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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GPU에서의 병렬처리를 이용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전 윤 배a), 박 인 규a)‡

Multiview Stereo Matching on Mobile Devices Using Parallel 
Processing on Embedded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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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은 시점이 다른 복수의 2차원 영상으로부터 3차원 형상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의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은 단계별로 많은 계산량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고성능 하드웨어에서만 주로 구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모바일 그래픽 프로세서가 발전하면서 충분한 부동소수점 계산 성능이 확보됨에 따라 기존의 PC 환경에서만 수행되었던 복잡
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모바일 GPU에서 구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보드의 모바일 GPU에서의 병렬처리를 기반으
로 다중뷰 스테레오 알고리즘의 병렬처리를 구현하고 자원이 제한적인 하드웨어에서의 성능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Abstract

Multiview stereo matching algorithm is used to reconstruct 3D shape from a set of 2D images. Conventional multiview stereo 
algorithms have been implemented on high-performance hardware due to the heavy complexity that contains a large number of 
calculations in each step. However, as the performance of mobile graphics processors has recently increased rapidly, complex 
computer vision algorithms can now be implemented on mobile devices like a smartphone and an embedded board. In this paper 
we parallelize an multiview stereo algorithm using OpenCL on mobile GPU and provide various optimization techniques on the 
embedded hardware with limited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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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은 정밀한 3차원 복원을

위해서 많은 입력 영상에 대해 복잡한 알고리즘을 요구하

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환경은 대부분 PC 기반의 고성능

하드웨어로 제한되어 있었다[1,5,10,13]. 그러나 최근 모바일

GPU의 성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컴퓨터비전 알

고리즘을 임베디드 환경에서 구현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8,11]. 본 논문에서는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전체 과정을

OpenCL 기반으로 병렬화하고 임베디드 보드의 모바일

GPU상에서 실제 구동하며 최적화하여 CPU로 처리하는

기존 기법과의 정량적 성능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은 카

메라 시점을 알고 있는 2차원 영상으로부터 표면요소(surfel) 
기반의 3차원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2], 이는

복잡한 부동소수점(floating-point) 연산과 많은 메모리를 요

구한다. 다중뷰 스테레오 알고리즘은 각 단계별로 화소, 3차
원 점구름(point cloud), 그리고 구축된 표면요소의 개수만큼

반복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GPU의 다중 코어로 병렬처리 하

기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타겟 임베디드 보드의 하드웨어

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병렬처리 과정과 병렬처리 알고리

즘의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기존의 기법

에 비해 가지는 기여점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기존의 임베디드 GPU에서 병렬화 한 알고리즘에 비

해 훨씬 대규모의 컴퓨터비전 알고리즘에 대해 병렬화

및 최적화 수행

•저사양의 임베디드 GPU에서의 병렬화 관점에서의효과

적인병렬화방식과최적화방식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실제다중뷰데이터에대한 알고리즘 수행결과및 성능

을확인함으로써병렬화구현의정확성과효율성을증명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표면요소기반의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의 과정을 소개하고, 각 단계

별로 적용될 수 있는 병렬화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GPU 병
렬처리알고리즘의 OpenCL 기반최적화기법에대해소개한

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기법

1. 표면요소 기반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표면요소 기반 다중뷰 스테레오

알고리즘[2]를 기반 알고리즘으로 채택하여 전체 알고리즘

을 병렬화하고 임베디드 보드에서 구동한다. 전체적인 알

고리즘의 구조는 그림 1에 도시하였다.

1.1 Plane Sweeping Stereo 알고리즘을 통한 다중뷰 깊
이영상 복원

표면요소는 3차원 좌표와 법선 벡터를 갖는 3차원 형상

복원의 기본 단위이며 3차원 점으로 표현된다. 우선 3차원

복원을 위해 plane sweeping stereo[3,5]기법으로 다중뷰 깊

이 영상을 얻는다. 입력 다중뷰의 인접한 영상들로부터 깊

이 영상을 얻기 위해 모든 인접 카메라에 대해 호모그래피

(homography) 행렬로 시점이 보정된 윈도우 패치(patch)
와 현재 영상의 윈도우 패치 간 비용을 계산한다. Plane 
sweeping stereo 알고리즘은 참조 영상에 대한 인접한 영상

그림 1. 병렬화 대상인 다중뷰 스테레오 알고리즘[2]의 전체적인 구조
Fig. 1. Overall structure of the multiview stereo algorithm employ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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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화소 별로 독립적으로 비용을 계

산하기 때문에 병렬처리가 용이하다. 

1.2 초기 표면요소 모델 구축
Plane sweeping stereo 알고리즘으로 구한 다중뷰 깊이

영상은 초기 표면요소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2]. 초기 표

면요소는 다중뷰 깊이 영상에 3차원 볼륨 공간의 모든 3차
원 복셀(voxel)을 투영하여 2개 이상의 카메라로부터 보여

지는 표면요소에 대해서만 구축된다. 각 참조 영상에서 모

든 3차원 점에 대해 독립적으로 구축 과정이 실행되기 때문

에 초기 평면 구축 또한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1.3 컬러 일관성을 이용한 초기 표면요소 모델의 정제

(refinement)
위에서구축한 초기 표면요소는 지지 카메라의 각 지지 영

상에 대하여 컬러 일관성(photo-consistency)이 유지되지 않

는 아웃라이어(outlier)를 포함하고 있다. 구축된 초기 표면요

소들을 모든 지지 영상에 투영하여 참조 영상에 의한 표면요

소의화소값과의컬러일관성을 SAD 비용함수로계산한다. 
이러한 초기 표면요소를 구축 후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과

정은 대부분 멀티뷰 스테레오 알고리즘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같은과정을거쳐초기결과물에대한표면정제과정을

진행한다[9]. 이 과정은 지역적 최적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참조하는 영상의 각 표면요소 인덱스에 따라 독립적으

로 실행되기 때문에 병렬처리로 수행할 수 있다.

2. OpenCL 기반의 알고리즘 병렬화 기법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보드에서 다중뷰 스테레오 병렬

처리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해 OpenCL[4,7,8]을 사용하였다. 
OpenCL은 플랫폼에 제한없이 GPU가 존재하는 디바이스

에 대해서 GP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도와주는 병렬 컴퓨

팅 프레임워크이다. OpenCL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메모

리 구조는 그림 2와 같으며 커널 함수 실행 시 병렬화 할

인자, 그 크기 그리고 반복 횟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OpenCL을 사용하여 순차적 알고리즘(serial code)을 병렬

화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반복 횟수가 많은 반복문의 어떤 인덱스(index) 변수

를 워크아이템(work-item)으로 지정할 지 결정한다.
②디바이스에서 접근하기 위한 모든 OpenCL 버퍼메모

리를 호스트(CPU) 측에서 할당하고 초기화한다.
③커널소스 코드는 host의순차적 알고리즘에서 인덱스

변수가 랜덤하게 접근되는 워크아이템으로 바뀌는

것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OpenCL에서는 3차원(3- 
dimensional) 구조의 워크아이템까지 지원한다.

④ 커널 함수는 호스트 측에서 커널 실행 명령 함수를

호출함에 따라 실행되며, 이 때 명령 함수에서 그림

그림 2. OpenCL 디바이스 메모리 구조
Fig. 2. Device memory structure of Ope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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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Global NDRange 크기와 그 시작점(offset) 그리

고 워크그룹(work-group) 크기를 결정한다. 
⑤커널실행 이후 최종결과 값이 저장되어 있는 디바이

스 버퍼 메모리를 호스트 단의 메모리로 읽어온다.

3. 임베디드 GPU에서의 최적화 기법

모바일 GPU는 PC GPU와 구조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

겟 디바이스가 바뀔때마다 반드시 하드웨어 사양을 확인해

야한다. 우선 타겟 보드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OpenCL의
버전과 사용 가능한 자료구조 및 확장 기능을 확인해야한다
[8]. 커널 소스 코드 및 호스트 측에서 작성하는 명령 실행

문은 적용할 디바이스의 OpenCL 명세를 따라야 올바르게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임베디드 보드에서 GPU 최적화 기법

은 디바이스 메모리 관점의 최적화와 host 단의 커널 함수

실행 방법에 따른 최적화로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6].

3.1 메모리 구조에 따른 OpenCL 최적화
OpenCL의 명령어는 디바이스의 메모리 정보와 하드웨

어 정보를 상세히 알려준다. 해당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크기와읽고쓰기에 최적화된 메모리크

기 그리고 디바이스 구조 상 가장 적합한 벡터 크기 등을

제공한다[4,6,7,8]. 이 중 MAX_WORK_GROUP_SIZE 값은

커널을 실행할 때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워크그룹

(work-group) 크기를 나타내며 처리하는 디바이스 메모리

크기가 그 값의 배수일 때 성능은 극대화된다. OpenCL에
서 SIMD[4,7]연산은 벡터연산으로 구현 가능하며 각종자료

구조(char, int, half, float)에 대해 N(1, 2, 4, 8, 16)개의 데이

터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보통 PC환경의 고성능 GPU
는 레지스터가 256bit로 8개의 32bit(int, float) 데이터를 한

꺼번에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모바일 GPU같은 경우

128bit로 4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커널 함수 실행 시 처리할 데이터의 전역적

크기가 워크그룹 사이즈의 배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커
널 소스 코드 작성시 해당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크기의

벡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기법에 해당된다[6,7]. 마지막으로 CPU의 사양이좋지 않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디바이스 메모리버퍼를 의미없이 반복

적으로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커널 함수 실행 법에 따른 OpenCL 최적화
모바일 환경에서는커널함수 호출하는 방식에 따라 실행

시간을줄일 수 있다. 첫째로작업우선순위가없는커널함

수의 경우 OpenCL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처리기(event- han-
dler)를 이용하여 호출하면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것에 비해

매우큰이득을 얻을 수 있다[4,7]. 작업 A와 B가 우선순위가

없을때, 이벤트로등록하여 A와 B 커널함수를동시에호출

하는것이 A → B 혹은 B → A 순차적으로 호출하는것에

비해 더 빠르게 처리된다. OpenCL 커널 소스 코드 내에서

조건문은 CPU에서 사용하는 조건문에 비해 많은 부하를 일

으키게 된다[6]. 디바이스 메모리의 전역 오프셋(offset)과 그

크기를 조절하면 경계선 문제(boundary-problem)와 같은워

크아이템(work-item)에 관한 조건문을 제거할 수 있다. 

3.3 병렬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의 예시
본 논문에서 plane sweeping stereo 알고리즘과 정제 작

업의 병렬 알고리즘 구현 시 입력 영상의 너비와 높이를

전역 NDRange 크기로 정하고, 각 화소를 work-item으로

지정하여 5x5 크기의 윈도우에 대해 SAD 비용을 병렬적으

로 계산하였다. 이때 특정 화소에서 윈도우의 범위가 전역

크기를넘어가는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

서는 전역 오프셋과 전역 NDRange 크기를 조절하여 경계

조건의 if 문을 제거함으로 branching diversity로 인한 병렬

알고리즘의 성능 저하를 막았다[6]. 또한 전역 NDRange 크
기 Nx, y가 지정한 work-group 크기 Wx, y로 나누어떨어지

지 않을 때 OpenCL 이벤트를 활용하여 명령어 큐에 대한

전역크기를 NDRange(Nx – Nx % Wx, Ny – Ny % Wy)
와 NDRange(Nx % Wx, Ny % Wy)로 나누어 Task-parallel 
모델을 구축하여 실행하였다[4].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GPU에서 구현한 병렬화된 다중뷰

스테레오 알고리즘의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측정하였

다. 실험에서 사용한 임베디드 보드는 Rockchip사의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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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에서 사용한 RK3399 임베디드 보드
Fig. 3. RK3399 Embedded board used in the experiment

3399 모델로 600Mhz의 쿼드코어 GPU Mali T860를 탑재

하고 있고, 외관은 그림 3과 같다. 제안하는 병렬화 기법

및 최적화 기법의 정량적 결과로서 표 1의 실험환경에서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CPU 실행 시간과 GPU 실행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정성적 결과는 임베디드 보드에서

복원한 점구름 형태와삼각 메쉬형태의 3차원렌더링결과

를 데이터셋에 따라 캡처한 결과로 제시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다중뷰 입력 영상 데이터 셋은 Middlebury 다중뷰

데이터 셋[1,12]의 TempleRing과 DinoRing을 사용하였다.

1. 디바이스에 따른 CPU와 GPU 실행 비교 결과

아래 표 2, 표 3의 결과는 각 디바이스의 CPU, GPU 실행

시간을 소수점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초(sec)단위로 나

타낸 것이다. 표 2, 표 3에서 공통적으로 Plane sweeping 
stereo와 초기 표면요서 정제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lane Sweeping Stereo 단계에서

PC의 경우 CPU에 비해 GPU가 56배더빠르게 처리한것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임베디드 보드의 경우 94배더빠르게

처리한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속 배율이낮은 단계

도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평면 구축단계 같은 경

우 PC에서 CPU로 실행한 결과와 GPU로 실행한 결과가

같았고, 임베디드 보드에서는 3배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 OpenCL에서 각

Device CPU GPU RAM

PC Intel I7-7700 (4C8T @3.6GHz) NVIDIA GTX1080TI (11GB) 16GB

Embedded board
RK3399 (Custom)

Dual Coretex-A72 + Quad Cortex-A53 
@1.8Ghz

Mali T860 MP4
(4C @600MHz) 4GB

표 1. 실험 환경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Dataset : templeRing 47 images @VGA CPU GPU Speedup Ratio

Plane sweeping stereo SAD, 5x5 1,572 28 56.14

Construct initial surfels 1 1 1

Refine initial surfels 194 6 32.33

Sum 1,767 35 50.49

표 2. PC에서 CPU, GPU간 단계별 알고리즘 실행 시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step-by-step execution time between CPU and GPU on PC environment

Dataset : templeRing 47 images @VGA CPU GPU Speedup Ratio

Plane sweeping stereo SAD, 5x5 35,442 377 94

Construct initial surfels 19 6 3.16

Refine initial surfels (bundle adjustment) 2,267 22 103.05

Sum 37,728 405 93.16

표 3. 임베디드 보드에서 CPU, GPU간 단계별 알고리즘 실행 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tep-by-step execution time between CPU and GPU on the embedde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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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RK3399
OpenCL (float) 12829.5 GFLOPS 25.4 GFLOPS

OpenCL (float4) 13119.3 GFLOPS 50.43 GFLOPS

표 4. 임베디드 보드 GPU와 PC GPU간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성능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FLOPS) between PC GPU and embedded GPU

디바이스 별로 초당부동 소수점 연산량 비교를 통해 입력

데이터의 벡터화에 따른 이론적 가속 비율이 임베디드 보

드가 PC보다 2배더빠르므로 표 2, 표 3에서 특정 단계의

가속 배율이 PC보다 높은 결과와 부합된다.

2. 데이터 셋에 따른 3차원 점구름 복원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정성적인 결과를 Middlebury 

그림 4. 임베디드보드에서 47장의 VGA 해상도의 TempleRing 데이터에대한 3차원복원결과. (a) 입력영상의예. (b) 초기표면요소
구축 결과. (c) 표면 정제 과정 실행 결과. (d) (c)의 결과물을 삼각 메쉬 형태로 복원한 결과
Fig. 4. 3D reconstruction results for TempleRing data (47 input images with VGA resolution) on the embedded board. 
(a) Input sample. (b) Result of initial surfel construction. (c) Result of surface refinement. (d) Result of the triangular mesh 
reconstruction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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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iew 데이터셋의 templeRing 및 dinoRing 데이터에

대한 3차원 복원 결과로서 그림 4,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4, 그림 5에서 원본 영상과 각 표면요소의 법선 벡터

방향에 따른 색으로 구분하여 렌더링한 결과, 그리고 포아

송 재구축 알고리즘에 따라 삼각 메쉬(mesh) 형태로 렌더

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5를 통해 초기

표면요소는 많은 아웃라이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표면 정제 단계를 거쳐 표면요소의 개수가 적어

지고 결과가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모바일 AP칩이 개인용 컴퓨터보다 훨씬 많은 시대인 현

재, 본 논문에서 구현한 온디바스 개념은 관련분야에서 연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다중뷰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의 전체 과정을 모바

일 G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시스템에서 구현하였다. 정
량적 측면으로는 제안한 방법으로 병렬처리 하였을 때

TempleRing 47장의 VGA 데이터셋에 대하여 시리얼코드

(C/C++)보다 93배빠르게 처리하는것을 확인하였다. 모바

일 환경에서 처리속도는 전체적인 소모 전력을 줄이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병렬처리 최적화

기법은 에너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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