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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영상처리를 위한 외장 메모리 확장장치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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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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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규모 영상처리를 위한 메모리 확장을 위한 외장 메모리 확장장치 구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영상처리를 위한 그래
픽 워크스테이션에 장착되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Gen3 x8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외장 메모리 어댑터 카
드와 외장 DDR(Dual Data Rate) 메모리로 구성된 외장 메모리 보드로 구성되며, 메모리 어댑터 카드와 외장 메모리 보드간의 연결은
광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외장 메모리 억세스를 위해서는 Programmable I/O 방식과 DMA(Direct Memory Access)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구현은 Altera Stratix V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40G 광 트랜시버가 장착된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1.6GB/s의 대역폭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4K UHD(Ultra High Definition) 영상 한 채널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향후 본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3GB/s 이상 대역폭을 보이
는 연구결과를 보일 예정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implementing an external memory expansion device for large-scale image processing. It consists of 
an external memory adapter card with a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Gen3 x8 interface mounted on a graphics 
workstation for image processing and an external memory board with external DDR(Dual Data Rate) memory. The connection 
between the memory adapter card and the external memory board is made through the optical interface. In order to access the 
external memory, both Programmable I/O and DMA(Direct Memory Access) methods can be used to efficiently transmit and 
receive image data. We implemented the result of this study using the boards equipped with Altera Stratix V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and 40G optical transceiver and the test result shows 1.6GB/s bandwidth performance.. It can handle 
one channel of 4K UHD(Ultra High Density) image. We will continue our study in the future for showing bandwidth of 3GB/s or 
more.

Keyword : Large-scale Image Processing, High Performance Computing, Memory Expansion Device, Programmable I/O, 
Direct Memory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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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비전 등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발달됨에 따라

영상 처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으며, 
영상 자체의 품질도 4K, 8K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의

처리를 위해서는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래픽 워크스테이션에서는 1TB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등 이

러한 메모리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NVIDIA 등의 GPU 
(Graphic Processor Unit)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16GB-24GB의 자체 메모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영상

처리를 위하여 GPU를 사용할 경우, GPU에서 대부분의 영

상 처리가 가능하므로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의 리소스는

GPU에서 처리된 결과의 송수신을 위한 버퍼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의 메모리 용

량 및 송수신 대역폭이 영상 처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인

이 되고 있다. 프로세서 내부 구조에서 메모리 채널을 늘리

기 위해 대량의 핀아웃이 필요한 메모리 컨트롤러를 프로

세서에 내장하는 대신에 SMI(Scalable Memory Interface)
라고 하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를 SMB(Scal- 
able Memory Buffer)를 이용하여 가용한 메모리를 확장하

는 방안을 취하고 있으나[1], 이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은 상면 상 메모리 용량을 무한정 늘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칩 가격이 높아지므로, 고용량 메모리

의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가상 메모리

영역을 확보한후에 메모리와의 스와핑(swapping) 기법을이

용하여부족한메모리현상을극복하고있으며[2], 최근에고속

의 차세대저장장치가출현함에 따라, 가상 메모리영역을효

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하지만, 차
세대 저장장치도 블록 기반의 저장장치이므로, 바이트 단위

억세스 등 영상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는 메커니즘은 지원할

수 없으며, 차세대 저장장치의 예로 인텔의 3D XPoint 메모

리의경우, 기존의낸드플래쉬메모리를사용하는 SSD(Solid 
State Drive)보다 1000배 빠르다고 주장하지만, 시연 결과는

기존보다 7.23배 빠른 수준으로 실제 주장한 1000배의 속도

를 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4].  
국내에서는 SD(Secure Digital)카드를 이용하여 영상에

필요한 추가 메모리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5], SD카드는 플래쉬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을 지

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내용은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외장 메모리 구조에 관한 연구로 확장성이

높은 외장 메모리 장치를 두고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외장 메모리 장치와의 어댑터 카드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그래픽 워

크스테이션은 상면의 제한 없이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메모리 용량이 높은 고가의 그래픽 워크스테이

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용 메모리를 늘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외장 메모리 장치에 대한 접근에 PIO(Programm- 
able I/O)와 DMA(Direct Memory Access)를 모두 지원함

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법

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영상 데이

터 저장을 위한 메모리 확장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

며, 여기에는 외장 메모리에 쓰기/읽기 과정을 설명하였으

며, 외장 메모리 쓰기/읽기 방법의 두 종류인 PIO 방식과

DMA방식을 상호 비교하며, 특히 DMA 동작을 구체화한

다. III장에서는 실제 구현 결과를 나타내며, 각 인터페이스

단계에서의 대역폭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

로 IV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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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상 데이터 저장을 위한 메모리 확장
장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외장 메모리 확장 장치를 포함한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의 구성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되

며, 메모리 확장 장치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 
connect) Express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시

스템에 손쉬운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본 연구에서는 PCI Express에 메모리를 직접 접속하는

대신에 그림 2와 같이 PCI Express 프로토콜 처리 장치가

가지고 있는 SoC(System on Chip) 버스 인터페이스를 외

부의 광 인터페이스로 변환하기 위한 마스터 프로토콜 처

리 장치를 설계 및 구현하여 외부 메모리 장치로 인터페이

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토콜 장치에서 변환된

SoC 내부 인터페이스는 광 트랜시버를거쳐광신호로변환

되며, 광신호는 외장 메모리 장치의슬레이브프로토콜장

치에 입력된다. 슬레이브 프로토콜 장치는 수신한 광 신호

를 다시 SoC 버스 인터페이스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SoC 버스 인터페이스는 외장 메모리 장치 내부의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DDR(Dual Data Rate)3/4 메모리에

억세스를 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된다.

  

그림 2. 외장 메모리 확장장치 세부 구성
Fig. 2. Detailed configuration of External Memory Expansion Device

1. 외장 메모리 쓰기 동작

메모리 쓰기 동작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PCI Express 인
터페이스에서 SoC 인터페이스로 메모리 쓰기 신호를 발생

시키면, 이것이 마스터 프로토콜 처리 장치를 거쳐서 광인

터페이스에 적합한 패킷으로변환된다. 이패킷은 광 트랜

시버를 거쳐서 광신호로 변환되고, 외장 메모리 장치의 광

트랜시버는 광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다시 패킷으로 변환

한다. 슬레이브 프로토콜 처리장치는 수신한 패킷을 SoC 
인터페이스로 변환하게 되며, SoC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DDR3/4 메모리 컨트롤러는 쓰기 주소와 쓰기 데이터를 복

원하여서 이를 DDR3/4 메모리에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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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장 메모리 읽기 동작

메모리 읽기 동작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PCI Express 인
터페이스에서 SoC 인터페이스로 메모리 읽기 신호를 발생

시키면, 이것이 마스터 프로토콜 처리 장치를거쳐서 광인

터페이스에 적합한패킷형태로 구성되며, 이패킷은 광 트

랜시버를 거쳐서 광신호로 변환된다. 외장 메모리 장치의

광 트랜시버에서 이 광신호를 수신하여패킷으로변환한다. 
슬레이브프로토콜처리장치에서는 수신한패킷을 SoC 인
터페이스로변환하게 되며, SoC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DDR 
3/4 메모리 컨트롤러는 읽기 주소를 복원하여서 이를 바탕

으로 DDR3/4 메모리에 읽기 동작을 수행한다. DDR3/4 메
모리 컨트롤러에서 읽은 데이터는 SoC 인터페이스로변환

된다. SoC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한 읽기 데이터는슬레이브

프로토콜 처리 장치를 거쳐서 패킷 형태로 구성되며, 패킷
은 광 트랜시버를 거쳐서 광신호로 변환된다. 메모리 어댑

터의 광 트랜시버는 수신한 광신호를 패킷으로 변환하고

마스터 프로토콜처리장치는 수신한패킷을 PCI Express에
적합한 SoC 인터페이스로변환하여 PCI Express 프로토콜

처리장치에 전달하게 된다.

3. 외장 메모리 억세스 방식

PCI Express 프로토콜처리장치에서 발생시키는 쓰기/읽
기 트랜잭션은 두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그래픽 워

크스테이션에서 직접 PCI Express의 BAR(Base Address 
Register)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으로 쓰기/읽기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PCI Express 프로토콜처리

장치의 내부 DMA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PCI Express 내부에 있는 DMA 엔진은 쓰기/읽기 주소

와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커맨드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데,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커맨드 레지스터에 주소

와 쓰기/읽기 명령어 및길이를 전송하게 되면, PCI Express 
프로토콜처리 장치 내부에 있는 DMA 엔진이 커맨드레지

스터 내용을 기반으로, 외장 메모리 장치의 DDR3/4 메모

리를 억세스하게 된다.
데이터 억세스 관점에서 볼 때,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

서 직접 PCI Express의 BAR를 억세스할 경우에 PCI Ex- 

press 프로토콜 처리 장치는 PCI 버스의 슬레이브가 되며, 
DMA 엔진을 이용할 경우에 PCI Express 프로토콜 처리

장치는 PCI 버스의 마스터가 된다. 이 두 가지 억세스 방법

을 각각 PIO와 DMA로 명명하기로 한다.
짧은 길이, 예를 들어 32~64비트의 파라미터 등의 영상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할 경우에 DMA를 이용하게 되면 커

맨드 레지스터를 억세스하기 위해 128비트 이상의 데이터

를 억세스하여야하며, 또한 DMA 처리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응답속도가 느리게 되므로, PIO 방식이 효

율적이다. 
긴 길이의 프레임 버퍼 데이터 등의 영상 데이터 송수

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PIO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송수

신을 위하여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중앙처리장치의 명령

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그 동안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은 다른 작업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긴 길이의 데이터

송수신은, 커맨드 레지스터에 억세스하는 것만으로 데이

터 송수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DMA 방식이 적합하다. 
DMA 엔진은 PCI 버스 마스터링 기능을 가지므로, 데이

터 송수신을 하는 동안에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은 다른 작

업을 수행하고, 영상 데이터 송수신이 완료된 후에 그 완

료상황만 보고받으면 되므로 긴 길이의 데이터 송수신에

는 DMA 방식이 효율적이다. 그림 3에서는 DMA와 PIO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PCI Express 프로토콜 처리 장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3. DMA 및 PIO를 위한 PCIe 프로토콜 처리기 내부 구조
Fig. 3. PCIe Protocol Processor Internals for DMA & 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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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외장 메모리 확장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Altera Stratix V 디바이스를 위해 제공되는 PCI Ex- 
press to DDR3 메모리레퍼런스 디자인[6]의 내부 SoC 인터

페이스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성을 적용하였다. 
워크스테이션에 장착할 확장 카드는 PCI Express PIO/ 

DMA 프로토콜 처리와 이의 SoC 인터페이스 변환을 위한

PCI Express 프로토콜 엔진과 이를 광 프로토콜로 변환할

마스터 프로토콜 엔진, 외부 확장을 위한 광트랜시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외장 메모리 보드는 광신호를 수신하기 위

한 광트랜시버와 광 프로토콜로변환된 신호를 SoC 인터페

이스로 변환하기 위한 슬레이브 프로토콜 엔진, SoC 인터

페이스를 DDR3/4로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메모리 컨트롤

러로 구성되어 있다.
레퍼런스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테

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장 카드와 외장 메모리 보드

간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DMA 읽기 테스트의 경우에는 DMA 

처리기에 읽기 명령어를입력하면, DMA 처리기는 이 명령

어에 따라 PCI Express에 읽기 패킷을 보내고 읽은 데이터

를 외장 메모리로 송신한다. 이후에 외장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PIO 읽기 명령을 통하여 읽어서 DMA를 통해 읽

기를 수행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DMA 쓰기 테스트의 경우에는 DMA 

처리기에 쓰기 명령어를 입력하면, DMA처리기는 이 명령

어에 따라 외장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이를

PCI Express의 쓰기패킷으로변환하여 컴퓨터의 메모리로

그림 4. 실험을 위한 개발 보드 및 구현 구성
Fig. 4. Development board Implementation configuration for experiments

External Memory 
Board

Memory Expansio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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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한 다음, 외장 메모리로부터 동일한 주소에 저장된 데

이터를 PIO 읽기 명령을 통하여 읽어서 DMA 처리기로 송

신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
구현 형태를 다음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확장 카드와 외

장 메모리 보드는 둘다 40G 트랜시버 인터페이스를 가지

며, 각각 Atlera Stratix V FPGA가 장착되어 있다. 외장 메

모리 보드에는 8GB까지 장착 가능한 So-DIMM(Small out-
line Dual In-line Memory Module) 슬롯이 2개 구비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1개의 So-DIMM 슬롯에 1GB를 장착

하여 구현하였다.
트랜시버는 Finisar의 40G 트랜시버를 사용하였으며, 길

이는 5/50m를 사용하였다. 40G 트랜시버는 10G 트랜시버

채널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채널은 읽기/쓰
기 주소 및 명령어를 저장하기 위한 헤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개채널 중 2개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

신을 진행하였으므로, 데이터의 라인 대역폭은 20Gbps가
된다.
패킷구성을 위한패킷넘버 및 프레이밍심볼, CRC(Cy- 

clic Redundancy Check)로 구성된오버헤드는 매패킷마다

8바이트가 필요한데, 패킷내 데이터의 최대 길이는 128바
이트이므로, 약 6%의 대역폭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
제 대역폭은약 18.8Gbps가 되며, 이를 바이트 단위로환산

하면, 2.35GB/s로 환산할 수 있다.
PCI Express는 Gen3, x8을 사용하여, 총 8GB/s의 대역폭

을 가진다. PCI Express의 대역폭을 그대로 적용하고 마스

터/프로토콜 엔진의 중간 삽입 없이 내부의 SoC 인터페이

스만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진행할 경우약 3.8GB/s의 성능

을 보인다.

본 연구의 구현 결과에서는 광 트랜시버의 대역폭이 2.35 
GB/s이며, 내부의 프로토콜 처리를 위하여 버퍼를 다수 사

용하게 되므로, 대역폭의감소가 발생하며, 최종 실험결과

는 읽기와 쓰기에서 1.6GB/s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표 1은 외장 메모리 확장장치의 구성요소별 대역폭 및

전체 동작 측정 대역폭을 나타내고 있다.
구현 시스템에서 DDR3 메모리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SoC 인터페이스는 FPGA 칩의 한계상 안정된 동작을 위해

150MHz 클럭을 사용하므로 대역폭이 4.8GB/s이다.
본 구현 내용에서는 10G 채널을 두 개 사용함으로 대역

폭이 또한 2.35GB/s로 감소되며, 마스터 프로토콜 처리기

와 슬레이브 프로토콜 처리기 사이의 광 트랜시버에서 광

전변환및심볼재구성과 광 라인을 통한 데이터 송신 지연

에 의해 대역폭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또한 패킷의 무결성

을 위해 버퍼의 사용으로 인해서도 대역폭이 감소된다.
대역폭감소의 주된 원인인 메모리 컨트롤러 SoC 버스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DDR3 메모리(533MHz)에서 DDR4 메
모리(1600MHz 이상)[7]으로 메모리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클럭 주파수를 현재의 150MHz가 아닌 그 이상으로 높이

고, 한번에 전송하는패킷의 데이터량을 현재의 128바이트

에서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그만큼 오버헤드 비율이 줄

어들게 되므로 대역폭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광전변환시간이많이걸리므로, 광 트랜시버 대신

에 전기 트랜시버를 사용한다면 지연 시간이 감소하여 대

역폭 증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패킷 버퍼 크기를

확장하는 것으로도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순수하게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 10Gbps 트랜시

버 채널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4개 채널을 모두 데

Component Bandwidth

PCI Express 1GB/s x 8 = 8GB/s

Memory adapter SoC Bus 250MHz x 32B = 8GB/s

Master protocol handler 20Gb/s x 128/136 / (8b/B) = 2.35GB/s

Slave protocol handler 20Gb/s x 128/136 / (8b/B) = 2.35GB/s

DDR3 Memory Controller SoC Bus 150MHz x 32B = 4.8GB/s

DDR3 Memory 533MHz x 8B x 2(DDR) = 8.53 GB/s

Total measurement 1.6GB/s

표 1. 구성요소별 및 측정 대역폭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each component bandwidth and measured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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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송수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변형시키고헤

더패킷을 데이터 트랜시버 채널 중 하나를 공용으로 사용

하여 송수신하는 것으로 현재의 1.6GB/s의 약 두 배인

3GB/s를 넘는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SoC 버
스만을 사용한 3.8GB/s의 대역폭의약 80%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4K UHD 영상의 경우 Raw 데이터(압축하지 않은 데이

터)의 요구 데이터 대역폭이 2채널에 1.99GB/s이므로[8], 저
장한 영상을 담당하는 한 채널의 경우 구현된 외장 메모리

장치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외장 메모리 장치의 성능

개선이 5GB/s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2채널의 요구 대역

폭의 2.5배 이상이 되므로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영

상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메모리 용량 역시 그래픽 워크

스테이션의 상면의 제한 없이 늘릴 수 있으므로, 영상에서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래픽 워크스테

이션의 데이터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
련 연구 내용 중 하나인 FPGA의 메모리를 이용한 영상 처

리를[9], 본 연구의 메모리 어댑터 부분에 포함시켜 구성한

다면, 메모리 용량 제한 없이초고해상도의 영상 처리에 응

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연산보다는 영상 데이터 이동이 빈

번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인임베디드 시스

템의 메모리 모듈 확장에 적용한다면[10], 주요 하드웨어 자

원인 메모리의 용량 확장이 용이하게 되므로, 대량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영상 데이터 처리에도

그 응용분야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영상 처리를 위해 그래픽 워크

스테이션에서 가용 메모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해 메모리 용량이 높은 고가의 그래픽 워크스테

이션 장치로 대체하는 대신 기존의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장치를 구현 및 시험하였다. 
이 장치는 외부에 별도의 메모리로 구성된 외장 메모리를

두고 이 외장 메모리와 접속할 수 있는 어댑터 카드를 그래

픽 워크스테이션에 장착한 후에 외장 메모리 장치의 어댑

터 카드간에 광연결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외장

메모리와 어댑터 카드는 메모리 억세스를 위한 SoC 인터페

이스를 광 연결 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신호변환기를 필

요로 하며, 이를 위해 광 트랜시버로의 패킷 전송을 위한

마스터 프로토콜 처리기 및 슬레이브 프로토콜 처리기를

설계하였다. 설계 결과를 Altera Stratix V 및 1GB의 DDR3 
메모리가 장착된 개발보드를 이용해 구현하였으며, 이는

1.6GB/s의 대역폭 성능을 가지므로, 4K UHD의 저장된 영

상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구현 결과는

10Gbps 채널 두개를 사용한 결과이며, 이를 4개로 확장하

고 또한 내부의 버퍼링단계에서의 최적화를 통해 성능 및

용량을 확장하여, 테스트를거친후에 실제 영상 처리에 적

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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