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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지능형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영상 분

석 및 인식기술 등의 보다 진화된 기술 개발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비디오 영상에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하

여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용된다. 그러나 SVM은 대용량의 데이터

를 학습시키기 위하여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시간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병렬처리 기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NVIDIA에서

제공하는 병렬 컴퓨팅 아키텍쳐인 CUDA를 활용한

GPU기반의 효율적인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의 병렬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 방법

은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의 순차처리 방식과 비교하

여 25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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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보안과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특

히 대형화 된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서는 많은 인력과 비

용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비

디오 감시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 영역의

객체를 탐지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1]. 특히,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서 범인과

같은 특정 인물의 얼굴, 표정, 행동패턴 등을 인식하거나

분류하여 분석하는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정 객체의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을 이용한 많은 기법들이 연구되어져 왔다[2].

SVM은 얼굴인식 응용에서 뛰어난 인식성능을 제공하

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3]. 특히, SVM은 분류 전의 학

습 과정에서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SVM 학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SVM의 계산특성을 최적화 하여

수행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다중 프로세서

(multi-processor)를 이용하여 수행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감시 응용에서 다수의 객체를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5]의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GPU[6]를 이용하여 병렬처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GPU는 단일 명령 복수 데이터 연

산 방식(SIMD)의 아키텍처로 계산 집약적, 메모리 집약

적이며 높은 병렬 계산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부동소수

점 연산 성능이 뛰어나 SVM과 같은 계산 특성을 가지는

연산에 유리하다.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의 학습 과정

을 병렬처리 하여 최적화하기 위해, 먼저 계층형 SVM의

계산특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계층형

SVM과 GPU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GPU를 이용

하여 계층형 SVM을 병렬처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으로 논문을 마친다.

Ⅱ. 배경

1. 계층형 SVM

SVM은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이진클래스

SVM(binary-class SVM)[7]과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

하는 다중클래스 SVM(multi-class SVM)[8]이 있다. 특

히, 여러 개의 이진클래스 SVM을 혼합하여 다중클래스

SVM을 구성하는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5]은 직접 다

중클래스로 분류하는 SVM과 비교하여 결정 함수

(decision-making function)가 간단하고, 수행 시간이 빠

른 장점이 있다.

비디오 감시 응용에서는 얼굴인식과 같은 실제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 다중클래스 SVM을 사용한다. 특히 비디

오 감시 응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인식과 인식

정확률을 모두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층형 다중클래

스 SVM에서 발전된 형태인 혼합 계층형 SVM(hybrid

hierarchical SVM)[9]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1은 혼합

계층 SVM의 구성 구조를 예를 들어 나타낸 그림이다.

혼합 계층 SVM은 이진트리 구조를 갖는 계층형 다중

클래스 SVM과 이진클래스 SVM을 결합한 구조로 응집

계층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agglomerative hierarc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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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ing)을 한번만 사용하여 구성된다. 또한, 최상위 노

드에서 단일클래스 SVM(one-class SVM)을 이용하여,

범죄자 후보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범죄자가 아닌 부류

에 대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게 된다. 단말 노드에서도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의 오분류 방지를 위해 단일클래스

SVM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다. 그러나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비디오 감

시 응용에서 다중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혼합 계층형

SVM의 학습 처리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비디오 감시 응용을 위한 혼합 계층형 SVM[9]

2. GPU

GPU는 일반적인 그래픽 프로세서로써 점점 그 성능이

강화되어 그래픽 처리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계산 분

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6]. GPU를 이용하기 위해

서는 NVIDIA에서 제공하는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통해 병렬처리 프로그래밍을 적

용할 수 있다[10].

CUDA에서는 block과 thread로 구성된 grid를 통하여

병렬처리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grid는 GPU에서 순차

적으로 수행되고, grid를 구성하는 block은 여러 개의

thread를 병렬로 수행하게 된다. block과 thread의 경우,

지역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barrier를 이용하여 동기화

를 할 수 있다. 한 block이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 thread

는 총 512개이며, grid는 block을 생성하여 동시에 수많은

연산을 처리한다. 따라서 GPU는 일반적이 CPU보다 큰

규모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병렬성을 제

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Ⅲ. 본론

기존 연구에서는 SVM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GPU를 이용하여 이진클래스 SVM의 학습과정을 병렬처

리 하였다[11]. 이러한 병렬화 된 이진클래스 SVM

(GPUSVM)은 GPU에서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으로 확

장하여 병렬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이진클래스 GPUSVM

을 어떻게 병렬처리 하느냐에 따라 성능을 달라진다[12].

본 논문에서는 혼합 계층형 SVM을 계층적 구조로 구

성하는 각각의 이진클래스 SVM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처

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GPU를 이용하여 병렬처리 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트리 형태

로 구성되어진 혼합 계층형 SVM에서 각각의 이진클래스

SVM을 독립적으로 병렬처리 한다. 또한, 여러 개의

GPUSVM을 동시에 병렬처리 하여 이진클래스로 구성된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을 더 효율적으로 병렬처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GPU를 이용한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 순차처리 : 순

차 GPUSVM

그림 2. 순차 GPUSVM

먼저, 그림 2와 같이 GPU를 이용하여 병렬화 된 이진

클래스 SVM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

의 이진클래스 SVM을 학습하는 순서는 혼합 계층형

SVM의 구조와 상관없이, 한 개의 이진클래스 SVM의 학

습이 끝나면 다음 이진클래스 SVM을 학습한다. 즉, 한

개의 이진클래스 SVM은 그림 3과 같이 GPUSVM으로

병렬처리 된다.(xi는 학습데이터, yi는 라벨값, α는 가중치,

f는 최적조건, b는 f의 최소/최대값, i는 인덱스이다.)

그림 3. GPUSVM 순서도

GPU에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PU의 메모리 영

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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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림 4에서처럼 GPU에 미리 할당되어 병렬처리 된

다. 그림 4 (a)와 (b)는 각각 입력데이터를 GPU에 할당하

는 방법을 나타낸다. Pitch는 GPU에서 2차원 배열변수를

할당할 때, 가로로 할당할 수 있는 최대값으로써 메모리

접근을 위해 배열의 인덱스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c)는

나머지 1차원 변수들을 할당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4. 순차 GPUSVM의 GPU Memory 변수 할당

한 개의 이진클래스 SVM을 학습할 때는 전체 데이터

에 비해 적은 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GPU에서 CPU로

또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메모리 복사의 작

업부하를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이진클래스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GPU가 제공하는 많은 병렬성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메모리 복사의

횟수도 증가하여 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이진클래스 SVM을 동시에

병렬처리 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2. GPU를 이용한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 병렬처리 : 병

렬 GPUSVM

이진클래스 SVM을 병렬처리 한 GPUSVM은 GPU의

많은 thread가 동시에 같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

을 이용하여 각 thread가 학습해야하는 특징에 대해서 한

개씩 할당되어 계산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각각의 thread

에서 수행하는 계산들은 다른 thread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GPUSVM을 이용하여 동시

에 여러 개의 이진클래스 SVM을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5. 병렬 GPUSVM의 GPU Memory 변수 할당

이때, 사용되는 변수들을 그림 5와 같이 GPU에 미리

할당하게 된다. 순차 GPUSVM과 달리 동시에 여러 개의

SVM을 병렬처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를 동시에 메모

리에 할당하여 GPU의 thread에서 접근하기 쉽게 한다.

또한 동시에 처리되도록 할당된 각각의 변수들은 그림 6

과 같이 thread에 할당되어 병렬처리 된다.

그림 6. 병렬 GPUSVM에서 thread의 데이터 할당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이진클래스 SVM을 동시에 병렬

처리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GPU가 제공하는 많은

thread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GPU에서 동시에 계

산 할 수 있는 이진클래스 SVM의 개수를 결정하여야 한

다. 한 개의 이진클래스 SVM에 대한 데이터는 나누어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이진클래

스 SVM의 최적의 개수를 선택한다. 그림 7와 같이 데이

터양이 가장 많은 최상위 노드의 이진클래스 SVM을 기

준으로 할당하여 병렬처리 할 수 있다.

그림 7. 병렬 GPUSVM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GeForce GTX 285 GPU를 이용하여 병

렬처리를 적용한다. GeForce GTX 285 GPU는 GT200 아

키텍처로서 병렬처리 응용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6]. 실

험에 사용한 GPU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에서 나타

내고 있다.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을 구성하는 이진클래스 SVM

을 병렬화 한 GPUSVM을 이용하여 병렬처리 하는 두 가

지 방법을 비교하였다. 얼굴 이미지를 각각 30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 Yale face 데이터베이스[13]를 이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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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데이터 셋은 300개의 특징과 160 차원으로 실험

하였다.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와 일반적인 순차처리를

비교하기 위하여 LIBSVM[14]을 함께 실험하여 비교하였

다. 이때 사용한 CPU는 4-Cores(3.2 GHz), RAM 3.0 GB

인 AMD[15] Phenom II X4 955 프로세서 환경이다.

표 1. NVIDIA GeForce GTX 285

No. of Stream Cores 240

Peak General-Purpose IEEE SP 1063 GFLOPS

Clock Rate 1.48 GHz

Memory Capacity 2 GB

Memory Bandwidth 159 GB/s

CPU – GPU Bandwidth 3144.8 MB/s

GPU – CPU Bandwidth 2600.4 MB/s

Total amount of global memory 2 GB

표 2에서는 세 가지 경우의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

의 수행 시간을 특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병렬

GPUSVM을 사용하였을 경우, 순차처리의 경우보다 약

24배, 순차 GPUSVM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약 5배정

도의 수행 시간이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계층적 다중클래스 SVM 학습 수행시간(초)

학습
SVM 개수

(총 특징점 개수)

순차처리 병렬처리

LIBSVM
순차

GPUSVM
병렬

GPUSVM

14(19500) 9.4 2.4 0.8

29(44400) 24.7 5.0 1.0

병렬 GPUSVM은 동시에 여러 개의 GPUSVM을 병렬

처리 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GPU에 많은 이진클래스

SVM을 할당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병렬 GPUSVM은

GPU가 제공하는 많은 thread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순

차 GPUSVM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의 학습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GPU를 이용하여 병렬처리 하였

다. 계층적 다중클래스 SVM의 계산 특성을 분석하고,

GPU를 최대로 활용하여 병렬처리 할 수 있는 병렬

GPUSVM 방식을 제안 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을 통하

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을 학

습하는 수행 시간보다 약 25배 빠른 속도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비디오 감시 시스템뿐만 아니

라 계층형 다중클래스 SVM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 가능 할 것이다. 또한, 현재 GPUSVM의 학

습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해 GPU를 활용한 실시간

분류가 가능한 GPUSVM 분류기를 병렬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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