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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율적인 시간 영역 3차원 파동 전파 모델링을 위해 그래픽 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그래픽 프로세서는 대규모

병렬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로, 그래픽 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산 과정과 메모리 복사 과정을 최적

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메모리 관리 방법에 따라 그래픽 프로세서를 이용한 프

로그램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유한 차분법 차수와 속도 모델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메모리 복

사가 프로그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3차원 파동장 전체를 복사하는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관리가

유한 차분법 계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파동 전파, 그래픽 프로세서, 메모리

Abstracts: We used graphics processing units for an efficient time-domain 3D wave propagation modeling. Since graphics

processing units are designed for massively parallel processes, we need to optimize the calculation and memory

management to fully exploit graphics processing units. We focused on the memory management and examined the

performance of programs with respect to the memory management methods. We also tested the effects of memory transfer

on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by varying the order of finite difference equation and the size of velocity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the memory transfer takes a larger portion of the running time than that of the finite difference

calculation in programs transferring whole 3D wavefield. 

Keywords: Wave propagation, Graphics Processing Units, Memory

서 론

석유 가스 탐사 분야에서 3차원 및 4차원 자료 처리 기술과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라 고해상도 지하 정보를 얻기 위한 계

산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컴퓨터 계산 자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계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그래픽 처리장치를 이용한 연산

기술(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GPGPU)이 주목을 받고 있다. GP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Graphics Processing Units, GPU)의 그래픽 병렬 연산 처리

능력을 일반 수치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의 계산 서버에 GPGPU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

래픽 카드와 관련 컴파일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하며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대비

전력 효율과 연산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다(Kirk and Hwu, 2013; Cheng et al., 2014).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는 키르히호프 참 반사 보정(Kirchhoff migration), 거

꿀 참 반사 보정(Reverse-time migration), 완전 파형 역산 등

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자료 처리 단

계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Wang et al., 2010; Shi et al.,

2010; Suh and Wang, 2011; Liu et al., 2013; Kim et al.,

2013; Shin et al., 2014; Yang et al., 2014, 2015).

본 연구에서는 그래픽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시간 영역 3차

원 음향파 파동 방정식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파동 방정식 모

델링은 거꿀 참 반사 보정이나 완전 파형 역산과 같은 고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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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료 처리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3차

원 파동 방정식 모델링을 구현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연산

을 위한 공유 메모리 사용이나 영역 분해를 위한 통신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의 효율적인

통신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Micikevicius, 2009; Komatitsch

et al., 2009; Michéa and Komatitsch, 2010; Komatitsch et al.,

2010a, b; Mu et al., 2013; Weiss and Shragge, 2013). GPU 기

술 서적들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효율적인 메모리 복사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 기술 사용 설명

서에서 찾을 수 있다(CUDA Toolkit Documentation, 2016). 본

연구에서는 단일 GPU 카드 사용시 CPU와 GPU 메모리 사이

의 파동장 복사 과정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예제들을 통해

메모리 관리가 연산 최적화 못지 않게 중요함을 보인다.

파동 전파 모델링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시간 영역 3차원 음향파 파동 방정식

을 유한 차분식을 이용해 풀었다.

 (1)

위 식에서 v는 P파 전파 속도, u는 압력 파동장, f는 송신원

이다. 위 식을 유한 차분법을 이용해 CPU 상에서 풀기 위한

유사 알고리즘은 Table 1과 같다. 초기화 과정에는 배열 메모

리 할당과 속도 모델 및 송신원 정보를 읽어들이는 작업이 포

함된다. 시간 반복문 내에서 유한 차분법은 시간에 대해 2차,

공간에 대해 8차 중앙 차분식을 사용하였다. 시간 전진은 효

율적인 연산을 위해 파동장을 복사하지 않고 C언어 포인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경계 조건은 연산 능력과 메모

리 복사 성능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고정단 경계조건

(Dirichlet boundary condition, Kreyszig, 2011)을 사용하였다.

파일 출력 시간이 전체 모델링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동장을 파일에 쓸 때에는 3차원 파동장 전체를 쓰지

않고 지표 송신원 위치에서의 x 방향 측선만 출력하였다.

파동 방정식을 GPU에서 풀기 위한 유사 알고리즘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CPU의 초기화 과정은 앞에서와 같지만, GPU

초기화 단계에서는 GPU 메모리 상에 배열을 할당하는 과정이

주가 된다. GPU에서는 직접 디스크 입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위해서는 속도 모델과 송신원 정보를 CPU 메모리에

서 GPU 메모리로 복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 반복문

내에서 유한 차분식과 송신원 추가, 시간 전진 과정은 GPU에

서 수행한다. GPU 연산 결과인 파동장은 매 시간 반복시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복사한다. 3차원 파동장 전체

를 복사하였고, 파일로 쓸 때에는 앞에서와 같이 지표 송신원

위치에서의 x 방향 측선만 출력하였다. 이때 시간을 가장 많

이 차지하는 부분은 유한 차분식 계산 과정과 파동장 복사 과

정이다. 3차원 파동장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 일부만 복사하면

메모리 복사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거꿀 참 반사 보정이나 완

전 파형 역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3차원 파동장 전체가 필요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파동장 전체를 복사하였다.

실험 구성

CPU 알고리즘(Table 1)에서 유한 차분식은 메모리 접근 순

서를 고려한 3개의 중첩 반복문으로 구성하였다. GPU에서는

CPU와 동일하게 x, y, z 방향 3개의 중첩 반복문으로 구성한

경우와 GPU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여 GPU 쓰레드와 블록으

로 x, y 반복문을 대신하고 깊이 방향에 대해서만 반복문으로

구현한 Micikevicius (2009)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

하였다.

메모리 복사를 위해서는 CPU에서 GPU와 통신을 위해 일

반적인 메모리를 할당하여 사용하는 경우, 페이지 잠금 메모리

(page-locked memory)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GPU에서 연

산과 메모리 복사 중첩을 위해 스트림(stream)을 사용한 경우

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C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페이

지 가능한 메모리(pageable memory)로, 가상 메모리 구현을

위해 운영체제에서 필요에 따라 메모리의 내용을 디스크에 옮

기기도 한다. 그러나 페이지 잠금 메모리를 사용하면 운영체제

의 페이징 과정 없이 메모리 복사를 실행하게 한다(부록A). 스

트림을 사용할 경우 깊이 방향으로 영역을 여러 개로 분리한

후 각 영역별로 연산 후 메모리 복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

현하였다. 이 경우 하나의 영역에서 메모리 복사를 실행하는

1

v
2
x( )

-----------
∂
2
u x;t( )

∂t
2

------------------ = 
∂
2
u x;t( )

∂x
2

------------------ + 
∂
2
u x;t( )

∂y
2

------------------ + 
∂
2
u x;t( )

∂z
2

------------------ + f x;t( )

Table 1. A pseudo algorithm for a time-domain wave propagation

modeling. The initializing process includes allocating arrays and

loading velocity and source information.

Initialize

FOR each time DO

Solve finite-difference equation

Inject source

Time march

Write output

END FOR

Table 2. A pseudo algorithm using GPU for a time-domain wave

propagation modeling. The initializing process of CPU includes

allocating arrays and loading velocity and source information. The

initializing process of GPU includes allocating arrays.

CPU, GPU: Initialize

CPU to GPU: Copy velocity, source information

FOR each time DO

GPU: Solve finite-difference equation

GPU: Inject source

GPU: Time march

GPU to CPU: Copy wavefield

CPU: Write output

E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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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다른 영역에서는 유한 차분식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부록B). GPU 메모리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는 사용 설명서

또는 관련 서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Kirk and Hwu, 2013;

Cheng et al., 2014; CUDA Toolkit Documentation, 2016).

CPU 연산을 위해서는 공개된 GNU C 컴파일러의 2단계 최

적화 옵션을 이용해 컴파일한 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GPU

연산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사의 컴파일러를 이용해 컴파일한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하드웨어는 인텔 사의 Xeon E5-2680 2.50 GHz

CPU와 엔비디아 사의 K40c GPU를 이용하였다.

CPU 연산과 GPU 연산 정확도 및 속도 비교를 위해 3차원

SEG/EAGE 암염돔 속도모델(Aminzadeh et al., 1994)을 이용

하였다(Fig. 1). 속도모델의 크기는 676 × 676 × 201, 격자 간

격은 20 m이다. 지표면 6 km, 6 km 지점에 송신원을 두고 2

ms 간격으로 총 4초간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연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때에는 초기화 부분은 제외하고 시간 반복문의

실행 시간만 비교하였다. 최적의 메모리 관리 방법을 확인한

후에는 공간에 대한 유한 차분식을 2차, 4차, 8차로 변화시켜

가며 성능을 비교하였고, 이후 모델 크기에 따른 연산 속도를

비교할 때에는 상속도 모델과 8차 유한 차분식을 이용하였다.

정확도 비교

GPU를 이용한 계산은 병렬 연산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CPU 프로그램의 경우와 연산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 컴퓨터

에서의 부동 소수점 연산은 엄밀히 말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

지 않는 연산이므로 GPU에서의 계산 결과는 CPU에서의 계

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Kirk and Hwu, 2013). 따라서 GPU

프로그램의 결과가 충분히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연산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CPU 프로그램에서

얻은 파동장과 GPU 프로그램에서 얻은 파동장을 비교하였다.

Fig. 2에 모델링 결과로 얻은 파동장, CPU 프로그램에서 얻은

트레이스와 GPU 프로그램에서 얻은 트레이스, 그리고 그 차

이를 그렸다. 사용한 GPU 프로그램은 뒤에 나오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트레이스는 송신원으로부터 2 km 떨어진 지점

에서 추출하였다. 실제 두 파동장의 차이 값이 0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음을 알 수 있다.

메모리 관리 최적화에 따른 실행 시간 비교

다음으로는 모델링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이용해 CPU와

GPU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CPU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은 유

한 차분식 계산 과정에서 대부분이 소모된다. GPU 프로그램

의 실행 시간은 크게 유한 차분식 계산 시간과 파동장 복사 시

간으로 나눌 수 있다(Fig. 3). 나머지 송신원을 추가하는 시간

과 시간 전진 기법을 적용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시간의 1%

미만으로 무시할 수 있다. GPU 프로그램의 총 실행 시간은 프

로파일링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실행 시간이고, 계산시

간과 메모리 복사 시간은 프로파일링 도구를 이용해 실행한

후 얻은 값이다.

그 결과 CPU에서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유한 차분식을 계

산할 때에는 유한 차분식 계산 부분이 전체 실행시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파동장 복사 부분보다 크지만 공유 메모리를

Fig. 1. SEG/EAGE 3D salt velocity model (Aminzadeh et al.,

1994).

Fig. 2. Surface seismograms (y = 6 km) from (a) CPU and (b)

GPU programs. (c) Traces extracted from a surface receiver 2 km

apart from the source. ‘CPU’ and ‘GPU curves show the traces

from the CPU and GPU programs. ‘Difference’ curve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from the CPU and GPU programs.



148 김아름·류동현·하완수

이용해 계산 과정을 GPU에 맞도록 최적화한 후에는 파동장

복사 비중이 유한 차분식 계산 비중보다 큼을 알 수 있다(Fig.

3). 페이지 잠금 메모리를 사용하면 파동장 복사 시간이 10%

이상 빨라지는 반면, 스트림을 사용할 경우 유한 차분식 계산

시간과 파동장 복사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대신 깊이 방향

으로 영역을 분해해서 각 스트림에 할당할 경우 한 영역에서

유한 차분식 계산 후 파동장 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영역

에서 유한 차분식 계산을 중첩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체 실행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Fig. 4에 12개의 스트림을 사

용한 경우 한 번의 시간 반복 내에서 GPU 프로그램을 분석한

프로파일러 창을 보였다. 창에서 x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녹색

상자는 유한 차분식 계산 함수의 실행 시간, 노란색 상자는 파

동장 복사 시간을 의미한다. 하나의 스트림에서 유한 차분식

계산이 끝나고 파동장을 복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스트림에서

유한 차분식 계산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과 파동장 복사 과정을 중첩하게 되면 전체 실행 시간을

Fig. 3. Execution times of GPU programs. ‘Basic’ used the same

finite difference algorithm to that of the CPU program. ‘Shared’

used shared memory to calculate the finite difference algorithm.

‘Page-locked’ used the page-locked memory for memory copy.

‘Stream’ used CUDA stream to overlap calculation and memory

copy. ‘Total’ curve shows the total execution time, ‘FDM’ curve

shows the calculation time of the finite difference kernel, and

‘Memcpy D2H (Device to Host)’ curve shows the total memory

copy time of the 3D wavefield.

Fig. 4. A screenshot of a GPU profiling tool showing one time iteration. Green boxes show the finite difference calculation processes and

yellow boxes show the memory copy processes. The width of a box shows duration of that process. There are 12 streams and a calculation

process in one stream can be overlapped with a memory copy process of another stream. Note that the time of the memory copy process

takes most of the execution time.

Fig. 5. Relative speedups of the GPU programs with respect to the

CPU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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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결과로부터 전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은 유한 차

분식 계산 시간보다 메모리 복사 과정에 크게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단, 분해한 영역 수가 많아지면 GPU에 그에 따른 부

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실행 시간이 계속해서 빨라지지는

않는다.

CPU 프로그램 대비 속도 향상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CPU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GPU로 옮겼을 때 약 21배,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여 GPU에 맞도록 유한 차분식 계산 알고리즘

을 수정했을 경우 32배, 페이지 잠금 메모리와 스트림을 사용

하여 메모리 관리를 최적화했을 때 약 51배 실행 속도가 향상

되었다(Fig. 5). 물론 성능 향상 정도는 유한 차분식 차수나 모

델 크기, 컴파일러, 장비 사양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유한 차분식 차수에 따른 비교

이번에는 공간에 대한 유한 차분식의 차수를 2차, 4차, 8차

로 변화시켜가면서 CPU와 GPU 프로그램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 GPU 프로그램은 앞의 예제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던 20개

의 스트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유한 차분식 차

수를 2, 4, 8차로 변화시킬 경우 유한 차분식 계산에 사용하는

격자 수가 7개, 13개, 25개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계산량과 메

모리 접근 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메모리 복사량은 큰

차이가 없다. 3차원 파동장의 크기는 유한 차분식 차수와 무

관하지만, 실제 구현시 효율적인 메모리 복사를 위해 유한 차

분식 계산에 필요한 후광 영역(halo area)까지 복사하기 때문

에 차수가 올라갈수록 메모리 복사량이 약간씩 증가한다. 8차

유한 차분법과 단정도 배열을 사용할 경우 파동장 복사 크기

는 매 시간 반복마다 4(676+8)(676+8)(201+8) = 373.0 MB,

총 복사 크기는 2000회의 시간 반복 동안 728.5 GB에 달한다.

실험 결과 CPU에서는 유한 차분식 차수 증가에 따라 계산

시간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GPU에서는 차수가 증가해도

유한 차분식 계산 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Fig. 6). 이는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 격자점 접근 시간을 단축하여 계산 시

간을 향상시키는 Micikevicius (2009)의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계산량이 많아질수록 GPU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을 알 수 있다. 파동장 복사의 경우 복사하는 배열 크기가 유

사하므로 복사 시간은 예상한 것처럼 유한 차분식 차수가 증

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스트림을 이용해

유한 차분식 계산과 파동장 복사 과정을 중첩했기 때문에 총

시간 증가량 또한 크지 않았다. 따라서 유한 차분식 차수가 올

라갈수록 GPU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는 CPU 프로그램의 실

행 속도와 비교하여 더 빨라지게 된다(Fig. 7).

모델 크기에 따른 비교

이번 예제에서는 모델 크기를 200 × 200 × 200, 400 × 400

Fig. 6. Execution times of GPU program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finite difference equation. ‘Total’ curve shows the total

execution time, ‘FDM’ curve shows the calculation time of the

finite difference kernel, and ‘Memcpy D2H (Device to Host)’ curve

shows the total memory copy time of the 3D wavefield.

Fig. 7. Relative speedups of the GPU programs with respect to the

CPU programs using the same order.

Fig. 8. Execution times of GPU programs according to the model

size. ’Total’ curve shows the total execution time, ‘FDM’ curve

shows the calculation time of finite difference kernel, and

‘Memcpy D2H (Device to Host)’ curve shows the total memory

copy time of the 3D wav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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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600 × 600 × 600, 800 × 800 × 800으로 변화시켜가며

CPU와 GPU 프로그램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속도모델은 3

km/s의 상속도 모델을 사용하였다. 각각 공간에 대해 8차 유

한 차분식을 사용하였고, GPU 프로그램은 모델 크기와 무관

하게 20개의 스트림을 사용하였다. 모델 크기가 증가하면 유

한 차분식 계산량과 GPU 메모리로부터 CPU 메모리로의 파

동장 복사량이 함께 증가하게 된다.

실험 결과 모델 크기 증가에 따라 총 연산 시간 또한 비례

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 8). 그러나 앞의 실험에서와 달

리 모델 크기에 따른 성능 향상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Fig. 9). 총 연산 시간 중 메모리 복사가 차지하는 비율(Fig. 8)

과 모델 크기에 따른 시간 비율(Fig. 10)을 살펴봤을 때 성능

향상 정도가 일정한 이유는 메모리 복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Fig. 10에서 모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총 격자수는 8배, 27

배, 64배로 증가하고 CPU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도 그에 비례

하여 증가한다. GPU 프로그램의 경우 유한 차분식 계산 시간

은 위의 비율보다 작게 증가하지만 파동장 복사 시간이 격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Fig. 8). 따라서 전체 GPU 프로그램

의 실행 시간도 격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CPU 프로그램 대

비 GPU 프로그램의 속도 증가 정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토 의

앞의 예제들에서의 성능 비교는 CPU의 단일 코어를 사용한

실행 속도와 비교한 것으로, 다중 코어를 이용하는 병렬 CPU

프로그램과 성능을 비교하면 GPU 프로그램의 속도 향상 정도

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성능 최적화를 위해 공유 메모리와 스

트림을 사용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한 GPU 프로그램과 달리

CPU 프로그램은 메모리 상의 배열 접근 순서를 고려해 반복

문을 구성한 것 외에는 특별한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모든 예제에서 단정도 부동 소수점 실수 연산을 사용하였다.

GPU는 상대적으로 단정도 부동 소수점 연산 능력이 우수하므

로 배정도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 향상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Cheng et al., 2014). 배정도 연산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

복사량 또한 두 배로 증가하므로 GPU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이 증가한다.

3차원 SEG/EAGE 암염돔 예제에서 상용 컴파일러인 인텔

컴파일러로 생성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는 GNU 컴파일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1.9배 빨랐다. 따라서 인텔 컴파일러를 이용

한 경우와 비교할 경우 GPU의 성능 향상 정도도 그만큼 떨어

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들에서 GPU 프로그램 실행 시 그래픽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계산 시간보다 CPU와 GPU 사이의 메

모리 복사 시간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

트림을 이용하면 계산 과정은 상당 부분 메모리 복사 과정과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실행 시간은 메모리 복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Fig. 4). 따라서 GPU를 사용한 거꿀 참 반사 보

정이나 완전 파형 역산의 경우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계산량을

늘리는 대신 메모리 복사를 없애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Yang et al., 2014, 2015).

결 론

시간 영역 3차원 파동 전파 모델링을 GPU로 수행할 경우

메모리 복사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순히

CPU 프로그램을 GPU를 사용하도록 변환해도 어느 정도 향상

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계산 과정 최적화와 더불어

메모리 관리 또한 최적화했을 때 더욱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효율적인 GPU 메모리 관리를 위해 페이지 고정 메모

리를 이용해 메모리 복사 시간을 단축하고 스트림을 이용하여

계산과 메모리 복사 과정을 중첩하였다. 시간 영역 3차원 파

동 전파 모델링에서는 메모리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

복사가 프로그램 실행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따라서 효율

Fig. 9. Relative speedups of the GPU programs with respect to the

CPU programs using the same model.

Fig. 10. Ratios of execution times to that using the 200 × 200 ×

200 model. ‘Ideal’ curve shows the same value to the model size

ratio, ‘CPU’ curve shows the execution time of the CPU programs,

and ‘GPU’ curve shows the execution time of the GPU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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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메모리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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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페이지 고정 메모리

일반적인 운영체제는 물리적 메모리 공간보다 더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 메모리(virtual memory)를 사용

한다. 메모리의 내용 중 덜 사용하는 부분을 디스크의 스왑 공

간(swap space)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메모리로

복사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에 실

제 물리적 메모리 주소가 아닌 가상 주소(virtual address)를 제

공한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가상 주소를 이용해 공간 제약이

없는 것처럼 메모리를 사용하고 운영체제에서 가상 주소를 실

제 물리적 주소로 바꿔주는데 이때 주소들을 저장해 놓은 페

이지 표(page table)을 사용한다. 이렇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를 페이지 가능 메모리라 한다.

현재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는

PCI-E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통신을 이

용하는데, 이를 위해서 CPU 메모리는 페이지 고정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CPU 메모리의 내용을 GPU

메모리로 복사할 경우 페이지 가능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페

이지 고정 메모리에 복사한 후 GPU로 복사하게 된다. 반면에

페이지 고정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CPU 메모리 내에서의

복사 과정 없이 바로 GPU 메모리에 복사하게 되므로 통신 속

도가 향상된다.

Table A1에 페이지 가능 메모리와 페이지 고정 메모리를 할

당하고 해제하는 예를 보였다. 페이지 고정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udaMallocHost 또는

cudaHostAlloc 함수를 사용하여 배열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다. 일단 배열을 할당하면 두 경우의 배열 사용법은 동일하다.

페이지 고정 메모리의 경우 메모리 용량에 따라 할당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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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예시에 보인 것과 같이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 B: CUDA 스트림

최근의 GPU 카드들은 GPU 계산 과정과 메모리 복사 과정

을 중첩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카드 사양 및 사용하는 함수

에 따라 계산 과정들끼리의 중첩, CPU 메모리 읽기와 쓰기 과

정의 중첩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중첩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CUDA에서 스트림을 이용해야 한다. 동일한 스트림 내

에서는 계산과 메모리 복사를 중첩할 수 없지만 다른 스트림

끼리는 계산과 메모리 복사를 중첩할 수 있다.

Table B1에 스트림을 사용하는 코드를 일부 제시하였다. 스

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개의 스트림(nstream)을 만

들지 결정한 후 스트림을 생성한다(cudaStreamCreate). 스트림

생성 후에는 각 스트림별로 필요한 함수를 실행하고 실행 결

과를 복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 방향으로 영역을 분해하여

각 스트림에 할당하였기 때문에 유한 차분식 구현 함수의 인

자로 영역의 시작과 끝 정보를 전달하였다. 실행 결과를 복사

할 때에는 비동기 복사 함수(cudaMemcpyAsync)를 이용해야

다른 스트림의 계산 과정과 중첩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실행하면 Fig. 4에 보인 것과 같이 계산과 메모리 복사 과정을

중첩하게 된다. 스트림끼리 동기화가 필요할 경우 동기화 함수

(cudaStreamSynchronize)를 이용하고 스트림이 더이상 필요

없으면 생성했던 스트림을 제거한다(cudaStreamDestroy).

Table A1. A code snippet showing how to use the page-locked

memory.

float *u1, *u2 

// Pageable memory

u1 = (float*) malloc(nbytes);

free(u1);

// Page-locked (pinned) memory

cudaError_t status = cudaMallocHost((void**) &u2, nbytes);

if(status != cudaSuccess)

printf(“Error allocating pinned host memory!\n”);

cudaFreeHost(u2);

Table B1. A code snippet showing how to use the CUDA stream.

// Initialize

cudaStream_t streams[num_streams];

for(istream = 0; istream < nstream; istream++)

 cudaStreamCreate(&streams[istream]); 

// Launch CUDA kernel

for(istream = 0; istream < nstream; istream++)

{

cuda_kernel_function<<<dimGrid, dimBlock, 0, 

streams[istream]>>>(…);

cudaMemcpyAsync(…, cudaMemcpyDeviceToHost, 

streams[istream]);

}

// Synchronize

for(istream = 0; istream < nstream; istream++)

cudaStreamSynchronize(streams[istream]);

// Finalize

for(istream = 0; istream < nstream; istream++)

cudaStreamDestroy(streams[istr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