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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ware graphics render는 매우 많은 양의 계산을 CPU에 요구하기 때문에

multi-threading 기법을 이용한 성능 향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 multi-threaded

software graphics renderer를 구현해봄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를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알려진 3d graphics rendering pipeline중에서 rendering에

필수적인 pipeline만을 구현하고 이를 multi-threading으로 parallel하게 처리한다. 성능 측적

은 크기가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을 사용해봄으로써 입력 크기가 커질수록 multi-threading을

통한 성능 향상 효과가 명확해짐을 보인다. 또한 load balancing 방식, 동기화 방식을 2가지

고안하여 각각 비교해보았다. 여기 CPU를 profiling 하여 실제 동작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

과 크기가 큰 모델에 대해 스레드 숫자에 대한 선형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1. Introduction

graphics rendering은 그래픽스 객체의 좌표계 변환, vector data를 raster image로 변환,

특수 효과 적용 및 객체 가공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양의 계

산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GPU라 부르는 graphics rendering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graphics rendering 과정은 3D 벡터 모델을 2D 래스터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rasterizer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대

표적인 상용 rendering pipeline인 DX11 Graphics Pipeline 모델을 기초로 하고 rasterizer에

중점을 두어 rendering pipeline을 디자인하도록 하겠다.

rasterizer는 vector data를 raster image로 직접 변환하는 pipeline으로, 이를 위한 여러 가

지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scanline algorithm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scanline algorithm은 임의의 다각형 polygon을 입력으로 받아 polygon을 구성하는

edge의 정보를 edge table 구조체에 저장한다. edge table을 기반으로 scanline list를 y좌표

를 하나씩 바꿔가며 동적으로 관리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은 동적인 list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삼각형 polygon만을 입

력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scanline list를 array를 활용하여 정적으로 구현 및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list 연산을 array 연산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성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래의 scanline list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 처

리를 삼각형 특화 algorithm에서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솔루션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실제 간단한 general scaline algorithm으로 구현한 rasterizer와 삼각형 특화 sacline

algorithm으로 구현한 rasterizer의 성능을 측정해본 결과 후자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을 확인했다.

멀티코어 환경이 대중화 되면서 muti-threading 기법이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graphics rendering을 위한 연산은 대체로 각자에 대해 독립적이며, 계산 양이 매우 많기 때

문에 muti-threading의 수혜를 받기 쉬운 입장에 있다. 실제로 GPU에는 복수의 계산 유닛

이 있어 복잡한 렌더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multi-threading 기술을 적용하는 것

은, 즉 병렬화 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순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보다 난이도가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스레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작업은 비용이 큰 편에 속하며 이외에

도 공유 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동기화, 각 스레드에 최대한 균등하게 작업을 분배하여

스레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load balancing 등등의 이슈가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올바른 muti-threading 활용의 효과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올바른 muti-threading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각 스레드에 균등하게 분배해주기 위



한 load balancing 이슈와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하기 위한

synchronization 이슈를 해결할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load balancing의 경우 작업의 분배 방식과 작업의 분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단순하게는 각 스레드에 동일한 숫자의 작업을 미리 분배하는 정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쪼개진 작업의 실제 작업량이 균일한 상황

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따라서 스레드에

서 개별 작업을 끝마칠 때 마다 공유 작업 큐로부터 작업을 가져오는 동적인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synchronization 이슈가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polygon으로 작업

을 쪼개는 방법과 screen을 grid 형태로 쪼개서 좌표별로 작업을 쪼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본 프로젝트에서는 구현과 일정상 한계 때문에

polygon을 기준으로 작업을 분할했다.

synchronization은 작업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overhead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는 mutex를 사용하나 mutex의 경우

kernel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mutex로 구

현한 결과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안으로 atomic operation을 이

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방법은 약간의 정합성을 희생하여 속도 저하를 막는 방법이

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두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해보도록 한다.

성능 측정은 기본적으로 스레드 숫자에 따른 단위 시간당 처리한 polygon의 숫자를 측정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모델의 숫자와 synchronization 방법을 바꿔가며 실험 데이

터를 측정함으로써 입력 모델 크기와 synchronization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성능 향상이 어

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다. 결과 크기가 큰 모델과 atomic operation을 썼

을 때 선형에 가까운 이상적인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었다.



그림 1 DX11 Rendering Piepline

2. Rendering Pipeline

위 그림은 DX11의 Rendering Pipeline의 도식으로, 일반적인 Rendering Pipeline은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위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Input Assembler, Vertex Shader,

Tessellate(Hull Shader, Tessellator, Domain Shader), Geometry Shadre, Rasterzier, Pixel

Shader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렌더링에 필수적인 pipeline은 Input Assembler,

Vertex Shader, Rasterizer 이다. 각 pipeline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2..1 Input Assembler

외부로부터 3D 모델을 입력으로 받아 pipeline 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구조로 변

환하여주는 일종의 파서의 역할을 한다. 모델은 파이프라인 내부에서는 vertex와 vertex로

구성된 face(polygon)으로 나타내어진다. 모델들은 임의의 다각형 폴리곤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프로젝트는 삼각형 폴리곤으로만 구성된 모델만을 입력으로 받도

록 한다.

2.2. Vertex Shader

그래픽스 렌더링 과정에서 모델은 복수의 좌표계 변환 과정을 거친다. 그 중에서도 모델

좌표계에서 월드 좌표계로의 변환을 Vertex Shader 모듈에서 처리한다. 좌표계의 변환은 평

행 이동, 회전, 확대 및 축소 등을 나타내는 행렬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행렬 연산을

Affine Tramformation이라고 한다. Affine Transformation은 Linear Transformation과

Translation의 합성으로 이뤄지며 점은 점으로, 선은 선으로, 면은 면으로 변환되는 성질과



그림 2 Affine Transformation의 종류

그림 3 모델에 Tessellation 기법을 적용

선들의 평행성이 유지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X, X'는 서로 다른 Affine Space의 한 좌표, E는 Linear translation, L은 Translation이라

할 때 X' = XE + L을 Q->P 인 Affine Transformation이라 고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

는다.

2.3. Tessellation

기존 모델의 폴리곤을 쪼개서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다. 위

그림에서 왼쪽이 기존의 모델이고 가운데가 tessellate 과정을 거친 모델이며 오른쪽은

displacement mapping까지 적용한 모델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더욱 섬세해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보다 정교한 렌더링을 위한 pipeline이다.



그림 4 모델에 Geomtry Shader를 적용

그림 5 Raster Image

2.4. Geometry Shader

기존의 폴리곤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폴리곤을 생성하는 모듈이다. 위 그림은 geometry

shader를 적용하여 덩굴이 점점 무성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풍성한 표현을 위

한 pipeline이라고 할 수 있다.

2.5. Rasterizer

실제 화면을 채워 넣을 픽셀의 상태를 결정한다. 즉 vertor image를 raster image로 변환

하는 pipeline이다. 전체 pipeline에서 핵심이 되는 pipeline이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 버퍼에 픽셀의 값을 채워 넣기 전에 렌더링할 대상의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에서 실

제 평면 화면 좌표계인 2D viewport 좌표계로 전환한다. 이 때 카메라의 위치와 표시 범위

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폴리곤을 픽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렌더링 최적화 알고리즘

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작업은 주어진 폴리곤을 순차적으로 화면에 픽셀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도 언급한 scanline algorithm

이다. 폴리곤 단위로 작업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병렬화 하기 매우 좋은 특성을 갖

고 있다.



그림 6 각 Shading의 비교

그림 7 scanline rasterizing

2.6. Pixel Shader

스크린 버퍼에 채워진 픽셀들에 조명 효과 등을 적용하여 픽셀을 변형, 보다 사실적인 그

래픽스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이다. 광원의 종류, 광원의 위치와 빛의 입사각 등등을

고려하여 픽셀을 조작한다. 또한 Shading 방식에 따라 Flat Shading과 Smooth Shading으

로 나뉘며 Smooth Shading은 다시 Gouraud Shading과 Phong Shading으로 나뉜다.

Flat Shading은 face 전체를 동일한 색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렌더링 품질이 상당히 떨어

진다. 다만 계산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점을 보인다.

반면 Smooth Shading은 픽셀 별로 Shading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 량이 많아지는 대신

렌더링 품질이 좋아진다. 각 픽셀의 intensity는 face의 vertex의 intensity를 bilinear

interpolation하여 구하는데 이를 Gouraud Shading이라 하며, 여기에 추가로 각 픽셀의

normal을 vertex를 기준으로 bilinear interpolation하여 Shading하는 것을 Phong Shading이

라고 한다. 추가 작업이 있는 만큼 Phong Shading이 더욱 정교한 렌더링을 한다.

각 픽셀과 face에 대한 shading 작업은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병렬화 하기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3. Scanline Rasterizer

3.1. General Scanline Rasterizer

Rasterizer 단계에서 주어진 vector face 정보를 raster 정보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

즘이다. 각 scanline과 face간에 교차점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픽셀이 그려지는 영역과 그려

지지 않는 영역으로 나눈다. 영역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파란 선은 scanline이고 녹색 점은 face와 scanline의 교차점이다. 닫힌 face의

경우 극값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짝수개의 교차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

차점의 x값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2개의 교차점을 하나의 쌍(pair)로 묶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교차점의 쌍 사이에 존재하는 픽셀들을 채워주면 vector face를 raster화 할 수 있



그림 8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

그림 9 Tiny Polygon

다.

다만 위의 방법대로라면 교차점이 vertex이며 극값인 경우, 교차점인 vertex이나 극값은

아닌 경우, x축에 수평인 edge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는 예외처리를 해줘야 한다. 첫번째 경우는 vertex 위치에 교차점이 2개 있는 것으로 생각

하면 된다. 두번째 경우는 위쪽 edge에서 현재 scanline과 다음 scanline 사이에 속하는 부

분을 잘라주고 처리하면 된다. 세번째 경우는 해당 edge를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3.2. Triangle Specific Scanline Algorithm

위는 임의의 다각형 폴리곤을 입력으로 받는 경우의 scanline algorithm이다. 하지만 본 프

로젝트에서는 삼각형 폴리곤만을 입력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algorithm이 아닌 삼각형에 특화된 algorithm을 구현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본래의 algorithm

이라면 scanline list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list 연산을 array 연산으로 대체하여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2.1. 반올림으로 인한 문제

실제 입력으로 받는 폴리곤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vertex의 좌표는 float 자료형이다. 따라

서 raster image를 만들기 위해서는 integer 자료형으로 변환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 본

rasterizer에서는 반올림을 한다. 이로 인해 y_max의 값이 올려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입력으로 받는 폴리곤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vertex의 좌표는 float 자료형이다. 따라

서 raster image를 만들기 위해서는 integer 자료형으로 변환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 본

rasterizer에서는 반올림을 한다. 이로 인해 y_max의 값이 올려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3.2.2. Tiny Polygon 문제

위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폴리곤의 경우 그려지지 않고 생략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원

래 그려져야 하는 픽셀이 생략되어서 모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픽셀의 크기



가 일정 값보다 작은 것을 감지하면 적당한 픽셀을 찾아 해당 픽셀이 채워지도록 하는 처리

를 해야 한다. 단, 폴리곤 크기 검사는 넓이로 하면 float 연산의 증가로 인해 renderer의 전

반적인 성능을 악화시키므로 edge의 길이를 검사하도록 한다.

4. Multi-thread Model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하기로 한 vertex shader, rasterizer, pixel shader는 모두 독립적인

복수의 작업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병렬화에 용이하다. Vertex shader는 모든 작업의 수

행 시간이 거의 일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스레드에 동일한 개수로 배분하면 된다. Pixel

shader는 rasterizer와 함께 구현하기로 했으므로 여기서는 rasterizer의 multi-threading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4.1. Load balancing

Rasterizer의 기법은 스크린을 격자 형태로 나누는 binning 방식과 폴리곤 별로 나누는 방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Binning 방식은 bin이라 불리는 복수의 격자로 스크린을

나누고 각 스크린을 개별 스레드 작업 단위로 하여 스레드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제로 화면에 그려야 하는 픽셀의 수에 비례하여 작업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균형 있는 로

드 밸런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binning을 관리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며 구현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다.

폴리곤 별로 나누는 방식은 간단하게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폴리곤 별로

스크린에 표시되는 영역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매우 큰 폴리곤 하나의

존재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로드 밸런싱 측면에 있어 단점이 있다.

하지만 웬만한 편차는 작업을 끝낸 스레드가 남아있는 폴리곤을 순차적으로 바로 가져가는

greedy한 방식의 작업 분배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전체 폴리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균등하게 작업을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위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속도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속도를 비교해본 결과 폴리곤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

이 더 우위를 보였으므로 binning 방식을 배제하도록 한다.

4.2. Synchronization

atomic operation을 이용한 방식과 mutex를 이용한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실험을 통해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한다.

4.3. Thread Recycling

매 파이프라인 처리 한번마다 작업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식은 스레드 생성 Overhead가 매

우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작업 스레드를 미리 생성해놓고, 처리할 Shader단계에

도달할때마다 작업 스레드를 Invoke시켜 해당 Shader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5. Experiment

5.1. Experiment Design and Input Data

구현한 프로그램은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에 의한 카메라 이동 등 스크린을 다시 그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Display()함수를 호출한다. 따라서 연속적인 카메라 이동을 통해 다수

의 Display()호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실행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카



그림 10 Model 1 <Teapot>

그림 11 Model 2 <Brandenburg Gate>

메라를 o.o2Radian씩 일주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동기화로 의한 Overhead를 파악하

기 위해 Mutex와 Atomic Operation 두 가지 경우에 대해 파악한다.

사용한 모델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Model 1<Teapot> : 1024 Polygons, 530 Vertices

Model 2<Brandenburg Gate> : 390218 Polygons, 622673 Vertices

Model 1은 약 1000여개의 polygon으로 구성되어 있고 Model 2는 약 40만개의 polygon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구현된 mult-threading은 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multi-threading으로 인한 ovehead에 투입되는 비용의 비중이 전체 작업 비중에 비해 점차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모델의 rendering 성능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해봄으로

써 모델이 커질수록 multi-threading으로 인한 성능 향상 효과가 커지는지 혹은 그렇지 않

은지를 확인함으로써 구현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내려볼 수 있을 것이다.

5.2. Result Graph

그래프 X축 : 스레드 수

그래프 좌측 Y축 : Rasterizer Speed (단위 microsecond) –> # of Polygon / Rasterizing

time

그래프 우측 Y축 : Vertex Shader Speed (단위 microsecond) -> # of Face /



그림 12 Using Mutex (Model 1)

그림 14 Using Atomic Operation (Model 1)

그림 13 Using Mutex (Model 2)

그림 15 Using Atomic Operation (Model 2)

VertexShader time

Back Face/Hidden Face Culling, Clipping, z-Buffer, Flat Shading, Light 적용

mutex를 사용한 결과 mutex 호출 overhead로 인해 스레드 숫자가 커질수록

multi-threading으로 인한 이득보다 overhead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atomic operation을 사용한 경우 model 1은 어느 순간부터 성능의 변화가 거의 없으

나 model 2의 경우 성능 향상이 분명하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6 Single Thread Invoke/Wait Overhead in Teapot

그림 17 4 Thread Invoke/Wait Overhead in Teapot

그림 18 Thread Invoke/Wiat Overhead in Brandenbrug Gate

처리량이 많은 BrandenBurg Gate 모델의 Rasterize는 거의 선형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나

타낸다.

5.3. Result Analysis and Discussion

5.3.1. 폴리곤 수가 적을 경우

위 그림은 Teapot 모델을 1개 스레드로 처리했을 때의 모습이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Workload의 양이 작은 경우(Teapot)에는 multi-threading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 한계를 보

인다. 이 스레드들을 Invoke/Wait하는데 걸리는 오버헤드가 실제 계산량에 비해 크기 때문

이다.

4개의 스레드를 사용할 때에는 Signal로 스레드를 Invoke하여 실제 스레드가 Idle에서 벗어

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과 스레드가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 반면

스레드 처리량이 매우 많아 위와 같은 오버헤드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Invoke/Wait로

인한 속도 감소는 무시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는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

다.

위는 BrandenburgGate모델의 Vertex Shader부분이다. Teapot의 경우와는 달리,

Invoke/Wait에 소모되는 시간이 전체 처리량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Brandenburg Gate의 그래프와 같이 Shader 처리 속도 증가의 한



그림 19 Mutex Signaling Overhead

그림 20 Context Switching Overhead in 8 Thread

계가 Teapot모델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3.2. Mutex VS Atomic Operation

Mutex 사용 시에는 Signaling이 매우 많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실행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구현한대로 Atomic Operation을 통한 작업 할당을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

5.3.3. Context Switching

이상적으로는 하이퍼 스레딩을 통한 논리 코어 8개에 각각 스레드가 스케쥴되어야 하겠지

만, 실제로는 다른 프로그램의 스레드도 CPU상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래의

측정 결과에서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 비해 실행이 늦어지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다.

작업 스레드는 총 8개이지만, 메인 스레드도 CPU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기에 총 스레

드의 수는 9개가 된다. 이러한 경우, 작업 스레드가 모두 8개의 코어에서 나뉘어 처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의 스레드는 Context switching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overhead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스레드 8개/4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한 결과, Context Switch도 2배 차이가 난다.



그림 21 Comparing with 4 Thread and 8 Thread



그림 22 thread 8개 이하에서의 load balancing

그림 23 thread 8개 초과에서의 load balancing

5.3.4. Load Balancing

위 분석 결과를 통해 8개 이하의 스레드에서는 load balancing이 잘 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다만 스레드 수가 너무 많아 Context switching가 필요 이상으로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Load balanc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6. Conclusion



software renderer를 구현하고 이에 multi-threading을 적용해보기 위해 우선 DX11

rednering pipeline을 기반으로 하여 Vertex Shader, Rasterizer, Pixel Shader를 구현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rasterizer에 중점을 두었다.

rasterizer의 경우 삼각형 polygon에 특화된 scanline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개조

한 algorithm은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한 기존의 algorithm에 비해 약 20fps 정도의 성능 향

상을 보였다. 삼각형 polygon만 입력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입력으

로 들어오는 모델의 다각형 polygon을 삼각형 polygon으로 변환해주는 converter를 개발한

다면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polygon 단위로 작업을 분할하고 정적으로 작업을 스레드에 분배하는 방식의

multi-threading 기법을 적용하였고 synchronization 방법과 모델의 크기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mutex나 크기가 작은 모델을 쓸 경우에는

muti-threading overhead가 커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나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였다.

실제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스레드 숫자를 넘어가면 성능

향상이 없거나 오히려 성능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반면 큰 크기의 모델을 atomic operation

을 이용한 synchronization을 사용하였을 때 스레드 숫자에 대해 선형과 가까운 성능 향상

을 이끌어 내어 이상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vtune을 이용한

CUP profiling을 통해 각 스레드들의 running time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load balancing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내었

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성능 향상과 성능 측정 및 분석에 있어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본 프로젝트는 multi-threading을 이용하여 renderer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 이

때 구현한 세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 multi-threading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그래픽스 라이

브러리의 함수에 프로그램이 픽셀을 채워 넣은 스크린 버퍼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화면에 실

제 픽셀을 출력하도록 하는 consumer code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목표에 의한 제약 때

문에 multi-threading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 루틴은 시간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실제로

model1에 대해서는 스레드 1개와 8개일 각각 전체 수행 시간의 66%, 80%를 차지했고

model2에서는 8%, 20%를 차지했다. 따라서 해당하는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다면 또 한 번

의 진전을 이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는 어셈블리의 인라인 코드를 이용한 극한의 최적

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ynchronization 방법의 경우 atomic operation은 속도는 보장되나 정합성 측면에 있어 약

점을 보인다. 약점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z-buffer와 screen buffer를 스레드별로 따로

만들어서 작업하고 최종적으로 합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구현하

지 못하였다. 차후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측정 머신의 코어 숫자 한계가 아쉬웠다. 측정 머신의 코어가 8개였

기 때문에 사실상 8개 이상의 스레드를 통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수의 멀티코어 환경 위에서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동원해봄으로써

더욱 풍부한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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