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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는 Master 프로세서이며, Host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 임. 
• Host는 입출력 또는 사용자 상호작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역할 수행
함. 

• Device는 Slave 프로세서이며, OpenCL 계산 유닛, 즉 커널 프로그램을 수행함. 
• Device의 병렬 연산은 실제로 PE(Processing Element) 안에서 이루어짐. 
• Device는 CPU, GPU등이 될 수 있음. 

Master-slav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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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Context 

병렬 연산을 위한 
핵심 로직 

이기종 플랫폼간 높은 이식성을 위해 
OpenCL C언어로 구현되며, OpenCL 
C 컴파일러로 컴파일 됨 
 
OpenCL C는 상당 부분을 C 표준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지만 병렬처리를 위
해 추가되거나 제약되는 기능과 문법들
이 많음. 
 

커널의 연산순서 및  
상호작용 정의 

호스트 프로그램은 OpenCL안에서 정
의된 커널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 연동해
야 하는 지 규정함. 이 정책과 연산순서
를 문맥이라 함. 
 
문맥에 포함된 것은 한 개 이상의 프로
그램 객체이고 이 객체는 커널을 위한 
코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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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nel 프로르램은 OpenCL C언어로 
작성된다. 

•  __kernel 수식자는 호스트에서 호출할 
수 있는 커널 함수임을 의미. 

• __global 수식자는 string 변수가 글로
벌 메모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 다음 두 함수로 프로그램 객체를 생성하
고 빌드한다. 

커널 생성 
및 실행 

clCreateProgramWithSource 

clBuildProgram 

/* OpenCL 커널 생성*/ 
kernel = clCreateKernel(program, "hello", &ret); 
/* OpenCL 커널 실행 */ 
ret =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 0, NULL,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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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17:  cl_command_id platform_id = NULL 
… 
023:  cl_uint ret_num_platforms; 
… 
044:  ret = clGetPlatformIDs(1, &platform_id, &ret_num_platforms); 

시스템에서 OpenCL이 동작하는 플랫폼을 
찾아서 플랫폼의 ID 정보를 얻어오는 함수. 

num_entries 호스트에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플랫폼 수 

platforms 플랫폼 ID가 저장될 cl_platform_id 변수의 주소 값 

num_platforms 플랫폼 수가 저장될 cl_int 변수의 주소 값 

매개변수 : 

반환값 : 

함수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면, CL_SUCCESS를 반환하며, 
전달된 매개변수가 정상적이지 못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CL_INVALID_VALUE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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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15:  cl_device_id device_id = NULL 
… 
022:  cl_uint ret_num_devices; 
… 
045:  ret = clGetDeviceIDs(platform_id, CL_DEVICE_TYPE_DEFAULT, 1 
                &device_id, &ret_num_devices); 

플랫폼에서 사용할 디바이스 정보를 
불러오는 함수 

platform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플랫폼 ID 

device_type 디바이스 형식  
    Default : CL_DEVICE_TYPE_DEFAULT 
    CPU     : CL_DEVICE_TYPE_CPU 
    GPU     : CL_DEVICE_TYPE_GPU 

num_entries 불러올 디바이스 수 

devices 사용할 디바이스 정보가 저장될 저장소의 주소 값 

num_devices 불러온 디바이스 수 

매개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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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16:  cl_context context = NULL; 
… 
048:  context = clCreateContext(NULL, 1, &device_id, NULL, NULL, &ret); 

OpenCL 커널이 구동되는 환경. 
 
OpenCL 커널의 연산 순서 및 상호 
작용 정보가 전달되는 공간. 
 
Context를 생성하는 함수. 

num_device Context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수 

devices Context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헨들러 배열 

매개변수 : 

반환값 : Context 헨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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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17:  cl_command_queue command_quque = NULL; 
… 
051:  command_queue = clCreateCommandQueue(context, device_id, 0, &ret); 

Device에게 명령(커널 실행, 메모리 전송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명령 큐를 생성한다. 

context 큐가 소속될 context 헨들러 

device 큐에 쌓이는 명령을 처리할 디바이스 

매개변수 : 

반환값 : Command queue 헨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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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18:  cl_mem memobj = NULL; 

… 
054:  clCreateBuffer(context, CL_MEM_READ_WRITE, MEM_SIZE * sizeof(char),       
          NULL, &ret); 

커널이 동작할 때 필요한 처리 대상인 배
열 등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context 메모리가 소속될 context 헨들러 

flags 메모리 객체 생성 옵션 
CL_MEM_READ_WRITE, CL_MEM_WRITE_ONLY, 
CL_MEM_READ_ONLY, CL_MEM_USE_HOST_PTR 

size 메모리 객체가 차지하는 공간 

host_ptr 상호작용할 호스트 배열의 포인터 

매개변수 : 

반환값 : memory object헨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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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파일 읽기는 코드 생략 
019:  cl_program program = NULL; 
… 
057:  program = clCreateProgramWithSource(context, 1,  
              (const char **)&source_str, (const size_t *)&source_size, &ret); 

OpenCL 커널 소스코드로 프로그램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context 프로그램이 소속될 context 헨들러 

count 커널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개수 

strings 커널 프로그램 소스 코드 

lengths 커널 프로그램들의 문자열 길이 

매개변수 : 

반환값 : program 헨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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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60:  ret = clBuildProgram(program, 1, &device_id, NULL, NULL, NULL); 

프로그램 객체의 소스코드를 런타임 빌드하는 함수 

program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객체 

num_devices 프로그램 오브젝트에 연관된 디바이스 정보 수 

device_list 프로그램 오브젝트에 연관된 디바이스 정보 리스트 

options 빌드 옵션 – 최적화, 수학관련 함수 등 빌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pfn_notify 빌드 루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리포트 해주는 콜백 함수 

user_data 콜백 함수에 전달할 파라미터 

매개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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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20:  cl_ernel kernel = NULL; 
… 
063:  kernel = clCreateKernel(program, “hello”, &ret); 

디바이스에서 커널을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커널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program  커널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객체 

Kernel_name 커널 객체에 저장할 커널 함수의 이름 

errorcode_ret 커널 객체 생성 결과 
CL_SUCCESS가 저장되면 정상적으로 생성됨. 

매개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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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66:  ret = clSetKernelArg(kernel, 0, sizeof(cl_mem), (void*)&memobj); 

커널에서 처리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
는 메모리 객체 정보를 커널에 추가하
는 함수. 

kernel 메모리 객체를 추가할 커널 객체 

arg_index 추가한 메모리 객체의 인덱스 

arg_size 파라메타의 크기 (메모리 객체의 크기) 

arg_value 파라메타의 값 (메모리 객체) 

매개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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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69:  ret =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 0, NULL, NULL); 

커널 객체를 커멘드 큐에 Enqueue하
여 실제로 커널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함수. 

command_queue 커널 객체를 추가할 명령 큐 

kernel 큐에 추가할 커널 객체 

매개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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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026:  char string[MEM_SIZE]; 
… 
072:  ret = clEnqueueReadBuffer(command_queue, memobj, CL_TRUE, 0, MEM_SIZE *  
                sizeof(char), string, 0, NULL, NULL);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일어서 호스트 배열에 저장하는 함수. 

command_queue 커널 객체를 추가할 명령 큐 

buffer 큐에 추가할 커널 객체 

cb 복사 대상 배열의 크기 

ptr 복사 대상 배열의 주소 값 

매개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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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지정 

디바이스 선택 

컨텍스트 생성 

커맨드 큐 생성 

메모리 오브젝트 생성 

커널 프로그램 파일 읽기 

프로그램 오브젝트 생성 

커널 컴파일 

커널 오브젝트 생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커널 실행 

메모리 오브젝트 로드 

오브젝트 해제 

ret = clFlush(command_queue); 
ret = clFinish(command_queue); 
ret = clReleaseKernel(kernel); 
ret = clReleaseProgram(program); 
ret = clReleaseMemObject(memobj); 
ret = clReleaseCommandQueue(command_queue); 
ret = clReleaseContext(context); 

clFlush - 큐에 잔존하는 객체들을 비우는 함수 
clFinish - 큐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비워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함수 
clRelease* - * 객체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반환하는 함수 



4.2 
오프라인 컴파일과 
온라인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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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식 온라인 방식 

• 프로그램 실행 시 커널의 바이너
리를 읽는 것 

• 시작 시 컴파일로 인한 지연시간 
없음 

• 이기종 커널 프로그램을 각각 만
들어야 함. 

• 실행파일의 크기가 커지며, 관리
의 어려움 발생 

• 코드가 공개되지 않음 

• 프로그램 실행 시 커널의 소스 코
드를 읽는 것 

• 시작 시 컴파일로 인한 지연시간 
발생 

• 디바이스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적응적 컴파일이 가능함. 

• 일일이 커널을 따로 컴파일 할 필
요가 없음 

• 코드가 공개됨 
• Run-time 컴파일 혹은 JIT(Just 

In Time 컴파일) 



4.3 
커널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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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Parallelism 

Data 
Parallelism 

Task 별로 서로 다른 커널을 정의하고  
각 커널은 서로다른 데이터에 접근한다. 

하나의 커널에서 Workset을 통해 
서로다른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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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사칙연산 예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입력 A 입력 B 

1 2 3 4 

1 A(1,1) + B(1,1) A(1,2)-B(1,2) A(1,3) * B(1,3) A(1,4) / B(1,4) 

2 A(2,1) + B(2,1) A(2,2) - B(2,2) A(2,3) * B(2,3) A(2,4) / B(2,4) 

3 A(3,1) + B(3,1) A(3,2) - B(3,2) A(3,3) * B(3,3) A(3,4) / B(3,4) 

4 A(4,1) + B(4,1) A(4,2) - B(4,2) A(4,3) * B(4,3) A(4,4) / B(4,4) 

출력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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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arallelism – Work-set 의 개념 이해 

Kernel – Processing Unit 

Kernel – Processing Unit 

Kernel – Processing Unit 

Kernel – Processing Unit 

Data 1 

Data 2 

Data 3 

Data 4 

Data 
Set 

Work dimension   : 1 

global_item_size  : 8 

local_item_size    : 4 

Work group Work item 

0 1 2 3 4 5 6 7 

0 1 2 3 0 1 2 3 

0 0 0 0 1 1 1 1 

Global ID 

Local Item ID 

Group ID 

Local item size : 4 

Global item size : 4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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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arallelism – Work-set 의 개념 이해 

Work dimension   : 2 

global_item_size  : {4, 4} 

local_item_size    : {2, 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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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arallelism 예제 

__kernel void dataParallel(__global float* A, __global float* B, __global float* C) 
{ 
    int base = 4*get_global_id(0); 
     
    C[base+0] = A[base+0] + B[base+0]; 
    C[base+1] = A[base+1] - B[base+1]; 
    C[base+2] = A[base+2] * B[base+2]; 
    C[base+3] = A[base+3] / B[base+3]; 
} 

size_t global_item_size = 4; 
size_t local_item_size = 1; 
 
/* OpenCL 커널로 데이터 병렬을 실행 */ 
ret = clEnqueueNDRangeKernel(command_queue, kernel, 1, NULL, &global_item_size, 
                                                      &local_item_size, 0, NULL, NULL); 

Work dimension 

kernel 

Host 

0 1 2 3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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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Parallelism 예제 

__kernel void taskParallelAdd(__global float* 
A, __global float* B, __global float* C) 
{ 
    int base = 0; 
     
    C[base+0]  = A[base+0]  + B[base+0]; 
    C[base+4]  = A[base+4]  + B[base+4]; 
    C[base+8]  = A[base+8]  + B[base+8]; 
    C[base+12] = A[base+12] + B[base+12]; 
} 
 
__kernel void taskParallelSub(__global float* 
A, __global float* B, __global float* C) 
{ 
    int base = 1; 
     
    C[base+0]  = A[base+0]  - B[base+0]; 
    C[base+4]  = A[base+4]  - B[base+4]; 
    C[base+8]  = A[base+8]  - B[base+8]; 
    C[base+12] = A[base+12] - B[base+12]; 
} 

kernel  
 
__kernel void taskParallelMul(__global float* A, 
__global float* B, __global float* C) 
{ 
    int base = 2; 
     
    C[base+0]  = A[base+0]  * B[base+0]; 
    C[base+4]  = A[base+4]  * B[base+4]; 
    C[base+8]  = A[base+8]  * B[base+8]; 
    C[base+12] = A[base+12] * B[base+12]; 
} 
 
__kernel void taskParallelDiv(__global float* A, 
__global float* B, __global float* C) 
{ 
    int base = 3; 
     
    C[base+0]  = A[base+0]  / B[base+0]; 
    C[base+4]  = A[base+4]  / B[base+4]; 
    C[base+8]  = A[base+8]  / B[base+8]; 
    C[base+12] = A[base+12] / B[base+12]; 
} 



4.3 
SECTION 

데이터 병렬과 테스크 병렬 

25 4장 호스트와 디바이스 4.3 커널 호출 

Task Parallelism 예제 

/* 태스크 병렬을 실행하는 OpenCL 커널을 생성 */ 
kernel[0] = clCreateKernel(program, "taskParallelAdd", &ret); 
kernel[1] = clCreateKernel(program, "taskParallelSub", &ret); 
kernel[2] = clCreateKernel(program, "taskParallelMul", &ret); 
kernel[3] = clCreateKernel(program, "taskParallelDiv", &ret); 
 
/* OpenCL 커널 파라미터 설정 */ 
for(i = 0; i < 4; i++) { 
    ret = clSetKernelArg(kernel[i], 0, sizeof(cl_mem), (void *)&Amobj); 
    ret = clSetKernelArg(kernel[i], 1, sizeof(cl_mem), (void *)&Bmobj); 
    ret = clSetKernelArg(kernel[i], 2, sizeof(cl_mem), (void *)&Cmobj); 
} 
 
/* OpenCL 커널로 태스크 병렬 작업을 실행 */ 
for(i = 0; i < 4; i++) { 
    ret =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i], 0, NULL, NULL); 
} 

Host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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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SECTION 

태스크 병렬과 이벤트 오브젝트 

Kernel A 

Kernel B 

Kernel C Kernel D 

cl_event eventAB[2]; 
Cl_event eventC[1];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_A, 0, NULL, &eventAB[0]);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_B, 0, NULL, &eventAB[1]);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_C, 2, eventAB, &eventC[0]);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_D, 1,eventC, NULL); 

• 순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 = 병렬처리 불가능 
• 순서를 바꿔 실행해도 괜찮은 사항 = 실행 환경이 병렬처리 가능한 때는 병렬 처리됨. 그렇
지 않은 때는 병렬 처리되지 않음. 



5.1 
OpenCL C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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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SECTION 

제약사항 

• 커널 함수의 파라미터에 넘겨주는 포인터는 __global, __constract, __local 주소 

공간 수식자로 사용하는 메모리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커널 함수의 파라미터에는 포인터의 포인터(이중 포인터)를 전달할 수 없음 

• 가변 배열, 플렉시블(flexible) 배열을 사용할 수 없음 

• 가변 인수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음 

• 표준 헤더를 사용할 수 없음 

• auto, register 등의 기억장소 지정자를 사용할 수 없음 

• 재귀 호출을 사용할 수 없음 

• 커널 함수의 반환 형식은 반드시 void여야 함 

• double 형을 사용한 배정 연산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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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SECTION 

주소 공간 수식자 

주소 공간 수식자 대응하는 메모리 

__global(혹은 global) 글로벌 메모리 

__local(혹은 local) 로컬 메모리 

__private(혹은 private) 프라이빗 메모리 

__constant(혹은 constant) 컨스턴스 메모리 

__global int global_data[128]; 
__local float *lf; 
 
__global char* __local lgc[8]; 

// 글로벌 메모리에 위치하는 128개 int형 값 
// 로컬 메모리에 있는 float 형 값을 가리키며 자기

자신은 프라이빗 메모리에 위치될 포인터 
// 글로벌 메모리에 있는 문자열을 가리키며 자기 자

신은 로컬 메모리에 위치될 8개의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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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SECTION 

내장함수 

• 산술함수 

   C언어 표준 math.h를 확장시킨 것으로 sin(), log(), exp() 함수 등이 있다. 

• 기하함수 

  기하에 관한 함수로 length(), dot() 등이 있다. 

• 워크 아이템 제어 함수 

  그룹, 워크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얻는 함수로 get_work_dim(), get_local_size()등이 있다. 

• 몇가지 함수들은 오버로드 되어있다. 

__kernel void runtest(__global float *out, __global float *in_single,  
                                                       __global double* in_double) { 
 
    for (int i = 0; i < 16; i++) 
    { 
        float sf = sin(in_single[i]); /* 내부적으로 float형 함수가 불러짐 */ 
        double df = sin(in_double[i]); /* 내부적으로 double형 함수가 불러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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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SECTION 

벡터 데이터 

• OpenCL에는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Unit 를 가능케 하는 Vector 데이터 형식을 지

원한다. 

• Int 와 같이 일반적인 데이터 형식들은 스칼라 데이터 형식이라고 한다. 

 

• 벡터 변수 선언 -  int4처럼 스칼라 데이터 형식의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면 된다. 

   - 스칼라 데이터 형식에 대응해 2, 3, 4, 8, 16개의 요소를 담을 수 있다. 

int4 i4;       // int형 값을 4개 포함하는 벡터 변수 
char2 c2;      // char형 값을 2개 포함하는 벡터 변수 
float8 f8;     // float형 값을 8개 포함하는 벡터 변수 

char 값 char 값 char2 

Float 값 Float 값 Float 값 Float 값 float4 

short 값 short 값 short 값 short 값 short 값 short 값 short 값 short 값 shor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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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SECTION 

벡터 데이터 

float g4 = (float)(1.0f, 2.0f, 3.0f, 4.0f) 
float f4 = sin(g4) 

• 벡터 리터럴 
  
   - 벡터 리터럴은 C언어의 캐스팅과 비슷하며 괄호로 감싼 데이터 형식 이름 뒤에 괄호로 값을 열거하는  
     형태로 표현됨. 
   - 벡터 리터럴에 포함되는 스칼라 데이터 수는 벡터 데이터 형식의 요소 뒤에 지정한 숫자와 일치해야 한다. 
 
 
 
 
 
 
  - 벡터 리터럴 역시 내장함수에 사용할 수 있다. 

(int4)(1, 2, 3, 4); 
(float8)(1.1f, 1.2f, 1.3f, 1.4, 1.5f, 1.6f, 1.7f, 1.8f); 
(int8)((int2)(1, 2), (int2)(3, 4), (int4)(5, 6, 7, 8)); 

float4 f4 = (float4)(sin(1.0f), sin(2.0f), sin(3.0f), sin(4.0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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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SECTION 

벡터 데이터 

• 벡터 요소 접근 

  

   - xyzw에 의한 참조는 x가 첫 번째(인덱스0), y가 두 번째(인덱스1), z가 세 번째(인덱스2), w가 네 번째 

(인덱스3) 요소를 가리킨다. 네 번째 이후의 요소는 참조할 수 없다. 

   - 숫자에 의한 참조는 멤버 이름 앞에 ‘s’를 붙인 다음 숫자를 적는다. 여기서 숫자는 벡터 요소의 위치를 

나타내며 16진수로 표기한다. 따라서 10번째 이후의 요소는 a~f혹은 A~F로 참조할 수 있다. 

   - odd는 벡터에 포함되는 홀수 번째의 요소, even은 짝수 번째의 요소, hi는 상위 절반의 요소, lo는 하위 

절반의 요소를 얻는 벡터 데이터를 참조한다. 

int4 x = (int4)(1, 2, 3, 4); 
int4 a = x.wzyx;       /* a = (4, 3, 2, 1) */ 
int2 b = x.xx;         /* b = (1, 1) */ 
int8 c = x.s01233210;  /* c = (1, 2, 3, 4, 4, 3, 2, 1) */ 
int2 d = x.odd;        /* d = (2, 4) */ 
int2 e = x.hi;         /* e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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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SECTION 

벡터 데이터 

• 비교 연산  
   - 스칼라 데이터의 경우 비교 연산의 결과는 0 혹은 1이다. 
   - 벡터 데이터의 경우 비교 연산의 결과에 데이터 형은 다음 표와 같다. 
   - 벡터 데이터의 비교 연산 결과는 0(모든 비트 0) 또는 -1(모든 비트 1)이다. 
   - 벡터 데이터의 비교 연산 결과과 0/-1인 이유는 조건 분기 처리를 SIMD 연산기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피연산자 데이터 형식 비교 연산 후 데이터 형식 

char, uchar char 

short, ushort short 

int, uint, float int 

long, ulong, double log 

__kernel void runTest(__global int* out) 
{ 
__global int4 *i4 = (__global int4*)out; 
 
int4 a = (int4)(1, 4, 3, 4); 
int4 b = (int4)(5, 2, 1, 4); 
 
int4 cmd = a > b; 
 
*i4 = (a & cmd) | (b & ~c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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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SECTION 

벡터 데이터 

• 조건 연산  
   - 실제로 벡터 데이터 각 요소 값의 MSB*가 1이면 두 번째 피연사자의 요소가 선택되며 0이면 세번째 요소
가 선택된다. 

 

__kernel void runTest(__global int* out) 
{ 
__global int4 *i4 = (__global int4*)out; 
 
int4 a = (int4)(1, 4, 3, 4); 
int4 b = (int4)(5, 2, 1, 4); 
 
int4 cmd = a > b; 
 
*i4 = (a & cmd) | (b & ~cmd); 
} 

__kernel void runTest(__global int* out) 
{ 
__global int4 *i4 = (__global int4*)out; 
 
int4 a = (int4)(1, 4, 3, 4); 
int4 b = (int4)(5, 2, 1, 4); 
 
*i4 = a > b ? a : b; 
} 

* MSB (most significant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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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SECTION 

half 데이터 형식 

• half 데이터 구조  
   - 부호 1비트 지수부 5비트 가수부 10비트로 구성되어있다. 
 

__kernel void add_half(__global half *out, __global half *x, __global half *y, int n) 
{ 
    int i; 
    for(i = 0; i < n; i++) 
    { 
        float xf = vload_half(i, x); 
        float yf = vload_half(i, y); 
        vstore_half(xf + yf, I, out); 
    } 
} 

부호              지수부                                       가수부 

• half 데이터형 사용 
   - half 데이터 형식 연산은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것만 이용 가능하며, 그 이외의 연산은 옵션으로 정의한다. 
   - 메모리 읽기와 쓰기, 형신 변환은 내장 함수를 호출하여 수행한다. 
 
 



4.3 
SECTION 

37 4장 호스트와 디바이스 5.1 OpenCL C언어 

5.1.6 
SECTION 

OpenCL C언어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형식 
* clGetDeviceInfo() 함수로 얻은 
  CL_DEVICE_ADDRESS_BITS와 같음. 

데이터 형식 비트 길이 비고 

bool undefined - 

char 8 - 

unsigned char, uchar 8 

unsigned short, ushort 16 - 

short 16 

int 32 - 

unsigned int, uint 32 - 

long 64 - 

unsigned long, ulong 64 - 

float 32 - 

double 64 OpenCL 1.2부터 지원 

hal 16 - 

size_t * stddef.h 필요없음 

ptrdiff_t * stddef.h 필요없음 

intptr_t * stddef.h 필요없음 

uintptr_t * stddef.h 필요없음 

vo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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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SECTION 

clGetDeviceInfo() - CL_DEVICE_ADDRESS_BITS 

  Platform [0] 
        version    = OpenCL 1.1   
        name       = Intel(R) OpenCL  
        vendor     = Intel(R) Corporation  
 
        1 Device detected 
            Device [0] 
                type               = CL_DEVICE_TYPE_CPU  
                name               = Intel(R) Core(TM) i5-2430M CPU @ 2.40GHz  
                vendor             = Intel(R) Corporation  
                address_bits       = 32 
 
   Platform [1] 
       version    = OpenCL 1.1 CUDA 7.0.28  
       name       = NVIDIA CUDA  
       vendor     = NVIDIA Corporation  
 
       1 Device detected 
           Device [0] 
               type                = CL_DEVICE_TYPE_GPU  
               name                = GeForce GT 540M  
               vendor              = NVIDIA Corporation  
               address_bits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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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SECTION 

부동소수점의 반올림 

반올림 처리 사항 반올림 처리 방법 

부동소수점 연산 기본으로는 가장 가까운 짝수로의 반올림만을 지원하고 그 
외의 반올림 처리방법은 옵션이다.  

내장 함 수 가장 가까운 짝수로의 반올림만을 지원한다. 

부동소수점에서 정수로의 데이터 형식 변환 0 방향으로의 반올림 만을 지원한다. 

정수에서 부동소수점으로의 데이터 형식 변환 부동소수점 연산과 같은 반올림 처리방법을 지원한다. 

부동소수점에서 고정소수점으로의 데이터형식 
변환 

부동소수점 연산과 같은 반올림 처리방법을 지원한다. 

• 명시적 형변환 
   - convert_<type>[_<rounding>][_sat] 
   - sat는 변환 전 값이 변환 후 값의 최대보다 크거나 최소보다 작은 때 값이 포함됨. 
   - rounding mode : 
 
반올림 모드 반올림 방향 

Rte 가장 가까운 짝수 

Rtz 0 

Rtp +∞ 

Rtn -∞ 



4.3 
SECTION 

40 4장 호스트와 디바이스 5.1 OpenCL C언어 

5.1.8 
SECTION 

비트 표현의 재해석 

• 비트표현의 재해석 
 

   - as_<데이터 형식 이름> 
 
   - 변환 전 데이터 형식에 대한 비트 표현을 변경하지 않고 변환 후의 데이터 형식 값을 덛을 때 사용. 
 
   - as_int(float 변수 명)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 float 형 값의 비트 표현과 같은 표현을 가진 32비트 정수
값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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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SECTION 

로컬 메모리 

OpenCL Memo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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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사용 가능한 로컬 메모리의 크기를 얻음 */ 
clGetDeviceInfo(device_id, CL_DEVICE_LOCAL_MEM_SIZE, sizeof(local_size), &local_size, 
&local_size_size); 
printf("CL_DEVICE_LOCAL_MEM_SIZE = %d\n", (int)local_size); 
 
cl_local_size = local_size / 2; 
 
/* 커널 파라미터를 설정 */ 
clSetKernelArg(kernel, 0, cl_local_size, NULL); 
clSetKernelArg(kernel, 1, sizeof(cl_local_size), &cl_local_size); 

__kernel void local_test(__local char *p, int local_size) { 
    for (int i=0; i<local_size; i++) { 
        p[i] = i; 
    } 
} 

4.3 
SECTION 

5.1.9 
SECTION 

로컬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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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이미지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기본 순서 
 

   0. 디바이스가 이미지를 지원하는지 점검 (clGetDeviceInfo(), clGetSupportedImageFormats()) 
 
   1. 호스트에서 이미지 오브젝트를 작성(clCreateImage2D(), clCreateImage3D()) 
 
   2. 호스트에서 이미지 오브젝트에 데이터 전달 (clEnqueueWriteImage()) 
 
   3.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조작 
 
   4. 호스트에서 이미지 오브젝트로 부터 데이터 읽음(clEnqueueRead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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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디바이스가 이미지를 지원하는지 점검 (clGetDeviceInfo(), clGetSupportedImageFormats()) 
 

/* 디바이스가 이미지를 지원하는지 확인 */ 
clGetDeviceInfo(device_id, CL_DEVICE_IMAGE_SUPPORT, sizeof(support), &support, &r_size); 
if (support != CL_TRUE) { 
    puts("image not supported"); 
    return 1; 
} 

/* 지원하는 이미지 포멧 가져오기 */ 
cl_image_format fmts[50]; 
cl_uint ret_count; 
clGetSupportedImageFormats(context, CL_MEM_FLAGS, CL_MEM_OBJECT_IMAGE2D, 50, fmts,  
                                                                           &ret_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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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channel_order channel type 

CL_R CL_FLOAT 

CL_R CL_HALF_FLOAT 

CL_R CL_UNORM_INT8 

CL_R CL_UNORM_INT16 

CL_R CL_SNORM_INT16 

CL_R CL_SIGNED_INT8 

CL_R CL_SIGNED_INT16 

CL_R CL_SIGNED_INT32 

CL_R CL_UNSIGNED_INT8 

CL_R CL_UNSIGNED_INT16 

CL_R CL_UNSIGNED_INT32 

CL_A CL_FLOAT 

CL_A CL_HALF_FLOAT 

CL_A CL_UNORM_INT8 

CL_A CL_UNORM_INT16 

CL_A CL_SNORM_INT16 

CL_A CL_SIGNED_INT8 

CL_A CL_SIGNED_INT16 

CL_A CL_SIGNED_INT32 

CL_A CL_UNSIGNED_INT8 

CL_A CL_UNSIGNED_INT16 

CL_A CL_UNSIGNED_INT32 

channel_order channel type 

CL_RG CL_HALF_FLOAT 

CL_RG CL_UNORM_INT8 

CL_RG CL_UNORM_INT16 
CL_RG CL_SNORM_INT16 

CL_RG CL_SIGNED_INT8 
CL_RG CL_SIGNED_INT16 
CL_RG CL_SIGNED_INT32 
CL_RG CL_UNSIGNED_INT8 

CL_RG CL_UNSIGNED_INT16 
CL_RG CL_UNSIGNED_INT32 

CL_RA CL_FLOAT 

CL_RA CL_HALF_FLOAT 
CL_RA CL_UNORM_INT8 
CL_RA CL_UNORM_INT16 

CL_RA CL_SNORM_INT16 

CL_RA CL_SIGNED_INT8 
CL_RA CL_SIGNED_INT16 

CL_RA CL_SIGNED_INT32 
CL_RA CL_UNSIGNED_INT8 

CL_RA CL_UNSIGNED_INT16 
CL_RA CL_UNSIGNED_INT32 

CL_RGBA CL_FLOAT 
CL_RGBA  CL_HALF_FLOAT 

CL_RGBA CL_UNORM_INT8 

CL_RGBA CL_UNORM_INT16 
CL_RGBA CL_SNORM_INT16 

CL_RGBA CL_SIGNED_INT8 
CL_RGB CL_FLOAT 

hannel_order channel type 

CL_RGBA CL_UNORM_INT16 

CL_RGBA CL_SIGNED_INT8 

CL_RGBA CL_SIGNED_INT16 

CL_RGBA CL_SIGNED_INT32 

CL_RGBA CL_UNSIGNED_INT8 

CL_RGBA CL_UNSIGNED_INT16 

CL_RGBA CL_UNSIGNED_INT32 

CL_RGBA  CL_HALF_FLOAT 

CL_RGBA CL_FLOAT 

CL_BGRA CL_UNORM_INT8 

CL_INTENSITY CL_FLOAT 

CL_LUMINANCE CL_FLOAT 

GPU – nvidia cuda CPU – Intel 

CL_IMAGE_FORMAT_NOT_SUPPORTED clCreateImage2D Return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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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이미지 포멧 지정 

typedef struct _cl_image_format { 
    cl_channel_order        image_channel_order; 
    cl_channel_type         image_channel_data_type; 
} cl_image_format; 

값 대응포멧 

CL_R,CL_Rx (X,0,0,1) 

CL_A (0,0,0,X) 

CL_RG, CL_RGx (X,Y,0,1) 

CL_RA (X,0,0,Y) 

CL_RGB, CL_RGBx 
(X,Y,Z,1) 

 

CL_RGBA, CL_RGRA, CL_ARGB 
(X,Y,Z,W) 

 

CL_INTENSITY 
(X,X,X,X) 

 

CL_LUMINANCE 
(X,X,X,1) 

 

값 대응포멧 

CL_SNORM_INT8 char 

CL_SNORM_INT16 short 

CL_UNORM_INT8 uchar 

CL_UNORM_INT16 ushort 

CL_UNORM_SHORT_565 ushort (with RGB) 

CL_UNORM_SHORT_555 ushort (with RGB) 

CL_UNORM_INT_101010 uint (with RGB) 

CL_SIGNED_INT8 char 

CL_SIGNED_INT16 short 

CL_SIGNED_INT32 int 

CL_UNSIGNED_INT8 uchar 

CL_UNSIGNED_INT16 ushort 

CL_UNSIGNED_INT32 uint 

CL_HALF_FLOAT float 

CL_FLOAT half 

cl_channel_order cl_channel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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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호스트에서 이미지 오브젝트를 작성(clCreateImage2D(), clCreateImage3D()) 

/* 이미지 오브젝트 생성 */ 
image = clCreateImage2D(context, CL_MEM_READ_ONLY, &fmt, 4, 4, 0, 0, &ret); 
 
/* 이미지 오브젝트를 전송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 */ 
size_t origin[] = { 0, 0, 0 }; /* 전송될 위치의 좌표 */ 
size_t region[] = { 4, 4, 1 }; /* 전송될 오브젝트의 크기 */ 
 
float data[] = { /* 전송 데이터 */ 
    10, 20, 30, 40, 
    10, 20, 30, 40, 
    10, 20, 30, 40, 
    10, 20, 30, 40, 
}; 
 
/* 이미지 오브젝트를 디바이스로 전송 */ 
clEnqueueWriteImage(command_queue, image, CL_TRUE, origin, region, 4 * sizeof(float) 
                                                              , 0, data, 0, NULL,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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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호스트에서 이미지 오브젝트를 작성(clCreateImage2D(), clCreateImage3D()) 

image_width = 4 
image_row_pitch = 4 * 1 

image_height = 4 

2D 

input_slice_pitch = 0 image_width = 4 
image_row_pitch = 4 * 1 

3D 

input_slice_pitch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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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호스트에서 이미지 오브젝트를 작성(clCreateImage2D(), clCreateImage3D()) 

image_width = 4 
image_row_pitch = 4 * 1 

image_height = 4 

2D 

input_slice_pitch = 0 image_width = 4 
image_row_pitch = 4 * 1 

3D 

input_slice_pitch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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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커널 소스코드 분석 – 이미지 샘플러 

const sampler_t s_nearest = CLK_FILTER_NEAREST | CLK_NORMALIZED_COORDS_FALSE 
                                               | CLK_ADDRESS_CLAMP_TO_EDGE; 
const sampler_t s_linear = CLK_FILTER_LINEAR | CLK_NORMALIZED_COORDS_FALSE 
                                             | CLK_ADDRESS_CLAMP_TO_EDGE; 
const sampler_t s_repeat = CLK_FILTER_NEAREST | CLK_NORMALIZED_COORDS_FALSE 
                                              | CLK_ADDRESS_REPEAT; 

모드 값 의미 

필터 
모드 

CLK_FILTER_NEAREST 최근방보간 

CLK_FILTER_LINEAR 선형보간 

정규화 
모드 

CLK_NORMALIZED_COORDS_FALSE 좌표의 정규화를 하지 않음 

CLK_NORMALIZED_COORDS_TRUE 좌표의 정규화를 함 

어드레스 
모드 

CLK_ADDRESS_MIRRORED_REP 이미지의 정수배 결합부마다 이미지의 좌표를 반전함 

CLK_ADDRESS_REPEAT 같은 값을 반복해서 참조함 

CLK_ADDRESS_CLAMP_TO_EDGE 가장자리 값 

CLK_ADDRESS_GLAMP 경계 값 

CLK_ADDRESS_NONE 화소의 샘플링을 이미지 내부에서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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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커널 소스코드 분석 – 이미지 샘플러 

CLK_FILTER_NEAREST | 
CLK_NORMALIZED_COORDS_FALSE | 
CLK_ADDRESS_CLAMP_TO_EDGE CLK_FILTER_LINEAR | 

CLK_NORMALIZED_COORDS_FALSE | 
CLK_ADDRESS_CLAMP_TO_EDGE 

CLK_FILTER_NEAREST | 
CLK_NORMALIZED_COORDS_FALSE | 
CLK_ADDRESS_REPEAT 

10 10 20 30 30 

10 

20 

30 

-1 0 1 2 3 4 
10 10 20 30 30 

10 

20 

30 

-1 0 1 2 3 4 

30 10 20 30 10 

10 

20 

30 

-1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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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1.10 
SECTION 

이미지 오브젝트 

• 커널 소스코드 분석 – 이미지 오브젝트 참조 

    out[0] = read_imagef(im, s_nearest, (float2)(0.5f,0.5f)); 
    out[1] = read_imagef(im, s_nearest, (float2)(0.8f,0.5f)); 
    out[2] = read_imagef(im, s_nearest, (float2)(1.3f,0.5f)); 

함수 포멧 내용 

read_imagef CL_SNORM_INT8 -127 ~ 127을 -1.0 ~ 1.0로 정규화한 값 (-128은 -1.0) 

CL_SNORM_INT16 -32767 ~ 32767을 -1.0 ~ 1.0로 정규한 값 (-32768은 -1.0) 

CL_UNORM_INT8 0 ~ 255를 0.0 ~ 1.0로 정규화한 값 

CL_UNORM_INT16 0 ~65535를 0.0 ~ 1.0로 정규화한 값 

CL_FLOAT 정규화하지 않은 원래 float형 값 

CL_HALF_FLOAT half 데이터 형식 값을 float형으로 변환시킨 값 

read_imagei CL_SIGNED_INT8 -128 ~ 127 

CL_SIGNED_INT16 -327678~ 32767 

CL_SIGNED_INT32 -2147483648 ~ -2147483647 

read_imageui CL_UNSIGNED_INT8 0 ~ 255 

CL_UNSIGNED_INT16 0 ~ 65535 

CL_UNSIGNED_INT32 0 ~ 4294967295 



5.2 
주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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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2.1 
SECTION 

표준 싱글 스레드 프로그래밍 

• 이동 평균이란? 

• 예제 1 

void moving_average(int *values, float *average, int length, int width) 
{ 
    int i; 
    int add_value; 
 
    /* 0 ~ (width-1) 번째 요소까지의 합을 구하기 */ 
    add_value = 0; 
    for(i = 0; i < width; i++) { 
        add_value += values[i]; 
    } 
    average[width-1] = (float)add_value; 
 
    /* width ~ (length-1) 번째 요소까지의 합을 구하기 */ 
    for(i = width; i < length; i++) { 
        add_value = add_value - values[i-width] + values[i]; 
        average[i] = (float)(add_value); 
    } 
 
    /* 0 ～ (width-2) 번째 요소를 0으로 만들기 */ 
    for(i = 0; i < width-1; i++) { 
        average[i] = 0.0f; 
    } 
 
    /* (width-1) ~ (length-1) 번째 요소의 평균을 연산하기 */ 
    for(i = width-1; i < length; i++) { 
        average[i] /= (float)wid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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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ECTION 

5.2.2 
SECTION 

OpenCL 적용 

• 예제 2 

__kernel void moving_average(__global int *values, __global float *average, int length, int width) 
{ 
    int i; 
    int add_value; 
 
    /* 0 ~ (width-1) 번째 요소까지의 합을 구하기 */ 
    add_value = 0; 
    for(i = 0; i < width; i++) { 
        add_value += values[i]; 
    } 
    average[width-1] = (float)add_value; 
 
    /* width ~ (length-1) 번째 요소까지의 합을 구하기 */ 
    for(i = width; i < length; i++) { 
        add_value = add_value - values[i-width] + values[i]; 
        average[i] = (float)(add_value); 
    } 
 
     /* 0 ～ (width-2) 번째 요소를 0으로 지우기 */ 
     for(i = 0; i < width-1; i++) { 
        average[i] = 0.0f; 
    }    
 
     /* (width-1) ~ (length-1) 번째 요소의 평균 연산 */ 
    for(i = width-1; i < length; i++) { 
        average[i] /= (float)wid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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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kernel void moving_average_vec4(__global int4 *values, __global float4 *average, int length, int width) 
{ 
    int i; 
    int4 add_value; /* 4개 종목 데이터 값의 합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 
 
    /* 0 ~ (width-1) 번째 요소까지의 합을 구하기(4개 종목 데이터 값을 동시에 처리) */ 
    add_value = (int4)0; 
    for(i = 0; i < width; i++) { 
        add_value += values[i]; 
    } 
    average[width-1] = convert_float4(add_value); 
 
    /* width ~ (length-1) 번째 요소까지의 합을 구하기(4개 종목 데이터 값을 동시에 처리) */ 
    for(i = width; i < length; i++) { 
        add_value = add_value - values[i-width] + values[i]; 
        average[i] = convert_float4(add_value); 
    } 
 
    /* 0 ～ (width-2) 번째 요소를 0으로 지우기(4개 종목 데이터 값을 동시에 처리) */ 
    for(i = 0; i < width-1; i++) { 
        average[i] = (float4)(0.0f);   
    }   
 
    /* (width-1) ~ (length-1) 번째 요소의 평균 연산(4개 종목 데이터 값을 동시에 처리) */ 
    for(i = width-1; i < length; i++) { 
        average[i] /= (float4)wid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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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item_size[0] = 2; /* 전체 워크 아이템 수 = 2 */ 
local_item_size[0] = 1; /* 각 워크 그룹이 담당할 워크 아이템 수 = 1 */ 
/* 따라서 global_item_size[0] / local_item_size[0] 값이 2가 되며, */ 
/* 이는 워크 그룹 수를 2로 지정한 것이 됨 */ 
 
/* 이동평균 커널을 병렬 실행 */ 
ret = clEnqueueNDRangeKernel(command_queue, kernel, work_dim, NULL,  
                               global_item_size, local_item_size, 0, NULL,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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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 생성 */ 
kernel13 = clCreateKernel(program, "moving_average_vec4", &ret); /* 13 weeks */ 
kernel26 = clCreateKernel(program, "moving_average_vec4", &ret); /* 26 weeks */ 
 
/* 입력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메모리를 디바이스에 생성 */ 
memobj_in = clCreateBuffer(context, CL_MEM_READ_WRITE, point_num * sizeof(int), NULL, &ret); 
 
/* 처리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디바이스에 생성 */ 
memobj_out13 = clCreateBuffer(context, CL_MEM_READ_WRITE, point_num * sizeof(float), NULL, &ret); /* 13 weeks 
*/ 
memobj_out26 = clCreateBuffer(context, CL_MEM_READ_WRITE, point_num * sizeof(float), NULL, &ret); /* 26 weeks 
*/ 
 
/* 입력 데이터를 디바이스의 글로벌 메모리에 전송 */ 
ret = clEnqueueWriteBuffer(command_queue, memobj_in, CL_TRUE, 0, point_num * sizeof(int), stock_array_4, 0, 
NULL, NULL); 
 
/* 커널 파라미터 설정 (13주) */ 
ret = clSetKernelArg(kernel13, 0, sizeof(cl_mem), (void *)&memobj_in); 
ret = clSetKernelArg(kernel13, 1, sizeof(cl_mem), (void *)&memobj_out13); 
ret = clSetKernelArg(kernel13, 2, sizeof(int), (void *)&data_num); 
ret = clSetKernelArg(kernel13, 3, sizeof(int), (void *)&window_num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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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주 이동평균 커널을 실행 */ 
ret =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13, 0, NULL, &event13); 
 
/* 커널 파라미터 설정 (26주) */ 
ret = clSetKernelArg(kernel26, 0, sizeof(cl_mem), (void *)&memobj_in); 
ret = clSetKernelArg(kernel26, 1, sizeof(cl_mem), (void *)&memobj_out26); 
ret = clSetKernelArg(kernel26, 2, sizeof(int), (void *)&data_num); 
ret = clSetKernelArg(kernel26, 3, sizeof(int), (void *)&window_num_26); 
 
/* 26주 이동평균 커널을 실행 */ 
ret = clEnqueueTask(command_queue, kernel26, 0, NULL, &event26); 
 
/* 13주 이동평균 커널 실행 결과를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전송 */ 
ret = clEnqueueReadBuffer(command_queue, memobj_out13, CL_TRUE, 0, point_num * sizeof(float), result13, 1, 
&event13, NULL); 
 
/* 26주 이동평균 커널 실행 결과를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전송*/ 
ret = clEnqueueReadBuffer(command_queue, memobj_out26, CL_TRUE, 0, point_num * sizeof(float), result26, 1, 
&event26, 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