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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이기종 고속 컴퓨팅 아키텍처에(Heterogeneous)

서는 연산에 적합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이기종

장치에서 분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집적화 하드

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 연산처리가 기존 프로세서 제공능

력보다 더욱 고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프로세서에서 함수 연산은 하나씩 실행하는

데 하드웨어 가속에서는 연산처리가 하드웨어,

프로세서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기종 아키텍처일 경우에는 입출력 데이,

터가 공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외의 별도. CPU

의 가속장치로는 가 있는데 이GPU, FPGA, DSP ,

중에서 는 논리 로직 기능 수행을 위해 단일FPGA

칩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사용의 편의성,

및 대폭적인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를 활용한 하드. FPGA

웨어 가속화 연구를 기반으로 고속 영상연산 처리

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드웨어 가속화2.
하드웨어 가속화 장치 중에서 는 영상처리를GPU

위한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

의 일반적인 컴퓨팅GPGPU (General Purpose GPU)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되고 있다 로. NVIDIA GPU

는 등이 있는데GeForce, Quadro, Tesla , Tesla

는 테라플릅 이상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능GPU 1

하여 고성능 영상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에 반해 최적화된 연산 수행에는 한계를 가지FPGA

고 있다 또한 는 특별한 연산수행 코어로 최적. DSP

화되어 있는데 사의, Analog Devices TigerSHARC

는 처리속도를ADSP-TS101S DSP 1.5 GFLOPS/sec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가속의 실제 적용을 위한.

고속 컴퓨팅 연구로써 등은 반도체 공정에J. Cong

사용되는 리소그래피 시뮬레이션을 위해 XD1000

시스템에서 툴을 이용하여C-to-RTL FPGA-based

하드웨어 가속을 수행하였으며 결과가 소프, FPGA

트웨어 처리 결과에 비해 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15

보였다 또한 등은 데이터 스트림[1]. Lysakov

처리를 위해 사의 에 프로그래밍된Xilinx Virtex5

알고리즘으로mean square deviation 2000x2000

영상에서 물체를 찾는데 가 소요됨을32x32 20msec

보였다 [2].

다중3. FPGA
칩은 로직 게이트 플립플롭 및 임베디FPGA , , LUT

드 블록 등의 리소스로 구성되는데 칩 사양에RAM ,

따라 각 리소스의 크기 및 처리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는 적용할 연산에 따라 구성이 가능FPGA

하며 최근에는 프로세서 코어가 내장된 가, FPGA

출시되고 있다 그림 에서는 개별적으로[3-4]. 1

동작하는 다중 와 메모리와 연결된 구성을FPGA

보여주고 있다 프로세서는 와 메모리간의. FPGA

개별제어를 담당한다 따라서 연산의 입출. , FPGA

력 데이터는 메모리와 매핑되어 있어서 프로세서,

에서는 연산처리결과를 메모리에서 엑세스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림 다중 구성1.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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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일 프로세서의 처리 연산 성능 한계로,

인해 맞춤화 코프로세서를 다중화 설계함으FPGA

로써 수 만큼의 병렬연산 및 개별 연산FPGA FPGA

재설계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실험 및 결과4.
다중 테스팅을 위해 사의FPGA Pico Computing SC5

시리즈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시스템은 그림, SC5

에서와 같이 개 와 개 슬롯에2 2 Xeon CPU 8 PCI FPGA

모듈 장착이 가능하다 개별 슬롯은 모. PCI M501

개 모듈 개가 장착 가능하며 각 모듈들은6 , M503 3 ,

와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CPU .

그림 사의 시스템2. Pico Computing SC5

모듈은M501/M503 Xilinx Virtex-6 LX240T FPGA

칩으로 구성되며 외부에 메모리가 장착되어, DDR3

있다 모듈은 사의. M501/M503 Impulse C-to-FPGA

툴인 및 사의 툴을 이용하여Impulse C Xilinx ISE

칩에 직접 바이너리 코드를 전송하여 사용이FPGA

가능하다 [5]. Virtex-6 LX240T FPGA 성능을 살펴

보기 위해 모듈을 이용하여 그림 의M503 , 3.(a)

영상에서 역투영 알고리즘을1024x1024 sinogram

이용하여 크기의 영상으로 재구성 한 결과512x512

를 그림 에서 보였다3.(b) [6-7].

(a) (b)

그림 모듈 영상처리3. M503

시스템은SC5 ubuntu 12.04, 64 bit, 3.7.29 linux

환경에서 동작하며 마더보드에 장착kernel , PCI

된 모듈을 이용한 역투영 재구성 연산 수행M503

시간은 약 초가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0.04 .

다중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모듈에FPGA FPGA

서 개별적으로 연산이 수행되므로 모듈 수에 비례,

하여 연산처리시간이 단축된다.

결론 및 향후 계획5.
본 논문에서는 다중 를 활용한 하드웨어의FPGA

가속화 연구 기반으로, 초고속 영상신호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을 위해 를 적용하여C-to-FPGA

칩의 활용성을 살펴보았으며 코FPGA , C-to-FPGA

드는 툴의 및Xilinx ISE synthesis, mappping

기능을 통해 칩에 적용되는place and route FPGA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향후에는 차원 영상의 역투영 변환 및 필터링3

기능을 개별 에서 구동하여 합성된 영상처리FPGA

에 적용하고자 한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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