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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360 VR 스테레오 게임 영상 획득 성능 개선을 위한 다중 GPU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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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GPU Scheduling for Improved Acquisition of Real-Time 360 
VR Gam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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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360 VR(Virtual Reality) 스테레오 영상 획득 기술이 제안되었으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실시간 360 VR 스테레오 영
상 획득 기술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GPU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고, 게임 엔진의 샘플 게임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기존에 제안된 기법보다 최대 약 70%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GPU 자원이 좀더 균등하게 사
용됨을 보였다.

Abstract

Real-time 360 VR (Virtual Reality) stereo image acquisition technique based on game engine was proposed. However,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resource is not fully utilized due to bottleneck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GPU 
scheduling technique to solve the bottleneck of the existing technique and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using the sample games of the commercial game engine. As a result, proposed technique showed an improvement of performance 
up to 70% and usage of GPU resources more evenly compared exist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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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해외에서는 e스포츠와 VR(Virtual Reality)를 접목

한 중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다. 대
표적으로 미국의 e스포츠 VR 중계 플랫폼인 SLIVER TV는
게임 내에 가상 카메라 어레이(Virtual Camera Array)를 설

치하여 게임을 360도로 저장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VR 헤드셋으로 e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람

할 수 있는 LiveVRCast 기술 등을 발표하고 상용화에 성공

한 바 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리그인 ESL(Elect- ronic 
Sports League)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 세계

최초로 Counter-Strike 토너먼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1]. 
최근 국내에서도 상용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360 VR 
스테레오 고품질 영상을 획득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2,3].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앨리어싱(Aliasing), GPU 
연산 부하와 같은 문제들이 내제되고 있으며, 실제 상용화

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스템에 대

한 고도화 및 안정화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기술들과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실시간 360 VR 스테레오 게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

운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기존

Kim[3]이 제안한 방식과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였고, 앨리어싱과 같은 문제

해결과 생성된 영상에 대한 비트레이트(Bitrate) 개선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로 기존의 360 VR 

영상 획득 기술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을 연구하

였다. 3장에서 개선된 360 VR 영상 획득 기술을제안하였고, 
4장에서 실험을 통해 그 기능과 성능을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360 VR영상 생성 기술

사람은 두 눈으로 보는 각각의 두 영상을 통해 입체감을

인지할 수 있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멀리 있는 물체보다

더 큰 시야의 차이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하려면 IPD(Interpupillary Distance)에 따라 두 대의 카

메라에서 동기화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

된 두 대의 카메라를 모든 각도로 회전시켜 360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가상 공간에서는 렌더링을 통해

이를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다[4].
큐브맵(Cubemap) 이미지를 변환하여 ERP(Equirectan- 

gular Projection)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ERP 변
환은 필요한 연산이 적기 때문에 더 낮은 사양의 환경에서

도 높은 속도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으며, GPU을 통하여

쉽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게임 엔진 기반의 360 VR 영상 획득 기술

최근 발표된 게임 엔진 기반의 360 VR 영상 획득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Facebook의 360 Capture SDK, Nvidia
의 Ansel이 있다.

Facebook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360 Capture SDK는

실시간으로 4K 30FPS(Frames per Second)의 360 VR 영상

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Facebook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360 VR 영상의 스트리밍이 가능하다[5]. 하지만 실제 VR 
기기에서 요구되는 60FPS 이상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Nvidia에서 발표한 Ansel은 고품질 360 게임 내 이미지

획득 기술이다[6]. 다만 게임 진행을 멈추고 자유 시점으로

이동하여 16K 이상의 초 고화질 360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생성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Kim의 연구[3]에서는 가상 공간 내 가상

카메라를 배치하여 스테레오 큐브맵 이미지를 획득하여 픽

셀 맵핑을 통해 ERP이미지 형식의 360 VR 스테레오 영상

을 획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4K(4096x4096) 360 VR 스테레오 60FPS 영상 획득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Kim이 제안한 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첫째, ERP 변환을 하기 위한

GPU 연산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역매핑 테이블을 생성

하는데, 이를 생성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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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 과정을 위한긴시간이 요구된다. 둘째, 연산량감소를

위해역매핑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ERP 변환 시 영상

에 앨리어싱(Aliasing)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게임 렌더링

과 ERP 변환이 모두 하나의 GPU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렌

더링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넷째많은 프레임

을 한번에 인코딩하기 때문에 인코딩시 GPU에순간적인

부하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Kim의 연구[4]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구조를 재 설계하고, 새로운

GPU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고 설계한다.

Ⅲ. 360 VR 스테레오 게임 영상 교차 획득
시스템

1. 360 VR 스테레오 게임 영상 획득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은 게임 렌더링을 위한 GPU(GPU#0)와
인코딩을 위한 GPU 두 개(GPU#1, GPU#2)를 사용한다. 게
임 렌더링 및 360 VR 가상 카메라는 GPU#0에서 동작하며

60FPS 속도로 렌더링 되어 총 12개의 텍스처가 획득된다. 
이 때 획득된 텍스처는 GPU#0에서 ERP 변환을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GPU#1 또는 GPU#2로 전송된다. 전송 작업

외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GPU#0은 전송

이끝나고곧바로 다음 렌더링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인코
딩 작업 시 하나의 GPU가 GOP(Group of Picture) 만큼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인코딩해야 하기 때문에 GOP 크기만

큼의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인코딩 GPU로 전송되어야 한

다. 따라서 12개의 텍스처를 GOP크기와 동일한 횟수만큼

GPU#1과 GPU#2에번갈아가며 전송한다. 표 1은 ERP 변
환 전/후 이미지를 다른 GPU로 전송할 때 필요한 전송 대

역폭을 설명하고 있다.

Texture Type Bandwidth

4K VR Stereo Image (4096x4096) 8bit RGBA 60FPS 3.84 GB/s

1K Image (1024x1024) 8bit RGBA 12EA 60FPS 2.88 GB/s

표 1. GPU간 전송할 텍스처 종류에 따른 필요 대역폭
Table 1. Required bandwidth depending on the type of texture to trans-
fer between GPUs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RP 변환후의 이미지를 전

송하는 것 보다 2D 텍스처를 12개 전송하는 것이 필요 대

역폭이 적으며 이를 통해 GPU간 전송작업시 더빠른시

간에 전송을완료하여 이후렌더링작업의 지연을 더욱줄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
 인코딩 GPU는 12개의 텍스처가 모두 전송되면곧바로

전송된 12개의텍스처에 대해 ERP 변환을 수행한다. 이 시

점의 인코딩 GPU는 ERP 변환 외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ERP변환 연산을 줄이기 위하여역매핑 테이

블을별도로 생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코딩 GPU의남는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조도
Fig. 1. Structure of pro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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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성능을 이용하여 ERP 변환 시 보간(Interpolation)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역 매핑 테이블을 사용하였

을 때 발생하는 앨리어싱 현상을 제거하는 안티 앨리어싱

(Anti-Aliasing)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에서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 역 매핑 테이블과 보간 방식의 결과 비교
Fig. 2. Comparation of reverse-mapping table and interpolation

1K 텍스처 12개를 ERP 변환하여 획득된 4K 360 VR 스
테레오 이미지의 경우,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신의

GPU 기반 인코더를 사용하더라도 60FPS 속도로 인코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ERP 변환후 곧바로 인코딩을 시작하

게 되면 이후 GPU#0으로부터 전송되는 텍스처 수신이 지

연되어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ERP 변환 이후 곧바로 인코딩을 시작하지 않고 GOP 
크기만큼변환이완료될때까지 GPU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GOP 크기만큼의 ERP 변환이완료되면 저장된 모

든 360 VR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코딩을 시작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 Kim이 제안한 기법

의 GPU 작업 순서는 그림 3과 같다.
Kim이 제안한 기법은 GPU#0이 매 프레임마다 Render- 

ing, ERP, Copy 작업을 수행한다. ERP와 Copy 작업이 완

료될때까지 다음프레임의 렌더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

에 전체적인 게임 렌더링 성능이 저하되는 병목 현상이 발

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GPU#0은 Rendering 
및 Copy 작업만을 수행하고 다른 GPU가 ERP 작업을 수

행하기 때문에 Rendering 및 ERP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더 빠른 주기로 Rendering 작업을 수행할 수 있

고, 각 GPU에 비교적 균등하게 작업이 할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GPU 작업 순서 비교
Fig. 3. Comparation of GPU working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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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0 VR 스테레오 게임 영상 획득 시스템 구현

앞서 설계한 360 VR 스테레오 영상 교차 획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Unreal Engine 4.17 버전을 기반으로 하여

플러그인을 구현하였다. 가상 카메라는 1024x1024 크기의

90도 FOV 카메라를 12개 이용하였다. Unreal Engine에서

획득 가능한 텍스처 형식과 CUDA에서 지원 가능한 텍스

처 형식의 호환성 이슈로 인하여 8bit RGBA 형식의 텍스

처가 아닌 16bit RGBA 형식의 텍스처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GPU간 전송 대역폭의 한계 때문에 60FPS로 텍스처

12개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획득된 16bit 텍스처를

우선 8bit 텍스처로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 하는 과

정을 추가하여 GPU간 전송 대역폭내에서 충분히 전송 가

능하도록 하였다. GPU간 전송 대역폭및텍스처형식에 따

른 필요 대역폭은 표 2와 같다.

Type Bandwidth

Copy GPU to GPU (without SLI) 5.5 GB/s

16bit 1024x1024 RGBA 12ea 60FPS 5.76 GB/s

8bit 1024x1024 RGBA 12ea 60FPS 2.88 GB/s

표 2. 텍스처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과 GPU간 데이터 전송 대역폭
Table 2. Bandwidth of texture transfer and data transfer between 
GPUs

텍스처다운 샘플링 및 ERP 변환은 CUDA 커널(Kernel)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ERP 변환의 출력으로 4K(4096x 

4096) 8bit RGBA 형식의 텍스처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Nvidia 하드웨어 인코더를 이용하여 h.264 60FPS 비디오

스트림으로 인코딩하였다.

Ⅳ. 실험 환경 및 방법

1. 실험 환경 및 방법

게임엔진은 Kim이 제안한 기법과의 성능 비교를 위하

여 동일한 Unreal Engine 4.17 버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Unreal Engine 버전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하여 추가적으

로 4.22 버전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한 게임은 
Unreal Engine에서기본적으로제공하는샘플 게임을이용하

였다. 다양한그래픽효과및환경에서실험할수있도록각각

다른특징을 가지는 샘플 게임을 4종선정하였으며, 샘플 게

임의 이름과 이미지는 아래표 3과 같다. Sun Temple은 고

사양모바일기능을선보이도록설계되었으며, 다양한그래픽

기능 및 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는 물

리 기반 렌더링 샘플이 포함되어 있다[7]. Stylized Rendering
은 게임에 스타일이 적용되어 만화 같은 형태의 환경을 렌

더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샘플이며, 포스트프로세싱(Post 
Processing)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8]. Realistic 
Rendering은 Unreal Engine의실사렌더링기능을구현한샘

플이며, 빛과관련된 각종엔진 기능을사용하여 현실과같은

Sample Image Sample Image

Sun Temple Stylized Rendering

Realistic 
Rendering Particle Effects

표 3. 실험 시료용 샘플 게임
Table 3. Sample games for experiment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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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구현하였다[9]. Particle Effects는다양한환경 및입자

시스템(Particle System)을구현한 샘플이며, 눈보라, 물의흐

름 및 불 등의 여러 자연 환경적인 효과를 구현하였다[10].
기존 Kim이 제안한 기법과 제안하는 GPU 스케줄링 기

법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PS와 각 GPU의 사용률

을 측정하였다. 샘플 게임을 실행한 후 1분간 성능을 측정

하였으며, 화면 전환 스크립트가 포함되지 않은 Realistic 
Rendering을 제외한 나머지 샘플 게임은 성능 측정을 하는

동안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환경은 표 4과 같다.

Device Type Device Name
CPU Intel Core i9-7920X 2.9GHz
GPU Nvidia Quadro RTX5000 3EA

Memory Samsung DDR4 2400MHz 128GB
Storage Samsung SSD 960 Pro 1TB

OS Windows 10 Pro 64bit

표 4. 실험용 시스템 환경
Table 4. Experimental system environment

2. 실험 결과

FPS 측정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샘플 게임에서 Kim이 제안한 기법보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기법이 더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샘플 게

임에 따라 30%에서 70%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특히 Particle Effect 샘플의 경우 Kim이 제안한 기

법은 평균 20FPS 이하로, 영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정도

의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제안하는 기법은 25FPS 이상, 특
히 4.22 버전의 Unreal Engine을 사용하는 경우 36FPS 이
상의 성능을달성하여 충분히 영상으로 사용될수 있을 정

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4는 측정된 평균 FPS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샘플 게임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법이좋은 성능을 나타냄을알수 있다. 하지만 Sun Temple, 
Stylized Rendering, Realistic Rendering 세 가지 샘플에서

Kim이 제안한 기법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각 샘플별로 상당한 성능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성능 측정 결과 그래프
Fig. 4. Graph representa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

그림 5는 Kim이 제안한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법의 같은 샘플에서의 GPU#0에서의 GPU 사용률을 비교

한 것이다. 

Sample Version Average FPS Over 30FPS (%) Over 60FPS (%)

Sun Temple
4.17 (Kim’s method) 59.42 99.54 49.02

4.17 (Proposal) 83.92 99.78 72.58
4.22 155.80 99.99 99.95

Stylized Rendering
4.17 (Kim’s method) 57.63 99.21 39.70

4.17 (Proposal) 99.59 99.95 91.32
4.22 131.54 99.99 95.17

Realistic Rendering
4.17 (Kim’s method) 53.02 99.97 6.06

4.17 (Proposal) 64.27 99.97 49.93
4.22 82.97 99.98 95.43

Particle Effects
4.17 (Kim’s method) 19.27 5.51 0.00

4.17 (Proposal) 26.22 36.24 0.41
4.22 36.28 50.26 7.11

표 5. 성능 측정 결과
Table 5.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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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링 사용률은 같은 샘플을 렌더링하기 때문에 사용률

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ERP 변환을 수행하지 않고, 16bit 텍스처를 8bit 텍스처로

다운 샘플링만 하기 때문에 Kim이 제안한 기법에 비해 낮

은 CUDA 사용률을 보이는것을알수 있다. 또한 ERP 변
환된 이미지를 전송하는것보다 12개의 2D 텍스처를 전송

하는것이앞서 설명했던것처럼필요 대역폭이 적기 때문

에 Copy 연산 또한 낮은 사용률을 보이는것을알수 있다.
그림 6은 Kim이 제안한 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법의 인코딩 GPU (GPU#1, GPU#2)의 사용률을 비교한것

이다.
Kim이 제안한 기법은 60FPS에서 1초 동안 ERP 이미지

를 저장해 두고 한 번에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1초 단위로

인코딩및 Copy 사용률이극단적으로 변하게 된다. 본 논문

그림 6. 인코딩용 GPU(GPU#1, GPU#2)의 사용률 측정 결과
Fig. 6. The measurement result of encoding GPU (GPU#1, GPU#2) resource usage

그림 5. 렌더링용 GPU(GPU#0)의 사용률 측정 결과
Fig. 5. The measurement result of rendering GPU(GPU#0) resourc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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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GOP 단위로 ERP 이미지를 전송하

기 때문에 비교적 균등한 사용률을 보임을알수 있다. Kim
이 제안한 기법은 인코딩용 GPU에서 함께 ERP 변환을 수

행하기 때문에 CUDA 연산이 존재하지않는 반면,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인코딩용 GPU에서 CUDA 연산이

수행됨을알수 있다. GPU#1 및 GPU#2에서 Copy 사용률

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테스트 환경 PC의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구성에 의해 전송 속도에

서 차이가 발생하여 생긴 현상이며, 영상 인코딩 성능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7은 같은 렌더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1분 동안 획

득된 영상의 5초 단위의 구간 별 평균 비트레이트(Bitrate)
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Kim이 제안한 기법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비트레이트가 낮게 나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Kim이 제안한것과 같이 더많은

프레임을 한 번에 인코딩하는 것이 더 낮은 비트레이트를

가질것으로예상되나, 실험 결과 반대로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기법이 더 낮은 비트레이트를 가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im이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그림 2에서와 같

이 앨리어싱 현상에 의해 영상에 일종의 노이즈(Noise)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형상이며, 인코딩 시 압축 효율

이 좋지않아 결과적으로 높은 비트레이트를 가지게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60 VR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하는 Kim
이 제안한 게임 엔진 기반의 360 VR 스테레오 영상 획득

기법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GPU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방법보다빠른로딩속도 및 균등한 GPU 사용율을

보이며, 같은 게임 엔진에서 Kim이 제안하였던 방법보다

약 30%에서 70%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렌더링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더 낮은 비

트레이트를 가짐을알수 있었다. 하지만 고 사양의 시각적

효과가 렌더링 되는 경우 제안하는 방법에서도 60fps의 성

능은 가질 수 없음을알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을 개선하여 고 사양의 게임에서도 좋

그림 7. 획득된 영상 비트레이트 측정 결과
Fig. 7. The measurement result of captured video b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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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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