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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많은 병렬 머신이 도입되면서 병렬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에서 최근 고성능 컴퓨팅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 속하지만 다른 과학계산 응용과는 특성이 다른 컴퓨터 비전 태스크를 병렬화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컴퓨터 비전 태스크와 이를 병렬화 할 때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하위 레벨

 

중간 레벨

 

상위 레벨

 

태스크 각각을 예로 들면

서 병렬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 레벨의 비전 태스크를 종합적으로 병렬화 할 때 제기되는 문제

로서 태스크 병렬성

 

및 이질적 처리

 

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의 여러가지 병렬처리에 대한 벤치마크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 론

일반적으로 이미지로부터 관심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되는 컴퓨터 비전에서

입력은 이미지이고 출력은 주어진 입력에서 추정

할수있는장면 의정보가된다 예를들

어 이방안에테이블이있는가 에대한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테이블의 표현과

유사한 무엇이 이 방 안에 있는가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처럼 생기지 않은 다른 물체들을

제거해 나간다 즉 모델에서 시작하여 그 모델의

인스턴스 를 방안에서 찾는다 만약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체를 묘사하라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방 안을 검사하여 존재하는 물체

의 표현을 생성하고 이를 우리 지식내의 물체와

비교한다 이때 방 안에서 무엇이 발견될지는 미

리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 년간 꾸준한 연구로 컴퓨터 비전은

등의

여러 응용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 사진에서 빌딩을 추출하는 비전

시스템 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입력은 빌딩

의 항공 사진이고 출력은 사각형의 블록으로 모

델링되는 빌딩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비전 시스

템을 구성하는 비전 태스크는 계산의 특성상 하

위 레벨 중간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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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빌딩 추출 비전 시스템

상위 레벨 의 세가지 레벨로 구분된다

하위 레벨에서 특징점 추출은 이미지로

부터라인세그먼트와같은기본적인특징점을추

출해낸다 그러나센서데이터는일반적으로잡음

이나 를 수반하기 때문에 추출

된 특징점이 완벽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비전 시스템은

방법을취한다 즉 빌딩추

출시스템에서는 구조적가정

을 생성키 위해 일련의 과

정을 수행한다 그러면 상위 레벨 분석에 의하여

그러한 가정들을 선택하고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빌딩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는 일반적

으로 매우 많은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크기의 픽셀을 갖는 일련의 컬

러 바이트 픽셀 이미지가 표준 프레임률 프

레임 초 로입력되는경우를가정해보자 이경우

초당 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간단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이 픽셀 당 수천 번

의 오퍼레이션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인 비전 시

스템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렬처

리 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에서는 컴

퓨터 비전을 문제 중의 하나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Shadow Analysis

Aerial Image

3D Building Description

Low-Level
Feature Extraction
(283 second*)

Intermediate-Level
Grouping Process
(612 second*)

High-Level
Matching Process
(273 second*)

Convolution

Thinning / Linking

Linear Approximation

Line / Junction

Parallel / U-Contour

Rectangle

Selection

Verification

* Serial Execution Times on SparcStation for 1K×1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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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제의 성능 요구 사항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

림 그러나 컴퓨터 비전의 계산 특징은 다

른 과학계산용 응용들과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마일의 영역에 대한 일기예보의

경우에 개의 데이터 번의 오퍼레이

션을필요로하며 이를 급 에서수

행할 경우 약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그림

의빌딩추출 비전시스템의경우 크기

의 픽셀 이미지에 대해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에서 약 분 정도의

계산을필요로한다 즉 일기예보의경우며칠걸

리는계산을병렬처리에의해몇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비전 시스템의 경우

몇 시간 또는 몇 십분 걸리는 계산을 병렬처리로

몇 초 이내로 또는 단축시키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에

서의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과학계산용 응용을 병렬화 할 때 무시될 수 있었

던 요소들이 컴퓨터 비전을 병렬화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본 고에서

는 하위 레벨 중간 레벨 상위 레벨 비전 태스크

각각을예로들면서병렬처리방법에대해설명한

후 여러 레벨의 비전 태스크를 종합적으로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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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때의이슈인태스크병렬성

및 이질적 처리 에 대해

서알아본다 마지막으로이러한컴퓨터비전에서

의 여러 가지 병렬처리에 대한 성능 측정용 벤치

마크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위 레벨 비전 태스크의 병렬화

대부분의 하위 레벨 비전 태스크의 계산 특성

은이미지처리에서의계산특성과상당히유사하

다 사실 성능을제공키위해서이미지처

리를신속히수행해야된다는요구사항때문에병

렬처리가컴퓨터비전에적용되기시작하였다 대

부분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은 본래부터 병렬성

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 이미지내에 모든 픽셀에

대해서유사한계산을수행하기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어레이 프로세서의 개발을 촉진하였는데

예를 들어 의 는

개의 프로세서가 메쉬 형태로 연결된 이

미지 처리 전용 어레이 프로세서이다 메쉬 토폴

로지 는 각각의 프로세서를 네 개의 인

접 프로세서에 연결하는 구조를 갖는데 이러한

구조가 차원 이미지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기 때

문에 이미지 처리에 적합하다 또한 효과적인 지

역 통신을 제공하여 등의 윈도

기반 태스크 수행에 매우 적합하다 이러한 메쉬

구조를 갖는 또 다른 전용 머신으로 이

있으며 범용 병렬 머신인 도 메쉬 구

조를 갖는다

그러나 메쉬 구조에서는 광역 통신 및

방향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라미드 구조가 제안되었다 이 구조는 기본

적으로 여러 레벨의 메쉬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

는데 레벨에는 하나의 프로세서 그 다음 레

벨부터는 에비하여 배의프로세서를갖는

다 또한 메쉬형태의연결외에도각프로세서는

및 네 개의 에 연결된다 즉 피라미드

구조는동시에여러레벨의이미지표현을유지할

수 있으며 등의

태스크 수행에 적합하다

메쉬나피라미드토폴로지가갖는기본적인문

제점으로는원거리데이터통신의경우성능이급

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등과 같은

원거리 프로세서간 통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른 연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거리 통신

은 하이퍼큐브 구조 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지

원되는데 범용 병렬 머신인 등이 이러한

구조를갖는다 그러나대규모의하이퍼큐브의경

우는프로세서당많은수의링크가필요하다는단

점이 있기도 하다 메쉬 피라미드 하이퍼큐브의

토폴로지를 비교하면 그림 과 같다

하위 레벨 비전 태스크에 적합한 병렬 머신

의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토폴로지 외에도 제어

구조 에 따라서 및 머

신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림

머신

은 하나의 에서 프로세서와 메

모리로 구성된 각각의 로

벡터인스트럭션을브로드캐스트 하고

활성화된 에서는 주어진 인스트럭션을 수행

한다 반면 가 존재하지 않고 각

에서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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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병렬 머신의 토폴로지

 

그림

 

제어 구조에 의한 병렬 머신의 비교

머신에서는프로세서간동기가매인스트

럭션대신 단위로일어나며 하나의 내

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서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

작한다 특히 머신에서 미분방정식의 해

(a) 메쉬 (b) 피라미드 (c) 하이퍼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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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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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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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ous: Instruction-Level Synchronization

PE1        PE2

Loosely Synchronous: Phase-Level Synchronization

               PN1        P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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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D 머신의 구조 및 프로그램 수행 예

(b) MIMD 머신의 구조 및 프로그램 수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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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구하는등의과학계산응용에서는

가 만족될 때까지 와

가 반복되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스타일 을 취한다

 

표

 

및

 

머신에서 윈도 기반 하위

레벨 비전 태스크의 성능

머신각각이 등의윈

도 기반 하위 레벨 태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그림 에서

언급한빌딩추출시스템의

태스크 에 대한 크기 픽셀 이

미지의 머신 과 머신 의

성능을 표 에 나타내었다 두 머신의 상대 비

교를 위하여 조건문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태스크를 기본으로 설정하면

에 가소요되는가상적인 머신에

서 및 은 각각 가

소요될 것이다 즉 머신에 비하여

에서는 배 에서는 배 느린 결과가

나타나게된다 이는 머신의각프로세서가

매 인스트럭션을 으로 수행하여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는 많은 프로세서들이

하게 되지만 머신에서는 각 프로세서

가 한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프로

세서 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렇게 머신에서 동기에 의한 프로세서

시간은 조건문을 포함하는 태스

크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하위 레벨 태스크는 지금 살펴본 것

과 같은 윈도 동작을 기본으로 하지만 중간 레벨

과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태스크들은 좀

더 복잡한 동작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은 하위 레벨과 중간 레벨의 연결

태스크로 간주되는데 이는 추출된

어레이에서각 를대략적으로표현하는라

인 세그먼트를 생성해내는 태스크이다 또한 이

태스크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를 디

스플레이 시키는 경우에도 활용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이 발표되었지만 본 고에서는

의 방법을 예로 들기로 한다 그림

에서 먼저 의 시작 픽셀 와

의 질을 결정하는 가 주어지

면 에서 보다 먼 거리에 있는

를 선택한다 와 를 이용하여 먼저 하나

의 선 을 긋고 거리 에 있으면서 이

선에 평행한 두 개의 선 을 긋는

다 그리고 에서 시작하여 각 이

을 벗어나는 곳에 위치하는가를 살

펴본다 만약 가 을 벗어나는

이라면 와 을 연결하는 라인

세그먼트는 그 구간의 를 대략적으로 표

현하는 선이 된다

이러한태스크를병렬화할때기존의윈도기

반태스크의경우와다른점은각각의

이 순차적인 데이터 종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에 대한 처리는 그

에 선행하는 그 의 모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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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반

 

그림

 

머신에서

 

크기의 픽셀 이미지

에 대한

 

및

 

성능 비

교

에 대한 처리가 종료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하

나의 가 몇 개의 라인 세그먼트로 표현되

고 그 라인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점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머

신에서 이러한 과 윈도 기반

의 의 성능을 비교하면 그림 과 같다

이미 언급한대로 은 거의 선형적인 성능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의 반복 횟수가 프로세서 수에 상관없이

매우 적어 일반적으로 회 프로세서가 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차적인 데이터

종속성을 갖는 에서는 그 반

복 횟수가 프로세서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

여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세서가 하면서

성능그래프를포화시킨다 이러한문제는각각의

프로세서가 동기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하

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

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림

마지막으로하위레벨 태스크전용 언어 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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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 작성된

 

프로그램

대해서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대로 하위 레벨 태

스크를 병렬화시키는 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

에지금까지많은병렬머신에서여러가지언어로

구현되었지만 프로그램 이식성 의 문

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머

신에 독립적인 언어가 개발되었는데 예를 들어

는지역이미지처리태스크용으로개발

된전용언어이다 여기서지역적인태스크란에지

추출또는 과같이입력픽셀주변의적

은윈도에근거하여출력픽셀을생성해내는태스

크를 의미한다 또 다른 전용 언어인 는

지역적인 태스크뿐만 아니라 하나의 출력 픽셀이

부분 또는 전체 입력 픽셀 값에 의존적인 광역 태

스크까지도지원하는특징을갖는다 광역태스크

는 프로그래밍 모델에 의해 지원

되며 히스토그래밍 이나 여러 가

지 특징점 추출 태스크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그림 에 보여준 크기의 마

스크 값과의 을 수행하는

을 로 작성하면 그림 과 같다

먼저 라인 에서 입력 출력 상수 변수를 정

의한다 입력 변수 은 입력 이미지의 윈

도를 나타내고 를 나타내는 상수 변수

보다적은값을갖는에지는출력크기이미

지 에서제거된다 라인 에서는입력이미지

윈도도 정의한다 즉 현재 픽셀 위치를 중심으로

한 크기의 윈도를 의미하는데 그 윈도가 이

미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값 를 채워넣

는다 라인 에서는 에지오퍼레이터의결과

를 보존하기위한 변수 과 를 정의한다

실제 은 라인 에서 수행되는

데 그림 에 보여준 와의 이라

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설명한대로 각각

의동작은하나의픽셀위치에대한프로시듀어로

작성되며 전체이미지에대한프로시듀어를수행

하는 프로그램은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된다

 

중간 레벨 비전 태스크의 병렬화

계산과 통신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간단한 픽

1    procedure  Sobel (imagein : in array (-1..1, -1..1) of byte border 0,
2                            thresh : const float,
3                            mag : out float)
4    is
5           horiz, vert : integer;
6    begin
7           horiz := imagein(-1,-1) + 2 * imagein(-1,0) + imagein(-1,1) –
                        imagein(1,-1) – 2 * imagein(1,0) – imagein(1,1);
8           vert := imagein(-1,-1) + 2 * imagein(0,-1) + imagein(1,-1) –
                     imagein(-1,1) – 2 * imagein(0,1) – imagein(1,1);
9           mag := sqrt(FLOAT(horiz) * FLOAT(horiz) + FLOAT(vert) * FLOAT(vert));
10          if mag < thresh then mag := 0.0;
11         end if;
12   end  S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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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의 여러 검색 윈도

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위 레벨 비전 태스크와

달리 계산과 통신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심볼릭 데이터를처리해야하는중간이

나 상위 레벨 태스크에 대해서는 범용 병렬 머신

을 이용한 병렬 알고리즘 설계 위주로 연구가 진

행중에있다 본고에서는중간레벨비전태스크

의 예로 을 살펴보기로 하

자 주어진 센서 데이터에 구조적 구성

을부과하는능력으로정의되는

은 하위 레벨 비전 태스크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상위 레벨 처리를 위하여 요

구되는 입력 예를 들어 잡음이나 분열없이 완벽

한 윤곽선 과의 차이를 해소해 주는 대표적인 중

간 레벨 태스크이다 이 을 구

현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직선 커

브 인간이 만든 구조물 등을 추출하는데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된다 본 고에서는 에 서술된

태스크를 병렬화 할 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에서 언급한 빌

딩 추출 시스템에서 태스크

의 입력은 항공 사진에서 추출된 라인 세그먼트

이고 출력은사각형으로이루어진빌딩이라는가

정 이다 예를 들어 그림 에서

은 서로 인접하고 겹쳐져 있으며 각도가

유사한 라인 세그먼트들을 하나의 라인으로 대체

하며 은 서로 인접하고 직각인

두개의 라인에서 하나의 을 생성한다 서

로 평행이면서 상당히 겹쳐진 두개의 라인은 하

나의 을 형성하며 이러한 의 두 끝

점을연결하는하나의라인이있다면 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두개의 가동일한

을 공유한다면 하나의 이 생성된

다

이러한중간레벨비전태스크를병렬화할때

Line Grouping

Junction Grouping

U-Contour Grouping
U-Contour

L-Junction

T-Junction

Line
Line Segments

Lines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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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내 데이터 종속성

 

왼쪽

 

과 프로세서간 데이터 종속성

 

오른쪽

 

을 갖는 검색 윈도

 

그림

 

크기의 픽셀 이미지에 대한

 

의 성능

에는 불규칙한 데이터 종속성 불균일하게 분포

된 심볼릭 데이터 작업부하 예측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에서

크기의픽셀이미지내의라인세그먼트에

의해서생성되는검색윈도는 개프로세서로구

성된병렬머신에서프로세서내데이터종속성 왼

쪽 과 프로세서간 데이터 종속성 오른쪽 을 갖는

다 각 프로세서내에 추출된 라인 세그먼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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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고 각 라인 세그먼트에 대한 검색 윈도의

크기 및 모양이 다르고 프로세서간 데이터 종속

성의 패턴이 각 프로세서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효과적인 병렬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에 의 세가지 병렬 솔

루션 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각각의 프로세서

에서 필요한 원격 데이터를 요청 및 응

답 의 두 통신 로 취합하여 불규칙적

인 프로세서간 데이터 종속성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및 알고리즘

은 각 프로세서가 브로드캐스트 동작을

수행하여 불규칙적인 프로세서간 데이터 종속성

문제를해결하고 추가적으로 알고

리즘에서는 부하 예측치에 의존한 정적인 부하분

산 방법으로 알고리즘에서는 동

적인 부하이동 방법에 의하여 불균형 부하 문제

를 해결한다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

알고리즘의오버헤드는상당히크고

알고리즘의 부하이동은 상당히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상위 레벨 비전 태스크의 병렬화

상위레벨비전태스크의예로

을 이용한 을 살펴보자

비전시스템은디지털이미지로부터

에지나 포인트 같은 특징점을 추출하고 주어진

입력 화면내의 물체 를 확인하기 위해 이

를 모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그러나 화면

에물체들이서로겹쳐있거나불완전한물체가있

을 경우 정확히 물체를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비전 시스템은 화

면 특징점과 모델 특징점간의 를 가정하고

새로운 를예측하며 탐색과정을통하여그

가정을검증하거나수정하는절차를밟는다 그러

나 은전혀새로운

방법으로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 두 개의

로 구성된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는

에서는 모델의 집합을 이용하여 해쉬 테이

블을 준비한다 이 해쉬 테이블에는 모델의 정

보가 복수개의 관점 을 위한 중첩적

인 방법으로인코딩된다 예를들어각

각의 모델은 개의 특징점을 갖는다고 가정하자

개의 특징점 중 순서화 된 쌍 각각을 하나의

로 정한 후 그 모델내의 모든 다른 특징점들을

그 에의해정의되는 프

레임에서의좌표로계산한다 그렇게계산된해쉬

테이블 에 쌍이저장된다

에서 개의 특징점을 갖는 화면이 입

력으로 주어지면 그 특징점들의 임의로 순서화

된 쌍을 하나의 로 선택하여 나머지 특징점

들의 좌표를 계산해낸다 변환된 좌표상의 이 해

쉬 함수를 이용하여 해쉬 테이블내에 있는 하나

의 을액세스한후 그 내의모든

쌍에대하여 를수행한다 여기서최대수

의 를얻은쌍은 후보로간주한다 특별

히 하나의 쌍에 대한 의 수

행을 라고도 한다 어떠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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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법

 

그림

 

입력 화면

 

해쉬 테이블

 

와의 관계

도 충분한 값을 얻지 못하면 화면의 다음번

를 선택하여 동작을 반복한다 여기서

은 화면에 있는 특징점에 대한

탐색 작업은 수행하지만 모델과 모델 특징점에

대한 탐색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번 모

델 특징점을 탐색해야 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

하여 온라인으로 수행되는 에서

매우 효과적인 계산을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Preprocessing Recognition

Model Objects

Feature Extraction

Transformation to
Invariant Coord System

Scene

Basis Choice

Computation of
Feature Coordination

(model, basis) with High Votes

Feature Extraction
Verify Object against Scene

Eliminate Object & Proceed

Vote Box for
(model, basis) Pair

Probe

no

good

bad
yes

Hash Table

Hash Table
f(coord) = (model, basis)

X

Y (u,v)

Input Scene

Hash Bin 0

Hash Bin 1

Hash Bin 2

Hash Bin 3

Box K,JVote Boxes

Hash Table

K J

Vote for model = K, basis = J

Transform Coord: (u,v) → (u’,v’)
Compute Bin Address: f(u’,v’) → Hash B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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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쉬 테이블 복제 수에 따른 수행시간의 비교 수행시간

또한 중첩적인 방법으로 인코딩한 해쉬 테이블을

이용함으로써 에

상관없이 물체를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해쉬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

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프로세서당 메

모리요구량을줄이기위하여하나의해쉬테이블

을여러프로세서로분할하는 경우에 그림 과

같은 이 발생한다 즉

여러 가하나의프로세서에저장된 을가리

키는 과 여러 가 하나의

프로세서로 취합되는 이 발생한

다

예를 들어 개의 모델 각 모델당 특징점

의 수 입력 화면 특징점의 수 인경우에 하

나의 동작을 개 프로세서 에서 수행

시킨 결과는 표 와 같다 수행 시간은 생성된

의 수 및 를 취합하면서 생성된 트래픽에

영향을받는데 최악의시나리오는 모든 가하

나의프로세서에저장된 을가리키는

과 모든 가 하나의 프로세서로 취

합되는 이다 이러한시나리오는

해쉬 테이블을 복제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즉

해쉬 테이블을 개로 복제하여 배의 메모리 용

량을 더 사용함으로써 약 로 수행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해쉬 테이블 복제에 의한

이완화되어

시간과 시간이 급격히 감

소하였기 때문이다

 

태스크 병렬성

지금까지는이미지내의데이터병렬성을활용

한여러가지병렬처리방법에대해서살펴보았으

나 최근 데이터와 태스크 병렬성을 동시에 활용

하는 방법 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데이터 크기가 센

서의개수등의물리적인요인으로제약받는이미

지나신호처리응용에서는가능한데이터병렬성

의정도가제약을받는다 따라서태스크로부터의

추가적인 병렬성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

음의 형식을 갖는 프로그램을 가정해 보자

바깥 루프는 개의 입력 데이터 세트에 대해

서 반복되며 루프 내에서는 세 개의 태스크 서브

루틴을 호출한다 여기서 각각의 태스크 서브루

틴은 일반적으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동작

하는일련의데이터병렬문으로구성된다 응용에

따라서 바깥 루프의 반복간 또는 태스크 서브루

틴간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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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태스크 그래프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그림 와 같다 태스크 그래프에서 각 노드는

하나의 태스크 서브루틴을 의미하고 노드간 아

크 는태스크서브루틴간데이터종속성을의

미한다

 

그림

 

태스크 그래프의 예

하나의 응용에 대한 데이터 및 태스크 병렬성

을활용한다양한매핑을 차원공간의점으로간

주할수있다 예를들어 하나의축을태스크서브

루틴의 클러스터링 으로 간주할 수 있

는데 이때 동일한 클러스터내의 각 태스크 서브

루틴은동일한프로세서의집합에서수행되고 각

각의 클러스터는 프로세서의 유일한 집합에서 수

행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두개의 태스크 서

브루틴을 동일한 클러스터에 할당함으로써 병렬

성은 줄어들지만 통신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통신 비용을 줄이는 것과 병렬성

을 늘리는 것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

만약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한 입력 데이터

세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그 클러스터는 복

제 될수있다 예를들어 복제된하나

의 클러스터 인스턴스 에서는 홀수번째

입력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고 또 다른 인스턴스

에서는 짝수번째 입력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복제의정도를 차원공간의두번째

축으로간주할수있다 그림 에클러스터링과

복제를 이용한 매핑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여러 가지 매핑의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태스크 병렬성을 다

중 스테레오 비전 문제에 적용한 예를 살펴보

자 다중 스테레오 비전 문

제 는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를 줄이는 기법으로 태스크 병렬성을 살펴

보는데 적합한 문제인데 이는 상당한 양의 태스

크간통신과태스크내통신을모두포함하며입력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쉽게 증가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림 에 다중 스테레오 비전 문제의 프로

그램을 나타내었는데 태스크 서브루틴은

카메라로부터 세개의 크기의픽셀 이미

지를받고 태스크서브루틴의 개인스턴스

각각은세개의입력이미지에서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태스크 서브루틴의

각 인스턴스는 각 픽셀에 대한 에러값을 계산하

기 위해 이미지내의 윈도에 걸쳐 픽셀

T1 T2 T3

T1 T2 T3

Clustering

Replication

T1 T2 T3

T2 T3

T1

T2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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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을 한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서브루틴에

서 최소값 을 수행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림

 

다중 스테레오 비전 문제의 프로그램

 

표

 

개의 프로세서를 갖는

 

에 매핑한

결과

프레임 프레임

이러한 다중 스테레오 비전 문제를 개의 프

로세서를 갖는 에 복제 매핑한 결과

가 표 이다 복제의 정도가 이란 데이터 병렬

성만을 이용한 결과이며 복제의 정도를 증가시

킴에따라 과 가모두증가한다

따라서 응용에서 원하는 성능지수에 따라 적절한

복제 정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질적 처리

실제적인응용을병렬화할때특정병렬머신

은 일반적으로 그 응용을 구성하는 코드의 많은

부분에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이

러한 머신의 성능은 수행될 계산의 구조와 데이

터의 함수로 표현되는데 서로 다른 태스크는 매

우 상이한 계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 태스크

로 구성된 복잡한 응용을 하나의 머신에서 효과

적으로 수행시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

다 따라서 이질적 처리란 전체 응용의 성능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상이한 계산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것을 의

미한다 예를들어 서브태스크들이서로다른

구조에서 최적화 되는 가상적인 하나의 태스크를

그림 에나타내었다 전체태스크를벡터수퍼

컴퓨터에서 수행시키면 순차 머신에서의 성능보

다 배 정도의 성능개선을 얻을 수 있지만 각각

의서브태스크에최적인다섯개의상이한머신을

이용하면 배까지의 성능개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 처리는 컴퓨터 비전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데 이미 언급한 대로

형의 병렬성을 갖는 하위 레벨 태스크와

형 병렬성을 갖는 상위 레

벨 태스크를 하나의 머신에서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 태스크

를 위해 복수개의 계산 능력을 가지나 하나의 시

스템으로 구현된 머신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인데 예를 들어

에서는 하위 레벨용으로 비트 시리

얼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중간 레벨용으로

상위 레벨용으로 범용 프로세서를 사용한

다 그림

특히 하위 레벨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상호연

결망인 은 광역 통신을 위하여 메

쉬에 스위치를 추가함으로써 신호를 원거리 프

로세서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프로

 1   Do  i = 1, s
 2       Call  dgen(R, M1, M2)
 3       Do  d = 0, 15
 4          Call  diff(R, M1, M2, DIFF, d)
 5          Call  error(DIFF, ERR(:,:,d), d)
 6       EndDo
 7       Call  min(ERR, DISP)
 8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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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질적 처리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상적 예

 

그림

세서의 행이나 열을 버스라고 간주하면 어떤 프

로세서가 한 방향으로 스위치를 오픈한 후 반대

방향의 오픈된 지점까지 메시지를 전기적 속도

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치를 오픈하지 않

은 버스 세그먼트의 모든 프로세서들이 전송되

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브로드캐스트

와 유사한 점이 있다 사실 버스 세그먼트가 행

이나 열로 제약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의 이미

지내의 각 지역 은 전기적으로 그것의 인

접자와 분리될 수 있는데 이는 브로드캐스트나

동작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일

어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동작이

Profiling Example on Baseline Serial System

30% Vector 15% MIMD 20% SIMD 10% Special 25% Dataflow

Execute on Vector Supercomputer

1% 10% 15% 4% 15%

2 Times Faster Than Baseline

Execute on Heterogeneous Suite

1% 1% 1% 1% 1%

20 Times Faster Than Baseline

+ Communication Time

MIMD

SPMD/MIMD

SIMD

Symbolic Processing Array (SPA)

512MB Global Shared Memory

Intermediate & Comm Associative Processor (ICAP)

Content-Addressable Array Parallel Processor (CAAPP)

64 RISCs

64 × 64 DSPs

512× 512 bit-serials

1GB Local Shared Memory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대한 병렬 처리 기술 동향

 

그림

 

를 이용한

 

그림

 

이미지의 지역에 대응하는 분리된 프로세서 그룹

 

의 예

란 임의의 프로세서가 주어진 상태에 있

는지를 알려주는 논리적 출력 동작을 의미하

며 선택된프로세서그룹에서최대값이나최소값

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을 이용하여

태스크를 해결하는 프

로그램을 살펴보자 그림 먼저 라인 에서 각

프로세서는 자신의 어드레스를 어레이에 로드한

다 다음 라인 에서 지역 경계에 위치한 프로

세서간 스위치를 오픈함으로써 각 이미지 지역에

1    Load―Processor―Addresses /* Initialize */
2    Coterie―Switches := All―Open―But―H―And―V
3    For Neighbor := North To West Do /* Close Switches */
4        If Neighbor.Filed = Field Then
5             Coterie―Switch[Neighbor] := Closed
6    For Bit―Num := Address―Length – 1 DownTo 0 Do /* Coterie Select MAX */
7        Response := Address[Bit―Num]
8        If Coterie―Some Then
9             Activity := Response
10       Component―Label[Bit―Num] := Coterie―Some

0100 0101 0110 0111

1000

1100

1001

1101

1010

1110

1011

1111

0000 0001 0010 0011 Coterie 1

Coteri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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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초의

 

벤치마크의

 

개 태스크

해당하는 프로세서 그룹 즉 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라인 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어드레스 값의 로컬 최대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먼저 어드레스의 상위비트가 활성화 된 모

든 셀의 응답 레지스터로 로드되어

로 전송된다 만약 그 내의 어떤 셀의

상위비트가세트되어있다면 그러한셀은최대값

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되며 세트되지 않은 셀

은 후보에서 탈락한다 만약 후보 셀중 세트된 셀

이없는경우에는탈락없이다음하위비트에대한

처리를진행한다 각각의반복에서모든 는

응답을저장하여 종료시최대값을

알 수있다 예를 들어 그림 에서 프로세서

로구성된프로세서그룹 에

서는 최상위 비트 처리에서 모든 프로세서가 를

전송한후 응답을받아탈락없이다음비트

처리를 진행한다 이때 를 전송한 프로세서

은 응답에 의하여 후보에서 탈락하고

프로세서 만다음비트처리에참가한다 세

번째비트처리에서프로세서 가탈락하고 마지

막 비트 처리에서 프로세서 이 탈락하여

을구성하는프로세서번호의최대값은 임을알

수있다 유사한방법으로프로세서 으로구

성된프로세서그룹 에서의최대값 결

정도 독립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벤치마크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 태스크의 여러 가지 병

렬 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상이한 응

용으로컴퓨터구조의성능을비교한다는것이사

실상 불가능하다 즉 각각의 응용은 상이한 요구

사항 제약조건 목적 등을 가지고 개발되며 그

중 어떤 것은 컴퓨터 구조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상이한 구조의 성능을 보다 잘 이

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태스크 벤치마크 를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들어 미국의 에서

는 병렬 구조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련의

벤치마크 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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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능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수행 결과 수행시간

하위 레벨 소계

년에미국의 대학에서는 개의

태스크 표 참조 로구성된 최초의벤치마크를

발표하였는데 독립적인 태스크들로 구성되어 비

전 시스템 요소들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성능을

측정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 년

에 대학과 대학에서 공

동으로 개발된 두번째 벤치마크에서는 통합된 비

전 문제에 대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등의 태스크로 구성된다 표 에 두번

째 벤치마크 결과 중 일부를 나타내었는데 여기

서 데이터는 프로

세서 에서 로작성된순차프로그램의수행결과

이며 데이터는하위레벨비전태스크에대

해서만 개의프로세서에서 로작성된

프로그램의수행결과를나타내었다 데이터

는 개의프로세서로구성된시스템에서 와

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이며 데

이터는 규모를 갖는 시스템 개의 하위

레벨 개의 중간 레벨 개의 상위 레벨 프로세

서 의인스트럭션수준시뮬레이터상에서의수행

결과를나타낸다 즉 에서약 분소요되는

계산이 에서 으로 처리됨을

알수있다 에서는벤치마크에대한지원

을 꾸준히 하여 최근에 분석을 위한 부분

이 추가된 세번째 벤치마크가 발표되었다

 

맺음말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 문제를 병렬화 하는 여

러가지방법에대해알아보았다 하위레벨 중간

레벨 상위 레벨 태스크 각각을 예로 들면서 병렬

처리방법에대해설명한후 여러레벨의비전태

스크를 종합적으로 병렬화 할 때의 이슈인 태스

크 병렬성 및 이질적 처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컴퓨터 비전에서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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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권 제

 

호

 

년

 

월

가지 병렬처리에 대한 벤치마크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는 많은 병

렬성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의 데

이터병렬성 여러이미지간의데이터병렬성 일

련의 비전 태스크들간의 태스크 병렬성 등 많은

병렬성이 존재하지만 불규칙한 계산 특성 때문

에 병렬화 할 때 여러 가지 오버헤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병렬처리로원하는성능을얻으려면

통신오버헤드 프로세서 추가적인계산등의

병렬 오버헤드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병렬 컴퓨터 아키텍처 또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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