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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3년 Intel의 iSBX 275 그래픽스 컨트롤러 멀

티모드 보드[1]를 시작으로 컴퓨터에서 그래픽스 연

산을 담당하는 하드웨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추후 발전을 거듭하여

NVIDIA가 1999년에 GeForce 256을 소개하며

GPU(Graphics Processing Unit)라 불리기 시작하

였으며[2], 현대 컴퓨터에서는 필수 보편적인 하드

웨어가 되었다.

초기 GPU는 고정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만을 제

공하였으나, programmable shader 모델이 2000

년대 초 소개된 이후 사용자가 GPU의 vertex와

fragment 처리에 관한 일부 파이프라인을 직접 프

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

해 2D/3D 렌더링 시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특

수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 shader

모델은 매우 제한적인 프로그래밍성을 제공하였으

나 추후 고수준의 유연한 접근까지 가능하게 되며,

GPU의 뛰어난 병렬처리 성능을 그래픽스 용도가

아닌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

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GPGPU(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라고

통칭하며, CPU를 통해 수행하던 전통적 컴퓨팅 영

역에서 고성능 병렬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GPU는 <그림 1>과 같이 부동 소수점 연산

을 수행하는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

다. GPU의 개별 코어 성능은 CPU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보통 최대 수십 개의 코어를 가지는 CPU에

비해 GPU는 매우 많은 코어를 지니고 있어 S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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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와 같은

stream 병렬처리에 있어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아키텍처의 발전으로 인해 쓰레드의 묶음인

warp(32개 혹은 64개) 단위로 제한적인 MIMD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또한 가능해

졌다. 이에 저비용으로 슈퍼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GPU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

가왔다.

그러나 GPU를 사용하기 위한 그래픽스 API인

OpenGL과 DirectX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

인 기반의 그래픽스 배경지식이 필요하기에, 일반

개발자에게 있어 그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2006년 NVIDIA는 파이프라인 기반의 접근이 아닌

보편적인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병렬

컴퓨팅 플랫폼인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소개하였다[3]. CUDA는 C언어를

확장한 API를 제공하며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 GPU 컴퓨팅을 지원한다. 또한, 2008년에는

Khronos 그룹이 CUDA와 유사한 공개규격의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을 산업 표

준으로 발표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래밍

모델 지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CPU와 GPU 간의 컴퓨팅 모델의 차이로 인해 프로

그램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노력에 비

해 미미한 성능 향상만을 얻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 컴퓨팅의 진입 장벽을 낮추

기 위해 연구된 하이레벨 GPGPU 프로그래밍 모델

과 GPU에서 쓰이는 보편적인 병렬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GPGPU 프로그래밍 모델은 CUDA/

OpenCL과 같은 로우레벨 모델(Ⅱ장)과 보다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하는 하이레벨 모델(Ⅲ장)로

나누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GPU 컴퓨팅에 쓰이

는 알고리즘 및 자료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며, Ⅴ장

에서는 결론과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Ⅱ. 로우레벨 GPGPU 프로그래밍
모델 기술 동향

GPGPU의 시작은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중 픽셀

<그림 1> GeForce GTX 780Ti에 사용되고 있는 Kepler GK110 아키텍처, 2880개의 CUDA 코어를 지니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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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로서의 fragment 처

리를 위한 pixel shader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 단

계에서 빛과 표면과의 반사를 계산하는 shading이

수행되기에, 그래픽스 프로세서들이 추후 shader

라 불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pixel shader의 결과는

쓰기 전용 버퍼인 프레임버퍼를 통해 디스플레이로

출력되므로 데이터를 CPU 메모리로 저장할 수 없

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프레임버퍼객체를 통해

저장 공간을 텍스처로 대체하는 Render-To-

Texture 방식을 통해 극복되어 pixel 처리 기반의

GPGPU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NVIDIA CUDA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의 지원으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통하지 않고도 GPU 메모리에 직접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 NVIDIA CUDA

널리 알려진 그래픽스 카드 ‘GeForce’ 시리즈의

제조사인 NVIDIA는 2006년 GPU 컴퓨팅을 위한

새로운 API인 CUDA를 소개하였다. CUDA는 기존

의 그래픽스 API와는 다른 병렬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며, <그림 2>와 같이 호스트와 디바이스로

나뉜 이기종 컴퓨팅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시하였다. CUDA는 저수준의 Driver API

와 고수준의 Runtime API를 함께 제공한다.

Driver API를 통해 사용자는 메모리와 디바이스들

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Runtime API

는 Driver API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추상화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CUDA의 장점은

C++, Fortran 같은 다양한 산업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 기존의

프로그래머에게 보다 익숙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CUDA는 계층 구조를 지닌 메모리 모델을 제공하

며 캐시(cache) 수준의 메모리 접근 속도를 지닌

programmable memory인 shared memory 사용

<그림 2> CUDA 프로그래밍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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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여 개발자가 하드웨어의 이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CUDA는 이기종 컴퓨팅에 있어 보다 편리

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CUDA 5.0에서 새롭게

추가된 Dynamic Parallelism[6]은 기존의 호스트

에서만 실행되던 커널을 디바이스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된 병렬성을 극복해 보다 유연

한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CUDA 6.0의 경우

Unified Memory[7]를 지원, CPU와 GPU 메모리

가 같은 주소 공간을 사용하여 보다 직관적인 프로

그래밍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CUDA는 NVIDIA에

서 제조한 GPU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개발 시

플랫폼에 제한이 따른다.

2. OpenCL

OpenCL은 이기종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

용 컴퓨팅 프레임워크로, Apple이 최초로 개발하였

으며 Khronos 그룹에 의해 산업 표준으로 발표되

었다. OpenCL은 공개규격으로 NVIDIA GPU에서

만 동작하는 CUDA와 달리 NVIDIA GPU, AMD의

CPU/GPU, Intel CPU/GPU와 임베디드 프로세서

등의 플랫폼에서 동작하며, 가용한 CPU/GPU 프

로세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프로세서 제조사들은 OpenCL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자 도구 및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다.

NVIDIA는 CUDA를 통해 API 형식으로 제공하며,

AMD와 Intel에서는 SDK로 OpenCL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다. OpenCL은 태스크와 데이터 기반의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기에 프로그래머가

보다 다양한 컴퓨팅 자원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OpenCL 2.0이 발표되어 CUDA의 Unified

Memory와 같은 Shared Virtual Memory의 사용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Dynamic Parallelism을 지

원한다[4]. GPU에 초점을 맞춘 CUDA와는 달리 다

양한 프로세서를 사용한 이기종간 컴퓨팅 모델을 포

괄하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

발자에게 보다 다양한 병렬 프로그래밍 옵션을 제공

한다. 하지만 OpenCL은 공개 표준이므로 확장 기

능에 있어 CUDA에 비해 다소 늦는 단점이 있다.

3. Compute Shader

전통적인 렌더링 API인 OpenGL과 DirectX들도

각각 OpenGL 4.3 버전 및 DirectCompute를 통해

파이프라인이 필요없는 compute shader를 제공함

으로써 GPGPU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

다. Compute shader는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실행되며, 앞서 소개했던 CUDA 및 OpenCL과 유

사한 쓰레드 관리 수단 및 인덱싱 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shared memory를 지원함으로써 하드웨어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기존의 이들 API에서 사용하

던 텍스처 및 버퍼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버퍼 자료형을 정의하였으며 그에 대한 읽기와 쓰

기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멀티 쓰레드 환경

에서 동기화된 데이터 쓰기를 위한 atomic 연산자

도 지원한다. 새로운 자료형은 compute shader뿐

아니라 pixel shader에서도 사용 가능하기에 다양

한 연산자를 통해 프로그래머는 이전보다 더 다양

한 렌더링 기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Ⅲ. 하이레벨 GPGPU 프로그래밍
모델 기술 동향

GPU가 개발자들 사이에 대중성을 얻으면서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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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앞서 언급한

로우레벨 모델인 CUDA와 OpenCL은 외관상 C와

유사하여 기존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

의 어플리케이션을 GPU로 이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GPU 아키텍처 및 컴퓨팅 모델에 대한 기반

지식이 부족하기에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성했

던 함수들을 GPU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이 만만

치 않은 일이며, 호스트(CPU) 메모리와 GPU 메모

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일 또

한 생소한 문제이다. 이에 보다 쉬운 프로그램 작성

을 위해 GPU 접근을 추상화하는 하이레벨 프로그

래밍 모델들이 소개되고 연구되어 왔다.

1.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CUDA와 OpenCL은 저수준의 프로그래밍 모델

을 제공하기에 높은 자유도를 얻을 수 있으나 초심

자가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할 시 오히려 개

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모

델을 추상화하여 고수준의 모델을 제공할 경우 개

발의 편의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

러한 지원은 크게 (1) 기존 언어에 추상화된 병렬 프

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공, (2) 컴파일러 지시문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3) 하이레벨 스크립트 언어

를 이용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먼저 새로운 인

터페이스 지원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Microsoft에 서  개 발 한  C++ AMP(C++

Accelerated Massive Parallelism)[11]는 GPU의

병렬 처리를 이용하여 C++ 코드 실행의 고속화에

목적이 있다. C++ STL(Standard Template

Library)과 호환되는 다차원 컨테이너, 인덱싱, 메

모리 전송을 제공해 준다. C++ AMP는 C++11에

추가된 람다(Lambda) 함수를 이용하여 커널 함수

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산 도메인(Compute

Domain)을 이용해 쓰레드 생성 개수를 정할 수 있

어 개발자에게 친숙한 C++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Windows 7, DirectX11

이상에서만 지원하며, 개발 도구로서 Visual

Studio 2012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한 플랫폼 제한

이 있다.

C++ AMP와 유사한 접근으로 Thrust[20]는 데

이터를 저장할 두 가지 표준 컨테이너(host_vector

와 device_vector)를 제공하며 GPU 알고리즘 함수

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에 널리 쓰이는 C++ STL와

매우 유사하여 프로그래머에게 익숙하게 쓰일 수

있다. 반면 STL에서 제공하지 않는 알고리즘 함수

인 map, scan, reduce 등과 같은 GPU에서 널리

쓰이는 병렬 알고리즘 함수들을 제공하며, 이를 고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Thrust는 CUDA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러

리로 플랫폼에 제한이 따른다.

다음으로 지시문 기반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소개

한다. OpenACC[10]는 컴파일러 지시문(Compiler

Directive)기반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C, C++, 또는

Fortran 에서의 특정한 반복구문을 호스트로부터

Accelerator(GPU 등을 의미함)로 전송시키는 데에

관한 개발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CPU뿐만 아니라

멀티코어 APU, GPU 등의 가속기가 포함된 이종

컴퓨팅에 알맞게 설계되었다. 개발자는 디바이스의

초기화 및 데이터 전송을 관리할 필요 없이

OpenACC 의 API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함으

로써 하이레벨 프로그래밍을 지향할 수 있다.

hiCUDA(high-level CUDA)[13]는 보다 추상화된

CUDA 프로그래밍을 위한 지시문 기반의 언어이

다.  hiCUDA 지시문을 통한 프로그래밍은 GPU상

02_1본본:02본본  14. 7. 11.  본본 3:10  Page 69



70 방송공학회지 19권 3호

280 특집 : 스마트 실감/증강 방송 핵심 기술

에 실행되는 커널 및 메모리 관리를 간단한 코드로

구현 가능하게 한다. hiCUDA를 이용해 구현된 코

드는 컴파일을 통해 CUDA 프로그램으로 재생성

된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을 이용하여 하

이레벨 프로그래밍을 지향하는 언어들이 있다.

PyCUDA[12]는 CUDA API를 Python에서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발자는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 객체의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며,

고유의 시스템을 통해 CUDA의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어 Python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PyOpenCL[12]

은 PyCUDA와 마찬가지로 OpenCL의 병렬 처리

API를 Python에서 사용 가능하게 한다. 

추상화된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모델들은 개발자

의 편리한 프로그램 작성을 도와 저수준의 GPGPU

모델 사용의 이해도를 줄이며 GPGPU의 진입장벽

을 낮춰줌으로써,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표 1>은 앞서 언급한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모

델을 비교 요약한다.

2. 소스코드 레벨 호환성 제공

GPGPU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

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과 달리 기존의

CPU를 기반으로 작성된 소스코드를 컴파일러를 통

해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CUDA 혹은 OpenCL 소스

코드로 변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CPU와 GPU

간 소스코드 레벨의 호환성을 위해 새로운 모델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익숙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한 GPU 컴퓨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CUDA(Multicore CUDA)[15]는 CUDA와 C언

어 간 소스코드 레벨 호환성을 제시하였다. CUDA

커널의 특징과 CPU 소스코드와의 대응을 분석하

고, 변환을 위한 컴파일러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였

다. MapCG[16]는 GPU 기반의 MapReduce 모델

을 통해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CPU와 GPU의 소스코드 레벨의 호환성

을 제시하였다. OpenMP to GPGPU[17]는

OpenMP로 구현된 코드를 최적화된 CUDA코드로

자동 변환해주는 프레임워크다. OpenMP 역시 병

렬 프로그래밍이 주목적이기에, 변환 시 GPGPU

프로그래밍에 적용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였다.

OMPCUDA[18] 역시 마찬가지로 OpenMP로 작성

된 소스를 CUDA 소스로 변환해주는 프레임워크

다. 이 프레임워크는 Omni OpenMP 컴파일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CUDACL[19]은 C언어와 Java

사용 언어 플랫폼 의존성 특징

Window 7 이상
C++ 람다 사용

C++ AMP C++ DirectX 11.0 이상
STL 호환 자료형 제공

Visual Studio 2012 이상

Thrust C++ NVIDIA CUDA STL과 유사한 자료형 제공

OpenACC C, Fortran 플랫폼 독립 컴파일러 지시어를 이용한 C 코드 병렬 수행

hiCUDA C for CUDA NVIDIA GPU 컴파일러 지시어를 이용한 CUDA 프로그래밍

PyCUDA
Python PyCUDA는 NVIDIA GPU에서만 실행 가능 Python의 에러 처리 및 가비지 컬렉션 사용 가능

PyOpenCL

<표 1>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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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GPU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

크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와는 달리 CUDA와

OpenCL 두 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변환을 모두

지원한다.

소스코드 호환성에 관한 접근은 그 편의성 측면

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이나, 특정 플랫폼을 위

해 소스코드가 다시 컴파일 되어야하며 CPU와

GPU의 ISA(Instruction Set Architecture)의 차이

로 인해 그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 CPU는 보통

반복문을 기반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메모리 연산자

를 사용하는 반면 GPU는 대부분의 ISA가 벡터 연

산자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동 변환 시 대

응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성능 최적화에도 다

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Ⅳ. 알고리즘 기술 동향

앞서 소개한 저수준/고수준의 프로그래밍 모델들

을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래머는 전통적인 CPU 알

고리즘(특히, 재귀기반의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들

을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운 편이기에, GPU에서는

병렬처리가 가능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를 써야 성

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GPU 알고리즘

은 정적인 (즉, 크기가 미리 정해진) 1D/2D/3D 배

열 자료구조를 통해 구현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배열 기반의 보편적 GPGPU 알고리즘[21]을 소개

하며, CPU 알고리즘에서 GPU 알고리즘으로 전환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제시한다.

1. 알고리즘 

Map은 데이터에 전역적으로 동일한 연산을 적용

하는 기법으로써, 간단한 예로 <그림 3>의 (a)와 같

이 모든 데이터에 임의의 상수를 곱하는 것이다. 이

때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출력 데이터의 크기는 동

일하다. Map은 GPU에 사용되는 기법 중 가장 간

단하기에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Reduce는 <그림 3>의 (b)와 같이 큰 데이터를 작

은 데이터로 줄이는 기법으로, 주로 한 개의 요소가

남을 때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연산을 적용하여 데

이터의 크기를 줄여간다. Reduce는 주로 필터링에

이용되며, 대표적으로 실시간 렌더링에 널리 쓰이

는 mipmap[22]이 있다. mipmap은 reduce를 통해

여러 레벨의 텍스처를 생성한다.

Gather와 scatter 연산은 <그림 3>의 (c)와 같이

원하는 데이터 요소들을 한 곳에 모으거나 원하는

요소 위치에 값을 저장한다. 전통적인 렌더링 API

들은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고정된 pixel shader의

특성으로 인해 scatter 연산의 직접적인 구현이 어

려웠으나, 최근 새로운 GPGPU 프로그래밍 플랫폼

인 CUDA, OpenCL의 등장으로 인해 구현이 가능

해졌다. 또한 DirectX와 OpenGL 역시 GPGPU를

위한 범용 버퍼 및 연산자를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

의 제약은 해소되고 있다.

Stream filtering은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요소를

필터링하는 기법이다. <그림 3>의 (d)와 같이 사용

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search 과정과 압축된 데이터로의 scatter를 위하

여 인덱스를 결정하는 scan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세부 기법에 있어 scan을 활용하기에 병렬화를 통

한 성능향상이 가능하다.

Scan은 prefix sum으로도 불리며, 본 기법을 사

용하여 구해진 데이터는 데이터의 각 요소 입력 데

이터 요소들의 재귀적인 합을 가지고 있다. 세부 구

현 기법에는 gather 연산만을 이용한 recur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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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ing[23]과, scatter 연산을 이용해 적은 쓰레

드를 이용, 컴퓨팅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parallel scan algorithm[24]이 있다.

Sort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정렬한다. 대

표적으로 <그림 3>의 (e)와 같은 bitonic sort[25]가

있다. Bitonic sort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 정렬을 위

해 여러 단계를 필요로 하며, 매 단계 실행 시 각 요

소마다 비교 요소와 1:1 대응이 이루어져 병렬처리

의 효율성이 높다.

Search는 병렬 처리를 이용하여 다수의 요소를

동시에 찾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Binary search는

기존의 linear search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된

기초적인 검색 방법이다. 본 알고리즘은 재귀기반

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데이터 의존성이 생겨 병렬

처리를 이용한 알고리즘 성능향상이 어렵다. 따라

서 검색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다수

의 요소들을 동시에 검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병

렬화한다. Nearest Neighbor Search(이하 NNS)

<그림 3> 보편적 GPU 알고리즘들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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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또한 다수의 요소를 동시에 검색하여 성

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보통 GPU로 직접구현이

쉬운 kNN-grid 방식의 NNS[26]가 사용된다. <그

림 3>의 (f)는 간단한 Search과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GPU 알고리즘 활용에 있어 상기해

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계산할 데이터의 집합

이 크고 병렬성이 높으며 데이터 간 의존성이 최소

화된 경우이다. CPU의 개별 코어는 GPU와 비교했

을 때 현저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데이터

의 양이 적을 시 오히려 CPU를 이용한 계산이 유리

하다. 또한, CPU와 GPU는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

용하므로 데이터가 거대한 경우 데이터 전송 과정

이 오히려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일반적인 최적화는 순환적 종속성(cyclic depend-

ency)를 제거하고 호스트와 디바이스간의 데이터

교환을 줄이는데 있다. 또한, GPGPU 모델에서 제

공하는 shared memory는 캐시 수준의 메모리 접

근 속도를 제공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고리즘 성능 향상의 핵심 포인트이며 쓰레

드, shared memory, warp와 같은 GPU 자원의 점

유를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한 자원에 의해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함도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필요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이레벨 GPGPU 프로그래밍 모

델의 기술 동향과 GPU 상에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

에 대해 살펴보았다. GPGPU가 대중화 된 이후, 로

우레벨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그 사용이 어렵다. 이에 고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많은 도구들이 소개되었다. GPU 상에 쓰이

는 알고리즘들은 병렬처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CPU 상에 쓰이는 자료구조들이 이식되고 있는 추

세이다. 

매력적인 슈퍼컴퓨팅 솔루션인 GPU는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및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앞으로도 계

속 활용 될 것으로 보이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

해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I에 범용 컴퓨팅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자료구조가 연구

될 것으로 보이며,  Dynamic Parallelism을 사용

한 GPU 알고리즘 또한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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