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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고해상도 미디어 공유를 한 GPU 
기반 지연 DXT 압축  송

(GPU-based Low-latency DXT Compression and Transport 

for 4K Ultra-high-definition Media Sharing)

김 남 곤 †     김 종 원 ††

                              (Namgon Lucas Kim)    (JongWon Kim)

요 약 HD(1920×1080)를 뛰어 넘어 4K(4096×2160)와 같은 고해상도(UHD: Ultra High Definition)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획득/처리/ 송하는 방법의 요성은 차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심이 집

되고 있다. 4K 미디어를 압축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송하면 명목상으로 6Gbps 수 의 역폭이 필요하

므로, 효율 인 네트워킹을 해 미디어를 압축하여 송해야 한다. 그래픽 카드 GPU(Graphic Processing 

Unit)의 하드웨어 복호화 가속(acceleration) 기능을 이용하도록 개발된 DXT(DirectX Texture) 압축 기

법은 경량(lightweight)의 소 트웨어 심 부호화 방법으로 PC 기반의 압축/ 송 환경에 쉽게 용되는 

실용 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입력되는 미디어의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부호화 머신에 탑재된 

CPU만으로는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압축/ 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GPU의 병렬연산 기능을 활용하는 

CUDA(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 로그래  기술을 활용하여 DXT 압축의 지연 

(low-latency) 실시간성을 개선하기 한 기법들을 제안한다.

키워드 : HD, 4K, 지연, 실시간 미디어 압축, GPU 컴퓨 , 미디어 공유, DXT

Abstract The importance of method of capture, processing, and transport for real-time ultra-high 

definition (UHD) media is increased. In addition, media compression is required for efficient networking 

because it need 6Gbps bandwidth for transmission of uncompressed 4K media. DXT is a compression 

technique that is software based lightweight media encoding scheme and easy to apply PC-based 

media compression with GPU accelerated decompression. However, it is hard to real-time media 

compression of ultra-high resolution media using CPU only. In this paper, we propose techniques to 

improve real-time features of low-latency DXT compression using GPU-based parallel processing 

with 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

Key words : HD, 4K, Low-latency, Real-time media compression, GPU Computing, Media sharing, DXT

1. 서 론

고화질(UHD: Ultra High Definition) 미디어를 실

시간으로 공유하기 해서는 획득과 처리에 많은 심

이 집 되고 있으며 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4K 

(4096×2160) UHD 미디어의 경우에는 HD(1920×1080)

에 비해 데이터 량이 4배 이상 증가하므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로 송할 경우 명목상으로 6Gbps(실제 

송되는 비디오 UYVY 형식의 데이터량을 보면 4.3Gbps) 

정도의 역폭이 요구되며, 리 보 된 1Gbps 이더넷 

방식 네트워크로는 획득되는 미디어를 압축하지 않고 

송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미디어를 공유하기 해서 일반 으로 획

득되는 미디어의 임율(frame rate)인 30 fps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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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30 (약 33ms) 이내에 각 임을 처리해야 한

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PC에서 소 트웨어로 만족시키

기 어려우므로 부분 특별한 용 하드웨어를 활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을 구 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추가 인 운용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렴하고 운

용이 쉬운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DXT(DirectX Texture)[1]는 소 트웨어 기반의 경

량 압축기법으로 각 임 내에서 독립 인 4×4 픽셀

블록 단 로 손실 압축을 수행하며, 압축비율은 4:1～8:1

로 고정되어 있다. 부분의 그래픽카드에서 DXT 복호

화와 더링을 하드웨어(GPU)로 가속하는 기능을 지원

하여 3D 게임과 같이 빠른 상 처리가 요구되는 분야

에 사용된다. 이를 활용하고자 상당수의 DXT 압축 모

듈들이 원본과 결과물의 화질 차이를 최소화해서 고품

질의 미디어를 얻는 목 으로 구 되었다.

Squish library는 표 인 오 소스 DXT 압축 라이

러리로써 다양한 DXT 포맷(DXT1, DXT3, DXT5)

을 지원하지만 고품질의 결과를 얻기 한 구 으로 처

리속도가 느려서 실시간 압축에 합하지 않다[2]. 반면

에 실시간 DXT 압축을 수행하기 한 알고리즘이 제

안되었고[3], CPU의 멀티미디어 확장인 SSE2를 사용하

여 압축 처리속도를 향상시켰지만 어셈블리로 구 하여 

확장성과 재사용성이 낮다. FastDXT는 코드를 C/C++ 

intrinsic 코드를 사용하여 범용성을 높이고, 멀티 스

드를 용했다[4]. 하지만 FastDXT 코드의 성능을 

DXT 압축하는 부분만을 볼 때에는 듀얼코어  이하의 

사양 머신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지만, 색변환을 

포함하는 체 처리시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30fps 압축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2～8개 정도의 코어가 집 된 CPU와 다르게 수십～

수백개로 많은 수의 코어가 집 되어 있는 GPU는 빠른 

그래픽 처리를 해 병렬연산에 최 화되어 있으며, 근

래에는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일반 인 목 의 산술 

연산에도 활용할 수 있는 GPGPU(General-purpose com-

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기술을 지원한

다. 따라서 최근 CPU와 GPU를 함께 활용하는 이종 컴

퓨 (heterogeneous computing)이 두되고 있어 고성

능 컴퓨 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다. 술한 로 고해상도 미디어를 지연으로 DXT 

압축처리를 해서는 고성능의 컴퓨 이 요구되며, DXT 

압축은 상이 되는 블록을 연산할 때 다른블록을 참조

하지 않아 블록별 계가 독립 이어서 병렬연산에 

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GPU를 활용하여 DXT 압축

을 병렬처리 한다면 CPU 연산결과 보다 훨씬 빠른 연

산속도를 기 할 수 있다. [5,6]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192개 코어가 장착된 가형 GPU를 사용하여, 구형

의 싱 코어 CPU 머신(2005년 출시)에서도 HD  미디

어를 실시간(30 fps) 압축/ 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

나의 HD  스트림만 고려하여 구 했으므로 미디어의 

해상도가 높아지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미디어가 입력

되어 처리할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실시간으로 압축처리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고해상도 미디어를 지연 DXT 압축하여 송하

는 기법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며, 주어진 하드

웨어 자원을 바탕으로 GPU 심 으로 효과 인 자원

활용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GPU 컴퓨

을 한 툴킷인 CUDA[7-9]를 사용하여 DXT 압축

성능 향상시키기 해 연구한 결과를 본 논문에서 제안

한다.

2. DXT 압축(부호화), 복호화  더링

실시간으로 미디어를 압축하기 해서는 빠른 연산속

도를 고려해야 한다. DXT는 그래픽카드와 PC의 메인 

메모리간의 제한된 버스 역폭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

으로 이미지 품질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빠르게 압축할 

수 있도록 연산과정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간단하여 

일반 으로 소 트웨어로 구 한다. 각 임간 참조

계가 없으며, 각 임 내에서도 독립 인 4×4 픽셀 블

록별로 압축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시간 미디어 스트림

을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에 송할 때 DXT로 압축하

여 송하면, 압축으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다른 코덱

에 비해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압축된 스트림은 픽셀블록 

단 로 패킷화하여 송하도록 구 한다. 한 DXT 스

트림을 수신한 노드에서는 별도의 압축해제 처리를 하지 

않고, DirectX 는 OpenGL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그래

픽카드의 하드웨어에서 직  가속화된 압축해제  더

링을 수행한다. 즉, 압축과 압축해제 차가 간단하여 구

이 쉽고 하드웨어의 보편 인 지원은 실시간 미디어 

공유 시스템의 지연성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DXT 표 에 정의되어 있는 입력 데이터의 형식은 

RGB이다. DXT가 만들어질 때 화면에 가시화 할 데이

터를 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사

용하는 비디오 카메라들은 송의 효율을 높이기 해 

RGB 형식의 데이터보다 크기가 반 정도로 작은 YUV 

형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디오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스트림을 DXT로 압축하기 해서는 색 형식 

변환 처리가 필요하며, 이는 DXT 압축만을 처리하는 경

우에 비해서 추가 인 연산자원과 시간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DXT1 형식을 상으로 하여, 변환된 

RGB 형식의 데이터를 압축한다. 실시간 미디어는 따로 

투명도를 나타내는 알 채 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알 채 을 고려하지 않는 DXT1은 알 채 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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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해상도 미디어 획득  처리환경

그림 1 DXT1 압축과정과 포맷

포맷보다 압축율이 높고 연산이 간단하다. YUV 형식의 

임을 RGB 형태로 변환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수

식을 이용한다.

R = 1.164(Y - 16) + 1.596(V - 128)

G = 1.164(Y - 16) - 0.813(V - 128) - 0.391(U - 128)

B = 1.164(Y - 16) - 2.018(U - 128)

그림 1은 DXT 압축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압축할 원

본 이미지에서 4×4 픽셀 블록을 추출하고 픽셀 블록의 

16개 픽셀 에서 최 값(흰색에 가까운 색)과 최소값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찾는다. DXT압축으로 표 되

는 색 해상도는 16비트(High Color, R5G6B5)이므로 24

비트(R8G8B8) 색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는 16비트 색 

해상도로 변환한다. 따라서 최 값(Color 0)과 최소값 

(Color 1)의 색 해상도를 변환(R5G6B5)하고 간값 2 

개(Color 2, Color 3)를 연산하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픽셀블록의 표값 4개를 기 으로 각 픽셀별로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여 비트맵(인덱스)를 생성한다.

3. 고해상도 미디어의 GPU 기반 지연 DXT 

압축

3.1 상환경

획득되는 미디어를 다자간 공유하기 해서는 빠른 

속도로 압축하여 송하는 실시간성이 요구된다. 그림 2

는 비디오 카메라에서 획득한 상을 압축하여 송하

는 차를 나타낸 것이다. 비디오 카메라에서 실시간으

로 고해상도 미디어를 획득하는 경우 호스트 머신과 

HDMI로 연결되며 인터페이스 카드가 필요하다. 인터페

이스 카드의 제조사는 사용자들이 장치를 활용하여 

로그래  할 수 있도록 장치 드라이버와 API를 제공한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Blackmagic 제품의 경우 하

나의 임을 획득(capture)할 때 마다 콜백함수를 호

출하여 해당 임을 처리할 수 있다. 즉 1 에 30개의 

임으로 구성(30 fps)되는 미디어는 1/30 (약 33ms) 

간격으로 한 임이 획득된다. 실시간으로 미디어를 

처리하는 것은 임의의 임이 획득된 후 다음 임

이 획득되기 까지 처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0 FPS 미디어의 경우 33ms 이내에 

처리가 끝나야만 임의 손실 없이 지속 인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표 1은 해상도별 YUV422 형식의 임을 DXT로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Intel 

Core2Quad Q9300 2.5Ghz 머신에서 FastDXT[4] 알고

리즘을 용하 다. YUV2RGB 색 변환 모듈은 1 스

드, DXT 압축 모듈은 4 스 드를 사용하 다. 반면에 

GPU를 사용하는 구 은 GPU의 각 코어가 하나의 4x4 

픽셀블록을 DXT 압축하도록 하 고, 그 결과 CPU를 

사용할 때보다 실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표 1과 

같은 조건으로 싱 코어(Intel Xeon 3.2Ghz)가 장착된 

구형 머신에서 실행할 경우 임당 45～48ms 소요되

며 1 에 약 22개의 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192개 코어를 장착한 가의 GPU로 CUDA를 활용

한 병렬 연산기능을 이용하여 DXT 압축을 수행하면, 

성능 머신에서도 HD  미디어(30 fps)를 실시간으로 

압축/ 송할 수 있다[5,6].

쿼드코어 머신에서는 CPU 만으로도 HD  미디어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지만, 4K의 경우 하나의 임을 

획득하는 시간보다 압축 소요시간이 약 3배 더 소요되

므로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GPU를 활용

하여 고속으로 미디어 압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HD  미디어에 한 실험결과와 이를 4K 미디어에 

용했을 때 상되는 처리시간을 표 2에 나타내었다.

GPU 로그래 을 한 기술은 NVIDIA사의 CUDA

와 AMD의 STREAM이 있고, 이종컴퓨 을 한 표

인 OpenCL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 시장 유율이 

높고 GPGPU 구 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CUDA를 

사용한다. CUDA는 NVIDIA 사의 GPGPU 기술로써 2006

표 1 해상도별 CPU기반 색변환  DXT 압축 소요시간

Total YUV2RGB DXT Comp.

HD(1920×1080) 23ms 20ms  3ms

4K(4096×2160) 94ms 81ms 13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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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할된 임 슬라이스들에 한 이 라이닝 방식의 지연 실시간 DXT 압축 개념

표 2 CUDA기반 DXT 압축처리 련 시간 소요( 임당)

Total
Memcpy

H2D

Color

Conv.

DXT

Comp.

Memcpy

D2H

HD  4.502ms 1.598ms 1.320ms 1.262ms 0.322ms

4K 18.578ms 6.829ms 5.442ms 4.997ms 1.310ms

년 이후에 출시되는 그래픽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C

언어를 확장한 CUDA C언어로 로그래 할 수 있으

며, 수 의 드라이버 API와 고수 의 런타임 API를 

제공한다. GPU 아키텍처에 따라 사양과 성능이 달라지

는데, CUDA 연산성능을 CUDA Capability로 정의하고 

버 으로 구분하고 있다.

3.2 CPU/GPU 간의 고속 데이터 이동을 한 방안

GPU를 활용하여 연산을 수행하기 해서는 CPU가 

있는 호스트 메모리와 GPU가 있는 디바이스 메모리간

의 데이터 복사가 필요하다. 한 CPU와 연산특성이 

다르므로 로그램 코드를 GPU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거나 구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UDA 를 

심으로 GPU의 활용을 기술하지만, 다른 GPU 연산기

술에도 용이 가능하다. 표 2에서 HD와 4K 각각에 해 

CUDA를 사용할 경우 메모리 복사 시간은 체 시간의 

약 40% 정도로 상당한 오버헤드로 작용하지만, GPU를 

활용한 압축연산 속도가 CPU에 비해서 매우 빨라 체

인 성능은 향상된다.

재의 컴퓨터 구조에서 CPU가 모든 연산의 심에 

있기 때문에, GPU는 보조연산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GPU는 그래픽 카드에 GDDR 램과 함께 장착되어 

하나의 장치로 제작되어 PCIe 슬롯에 설치된다. PCIe 

2.0 16x 기 으로 최  역폭은 8GB/s로, CPU와 RAM 

사이의 버스(QPI, 25.6GB)보다 느리기 때문에 GPU 컴

퓨 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할 병목 발생지 이다.

호스트와 디바이스 사이의 데이터 복사 성능은 PCIe 

버스의 역폭, DMA 유닛의 성능, 디바이스와 호스트 

메모리의 역폭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드웨어의 성능은 

가격에 많은 향을 받으며 설치된 해당 하드웨어에 

해서는 최  성능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 성능

과 더불어 소 트웨어 구  방법에 따라 메모리간 데이

터 복사의 성능의 차이가 발생한다. 운 체제가 리하

는 가상메모리 역은 일반 응용 로그램들이 주로 사

용하며 메모리 주소와 실제 데이터의 맵핑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는 페이지드(Paged) 메모리가 있고, 한 

운 체제의 커 이나 장치 드라이버 등이 주로 사용하

는 메모리 주소와 실제 데이터의 맵핑이 항상 일정한 

핀드 메모리(Pinned, non-paged memory)가 있다. 핀

드 메모리를 사용하여 GPU의 메모리와 데이터 복사를 

수행할 경우 페이지드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최근 출시된 GPU는 메모리간 데이터 복사와 

커  실행을 비동기 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동시에 여

러 개의 커 을 실행하거나 데이터 복사와 커  실행을 

첩하여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메모리 복사와 커  

실행을 첩시키면 연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체 연

산시간이 어드는 장 이 있다. 이때 비동기 메모리 복

사 기능을 사용하기 해 호스트 메모리는 핀드 메모리

를 사용해야 한다.

3.3 이 라이닝 기법을 용한 지연 DXT 압축

앞 에서 기술한 GPU기반의 DXT 압축모듈의 성능

은 모든 처리과정이 임 단 로 수행되며, 커  실행

과 메모리 복사를 첩하여 수행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임을 분할하는 슬라이스 별로 처리 방식을 바꾸면 

GPU의 자원과 기능을 더욱 효과 으로 활용하여 더욱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커  실행과 메모리 복사의 첩 

실행기능을 색 변환과 DXT 압축모듈에 용하면, 그림 3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임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이 라이닝 구조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이

라이닝 기법을 용하여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압축

결과를 복사하는 과정은 일 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

개의 처리과정들은 임을 4개로 분할하여 분할된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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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들에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압축결과 복사하는 

과정을 분할하지 않은 것은 메모리 뱅크 충돌로 인하여 

성능이 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한 것이다. 각 이

라인의 단계별 실행시간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메

모리 복사하는 시간을 기 으로 하고, 소요시간은 표 2

의 결과를 바탕으로 1.6ms로 가정한다면 그림 3과 같이 

7단계 이 라인 구조를 사용했을 때 4K 임의 

상되는 기  소요시간을 약 11.2ms로 산출할 수 있다. 

참고로 4K 임을 임 단 로 처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인 18.578ms보다 약 7.4ms(약 40%) 정도 시간단축

을 기 할 수 있다[10].

∙ 이 라이닝 기법 용  임 슬라이싱: GPU

의 연산 효율을 최 화하기 해서는 임을 한 

개수로 분할해야 한다. 즉 각 임 슬라이스의 메모리

복사 시간과 커  실행시간이 비슷할 때 효율이 가장 

높다. PacketShader[11]에서 제시한 메모리 복사 성능

의 결과는 복사 상이 되는 호스트의 메모리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NetworkSwitch[12]에서 제시한 메모리 

복사 성능은 페이지드 메모리에 한 것이다. 따라서 슬

라이스 분할의 기 을 명확히 하기 해 실제 핀드 메

모리와 디바이스 메모리간 복사 성능을 측정하여 그림 

4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데이터 크기가 8KB 정도로 작

을 경우에는 오버헤드가 많아서 효율이 떨어지지만 

1MB～16MB의 경우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64KB 는 128KB일 경우 1～16MB일 때 보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많은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크기이다. YUV422 형식의 4K 임 하나

는 약 17MB이다. 임을 나 지 않고 복사할 경우 

약 6.8ms가 소요된다. 이 라이닝 단계의 수와 각 단

계별 실행시간이 약 1.7ms가 되도록 4조각으로 나 어 

DXT 압축을 수행하 고, 메모리 복사와 커 이 실행되는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실제 실행결과를 보면 슬라이스별로 메모리 복사 시

그림 4 호스트와 디바이스간 실제 데이터 복사 성능

그림 5 슬라이스 4분할 실행 패턴

간에 비해 색 변환과 DXT 압축 수행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한 슬라이스별로 커 이 첩되어 실행되

지 않는 것을 보면 각 연산이 GPU의 자원을 최 한으

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할된 슬라이스는 

CUDA에서 제공하는 스트림을 활용하여 각 슬라이스의 

연산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병렬연산의 효율을 높이기 한 커 실행 라미터: 

덧붙여서 GPU의 자원과 연산특성을 고려하여 커 의 

실행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스 드의 스 링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GPU에서 한번에 동

시 실행될 수 있는 스 드의 개수는 하드웨어의 물리  

한계와 스 드당 사용하는 GPU의 자원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GPU의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면, GPU 사

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속도를 빠

르게 할 수 있다. CUDA에서 스 드는 Warp라는 32개

의 스 드 단 로 스 링을 수행하며, 하드웨어에 의

한 스 링의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

리고 재 실행되고 있는 Warp의 개수와 GPU에서 스

링할 수 있는 Warp개수의 비를 GPU 사용도(Occu-

pancy)로 정의하고 있다. GPU 사용도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소는 스 드 블록당 지스터 사용량과 

공유 메모리 사용량, 스 드 블록당 스 드 개수, CUDA 

스트림 멀티 로세서당 스 링 가능한 최  Warp 

개수 등이 있다.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른 연산능력과 가

용자원의 양은 CUDA Capability로 정의되어 있다. DXT 

압축연산과 계 있는 GPU의 자원은 지스터와 공유 

메모리로, 각 스 드들이 나 어서 사용하므로 사용량은 

스 드블록당 스 드 개수에 따라 정해진다. 즉, 스 드

별로 사용하는 지스터 개수와 공유 메모리 양을 알면 

GPU 사용도를 산출할 수 있다.

스 드 블록당 스 드의 개수는 커 을 호출할 때 인

수로 지정하며, GPU 하드웨어별 커 별 최 의 숫자가 

다르다. 하지만 스 드 스 링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Warp의 단 인 32의 배수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

다. NVIDIA에서 제공하는 CUDA 로 일러를 사용하

여 커 에서 사용하는 지스터의 수와 공유 메모리의 

사용량을 쉽게 알아낼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CUDA Occupancy Calculator를 이용한 최 의 스 드

할당단 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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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XT 압축  송 실험환경

표 3 GPU구 에서의 자원사용

Register

(개)

Shared Memory

(Bytes)

YUV2RGB 19 -

DXT Compression 27 3,456

재의 DXT 압축구 에서 사용하는 GPU의 지스

터는 색 변환시 19개, DXT 압축시 27개를 사용하며 공

유 메모리는 스 드당 54바이트를 사용한다. 이 때 

한 블록당 스 드 개수는 128개이다. 표 3은 블록당 스

드 개수를 64개로 용하여 실행한 결과인데, 슬라이

스별 커 이 첩되어 실행되지 못한다. GPU 사용도는 

0.33이며, 스 드별로 이용하는 GPU의 자원의 양이 많

기 때문에 최 로 실행할 수 있는 스 드의 개수가 제

한된 것이다. 따라서 GPU의 자원을 고려하여 코드를 

튜닝한다면 처리속도의 성능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자원활용을 최 화하기 한 DXT압축 모듈 구 : 

GPU의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여 성능향상을 하기 

해 색 변환 모듈과 DXT 압축 모듈을 통합하 다. 공

유 메모리의 데이터가 유효한 시간은 커 이 실행 일 

때이므로 색 변환의 결과는 근속도가 느린 로벌 메

모리에 장한다. 그리고 DXT 압축모듈은 로벌 메모

리에 장된 RGB로 변환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압축을 

처리하므로 메모리 근이 비효율 이다. 연산에 사용되

는 지스터의 수는 커  내에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지스터는 두 모듈이 사용하는 지스

터의 수를 합한 것 보다는 작다. 모듈의 통합은 DXT 

압축모듈을 심으로, 각 스 드별 압축해야 하는 부분

의 4×4 픽셀블록을 읽어서 공유 메모리에 복사하는 부

분에 색 변환 코드를 삽입하 다. 따라서 GPU의 로

벌 메모리에서 YUV422 데이터를 읽어서 RGB로 변환

한 후에 공유메모리에 임시 장하여 DXT 압축처리를 

하는 구조로 바 었다. 그 결과 로벌 메모리에 근하

여 읽기와 쓰는 연산횟수를 이고, 색 변환과 DXT 압

축을 따로 했을 때 사용하는 지스터 개수(47개)보다 

작은 30의 지스터를 사용하여 GPU 사용도를 0.58로 

증가시킬 수 있다. 모듈을 통합한 실행결과는 그림 6과 

같은 패턴이다.

그림 6 슬라이스 4분할  모듈통합 실행 패턴

4. 압축된 DXT 데이터를 한 송

실시간으로 빠르게 미디어를 압축하는 궁극 인 이유

는 획득한 미디어를 목 지 노드까지 송하여 미디어를 

공유하기 해서이다. 실시간으로 다자간 미디어를 공유

하기 해서, 미디어 압축을 담당하는 컴퓨  부분과 압

축된 미디어를 달하는 네트워킹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

는 모듈의 설계가 필요하다. 송을 담당하는 네트워킹

의 경우 송하는 매체의 특성과 재 네트워크의 트래

픽 상황에 따라 송성능은 달라지며, 사용자가 직

으로 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

므로 미디어를 송하는 노드와 수신하는 노드의 송지

연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압축한 미디어를 언제 

송하는지에 따라서 압축과 송에 소요되는 체 지연시

간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 획득부터 목 지 노

드에서 활용되기 까지의 지연시간을 최 로 하기 해 

임 체가 압축된 후 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각 슬라이스의 압축이 완료된 즉시 데이터를 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의 임이 압축되기 까지 

기다린다면, 송 시 이 느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송

하는 데이터의 양이 슬라이스 하나보다 많기 때문에 

송 지연시간도 늘어나서 체 지연시간은 커진다.

슬라이스별로 압축한 미디어를 즉시 송하기 해서

는 앞 에서 제안한 이 라인 구조를 변형해야 한다. 

이 라인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디바이스(GPU)에서 

호스트로 결과를 복사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압축처리가 

끝난 즉시 결과를 호스트로 복사하여 응용 로그램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CUDA를 이용한 구 은 이

벤트를 사용하는데, 슬라이스 별로 압축결과를 디바이스

에서 호스트로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면 이벤트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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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송모듈을 호출하여 목 지로 달한다.

5. 실험  성능평가

5.1 실험 환경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DXT 압축과 송기법

을 용할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해 미디어 해상도 별로 GPU에서 

DXT 압축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한다. 해당 모듈은 C/C++과 CUDA를 활용하여 구 하

으며, 머신의 하드웨어 사양은 Intel Core2Quad Q9300, 

2.5Ghz Quad-core, GPU는 NVIDIA GTS 450(192 cores, 

1.6 GHz, 1GB RAM), 네트워크는 1Gbps 이더넷이다. 

미디어 획득은 카메라가 송하는 미디어 포맷과 동일

한 일로부터 입력받는다.

5.2 용기법에 따른 처리시간

각 기법을 용하여 구 한 로그램의 실행시간을 

측정하 다. 그림에 나타낸 실험결과는 1 임을 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했으며, 측정값은 100회 실

행한 평균값이다.

그림 8은 HD와 4K 미디어에 해 이 라이닝 기

법을 용하여 데이터 복사와 커  실행을 첩한 경우

와 그 지 않은 경우의 실행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블록

당 스 드수는 64개이며, HD와 4K 모두 실행시간이 단

축되었다. 상 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많은 4K의 

경우 HD에 비해 성능향상의 폭이 크다. 이 라이닝 

기법을 용하여 HD는 약 24%, 4K는 약 15% 정도 성

능이 향상되었다.

그림 9는 CUDA 커  실행시 블록당 스 드 개수의 

변화에 따른 실행시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스 드 

개수의 차이에 따른 성능은 하드웨어의 사양과 커 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CUDA의 스 드 스

링의 단 인 Warp는 32이므로, 실험에 사용한 스 드

의 개수는 32의 배수이다. 한, 스래드 개수는 GPU 코

그림 8 이 라인 용여부에 따른 해상도별 압축성능

그림 9 블록당 스 드수에 따른 압축성능

그림 10 모듈 통합 실행결과, 128스 드, 이 라인 용

어수를 과하지 않도록 지정하 다. 앞 에서 구한 최

의 스 드수가 128개 는데 해상도별, 이 라이닝 

용 여부에 계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짧은 실행시

간을 나타내고 있다. GPU 사용도 산출하여 상한 결

과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GPU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여 체

인 연산 성능을 향상하기 해 색 변환과 DXT 압축 

모듈을 통합하여 실행한 것과 그 지 않은 것을 비교한 

그래 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라이닝 기법을 

용하고, 블록당 스 드 개수는 128개를 용하 다. 4K

의 경우 성능이 약 33% 향상되었으며, 이 라이닝을 

용하기  최 구  결과 비 49% 향상되었다.

그림 11은 1Gbps 이더넷 환경에서 100Mbps부터 100 

Mbps 단 로 역폭을 증가시켰을 때 상되는 미디어별 

송 지연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MTU 사이즈를 1500으

로 가정하고 각 패킷별 헤더크기까지 고려한 것이다. 

DXT 압축된 4K 1 임을 송하기 해 소요되는 최

소 시간이 약 37ms로 압축시간 보다 훨씬 길다. 한 

각 슬라이스별 송 지연시간도 체 임 압축처리 

시간보다 길다. 따라서 슬라이스별로 압축한 DXT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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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네트워크 역폭에 따른 미디어별 송 지연

그림 12 종단간 처리  송 지연시간

시 송하는 방법은 큰 성능향상을 기 할 수 없다.

그림 12는 DXT 압축 지연시간과 네트워킹 지연시간

을 합한 체 종단간 지연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

킹을 고려하지 않고 DXT 압축결과를 한번에 호스트로 

복사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분할하여 복사하고 송하는 경우에 지연시간을 조  

더 일 수 있다. 네트워크의 역폭이 더 커지면 성능

의 차이 한 커질 것으로 상한다.

5.3 지연 DXT 압축  송기능 활용

4K와 같은 고해상도 미디어는 일반 HD  모니터에 

가시화할 수 없으므로, 고가의 4K 지원 모니터나 여러

개의 HD모니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네트워크 타일드 디스 이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붙

여서 고해상도 미디어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으

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네트워킹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타일드 디스 이는 고해상도 미디어를 가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업환경에 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업환경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미디어를 가

시화하기 해서는 고해상도 모니터가 필수 이며, 상

을 가시화하기 해서 DXT를 이용해야 한다. DXT의 

블록간 데이터가 서로 독립 이어서 타일링하기 쉽고 

참여자간 가시화 개체의 지연시간을 짧게 구 할 수 있

어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네트워크 타일드 

디스 이를 운용하기 해서는 가시화 할 치에 따

라 분할(타일링)하여 송해주는 기능의 구 과 미디어

를 송하는 응용의 추가 인 구 과 수정이 필요하다. 

SAGE[13]는 네트워크 타일드 디스 이를 한 미들

웨어로, 사용자는 SAGE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응용 

개발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미디어의 분할과 송을 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미디어 획득 환경은 해당 머신

에 직  연결된 장치나 일로부터 미디어를 획득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역폭이 매우 여유가 있는 경우 처리

지연시간을 이기 해 압축하지 않은 비압축 스트림

을 네트워크로 송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이 때 특정구간에서 네트워크 역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패킷을 계하는 스 치에서 비압축 스트림을 압

축하여 송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In-network 처

리 기법[12]은 처리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DXT 압축기법을 용할 수 있다. 로그래

 가능한 스 치를 구형 머신에 구 하여 실험했을 때 

HD미디어의 경우 36ms 정도 소요되었다. 비교  최신

의 머신에서 실행한다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6. 결 론

DXT는 압축연산이 간단하고 GPU에 가속화된 하드

웨어 디코딩을 지원하므로, 압축  가시화 처리 때문에 

지연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실시간 업환경에 합

한 방법이다. 하지만 미디어 소스의 해상도가 높아질수

록 일반 사용자에게 보편 인 컴퓨  환경에서는 실시

간 처리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GPU 컴퓨  기술을 사용하여 미디어

를 빠르게 DXT 압축하여 송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가의 보 형 그래픽카드(GPU)를 사용하는 환경에

서 구 방법에 따라 처리시간은 최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검증하 다. 최 한 빠르게 연산을 수행

하여 지연시간을 짧게 하기 해서는,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GPU의 코어수가 늘어

나고 처리속도가 빨라지면, DXT 압축처리 속도 한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각 컴퓨  환경의 변화에 응하

면서 한 지연 압축을 수행하기 해 컴퓨  자원

을 인지하여 그에 알맞은 연산방법이나 라미터를 지

정하는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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