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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oyer-Moore 알고리즘은 컴퓨터  인터넷 보안,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의 응용 로그램에서 

리 활용되는 패턴매칭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방 한 양의 입력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정한 하나의 

패턴을 실시간에 검색해야하는 높은 계산 요구량으로 인하여 병렬 처리  성능 최 화가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GPU를 활용하여 BM 알고리즘을 병렬 최 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방법론에 따라 알고리

즘 cascading 기법을 용하여 실행시간에 소요되는 매핑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멀티스 딩 효과를 극

화하여 스 드들간의 부하 부산을 향상시킴으로써 순차실행 비 최  45배의 성능향상을 얻었다. 

키워드: Boyer-Moore 알고리즘, 병렬화, 성능 최 화, 알고리즘 cascading, 멀티스 딩

Abstract The Boyer-Moore algorithm is a single pattern string matching algorithm that is widely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computer and internet security, and bioinformatics. This algorithm 

is computationally demanding and requires high-performance parallel process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parallelization and performance optimization methodology for the BM algorithm on a GPU. 

Our methodology adopts an algorithmic cascading technique. This results in significant reductions in 

the mapping overheads for the threads participating in the parallel string matching. It also results in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multithreading capability of the GPU which improves the load balancing 

among threads.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is approach achieves a 45-times speedup at 

maximum, in comparison with a serial execution.

Keywords: Boyer-Moore algorithm, parallelization, performance optimization, algorithmic cascading, 

multith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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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인터넷 보안,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의 응용

로그램에서 리 활용되는 Boyer-Moore 문자열 매

칭 알고리즘은 방 한 양의 입력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

정한 패턴을 검색하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높은 계산 

요구량을 갖는 알고리즘인데, 실시간 처리를 한 병렬 

알고리즘의 개발  성능 최 화가 필수 이다.

Boyer-Moore 알고리즘의 병렬처리에 련된 연구들로

서, [1]에서는 멀티코어 로세서를 이용하여 Boyer-Moore 

알고리즘, Knuth-Morris-Pratt (KMP) 알고리즘, 그리

고 Brute force 근법의 병렬처리 효율을 비교 검증하

으며, Boyer-Moore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 임을 보

인다. [2]와 [3]에서는 Boyer-Moore 알고리즘의 변형 

알고리즘인 Boyer-Moore-Horspool 알고리즘을 GPU

상에서 CUDA를 활용하여 병렬 처리하여 바이오 인포

매틱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스 스터디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GPU상에서의 Boyer-Moore 알고리즘

의 병렬 최 화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에

서는 Boyer-Moore 알고리즘 실행시 검색 상 문자열

이 길어질수록 GPU 상에서 이들을 병렬처리하기 한 

매핑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문제  병렬 실행에 참여하

는 스 드들 간의 실행 시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알고리즘 cascading 기법을 

용한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실행시에 생성되는 체 소

트웨어 블록의 수를 이고 스 드당 작업량을 늘리

도록 하 다. 이는 실행시간에 발생하는 매핑 오버헤드

를 일 뿐만 아니라, 늘어난 스 드 당 작업량으로 인

하여 메모리 근 기 시간을 보다 효율 으로 hide 

함으로써 멀티스 딩 효과를 극 화하여 부하분산을 개

선시킨다. 제안하는 병렬최 화 방법을 Nvidia Tesla 

K20 GPU 상에서 용하여 순차 실행 비 최  45배의 

성능향상을 얻었다.

2. Boyer-Moore 알고리즘

2.1 Boyer-Moore 알고리즘 개요

Boyer-Moore 패턴매칭 알고리즘[4](이하 BM 알고리

즘)은 1977년 Robert S. Boyer와 J Strother Moore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으로서 상 입력 문자열(이하 타

겟)에 한 한 가지 문자열 패턴(이하 패턴)의 검색을 

목 으로 한다. BM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서 크게 처리 작업과 패턴 검색 작업으로 나  수 있

다. 처리 작업에서는 패턴에 종속되는 두 가지 문자열 

이동 규칙-불일치 문자 이동규칙(Bad Character Shift) 

 일치 미부 이동규칙(Good Suffix Shift)을 계산하

고, 패턴 검색 작업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을 활용하여 패

턴 매칭을 수행한다. 패턴의 문자와 타겟의 문자가 불일

치 할 때 다음 문자의 비교를 해 패턴이 이동할 치

를 최 화하는데, 이동 치의 최 화를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문자의 비교는 패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타겟과 패턴이 불일치할 경우 Bad Character Shift와 

Good Suffix Shift  더 큰 값만큼 패턴을 이동.

∙패턴의 이동은 타겟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2.2 Boyer-Moore 알고리즘의 문자열 이동 규칙

2.2.1 Bad Character Shift

Bad Character Shift(BCS)는 문자열의 비교를 오른

쪽 끝부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한다. 즉, 문

자를 비교할 때 비교할 문자에 따라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건 뛰어 연산속도를 높

인다.

를 들어, 만약 타겟에 존재하는 문자와 매칭되는 문

자가 패턴의 뒤쪽에 존재한다면 간의 문자들은 비교

하지 않고 바로 해당 문자로 이동할 수 있다(그림 1 

BCS case 1 참조). 반 로, 비교할 문자가 패턴에 존재

하지 않는다면 (패턴길이-이미 비교한 문자수)만큼 이동

할 수 있다(그림 2 BCS case 2 참조).

그림 1 BCS case 1. 패턴에 비교할 문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패턴 이동

Fig. 1 BCS case 1

그림 2 BCS case 2. 패턴에 비교할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패턴 이동

Fig. 2 BCS case 2

2.2.2 Good Suffix Shift

Good Suffix Shift(GSS)는 타겟 안에서 패턴 내에 

복으로 존재하는 미사가 발견되거나(case1) 는 

칭되는 두, 미사가 발견될 경우(case2)에 활용된다.

패턴의 미사가 패턴내에서 여러번 반복될 때, 타겟

에서 해당 미사를 발견한 후 미사 다음의 자가 

불일치할 경우 다음 미사로 이동할 수 있다(그림 3 

GSS case 1 참조). 한 패턴의 미사가 패턴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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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SS case 1. 패턴에 공통된 미사가 존재하는 

경우의 패턴 이동

Fig. 3 GSS case 1

그림 4 GSS case 2. 패턴에 칭되는 두, 미사가 존재

하는 경우의 패턴 이동

Fig. 4 GSS case 2

사와 반복될 때에는 두사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4 GSS case 2 참조).

2.3 Boyer-Moore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BM 알고리즘의 효율은 타겟에 패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O(3m), 존재할 경우에는 O(n*m)이다(n: 타겟의 

길이, m: 패턴의 길이)[5]. The Galil Rule[6]을 따르면 

모든 경우에서 선형  시간 복잡도를 가지므로 다른 패

턴매칭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형  시간 복잡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타겟에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BM 알고

리즘의 실행시간은 타겟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길

이가 매우 긴 타겟을 상으로 하는 검색은 그 실행시

간이 타겟의 크기에 비례하여 함께 길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처리를 통해 긴 길이의 타겟을 상으

로 한 BM 알고리즘의 실행시간을 단축하기 한 근

방법을 연구한다.

3. GPU상에서의 BM 알고리즘 병렬최 화

3.1 병렬최 화 개요

앞의 2 에서 설명한 것처럼 BM 알고리즘은 처리 

작업과 패턴 검색 작업으로 나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처리를 통해 만들어진 두 가지 이동 규칙을 활용

하여 메모리에 재된 타겟을 상으로 실제 패턴을 검

색하는 패턴 매칭 작업 부분을 GPU를 활용하여 병렬 

처리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그림 5 참조). 2.3 에서 

설명하 듯, BM 알고리즘의 실행시간은 타겟에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타겟의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긴 

길이의 타겟에 하여 실행되는 패턴 매칭 시간을 최소

화하는 데에 을 맞추어 병렬 최 화를 수행한다.

타겟 데이터를 분할하여 GPU의 여러 스 드들에게

그림 5 병렬처리 용 범

Fig. 5 Parallel Execution of the BM Algorithm

나 어 패턴 매칭 작업을 병렬로 실행할 경우, 스 드별

로 검색해내는 타겟의 개수에 편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

서 패턴을 찾지 못하는 스 드, 패턴을 여러 번 검색해

내는 스 드, 등으로 나뉘게 되어 스 드별로 실행시간

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불규

칙 인 특징을 최소화하기 하여 GPU의 멀티스 딩 

기능의 효율 인 활용이 요하다.

한 병렬 패턴 매칭을 하여 여러 스 드들이 타겟 

데이터를 분할하여 검색하는데, 인 한 스 드로 나 어

지는 경계에 패턴 데이터가 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데이터를 복되게 검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병렬 실행

에 참여하는 스 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경계에 치하

여 복되게 검색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

는 체 인 계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하다.

3.2 GPU 상에서의 병렬 최 화

GPU 상에서 BM 알고리즘의 병렬처리  성능 최

화를 하여 우선 GPU device의 Global Memory(이하 

GM)에 타겟 입력 데이터를 복사한다. 그런 다음 복사

된 타겟을 분할하여 GPU의 각 하드웨어 블록( 는 

Streaming Multiprocessor : SMX)에 속하는 Shared 

Memory(이하 SM)로 복사한다. 이 게 SM에 복사된 

타겟 데이터를 각 블록에 속하는 여러 스 드들이 동시

에 일부분씩 검색하는 방식으로 패턴 매칭 작업을 진행

한다. 3.1 에서 설명했듯, 이러한 데이터를 복사 하는 

경우, 각 블록들 사이의 경계, 그리고 블록내의 각 스

드들 사이의 검색 경계 좌우에 걸쳐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GM에서 SM으로 타겟 

데이터를 복사할 때, 그리고 검색을 수행할 때 [패턴길

이-1] 만큼 복되는 부분이 생기도록 장  검색을 

수행한다(그림 6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분할하여 병렬처리를 하는 

경우, SM의 활용을 최 화하기 하여 (타겟 크기 / SM 

용량) 만큼의 소 트웨어 블록을 생성하 다. On-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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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PU상의 병렬처리를 한 복복사  복 검색

Fig. 6 Parallel execution of the BM Algorithm on the GPU

그림 7 ACC(n=2)를 용하여 2개의 블록을 연계한 병

렬처리 방법

Fig. 7 ACC of two blocks from four blocks

캐시 메모리인 SM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타겟의 

길이가 크다면 많은 수의 블록이 생성된다. 따라서 체 

블록의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SMX에 매핑되는 블록

의 수도 증가한다. 그러나 SMX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

므로 블록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매핑되지 못

하고 기 모드로 들어가는 블록의 수도 늘어나게 되며 

매핑 오버헤드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블록들을 알고리

즘 으로 cascading (algorithmic cascading: 이하 ACC)[7,8] 

시켜 블록의 크기와 스 드 당 작업량을 늘림으로써 하

나의 SMX가 처리하는 블록의 개수를 인다. 를 들

면, 그림 7처럼 원래의 방법으로는 네 개의 블록이 한 

번씩 검색할 작업을 두 개의 블록이 두 번에 걸쳐 검색

하도록 작업을 할당하도록 바꾸어 다. 이 게 함으로써 

체 블록 개수를 이고 매핑에 기하는 블록의 수도 

이며, 한번 매핑된 블록의 재사용을 유도한다. 한 

스 드당 처리할 타겟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 메모리 액

세스의 지연시간이 숨겨지면서 멀티스 딩 효과도 향상

된다. 이러한 멀티스 딩 효과의 향상은 스 드들 간의 

부하 분배를 개선시킴으로써 체 실행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ACC 기법을 문자열 매칭 알

고리즘에 용시킨 것은 본 연구가 최 이다.

4. 성능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병렬 최 화된 BM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실험은 아래

의 표 1과 같은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GPU 환경에서의 

병렬 로그램 작성을 해 CUDA Toolkit 6.0[9,10]을 

활용하 으며 실험 결과는 앞의 3 에서 서술한 병렬 

처리 용 부분부터 최종 검색 결과 도출까지의 단 시

간당 처리량(throughput)과 순차실행 비 성능 향상 

정도(speedup)을 측정하 다.

표 1 실험 환경

Table 1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CPU
Intel® Xeon® E5-2620

2.00GHz × 2 (6 cores × 2)

Memory 32GB

GPU
Nvidia Tesla K20

(5GB, 2496 CUDA core)

OS CentOS 6.3

4.2 실험 결과

해당 실험은 타겟의 크기를 4,000MB로 고정하고 패턴

의 길이는 5, 10, 15, 25, 50으로 다양하게 설정하 으며, 

GPU 병렬처리의 경우 ACC의 계수는 64로 설정하 다. 

그 결과 순차 인 처리와 비교하여 ACC를 용하지 않

은 경우 비 최  37배의 성능 향상이, ACC를 용한 

경우 최  45배의 성능향상이 있었다. ACC의 용 여부

에 따라 최  35%, 평균 26%의 성능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패턴의 길

이가 길어질수록 throughput은 증가하지만 speedup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패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3.2 에서 언 한 복되어 복사되는 데이터

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복되는 데이터의 양은 

ACC 계수 * 블록 수 * (블록 당 스 드 수*[패턴길이

-1])가 되는데, 해당 성능실험에서는 ACC를 64로 설정

하 고 패턴길이 50의 경우 21,730개의 블록과 128개의 

스 드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총 8,722,595,840의 복문

자에 한 연산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실제의 입력 데이

터의 양과 비교하여 2배가 넘는 양으로서 실제 으로 패

턴 매칭 연산량의 큰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복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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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순차처리  GPU 병렬처리의 처리량 비교

Fig. 8 Throughput comparison of serial implementation, 

and parallel implementations with and without 

algorithmic cascading

그림 9 GPU상의 병렬처리에서 ACC 용 여부에 따른 

성능향상 정도 비교

Fig. 9 Speedup comparisons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GPU 기반의 병렬 컴퓨  환경에서 

BM 알고리즘의 병렬 처리  알고리즘 cascading 기

반의 성능 최 화 기법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하여 제

안한 방법은 순차실행 비 최  45배의 성능 향상을 

얻음으로써, 제안하는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 다. 성

능 결과는, 그러나, GPU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  

성능과 비교할 때 아직도 더 utilization을 높일 여지가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보다 높은 throughput 성능을 

얻기 한 최 화 기법 연구와 4  후반에 언 한 복

되게 복사되는 문자들에 한 연산을 일 수 있는 연

구를 지속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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