데

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GPU와 CPU의 수행속도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GPU를 사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GPU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쉐이딩 프로그래밍이 있으나, 이 방

법은 프로그래머가 그래픽스에 대한 많은 사전 지식이 있

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

한 CUDA의 경우 C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래머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를 적극 활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증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양한 기존 영상 처리 알

고리즘들을 CUDA를 사용하여 병렬 수행을 통한 수행속

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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