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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오프로딩 결정 모델을 개선한 GPGPU 오프로딩 결정 모델을 제안한다. 개선된 오
프로딩 결정 모델은 GPGPU 응용의 오프로딩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고려하고 있
다. 즉, 네트워크 대역폭과 데이터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 전송 시간 뿐만 아니라 로컬과 원격지간의 메시
지 전달 횟수에 따른 네트워크 지연시간의 오버헤드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원격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추
가적인 CPU 수행의 오버헤드 역시 포함하고 있다.
행렬 곱 32 x 32 워크로드의 경우 기존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서 실제수행 시간과 약 4배의 차이를 보
였지만, 개선된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선 실제 수행 시간과의 차이가 약 1.3배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실제
수행과의 시간차이를 줄이는 것은 더욱 정밀한 오프로딩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1. 서 론
현재 Graphic Processing Unit (GPU)은 디스플레이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CPU에
의해 처리되던 compute-intensive 워크로드들의 수행 성
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모바일 응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현재
GPGPU 응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기기의 GPU 하
드웨어 성능은 데스크탑 기반의 GPU에 비해 현저히 떨
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이러한 모바일폰 성능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프로딩 기술이 도입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GPGPU 오프로딩 기술은 원격의
GPGPU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수행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한 목적과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 두 가지로 나뉜다.[1] 일반적으로 오프로딩 기술을
통한 수행 성능의 향상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네트
워크를 통해 전송하였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원격 수행
시간의 합이 로컬의 수행시간보다 작을 때 가능하다. 위
계산을 통해, 우리는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되는 응용의
최적의 성능을 위해 응용을 원격지에서 수행할 것인지
로컬에서 수행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계산식을 대입하여 GPGPU 응용의 원격
지 수행을 결정하는 모델에 적용했을 때, 최적의 성능을
위한 응용의 수행 목적지가 원격지로 나타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 오프로딩 프레임워크를 통해 수행된 결과는
로컬 수행의 성능이 최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실제
GPGPU 응용의 오프로딩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오버헤
드 때문에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GPGPU 응용의 오프로딩 가능한 프레
임워크에서 최적의 성능을 위해 원격지와 로컬 수행을
결정하는 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
들에 대해 분석하고, 더 나은 GPGPU 오프로딩 수행 결
정 모델을 제시한다.

2. 기초지식 및 관련연구
2.1. GPGPU 오프로딩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GPGPU 응용에 대한 오프로딩
수행을 지원하는 기존의 프레임워크로 rCUDA[2],
GViM[3], vCUDA[4], VOCL[5] 이 있다.

(그림 1)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수행되는 기본 오프로딩
프레임워크
오프로딩 프레임워크는 VM 간의 수행이든 물리적인
로컬-원격지 간의 수행이든 상관없이 (그림 1)의 구조를
따른다. 응용에서 GPGPU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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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는 원격 GPGPU 라이브러리에 의해 인터포즈
되어 원격지로 전달되고, 원격지에선 전달받은 라이브러
리를 수행하여 수행 결과를 로컬로 전송하는 형식이다.

2.2. 오프로딩 결정 모델
응용의 성능 보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오프
로딩은 무조건적인 원격 수행이 아닌 선택적인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요소를 고려하여 로컬에서 수행 할 것인지, 원격지에
서 수행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오프로딩 결정 모델 (수식 1)을 만
족하면 오프로딩을 수행한다.[1]

       (수식 1)
(수식 1)에서 Dt는 데이터 전송시간을 의미한다. 데이터
전송시간은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를 네트워크 대역폭으
로 나눈 값이다. Rt는 워크로드의 원격지 수행 시간이고,
Lt는 Rt에서 수행된 동일한 워크로드의 로컬 수행 시간이
다.
3. 오프로딩 워크로드 오버헤드 요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환경은 로컬 PC의 경우 CPU:
intel atom D510 1.67GHz, RAM: 2GB, GPU: Nvidia
Geforce 210을 사용하였고, 원격지 PC의 경우, CPU:
intel i7-3770k 3.50GHz, RAM: 16GB, GPU: ATI Radeon
7970HD를 사용하였다. 로컬과 원격지 간의 네트워크 연
결은 Ethernet 100Mbps LAN을 사용하였다.
(그림 2)는 다양한 크기의 행렬 곱에 대해 실제 원격에
서의 수행 시간, 실제 로컬에서의 수행 시간, 그리고 오
프로딩 결정 모델을 통해 계산된 시간을 나타낸다.

가 작고 연산의 복잡도가 낮은 경우에 데이터 전송 크기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오프로딩 오버헤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프로딩 결정 모델을 통한 계산
결과와 실제 원격 수행 성능의 차이로 인해, 위 경우에
서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64 x 64의 경우 로컬 수
행 성능이 원격 수행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 따라 응용을 원격으로 수행하게
된다.

3.1. 네트워크 지연 오버헤드
GPGPU 응용의 원격 수행 시 원격-로컬 간의 메시지
전달은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뿐만 아니라
연산을 위한 초기화 과정에 필요하다. 초기화 과정에 필
요한 메시지 전달은 데이터 크기가 약 수 바이트에서 수
십 바이트로 매우 작고,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수십~수
백 Mbps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에
영향보다는 네트워크 지연을 야기하는 메시지 전달 횟수
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간단한 행렬 곱 예제의 경우 GPGPU 연산을 실행하기
전 초기화를 위해 로컬과 원격지 간에 약 60회의 메시지
전달을 수행한다. (표 1)은 전달되는 메시지 크기의 평균
인 40바이트의 메시지 전달을 60회 반복하였을 때의 수
행 시간과, 2400바이트의 메시지를 한 번에 전달하였을
때의 수행 시간 차이를 나타낸다. 두 실험이 같은 네트
워크 대역폭에서 수행되었다는 점과 실제 수행 시간의
차이를 통해 원격 수행을 위한 초기화 과정에는 네트워
크 대역폭의 영향 보다는 다수의 메시지 전달로 인한 영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전체 크기 2400바이트 메시지의 분할 전송과
단일 전송의 수행시간 비교 (단위: 밀리초)
수행시간

분할 전송(40 x 60)

단일 전송(2400 x 1)

1.98

0.04

따라서, GPGPU 응용을 위한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는
크기가 작은 데이터의 전달에 대한 오버헤드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2) 오프로딩 모델을 통한 계산 결과 값과 실제 로
컬 및 원격지 결과 값의 시간 측정
실제 원격수행 시간과 오프로딩 결정 모델을 통해 계
산된 데이터 전송시간을 비교해보면, 512 x 512와 같이
큰 크기의 응용에 대해선 시간차이가 많지 않지만, 32 x
32와 같이 작은 크기의 응용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송될 데이터 크기

3.2. 오프로딩을 위한 CPU 추가 연산 오버헤드
GPGPU 오프로딩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원격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컬에서 원격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원격으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데이
터의 복사가 발생한다. 또한 GPGPU 커널 소스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GPGPU 커널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전송
되는 경우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데이터 크
기를 확인하고 원격지에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게 된
다. 즉, GPGPU API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데이터 전송
을 위한 중복 데이터 복사가 발생하고 때에 따라 메모리
할당도 이루어진다. 위 과정들은 오프로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CPU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들로 일
반적인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간단
한 행렬 곱을 이용한 실험결과 약 1ms의 추가적인 오버
헤드가 발생하였고, 복잡한 워크로드 일수록 더욱 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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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헤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는 GPGPU 응용의 오프
로딩을 위한 추가적인 CPU 연산의 오버헤드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4. GPGPU 오프로딩 결정 모델
앞선 분석으로부터 GPGPU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 추
가되어야 할 요소로 크게 네트워크 지연시간과 오프로딩
을 위한 CPU 연산 오버헤드가 있다. 따라서 GPGPU 오
프로딩 결정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기존 오프로딩 결정 모델과 마찬가지로 수식을 만
족하면 오프로딩을 수행한다.

                (수식
2)

LargeDt는 GPGPU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전송에 소요
되는 시간이다. 즉,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시간이다. SmallDt의 경우 GPGPU 연산을 위한 초기
화 과정의 메시지 전달 데이터로 네트워크 대역폭 보다
는 메시지 전달 횟수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시간이
다. CPUOverheadt의 경우 오프로딩을 위한 추가적인
CPU 연산 오버헤드 시간을 나타낸다. Rt와 Lt의 경우 이
전 오프로딩 결정 모델의 정의와 같다.
5. 실험
(그림 3)은 GPGPU 오프로딩 결정 모델의 실제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행렬 곱 32 x 32 워크로드에 대해
실제 원격수행 시간 결과 값과 오프로딩 결정 모델을 통

(그림 3) 일반 오프로딩 결정 모델과 GPGPU 오프로딩
결정모델의 비교
해 얻은 값에 대한 비교결과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GPGPU 오프로딩
결정 모델을 이용하면 약 3ms의 추가 오버헤드를 계산식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수행 시간
이 짧은 경우에도 GPGPU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 따라
계산된 결과 값과 실제 원격 수행시간의 차이가 상대적
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PGPU 응용의 로컬과

원격 수행을 선택할 때, 기존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 비
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GPU 응용을 위해 기존 오프로딩 결
정 모델을 개선한 GPGPU 오프로딩 결정 모델을 제안하
였고, 이 모델을 GPGPU 응용인 행렬 곱 워크로드에 적
용해 봄으로써, 기존 오프로딩 결정 모델에 비해 제안된
오프로딩 결정 모델이 얼마나 더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실험결과 수행 시간이 짧은 워크로드에도 개선된 오프로
딩 결정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실제 시간에 근접한 정확
도를 나타내었고, 이는 GPGPU 응용 수행 시 더욱 정밀
한 오프로딩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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