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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러.

한 디지털 정보들의 처리에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된FFT

다 특히 디지털화된 영상이나 음성정보의 처리에 가. FFT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물리학 천문학 응용 수학. , ,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의 중요성 때문에[1]. FFT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알고리즘에 기반한, Cooley-Tukey

다양한 방법들이 구현에 사용되었다FFT [2].

는 고속의 연산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FFT . GPU

는 단순 그래픽 처리를 넘어서 저(Graphics Processing Unit)

가의 고속 병렬 연산 장치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3,4].

GPGPU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기술을 이용하여 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Unit) FFT

있었으며 사의 경우 에 기반한[5,6], NVIDIA FFTW [7] CUFFT

를 제공하고 있다[8] .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의 변형중 하나인FFT Peas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의 하드웨어 구성을 최적FFT GPGPU

화시킨 가속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결과 제안된 알FFT .

고리즘은 에 비하여 까지 우수한 성능을CUFFT 3% ~ 43%

보였다 본 논문의 장에서 와 환경에 대. II Pease FFT CUDA

하여 기술하고 장에서 가속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장, III , IV

에서 실험결과를 기술하고 장에 결론을 기술한다,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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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II. PEASE FFT CUDA

1. Pease FFT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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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를 고속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DFT

되었다 그중 는 원소의 수가. Pease FFT [9]   이라는

가정하에 방법을 변형한 알고리즘으로 프로그Iterative FFT

램의 가 계산 스테이지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Control Flow

장점이 있다 즉 짝수 항과 홀수 항을 짝 를[2]. (even) (odd) (pair)

이루어 계산하고 그 결과를 퍼펙트셔플 네트워크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과정은 매 스테이지마다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병렬화나 작은 규모의 하드웨.

어 구성에 적합하다.

2. CUDA [10]

는 사의 를 이용하여 병렬처리를CUDA NVIDIA GPGPU

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프로그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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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행패턴Pease FFT .

Fig. 1. Pease FFT Executing Pattern.



38 Se-Chang Oh, Young-Bok Joo, Oh-Young Kwon, and Kyung-Moo Huh

머블한 프로세서들로 구성된 상에서GPGPU SIMD (Single

구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합Instruction Multiple Data)

하다.

그림 는 의 쓰레드 블록들과 그리드를 보여주고2 GPGPU

있다 하나의 그리드는 다수의 쓰레드 블록들을 가지고 있.

으며 각 쓰레드 블록들은 다수의 쓰레드들을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래머는 쓰레드 블록과 각 쓰레드 블록 내의 쓰레드

의 수를 설정해주어야 하고 하드웨어와 드라이버들은 쓰레,

드 블록들을 내의 프로세서들에 매핑시켜 준다GPGPU .

프로그램은 쓰레드 블록내의 쓰레드 병렬성과 쓰레CUDA

드 블록들 간의 병렬성을 같이 고려해야한다.

쓰레드 블록 내의 쓰레드들은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 서

로 통신할 수 있으며 블록 내부의 쓰레드들간의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블록들간의 동기화를 하는 방법을 제공하.

지 않아서 다수의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동기화에 주의하

여야 한다 블록간의 동기화를 위해서는 호스트 에서. (CPU)

커널 함수 를 호출하여야 한다 블록간의 동기화를 제(GPU) .

공한 방법 이 제시되었지만 논리적인 블록의 수가 물리[11]

적인 의 수를 넣어가는 경우 동SM (Stream Multiprocessor)

기화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의 메모리 모델은 텍스쳐 메모리 콘스탄트 메모CUDA ,

리 글로벌 메모리 공유 메모리 레지스터 로컬 메모리들, , , ,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메모리들의 엑세스 타임과 읽기, ,

쓰기 권한은 각각 다르다 레지스터와 쉐어드 메모리는 고.

속으로 동작하는 반면 글로벌 메모리는 메모리 접근 지연

시간이 길다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접근 형태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가속III. GPU

한 쓰레드에서 개의 원소를 이용하도록 단위 함수를 작2

성하면 모든 쓰레드가 균등한 부하로 작업을 할 수 있다, .

그림 3. 를구현한Pease FFT CUDA Code.　

Fig. 3. CUDA Code for Pease FFT.　

1. CUDA code

를 구현한 커널함수가 그림 에 표시되어 있Pease FFT 3

다 라인까지가 그림 에 표현된 연산을 구현한 부. 16 ~ 29 1

분이고 이 과정을, n 번 반복한다 라인은 의(=logN) . 30 [11]

동기화 방법을 직접 구현한 함수이다 라인은lock-free . 31

가Pease FFT N개의 원소에 대하여 2N개 원소를 갖고 src

와 를 번갈아 사용하므로 계산 스테이지가 끝날 때 마다dst

포인터를 이용하여 와 를 교환하는 부분이다src dst .

단일 블록 처리2.

병렬성을 높이려면 다수의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2. 내의쓰레드블럭과그리드GPGPU .

Fig. 2. Thread Block and Grid in the GP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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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블록동기화가 필요하고 글로벌 메. ,

모리의 참조가 많아지므로 좋은 의 좋은 성능을 기대할FFT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블록에서 최[11].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드 수와 메모리의 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를 가속하였다Pease FFT .

그림 과 그림 의 구현에서 보듯이 하나의 쓰레드가1 3 2

개의 원소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쓰레드당 명시적으로.

개의 선언된 변수와 함수 내부에서 임시 사용 혹은 함수26

호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레지스터를 고려하면 약 개 정35

도의 레지스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수의 양은 고정이 되어있으므로 하나의

블록에서 최대한 사용가능한 쓰레드 수는 와 같이 제한(2)

된다.






(2)

여기서 은 쓰레드의 수, 는 크기의 레지스터 수32-bit

이고, 는 크기로 환산한 변수의 개수이다 만일 블록32-bit .

당 최대 사용 레지스터수가 개면32,768 , 
35



으로 각 블럭에서 최대 개의 쓰레드 활용이 가능하다963 .

는Pease FFT   개의 원소에 대하여 2N 개의 메모

리를 필요로 한다 의 메모리 계층구조를 효과적으로. CUDA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럭내의 공유메모리나 캐쉬를 충분L1

히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블럭에서 효과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의 크기는 공유메모리나 캐쉬의 크기에FFT

의해 제한된다 결국 메모리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는 쓰레.

드의 수는 와 같다(2) .

 



(3)

여기서 은 메모리에 의해 제한되는 쓰레드의 수, 는

캐쉬나 공유메모리의 크기 는 사용된 변수의L1 , C complex

바이트 단위 크기이다 각 쓰레드가 개의 원소를 처리하므. 2

로 쓰레드당 개의 원소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상수이다 공4 .

유 메모리가 바이트인 경우49,152  이 된다=1,536 .

한 블록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FFT

크기는 한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드로 결정된다 즉.

⌊logmin⌋을 만족하는 값으로 쓰레드 수를

정한다 위의 예제로 사용한 값들을 이용하면 한 블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쓰레드의 수는 이다512 .

다중 블록 처리3.

병렬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보다는 한 블록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한 블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를 수행해야할 크기가 한 블록의 계산 범위를 넘을 경FFT

우 블록동기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의 방법을 사. [11]

용하면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SM (Streaming Multiprocessor)

의 개수까지 블록간의 그림 의 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3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 개수보다 많은 블록을 요구하는. SM

크기의 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상의 는 등FFT . FFT CUFFT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에서 사용한. [1] Four Step

도 제안된 알고리듬의 적용의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다FFT .

는 일차원 배열을 이차원 배열Four step FFT 으

로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의 행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FFT

배열원소2) 에 twiddle factor 
±




를 곱하고 

배열을  배열로 transpose

3) 개의 행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FFT

4) 배열을 배열로 transpose

단계 중에 단계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4) 1), 3)

용할 수 있다.

실험결과IV.

본 논문에서 제안방법은 구조를 사용하는Fermi GeForce

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는GTX 480 . CPU Intel(®) Core 2™

이고 메인 메모리는 운Quad CPU Q9400 @ 2.66Ghz , 3GB,

영체제는 버전이다 의 런Windows 7 64-bit . GPGPU CUDA

타임환경은 버전이고 개의 코어를 갖는 개의 으4.2 , 32 15 SM

로 이루어져 있고 블록당 최대 개의 쓰레드를 사용하, 1024

고 의 공유 메모리를 갖고 있으며 개의 레, 48Kb , 32K 32-bit

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그림 는 페르미 구조를 간략하게. 4

보여주고 있다[12].

구조에서 내의 와 공유 메모리는 같Fermi SM L1 cache

은 계층구조에 있고 동일한 영역을 분할해서 사용하므로

명시적으로 공유메모리를 선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식.

과 를 사용하여 한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으(2) (3)

로 쓰레드 수를 구해본 결과 개의 쓰레드를 활용하여512

개의 원소에 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1024 FFT

다 의 경우 한 블럭당 최대 개의 쓰레드가 허. GTX 480 1024

용된다 하지만 개의 쓰레드를 모두 사용할 경우 논리. 1024

Fermi

그림 4. 페르미구조.

Fig. 4. Fermi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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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한 블럭이지만 물리적인 블럭에서 사용할 레SM

지스터 수가 부족하게 되어 개의 을 사용하게 되므로2 SM ,

오히려 성능의 감소를 초래한다.

단일 블록으로 쓰레드 개를 사용하여 각각128, 256, 512

크기의 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와256, 512, 1024 FFT . FFT

를 번갈아 번 수행한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Inverse FFT 2

로 측정하였다 이 실험을 번 반복하여 평균을 기록하였다. 5 .

제안한 방법이 에 비하여 의 성능 개CUFFT 28% ~ 43%

선 효과가 있었다 다중 블록도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측정.

하였다 의 개수가 개이므로 최대 개의 블록만을 사. SM 15 8

용할 수 있었다 즉 의 크기가 까지 허용한다. FFT 8192 .

다중 블록을 사용할 경우 동기화의 부담 때문lock-free

에 성능개선이 정도만 이루어졌다 블록간 동기3% ~ 17% .

화를 위하여 연산을 사용한다 이 연산의 오버atomicCAS .

헤드가 커서 블록의 수가 많아질수록 성능 개선이 미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V.

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와 들은 널리 사FFT Filter[13,14]

용되는 알고리즘 중의 하나이다 알고리즘에 대하여. FFT

많은 연구가 되어왔고 알고리즘의 경우 구조의Pease FFT

단순성 때문에 적은 규모의 하드웨어 구성에 많이 사용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를 의 특성에 맞게 가속하Pease FFT GPU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단일 블록에서 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드 수를 구하고 이 쓰레드 수보다 적은 쓰레드를,

요구하는 는 단일 블록으로 처리하고 다중 블록을 사FFT ,

용하는 경우는 블록간 동기화 방법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의 개수까지 다중 블록으로 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SM FFT

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그래픽카드를 이용하여. GTX 480

실험한 결과 보다 약 까지 성능개선이 이루CUFFT 3%~43%

어졌다 단일 블록일 경우 성능개선의 더 많이 이루어졌다. .

향후 효과적인 동기화 알고리즘 개발과 다중 블록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가속 방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GP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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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일블록성능.

Table 1. Performance of Single Block Case.
단위( : ms)

원소수
방법

256 512 1024

CUFFT 0.99 0.96 1.01

Proposed FFT 0.56 0.65 0.73

표 2. 다중블록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Multiple Block Case.
단위( : ms)

원소수
방법

2048 4096 8192

CUFFT 1.12 1.04 1.12

Proposed FFT 0.93 0.96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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