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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ormance Analysis of GPU-based Cloth simul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Work Group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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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3D 다이내믹 시뮬 이션은 많은 산업들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 충돌, 건축물 분야에서 주로 사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화나 게임 분야에도 물리 시뮬 이션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으로 3D 물체를 사실 으로 표 하기 
해서는 많은 수학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CPU 기반의 응용 로그램들은 이러한 많은 연산량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다. 최근 그래픽 하드웨어의 발 과 아키텍쳐의 개선으로 GPU는 기존의 더링 연산뿐만 아니라 범용 목 의 연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GPU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를 이용한 천 시뮬 이션 수행시 수행 성능
을 최 화하기 하여, GPU 셰이더의 실행 환경 변화에 따른 천 시뮬 이션 알고리즘의 수행 성능의 변화를 분석하 다. GPU를 이용

한 천 시뮬 이션은 GLSL 4.3의 Compute shader를 사용하여 스 링 심 알고리즘과 노드 심 알고리즘을 PC기반으로 구 하 고,  

GLSL Compute shader의 다양한 워크 그룹 (Work Group) 크기와 차원 분배에 따른 연산 속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실험은 5,000 

임까지 10회 반복 수행하여 FPS(Frame Per Second)의 평균을 구하여 진행하 다. 실행결과, 노드 심의 알고리즘이 오히려 스

링 심의 알고리즘 보다 빠른 수행속도를 보여 주었다. 

☞ 주제어 : 천 시뮬 이션, GPU 병렬처리, 물리기반 시뮬 이션, GLSL 4.3

ABSTRACT

In these days, 3D dynamic simulation is closely related to many industries. In the past, physically-based 3D simulation was used 

mainly in the  car crash or construction related fields, but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vies or games today. Many mathematical 

computations are needed to represent the 3D object realistically, but it is difficult to process a large amount of calculations for 

simulation of application based on CPU in real-time. Recently, with the advanced graphic hardware and improved architecture, GPU 

can be utilized for the general purposes of computation function as well as graphic computation. Many approaches using GPU have 

been applied for various research field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erformance variation of two cloth simulation algorithms based 

on GPU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ecution properties of GPU shaders in oder to optimize the performance of GPU-based cloth 

simulation. Cloth simulation is implemented by the spring centric algorithm and node centric algorithm with GPU parallel computing 

using compute shader of GLSL 4.3.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between these algorithm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ize 

and dimension of work group. The experiment is repeated to 10 times during 5,000 frames for each test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provided by averaging of FPS.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node centric algorithm is executed in higher speed than the 

spring centric algorithm.

☞ keyword : Cloth simulation, GPU parallel processing, Physically-based simulation, GLS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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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화, 게임, 건설, 의료 등

의 많은 분야에서 추  역할을 하고 있다. 화나 게임 

분야에서는 특수 효과  3D 애니메이션이 심이 되었

으나 최근에는 객체를 실 으로 표 하는데 을 두

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물리 인 시뮬 이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 설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 분

야에서는 분자 수 의 분석에서부터 골격 시뮬 이션 분

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GPU는 매우 강력하고 유연한 

로세서로 진화하고 있다. 최신 그래픽 카드의 아키텍처

는 부동 소수 의 벡터 연산을 지원하고 로그래  가

능한 정   화소 처리 장치와 함께 큰 메모리 역폭과 

빠른 연산 속도를 제공한다. 구조 으로 GPU는 벡터 연

산의 병렬처리에 최 화되어 있으며 GLSL(OpenGL 

Shading Language)를 통해 GPU 이 라인에 근 할 수 

있다. 따라서 GPU를 단순한 그래픽 더링 목 이 아닌 

일반 인 범용 목 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

며, 이 기술은 많은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여 연산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GPU 기반으로 천 시뮬 이션의 성능을 

최 화하기 해, OpenGL 4.3 버 부터 제공하는 GPU 

병렬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물리기반의 천 시뮬 이션 시

스템을 스 링 심과 노드 심의 2가지 알고리즘으로 

구 하여 처리 속도의 결과를 비교하 고, 워크 그룹

(Work Group)의 차원, 크기에 따른 연산 속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2. 련연구

2.1 Mass-spring 모델

3D 물체를 실 으로 표 하기 해서는 한 시

뮬 이션 방법이 필요하다. 시뮬 이션에서 실 세계의 

물체들은 크게 강체와 변형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강체

는 외부의 힘을 가해도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표 이 간단하며 시뮬 이션 연산량 한 비교  다. 

반면에 변형물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물체의 모양이 매 

순간마다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표 하기 

해서는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일반 으로 변형물체

의 시뮬 이션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과 

Mass-spring 모델을 사용한다. 일반 으로 실시간 시뮬

이션은 연산량이 많이 소모되는 유한요소법에 비해서 연

산량이 은 Mass-spring 모델이 리 사용되고 있다[2-7].

Mass-spring 모델은 기본 으로 Structal, Shear, Bend의 

3가지 구조로 구성된다[8, 9]. Structual 구조는 x, y축으로 

인 한 노드를 스 링으로 연결하여 체 인 천의 모양

을 유지하고 Shear 구조는 각선에 치한 노드를 연결

하여 각 방향으로 힘을 주었을 때, 천의 모양을 유지한

다. Bend 구조는 x, y축으로 2단계로 인 한 노드들을 연

결하여 거나 구부렸을 때 천의 모양을 유지한다. 한 

Mass-spring 모델은 후크의 법칙을 용하여 다음 단계의 

노드의 가속도, 속도, 치를 계산한다.

2.2 Compute Shader

OpenGL은 크로노스 그룹에서 제정한 컴퓨터 그래픽

스 규격으로 2D, 3D 그래픽 오 소스 라이 러리이다. 

OpenGL 4.3은 2012년 8월에 배포되었고 기존에 없던 

Compute shader를 추가하 다. Compute shader는 기존의 

그래픽 이 라인과 달리 독립된 쉐이더로서 임의의 정

보를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10, 11]. 

Compute shader는 GLSL 4.3 이상의 버전의 프로그램으

로 접근 할 수 있으며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GPU에서 병렬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작업량을 사용자가 

지정한 워크 그룹의 크기만큼 X, Y, Z의 3차원 작업공간

으로 나누어 할당이 가능하다. 또한 Compute shader는 할

당된 각 워크 그룹에서 동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노드

에 연결된 스프링들의 힘과 노드의 위치를 Compute 

shader를 통해서 계산을 하였다. 

2.3 워크 그룹

워크 그룹은 Compute shader가 동작하는 작업 단 를 

말한다. 3차원으로 이루어진 워크 그룹 체를 역 워크 

그룹 (Global Work Group)이라고 하고 각각의 원소를 

Local 워크 그룹이라고 한다. 워크 그룹은 glDispatch 

Compute()가 호출될 때 하나의 역 워크 그룹이 Compute 

shader에 달되며 달된 역 워크 그룹은 지역 워크 그

룹(Local Workgroup)으로 나 어진다.

워크 그룹의 크기는 X, Y는 최  1,024, Z는 최  64의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하나의 워크 그룹은 최소 1,024개

의 스 드를 가질 수 있으며, GPU에 따라서 최  가질 수 

있는 스 드의 수가 달라진다. GPU의 최  스 드의 수

는 GL_MAX_COMPUTE_WORK_GROUP_SIZE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각 워크 그룹은 서로 공유 가능한 메모리와 

워크 그룹의 크기만큼의 스 드를 가지며 완 히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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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천 시뮬 이션 결과

(Figure 1) The result of cloth simulation

인 구조를 가진다. 

워크 그룹은 임의의 순서로 동작한다. 를 들어 워크 

그룹의 크기를 (512, 1, 1)로 구성하 을 때 워크 그룹 (1, 

1, 1), (2, 1, 1), (3, 1, 1)의 순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워크 그룹을 

분배할 때, 비선형 구조로 작업량을 분배하는 것을 권장

한다.

3. 천 시뮬 이션 구

본 논문에서는 GLSL 4.3의 Compute shader를 사용하여 

천 시뮬 이션을 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테이블의 일

정 높이 에 천을 치시키고 테이블 로 자유낙하 시

켜 떨어트리는 시뮬 이션을 구 하 다. 그림 1은 천 시

뮬 이션의 기 화면과 테이블에 천이 떨어지는 시뮬

이션 화면이다.

3.1 스 링 심 알고리즘

스 링 심 알고리즘은 스 링의 힘을 계산하는 부분

과 노드의 치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나 다. 먼  응용 

로그램에서 버퍼와 쉐이더를 기화 시키고 Spring 

Compute shader에 작업을 워크 그룹의 단 로 달한다. 

Spring Compute shader는 역 워크 그룹을 지역 워크 그

룹로 나 고 각각의 워크 그룹 내의 스 드에 작업을 할

당한다. 각각의 스 드는 할당된 스 링의 힘을 계산하고 

SSBO(Shader Storage Buffer Object)에 장하면서 스 드

를 종료한다. Spring Compute shader의 모든 스 드가 종

료되면 응용 로그램에서는 Node Compute shader에 워

크 그룹을 할당한다. Node Compute shader에서는 노드에 

연결된 스 링들의 힘을 합산하여 노드에 가해지는 힘을 

구한다[12, 13]. 구해진 힘으로 노드의 가속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가속도를 용하여 노드의 속도를 계산한다. 마지

막으로 계산된 속도를 이용해 노드의 치를 계산 할 수 

있다. 계산된 노드의 치는 SSBO에 장된 후에 스 드

가 종료된다. 응용 로그램에서는 SSBO에 장된 노드

의 치를 화면에 더링한다. 그림 2는 스 링 심의 

천 시뮬 이션에 한 로세스 구조를 나타난 것이다. 

스 링 심 알고리즘은 노드 심 알고리즘 보다 복잡

한 구조를 가지지만 유지, 보수가 쉽고 연산량이 다는 

장 을 가진다.

(그림 2) 스 링 심의 천 시뮬 이션 구조

(Figure 2) The spring centric structure of clot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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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Intel Core i7-4790K

GPU Nvidia Geforce GTX 970 4GB

RAM DDR3 16GB

OS Windows 10 Pro KN

GPU driver 369.09

(표 1) 실험 환경

(Table 1) Test environment

(그림 3) 노드 심의 천 시뮬 이션 구조

(Figure 3) The node centric structure of cloth simulation

3.2 노드 심 알고리즘

노드 심 알고리즘은 Compute shader에 스 링의 힘

과 노드의 치를 계산하는 부분을 합친 구조를 가진다. 

먼  응용 로그램에서 버퍼와 쉐이더를 기화 시키고 

Node Compute shader에 작업을 워크 그룹의 단 로 달

하여 각각의 워크 그룹의 스 드에서는 노드에 연결된 

스 링의 힘들을 계산하고 합하여 노드에 가해지는 힘을 

구한다. 구해진 힘으로 노드의 가속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가속도로 노드의 속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속도로 노드의 

치를 계산하고 SSBO에 장하고 스 드가 종료된다. 

응용 로그램에서는 SSBO에 장된 노드의 치를 화

면에 더링한다. 그림 3은 노드 심의 천 시뮬 이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노드 심 알고리즘은 스 링 

심 알고리즘보다 구조가 간단하지만 스 링의 힘을 계산

하기 해 노드를 심으로 연결된 스 링에 해 한 번

씩 추가로 연산을 해야 하는 단 을 가진다.

4. 실험 환경  결과

본 논문에서 구 된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 천 시뮬

이션 시스템의 실험 환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실험 방

법은 0번 임부터 5,000번 임까지 10번 반복하여 

FPS(Frame Per Second)의 평균을 구하 다. 한 GPU의 

최  연산속도를 비교하기 하여 그래픽 카드에 설정된 

수직 동기화를 해제하 다.

표 2와 표 3은 스 링 심 알고리즘과 노드 심 알고

리즘을 용한 실험에서 노드의 수와 워크 그룹의 차원

과 크기별 시뮬 이션 결과에 한 FPS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노드 수의 결과 에서 가장 빠른 FPS를 나

타낸 결과는 어두운 색 배경으로 지정하 다. 스 링 

심 알고리즘에서는 워크 그룹의 크기를 32이고 1차원으

로 할당했을 때 가장 빠른 연산 속도를 보 고, 워크 그룹

의 크기가 동일할 때에는 1차원으로 할당하 을 때 빠른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워크 그룹

의 크기가 커지면서 스 드가 많아지게 되므로 스 드 

간의 동기화를 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측된다. 

반 로 노드 심 알고리즘에서는 워크 그룹의 크기를 

256으로 3차원 (16, 8, 2)으로 할당했을 때 부분 빠른 연

산 속도를 보 다. 두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 을 때 

워크 그룹의 크기가 32이고 (2, 2, 8)의 크기로 할당 했을 

때, 노드의 개수가 256×256, 512×512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노드 심 알고리즘이 더 빠른 결과를 나

타내었다.  노드 심 알고리즘의 연산량이 더 많음에도 

더 빠른 결과를 보인 이유는 스 링 심 알고리즘에서

는 Compute shader 간의 동기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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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시뮬 이션 x, y, z축의 워크그룹 크기 노드 수 별 FPS 평균(노드 심)

워크그룹의 
체 크기

x축 y축 z축
노드수

256*256

(65,536)

512*512

(262,144)

1,024*1,024

(1,048,576)

2,048*1,024

(2,097,152)

스 링수 390,658 1,567,746 6,281,218 12,567,554

32

32 1 1　

FPS

846.77 273.65 74.11 37.74

4 8 1　 698.83 203.48 48.34 23.22

2 2 8 576.90 163.53 38.26 18.27

64

64 1 1 744.31 232.73 62.4 31.87

2 32 1 470.81 122.48 30.58 15.45

4 16 1 587.36 163.69 40.56 20.00

2 2 16 501.22 126.75 30.87 15.41

4 4 4 591.49 173.24 44.23 22.17

128

128 1 1 746.00 233.09 62.64 32.07

2 64 1 463.74 120.84 30.17 15.22

8 16 1 656.44 188.78 47.43 23.46

2 2 32 479.20 120.01 30.01 15.10

4 4 8 592.05 169.57 41.84 20.49

256

256 1 1 748.42 235.04 63.26 32.26

2 128 1 496.11 124.53 30.49 15.39

16 16 1 707.80 209.76 53.34 26.29

2 2 64 447.65 117.01 29.46 14.93

16 8 2 730.60 224.07 59.54 30.32

512

512 1 1 741.27 229.11 61.35 31.33

2 256 1 493.12 133.83 30.83 15.34

16 32 1 682.74 194.42 50.52 25.5

4 2 64 536.70 146.03 37.23 18.57

16 16 2 718.91 218.57 56.98 28.58

1,024

1,024 1 1 735.88 225.87 60.22 30.77

2 512 1 495.55 130.68 32.92 15.90

32 32 1 706.67 197.74 50.93 25.79

4 4 64 544.28 147.66 36.11 18.26

32 16 2 726.22 221.47 57.46 29.37

최댓값 846.77 273.65 74.11 37.74

최솟값 447.65 117.01 29.46 14.93

평균값 623.82 180.27 46.15 23.18 

(표 2) 스 링 심 알고리즘의 천 시뮬 이션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cloth simulation based on spring centric algorithm   

천 시뮬 이션 x, y, z축의 워크그룹 크기 노드 수 별 FPS 평균(노드 심)

워크그룹의 
체 크기

x축 y축 z축
노드수

256*256

(65,536)

512*512

(262,144)

1,024*1,024

(1,048,576)

2,048*1,024

(2,097,152)

스 링수 390,658 1,567,746 6,281,218 12,567,554

32

32 1 1　

FPS

957.32 310.18 84.55 42.09

4 8 1　 786.86 245.26 65.71 33.39

2 2 8 526.04 150.84 39.42 19.92

(표 3) 노드 심 알고리즘의 천 시뮬 이션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cloth simulation based on node centr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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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 1 1

FPS

932.62 299.83 81.10 41.17

2 32 1 523.69 150.88 39.41 20.00

4 16 1 789.07 245.46 65.55 33.36

2 2 16 524.01 150.69 39.38 19.87

4 4 4 789.27 244.90 65.60 33.36

128

128 1 1 929.86 300.11 81.16 41.28

2 64 1 524.35 150.81 39.41 19.87

8 16 1 1,048.89 356.22 98.09 49.84

2 2 32 523.74 150.84 39.40 19.89

4 4 8 788.11 245.29 65.62 32.14

256

256 1 1 934.76 300.68 81.33 41.30

2 128 1 523.48 150.92 39.39 19.82

16 16 1 1,160.99 428.65 118.10 57.93

2 2 64 524.16 150.73 39.42 19.85

16 8 2 1,179.65 423.81 119.72 58.13

512

512 1 1 943.83 302.56 81.47 41.42

2 256 1 524.93 150.97 39.40 19.82

16 32 1 1,160.76 425.74 118.52 57.86

4 2 64 790.97 244.97 65.68 33.35

16 16 2 1173.24 424.57 118.99 57.98

1,024

1,024 1 1 957.73 312.62 85.35 43.13

2 512 1 524.58 151.04 39.36 19.84

32 32 1 949.43 310.20 84.47 42.28

4 4 64 788.29 245.19 65.51 33.32

32 16 2 951.75 309.72 84.47 35.96

최댓값 1,179.65 425.74 119.72 58.13 

최솟값 523.48 150.69 39.36 19.82 

평균값 808.02 252.98 70.91 35.29 

(표 3) 노드 심 알고리즘의 천 시뮬 이션 결과(계속)

(Table 3) The result of cloth simulation based on node centric algorith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penGL 4.3부터 지원하는 GPU 병렬처

리 기법을 사용하여 천 시뮬 이션을 구 하 다. 천 시

뮬 이션은 스 링 심 알고리즘과 노드 심 알고리즘

으로 구 하 고 두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를 비교하 다. 

한 각 워크 그룹의 크기와 1, 2, 3차원으로 할당했을 때

의 연산 속도도 비교하 다. 

스 링 심 알고리즘에서는 워크 그룹의 크기가 작고 

1차원으로 할당 할수록 더 빨랐고 노드 심 알고리즘에

서는 워크 그룹의 크기가 256이고 3차원으로 할당하 을 

때 빠른 결과를 보 다. 한 노드 심 알고리즘이 스

링 심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결과를 보 다. 따라서 같

은 작업량이 있을 때, 알고리즘의 특성에 맞게 워크 그룹

의 크기와 차원을 하게 분배하여 최 화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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