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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  동기화 기반의 고성능 다  GPU 더링
(High-Performance Multi-GPU Rendering 

Based on Implicit Synchronization)

김 욱
†
     이 성 길

††

                                 (Younguk Kim)        (Sungkil Lee)

요 약 최근 고품질, 고해상도 실시간 더링 지원을 하여 다  GPU 더링에 한 심이 커지

고 있다. 실시간 더링에서 여러 개의 GPU로 고성능을 달성하기 해서는 GPU 간의 데이터 송 지연

과 임 합성 부하를 고려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부하를 최소화하고 다  GPU의 효율을 향상하

기 해 split frame 더링의 동기화를 묵시  질의 기반으로 향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한, 이러한 

묵시  동기화 기반 임 합성을 지원하기 한 메시지 큐 기반의 더링 스 링 알고리즘도 제안한

다. 본 알고리즘을 용한 실험은 본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 비 200% 이상 효율을 향상함을 확인하 다.

키워드: 다  GPU, 실시간 더링, 병렬 더링, GPU 더링

Abstract Recently, grow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multi-GPU rendering to support real-time 

high-quality rendering at high resolution. In order to attain high performance in real-time multi-GPU 

rendering, great care needs to be taken to reduce the overhead of data transfer among GPUs and frame 

composition. This paper presents a novel multi-GPU algorithm that greatly enhances split frame 

rendering with implicit query-based synchronization. In order to support implicit synchronization in 

frame composition, we further present a message queue-based scheduling algorithm. We carried out 

an experiment to evaluate our algorithm, and found that our algorithm improved rendering performance 

up to 200% more than previously existing algorithms.

Keywords: multi-GPU, real-time rendering, parallel rendering, GPU rendering

1. 서 론

최근 4K, 8K Ultra-HD와 같은 고해상도 디스

이의 등장과 함께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의 빠른 증가로 

고성능 연산을 향상시키기 해 graphics processing 

unit(GPU)에 한 심이 많아지고 있다. GPU는 수많

은 코어를 병렬로 사용하여 용량 데이터에 해 동시

에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계산 속도를 크게 높여 다. 이

미 그 성능은 기존 central processing unit(CPU) 성능

을 넘어섰으며 계속 인 GPU의 발 으로 성능이 나날

이 증가하고 있다.

단일 GPU도 이미 상당히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이

보다 더 고성능을 얻기 해, 여러 GPU를 사용하여 연

산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GPU의 경우 

자체 으로 병렬성을 가지고 있어 다  GPU 사용이 용

이하므로, general purpose GPU(GPGPU) 분야 같은 

곳에서는 다  GPU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다. 

실시간 더링에서도 더 높은 품질의 더링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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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  GPU를 활용할 때 높은 

효율성을 얻기 힘들어 그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GPGPU나 오 라인 더링에서는 실시간성(30 Hz 

이상)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을 최 화하기 때문에 

GPU 활용에 있어 제약이 다. 하지만 실시간 더링

에서는 효율성을 최 화 하면서 실시간성을 확보해야하

기 때문에 시간 인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GPGPU에

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CPU와 GPU간의 데이터 송

은 실시간 더링에서 크게 성능을 하시킨다. 따라서 

GPGPU나 오 라인 더링에서 효율성이 확보된 다  

GPU 알고리즘들을 실시간 더링에서는 사용할 수 없

어 다  GPU 활용도가 낮다.

재, 실시간 다  GPU 더링을 사용하기 한 방

법으로 alternative frame rendering (AFR)과 split frame 

rendering (SFR)의 두 방법이 있다[1]. AFR에서는 한 

임을 더링하기 해서 하나의 GPU만 사용을 하

면서, 각 임을 GPU들이 교 로 더링을 수행한다. 

각 GPU가 독립 으로 장면을 더링하므로 단일 GPU

의 더링 구조의 큰 변환 없이 다  GPU 사용에 용

하기 쉽지만, 입력의 지연이 단일 GPU 만큼 길어져서 

반응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그리고 더

링 과정에 따라 임을 더링하는 시간이 불규칙하

게 되어 화면 갱신이 불규칙 인 micro stuttering 상

을 나타내게 된다.

SFR은 장면을 각 GPU에게 분배하여 모든 GPU가 

한 임을 더링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실제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AFR과는 달리 장면을 균일

하게 분배하는 부하분산(load balancing) 과정이 필요하

고, 최종 디스 이를 해 각 GPU의 더링 결과들

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frame composition)이 추가로 

요구된다. 임 합성을 해 각 GPU는 하나의 GPU 

혹은 CPU에게 결과를 송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한 추가 송 지연이 발생하여, 각 GPU 간에는 합성

을 기하는 동기화가 요구된다. 동기화로 인하여 더

링이 일  끝나는 GPU들은 합성이 끝날 때까지 기해

야 하므로 다  GPU의 확장성(scalability)이 감소하게 

되고, 입력에 한 지연 시간 역시 크게 감소하지 못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SFR에서 동기화로 인한 기상태(stall) 

 데이터 송 시간을 제거하기 해 질의(query)를 

활용한 묵시  동기화 방식의 SFR 기법을 제안한다. 묵

시  동기화에서는 데이터의 송 완료 여부를 질의를 

통해 악하고, 송 완료 시 임 합성을 수행한다. 

데이터 송과 합성 과정을 기하지 않고 GPU들이 

더링을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기상태를 제거하여 상

호작용의 지연을 감소시키면서 더 나은 확장성(scal-

ability)을 얻을 수 있다.

한, 묵시  동기화 방식을 사용할 경우 GPU 간의 

더링 과정이 동기화되지 않아 더링 결과가 어 나

는 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임 간의 

더링 결과의 합성을 지원하기 해 메시지 큐 기반의 

더링 스 링 알고리즘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묵시  동기화 방식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SFR

에서 요구하는 부하분산 알고리즘에 한 의존성도 낮

출 수 있다.

2. 련연구

GPU의 높은 성능을 더욱 증가시키기 해 다  GPU

에 한 연구 역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실시간 더링과 

같이 시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GPGPU 환경이나 

오 라인 더링에서는 기상태를 최소화하고 각 GPU

의 효율을 최 화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2.1 GPGPU

다  GPU를 사용하는 GPGPU 환경에서는 계산을 

수행하기 한 데이터의 의존성에 따라서 GPU의 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GPU를 최 한 활용하

기 해 균일한 작업부하(workload) 스 링이 필요하

다. 아직까지 CUDA와 같은 GPU 로그래  API에서 

불균일한 작업부하를 효율 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인 부하분산 없이는 GPU 성능을 효과

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3].

Chen 등은 작업부하를 균일하게 조 하기 해 task 

기반의 부하분산 방법을 제안했다[3]. 이 논문에서는 

task 수 의 병렬성을 이용하여 GPU의 성능을 향상시

키고, heterogeneous system에서 CPU  GPU 자원

을 동 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알고리즘을 GPU로 확장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

고 있는데, Rustico 등은 기존 시뮬 이션 알고리즘을 

단일  다  GPU에서 구 하여 높은 성능 향상을 달

성했다[4]. 그리고 부하분산 알고리즘을 통해 추가 인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 한 부하 분

산이 필요하며 부하분산 과정에 따른 추가 인 부하가 

발생하는 문제 도 언 하고 있다.

2.2 오 라인 더링

오 라인 더링에서 다  GPU를 사용하는 것은 GPGPU

의 경우와 달리, 각 임마다 독립 으로 장면을 더

링하기 때문에 작업 간의 의존성은 다. 그러나 더링

의 작업부하를 균일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GPU의 활용

률이 떨어지는 것은 GPGPU와 비슷한 문제 으로 발생

한다.

Eilemann 등이 제안한 equalizer는 병렬 더링에 필

요한 기능들을 추상화 하면서 확장성(scalability)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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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범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렬 더링 임

워크이다[5].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sort-first나 sort- 

last 더링 방식을 선택하여 다  GPU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qualizer를 활용하여 뉴런 시뮬

이션의 더링을 수행한 연구도 수행되어, 다  GPU와 

GPU 클러스터 환경에서 높은 더링 성능 향상을 달성

했다[6]. 그러나 여 히 불균일한 부하 분배로 인한 확

장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남아있다.

R. Hagan  Y. Cao 는 시뮬 이션과 더링을 처리

하기 해 버퍼를 기반으로 부하분산을 수행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7]. 시뮬 이션 계산이 클 경우에는 이에 

해 더 많은 GPU가 할당되어 수행되고, 반 로 더

링 계산량이 커지면 시뮬 이션에 할당된 GPU를 더

링 계산으로 분배하며, 비동기 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

성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데이터 송 시

간이나 임 합성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시간 더링에서는 기상태가 발생하여 성능이 하락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2년 Eilemann 등은 이러한 시간들을 다  GPU 

cluster 환경에서 고려했다[8]. 이 논문에서는 더링 시

스템 사이에 데이터를 송하고 합성할 때, 읽기 과정과 

합성 과정 연산들을 비동기 으로 실행하여 시간을 

첩시켜서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는 GPU-GPU 

사이의 비동기 송이 아닌 CPU-GPU 사이의 비동기 

송을 고려했다.

2.3 실시간 더링

실시간 더링에서 다  GPU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더링의 작업부하를 균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문제

이 있다. 그러나 GPGPU나 오 라인 더링과는 달리 

더링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하분산 시에 데이

터의 송 시간에 한 고려와 각 GPU 간의 동기화 문

제가 더 요해진다. 이로 인하여, GPGPU나 오 라인 

더링에서 사용하던 방식들을 용하기 어렵다.

합성할 임의 송 시간이나 임 합성 시간으

로 인한 기상태를 없애기 해 몇 가지 방법론이 제

안되었고 성능을 향상시켰으나, 동기화에 의한 제약을 

여 히 가지고 있다. Jordi Roca Monfort 등은 SFR과 

AFR 방식을 조합하여, 클러스터 GPU 사용 시에 확장

성(scalability)과 반응 속도를 개선시켜서 다  GPU 

더링 효율을 향상 시켰다[1]. 그리고 더링 된 임

의 송 시간을 감추기 해 더링과 동시에 더링이 

끝난 픽셀의 복사 과정을 수행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Liu 등은 더링 된 임의 합성 과정이 다른 GPU

들의 기상태를 만든다는 에서 합성 과정을 GPU와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9]. 임 합성을 CPU에서 

하는 신 합성 시간 동안에 GPU가 동시에 더링을 

수행함으로써 GPU의 활용률을 높여서 성능 향상을 달

성했다. 그러나 해상도가 커짐에 따라 CPU로 임을 

송하는 시간과 합성 시간이 증가하여, 부하로 작용하

게 되는 문제 이 있다.

3. 알고리즘

본 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  알고리즘들

을 설명한다. 먼 , SFR에서 사용되는 부하분산과의 

계성을 설명하고 묵시  동기화 방식을 사용하는 

임 합성 기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지원하

기 한 메시지 큐 스 링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알고

리즘을 최 화하기 해 사용되는 인자들에 하여 설

명한다.

3.1 부하분산

SFR은 장면을 각 GPU에게 분배하여 더링 된 

임을 하나로 모아서 합성하는 방법이다. 그림 1은 알

고리즘의 체 과정의 개요를 나타내는데, 부하분산 과

정은 더링 에 처리된다. 부하분산 시 분배 기 에 

따라 시 을 기 으로 나 는 방법인 sort-first와 객체

를 기 으로 나 는 방법인 sort-last을 사용할 수 있다

[10]. Sort-first에서는 장면에서 객체의 분포를 고려하

여 시 을 나 고, 각 GPU가 해당 시 을 더링하여 

이를 하나의 시 으로 합친다. Sort-last의 경우, 객체의 

특성( 치, 정  개수 등)을 고려하여 각 GPU에 객체들

을 분배하고 더링한다. 그리고 더링 된 같은 크기의 

임들을 합치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치에 있는 픽

셀에 해서 깊이 값을 비교하여 카메라에 가까운 픽셀

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Sort-first는 깊이 계산이 필요 없는 장 이 있지만, 

시 을 나  때 객체가 균일하게 분배되지 못할 경우 

불균형한 분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의 치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는 문제 이 있다. Sort-last는 객체

의 특성을 활용하므로 균일한 부하분산이 쉬울 수 있으

나, 보이지 않을 부분까지 더링 하므로 불필요한 성능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다  GPU 더링에서는 

부하분산이 제 로 되지 못할 경우, 기상태로 인해 부

하가 게 걸린 GPU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기상태의 제거를 

통해 부하분산으로 인한 GPU 성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부하분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

하분산 알고리즘과는 독립 으로 작동한다.

3.2 임 합성

각 GPU에서 부하를 분산하여 그려진 결과는 주 

GPU에서 하나로 합성하는 과정을 거친다(그림 1의 합

성 과정). 주 GPU에서 결과들을 사용하기 해, 보조 

GPU에서 주 GPU로 더링 된 임을 복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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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동기 메시지 스 링에서 메시지 큐  로세스의 개요

Fig. 1 Overview of message queue and process on asynchronous message scheduling

다. 그래픽스 API의 복사 명령은 CPU  GPU 스 드

(thread)를 정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사 과정을 기하

지 않고 다른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

 동기화에서는 복사 이후에서 동기화 명령을 수행하

여 복사 과정을 기하는데, PCI Express 2.0 8배속(4 

GB/s)에서 1920×1080 해상도 이미지(31.6 MB)를 복사

하는데, 이론 으로 약 8 ms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 합성 과정을 수행한 이후에 다음 더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보조 GPU는 복사 시간뿐만 아니라 합성 

시간을 추가 인 기상태로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더링과 복사가 빠르게 끝난 보조 GPU에서는 기상

태로 인한 성능 하락이 발생한다(그림 2).

이런 기상태를 최소화 하여 SFR 더링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데, 보조 GPU의 더링과 텍스처 

송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보조 

GPU의 복사 과정과 주 GPU의 합성 과정 동안에 보조 

GPU가 더링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보조 GPU의 기

상태를 제거한다.

송이나 합성 과정의 기 없이 바로 다음 임 

더링을 수행하지만 최종 인 합성 과정을 수행하기 해 

묵시  동기화를 사용한다. 임의 복사가 완료할 때까지 

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GPU에서 확

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임들을 동기화시키고 합성을 

수행한다.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픽

스 API의 시간 질의(timer query)를 사용한다. 그래픽스 

API  OpenGL 시간 질의의 경우 이  작업이 끝난 경

우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여 질의의 가용성

(GL_QUERY_RESULT_AVAILABLE)을 확인하면 이

 GPU 명령인 복사 과정이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묵시  동기화를 해 시간 질의를 복사 명령 이후에 

추가하고 합성 과정의 기 없이 다음 더링을 수행한

다. 그리고 시간 질의의 가용성을 확인하여 복사 완료 여

그림 2 데이터 송 기(상)  임합성 기(하)

Fig. 2 Stalls by data transfer (above) and compositing 

frames (below)

부를 테스트해야 하는데, 해당 테스트는 각각의 GPU에

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조 GPU는 장면을 더링

하기 에 질의의 가용 여부 테스트를 수행해서 복사 완

료를 알려야 한다. 주 GPU의 더링 스 드는 그림 1의 

합성 단계에서 보조 GPU들의 테스트 결과를 합성 에 

확인하는데, 모든 임들이 주 GPU의 텍스처에 복사 

되었다면 주 GPU는 임을 합성하고 화면에 보여

다. 만일, 복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 GPU 역시 기 

없이 더링을 계속 수행한다(그림 1의 더링 루 ). 이

러한 임 합성 방법은 더링과 송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게 하여 임의 송 시간을 숨길 수 있다.

3.3 메시지 큐 스 링

묵시  동기화를 수행할 경우 더링 시 이나 복사

가 완료되는 시 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시

의 임 간의 합성을 수행하기 해서 이들을 리

해야 한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메시지 큐를 사용하여 이

를 스 링 한다. 그림 1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메시

지는 특정 시 에서 더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장

하여, 각 GPU의 더링 시작 시간이 다르더라도 동일

한 시 의 장면을 더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링 된 

결과를 장하기 해 GPU 개수만큼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를 리하기 해서 사용되는 메시지 큐는 

4가지로, 빈 메시지가 포함된 기 큐(ready queu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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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더링 큐(render queue), 

복사가 진행 인 복사 큐(copy queue), 합성을 기하

는 합성 큐(composite queue)가 있다. 그리고 더링 

큐와 복사 큐는 사용되는 GPU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그림 1의 더링 과정에서 각 더링 스 드는 더링 

큐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와서 더링을 수행하는데, 큐가 

비어 있을 경우 기 큐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와서 더

링 정보를 기화 하고 각 더링 큐에 추가한다. 더링

이 끝난 메시지는 보조 GPU의 경우 복사 큐로, 주 GPU

의 경우 합성 큐로 이동한다. 보조 GPU에서는 복사 큐

로 들어간 메시지에 해서 복사 완료를 확인하고 복사

가 완료된 메시지는 제거한다. 주 GPU에서는 더링이 

끝난 이후 합성 큐에 메시지가 있는 지 확인하고 합성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합성이 가능하다면, 해당 메

시지의 임을 합성한다. 마지막으로 주 GPU에서는 

합성이 끝난 메시지를 기 큐로 이동시킨다(그림 1).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임 시 의 순서 로 합

성  디스 이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와 같은 메시지 큐 구성을 통해, 기 큐와 더링 큐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락(lock)들이 더링 과정에 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한, 락 과정에서는 부하가 거의 

없는 메시지 생성과 같은 작업만 수행하여, 부하를 최소

화 시키며 더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메시지 큐 방식을 통해 부하분산에 한 의존

성을 낮출 수 있지만, 심한 부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는 더링 큐가 꽉 찰 수 있다. 이는 메시지 생성 과정에

서 락으로 인한 기상태를 일으켜 성능 하를 발생시

키는데, 더링 큐의 상태에서 부하 불균형을 미리 감지

하여, 부하분산을 통해 성능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3.4 최 화

본 스 링에서는 장면의 구조나 GPU 성능에 따라 

최 화를 한 인자로 메시지 수(큐의 크기)와 복사/합

성의 지연 시간, 복사 테스트의 횟수를 사용한다. 메시지 

수는 스 링에서 사용하는 큐의 크기와 동일하며, 메

시지가 많을수록 부하가 게 걸린 GPU들이 미리 더

링하는 임의 개수가 많아진다. 한 메시지 개수

는 불균일한 부하 상황에서도 모든 GPU를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메시지 수가 많아질 경우 

미리 더링 된 임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링

을 더 부드럽게 수행할 수 있지만, 합성되어 보이는 시  

간의 차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지연이 증가한다.

복사  합성의 지연 시간은 보조 GPU에서 수행하는 

복사 완료 테스트나 주 GPU에서 수행하는 합성 가능 

테스트가 바로 수행되지 않도록 임을 기 으로 지

연시킨다. 각 테스트는 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로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링 시간과 송 시간을 고려하

여 1-2 임 정도 지연시킨다. 복사 테스트의 횟수는 

보조 GPU들이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테스트하는 메시지

의 개수를 의미한다. 복사 과정이 연속 으로 진행될 경

우 더링 과정 동안 2개 이상의 복사가 완료될 수 있

다. 복사 완료 여부는 미리 확인할수록 추가 질의의 감

소와 합성 지연 시간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2개 이상의 

복사를 확인한다. 본 스 링에서는 이런 인자들의 값

으로 각각 3, 1, 1  2를 사용했다.

4. 결 과

마지막으로 본 알고리즘의 장면별 성능 측정과 equa-

lizer[5]  Liu의 방법[9]들의 성능을 비교했다. 모델의 

분배 알고리즘의 효율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지

만, 본 실험에서는 평균 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비

율을 고정으로 하고 평균 당 임 수(frames per 

second; FPS)를 측정했다. 실험 환경은 Intel i7-3770 

CPU와 NVIDIA Quadro K5000 GPU  Full-HD (1920× 

1080) 해상도를 사용했으며, 사용한 장면은 bunny, balloon, 

cityblock으로 그림 3과 같이 구성했다. Bunny 장면에서

는 삼각형 69,451개를 가지는 bunny를 임의로 배치하여 

삼각형 개수를 증가시고, balloon 장면에서는 삼각형 

10,588개를 가지는 balloon을 임의로 배치했다. 마지막으

로 cityblock 장면은 건물과 도로  가로등을 격자 형

태로 배치하고, 삼각형 83,894개를 가지는 사람 모델을 

cityblock에 임의로 배치해서 삼각형 개수를 증가시켰다.

그림 4는 bunny, balloon, cityblock 장면 별로 GPU 

1개, 2개, 3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 

장면에서 다  GPU를 사용했을 때 단일 GPU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GPU 2개를 사용했을 때는 7.5 Hz에

서 14.1 Hz로 최  187%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GPU 3

개를 사용했을 때는 5.6 Hz에서 13.8 Hz로 최  246% 

성능 향상을 보여 다. Bunny  cityblock 장면의 경

우 2개의 GPU를 사용했을 때 최소 15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3개의 GPU를 사용하게 되

면 GPU 간의 송부하가 많은 향을 끼치게 되면서 

성능 향상 폭이 178%까지 감소하게 된다.

Balloon 장면의 경우에는 객체의 삼각형 단 가 다른 

장면들에 비해 매우 작고 텍스처 사용도 많아서 GPU 성

능이 높지 않다. 단일 GPU에서도 GPU 활용률이 6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GPU를 활용할 경우 체

으로 GPU 활용률이 떨어진다. 한, 복사로 인한 메

모리 읽기/쓰기 증가도 성능에 향을 미쳐서, GPU 3개

를 활용할 경우에는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는 상이 있다.

그림 5는 각 장면  GPU 개수 별로 본 알고리즘과 

equalizer  Liu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 결과를 보여

다. Equalizer는 eqPly 제를 기 으로 sort-last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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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가지 성능 측정 장면: Bunny (좌), Balloon ( ), Cityblock (우)

Fig. 3 Three benchmark scenes: Bunny (left), Balloon (middle) and Cityblock (right)

그림 4 Bunny (좌), balloon ( ), cityblock (우) 장면 별 단일  다  GPU 성능 측정 결과

Fig. 4 Performance of single- and multi-GPU rendering on bunny (left), balloon (middle), and cityblock (right) scenes

그림 5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equalizer, Liu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Fig. 5 Performance comparisons for our algorithm, equalizer, and those of Liu et al.

식의 기본 설정을 사용해서 측정했으며, Liu 알고리즘은 

decoupled parallel rendering을 구 하여 성능을 측정

했다. 그 결과로, 본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들과 비

교하여 높은 성능 향상을 달성했다. Equalizer 비 

2-GPU에서 8.2 Hz에서 15.3 Hz로 최  187% 성능 향

상하고, 3-GPU에서 8.7 Hz에서 18.6 Hz로 214% 성능 

향상을 보여 다. 한, Liu 알고리즘 비 2-GPU에서 

11.4 Hz에서 36.3 Hz로 최  318% 성능 향상되며, 3-GPU

에서 8.4 Hz에서 40.2 Hz로 479%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Equalizer의 경우, 본 알고리즘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

지만, 임의 합성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성능 향상이 

크지 않았다. Liu 알고리즘의 경우, Full-HD 해상도를 

사용할 경우 임 송  합성 시간이 매우 커져서 

크기가 작은 장면에서는 성능 향상이 으며, 크기가 큰 

장면에서도 성능 향상이 크지 않았다.

5. 결 론

본 논문은 실시간 다  GPU 더링의 성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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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묵시  동기화와 메시지 스 링 알고리즘을 제

안했다. 다  GPU 더링 성능을 최 화하기 해서 

묵시  동기화를 사용하여, 송과 합성으로 인한 기

상태를 제거하고 모든 GPU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한, 

묵시  동기화를 효율 으로 사용하고 더링  합성 

과정을 리하기 해 메시지 스 링 알고리즘을 도

입하고 다  GPU의 확장성(scalability)을 개선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며 추후 연구로 

진행될 정이다. (1) 부하분산 알고리즘에 따라 메시지 

스 링 방법이나 최 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심한 

부하 불균형을 막기 한 부하부산 알고리즘에 한 고

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

으므로 이를 고려한 최 화된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하다. 

(2) 이  임과 일 성(coherence)을 가지는 더링 

기법을 사용할 경우 최종 합성된 임을 보조 GPU에 

다시 송해야 하는 부하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더링 기법은 보

편 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요

구된다. (3) 한, bunny나 balloon과 같은 단순한 장면

보다 cityblock이나 게임  애니메이션 장면처럼 일반

인 모델  장면에 해서도 알고리즘 성능 향상이 효

과 인지 추가 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4) 마지막으

로, 차세  그래픽스 API(DirectX 12 는 Vulkan)들이 

부하를 최소화 하며, 다  GPU를 극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후 차세  그래픽스 API  

GPU를 용하여 향상된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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