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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초해상도 딥러닝 기법은 모델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좋은 성능을 내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딥러닝 모델의 가중치를 양자화 하여 

추론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초해상도 모델은 feature extraction, non-linear mapping, reconstruction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레이어 사이에 많은 skip-connection 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양자화 시 최종 성능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레이어 별로 다르며, 이를 감안하여 강화학습으로 레이어 별 최적 bit 를 찾아 성능 하락을 

최소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Skip-connection 이 많이 존재하는 MSRN 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에서 feature 

extraction, reconstruction 부분과 블록 내 특정 위치의 레이어가 항상 높은 bit 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영상 

분류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혼합 bit 양자화를 사용하여 초해상도 딥러닝 기법의 모델 사이즈를 줄인 최초의 

논문이며, 제안 방법은 모바일 등 제한된 환경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서론

초해상도 딥러닝 기법(Super-Resolution) 이란 저해상도의 

사진을 고해상도의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딥러닝 기반 SR 

방법들[1,2,3,4,5]이 좋은 복원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모델 사이즈를 대폭 늘림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용하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추론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성능을 

유지하면서 추론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 하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있지 않다. 

딥러닝을 사용한 이미지 분류에서는 모델 압축을 위해 

가중치 양자화(quantization)[6,7,8], 가지치기(pruning)[9,10], 

증류(distillation)[11,12],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uper-Resolution 에서도 양자화와 가지치기 방법을 

시도하였다[13,14]. 가지치기 방법[13]은 성능을 향상시키며 

파라미터 수를 10%로 감소시켜 압축에 성공한 반면, 양자화를 

super-resolution 에 적용하는 연구[14]는 모델 사이즈를 20%로 

압축시키지만 많은 성능 하락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super-

resolution 에 양자화를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레이어 

별 최적 양자화 bit 를 찾아 모델 사이즈를 10% 이하로 

압축시키면서 성능 하락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SR 모델은 feature extraction, non-linear mapping, 

reconstruction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모델 해상도를 

향상시키며, non-linear mapping 부분에서는 skip-

connection 을 가진 같은 블록이 여러 번 반복된다. Feature 

extraction 부분과 reconstruction 부분은 모델의 앞, 

540



2020 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뒷부분으로 정보 전달에 있어 중요하고, non-linear 

mapping 내에서도 다른 레이어와의 연결 정도에 따라 레이어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레이어를 같은 bit 로 양자화 

하게 되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레이어와 덜 

중요한 레이어를 구분하지 않아 성능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 별 최적 bit 를 강화학습으로 찾아 성능을 

유지한다.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15,16,17]이 제안되었으며, 우리는 [15]가 제안한 방법 중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super-resolution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제안한다.
1
 

2. 관련 연구

2.1 Super-Resolution 

SRCNN[1]은 처음으로 CNN 을 사용하여 SR 을 수행한 

모델로, 레이어를 3 개만 쌓아서 만든 비교적 간단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통적인 머신 러닝 기반의 SR 성능을 능가한다. 

이후 VDSR[2]이 skip connection 을 사용하여 residual learning 

기법을 도입하면서 20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여 SRCNN 보다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를 응용하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더 깊은 

모델들[3,4,5]이 나왔다. 하지만, 800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등[4] 

모델의 추론시간, 실시간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2.2 양자화 

양자화 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양자화는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할 때 

사용할 bit 수를 줄여 모델 사이즈를 줄인다. 이를 딥러닝 모델 

가중치 압축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양자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이미 학습 된 모델의 가중치를 양자화 하는 방법[6]과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가중치 값을 양자화 될 값에 맞춰가는 

방법[7,8]이 존재한다. 

이미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양자화 하는 방법 중, 더 

최적화된 압축을 하기 위해 레이어 별로 다른 최적 bit 를 찾는 

연구(mixed precision)[15,16,17]가 영상 분류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미리 학습된 가중치를 레이어 별로 

다른 bit 로 양자화 하여 성능 하락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미분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한 [17]과,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HAQ[15], 

AutoQ[16]가 존재한다. HAQ[15]는 DDPG[18]를 사용하여 

레이어의 가중치 및 활성함수 이후의 값 별 최적 bit 를 찾았고, 

1 본 논문은 2020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8R1C1B3008159) 
2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AutoQ[16]는 강화학습 agent 를 계층적으로 사용하는 

HIRO[19]를 사용하여 커널 및 활성함수 이후의 값 별 최적 bit 를 

찾았다. 

3. 제안 모델

성능이 뛰어나도 모델의 계산 속도가 느리다면, 실시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super-resolution 모델들 중, 

skip-connection 이 많이 존재하는 MSRN[5]을 레이어 별로 

최적 양자화 하여 압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미지 분류모델 압축에서 사용되는 mixed precision 방법 

중, HAQ[15]의 방법을 SR 에 최적화하여 사용하였다. HAQ[15]는 

두가지 제한을 두고 모델을 압축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 

디바이스에 모델을 올렸을 때의 latency 를 제한으로 두고 모델의 

가중치와 활성함수 이후의 값을 압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델 

사이즈를 어느정도 압축하냐는 제한을 두고 가중치를 압축한다.  

그림 1 제안하는 모델. 강화학습 에이전트인 DDPG 와 

super-resolution 모델 간에 action, state, reward 를 주

고받으며 레이어 별 최적 bit 를 학습. 그림 내 super-

resolution 모델은 임의로 표현함. 

그 중에, 모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압축 방법을 super-

resolution에 맞게 최적화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그림1에서 볼 

수 있다. 여러 강화학습 모델 중, DDPG[18]를 사용하여 각 

convolution 레이어 별 비트를 찾는다. DDPG[18]는 정책을 

근사하는 actor 와 action 을 뽑아내는 함수를 근사하는 

critic 으로 구성되어 있다. Actor 가 현재 state 에 따라 정책에 

맞는 bit 를 구하여 MSRN[5] 모델(environment)에 넘겨주면, 

그에 대한 보상(reward)과 현재 상태(state)를 critic 에게 

넘겨준다.  Actor 는 critic 을 고려하여 또 다음 action 을 구하게 

된다. 이 때, 모든 레이어들에 대한 bit 를 구하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된다.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구해진 bit 로 

양자화를 진행하여 보상을 구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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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양자화는 deep compression[6]에서 사용한 k-means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600 에피소드를 반복하였다. 

Action 은 layer 별 bit 로 볼 수 있으며, State 는 비트를 찾을 때 

고려하는 레이어 별로 입력 채널 수, 출력 채널 수, 가중치의 

크기, 입력 feature-map 크기, 레이어 번호, 찾아진 bit 를 

정규화 하여 사용하였다.  DDPG[18]가 찾는 action 은 [0, 

1]범위의 실수로, 아래 식을 사용하여 최종 자연수 bit 가

정해진다. 

𝐵𝑖𝑡 = 𝑟𝑜𝑢𝑛𝑑(𝑏𝑚𝑖𝑛 − 0.5 + 𝑎𝑐𝑡𝑖𝑜𝑛 × (𝑏𝑚𝑎𝑥 × 𝑏𝑚𝑖𝑛 + 1)) 

모든 레이어들에 대해 bit 를 찾아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되면 보상은 32 bit 부동 소수점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PSNR 과의 차이에 람다 값을 곱해서 사용한다. 이 때, 람다 값은 

0.1 로 사용한다. 

우리는 많은 skip connection 을 가진 MSRN[5]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하였고, 이 모델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하나의 convolution 을 지나 8 개의 블록을 거쳐 고해상도 

이미지로 reconstruction 된다.  이 때, 각각의 block 은 5 개의 

convolution 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4. 실험 및 결과

학습 데이터셋은 MSRN[5]과 같이 DIV2K[20]의 training set 

800 장을 랜덤으로 잘라 16000 장으로 늘려 사용하였다. 강화학습 

보상을 주기 위한 PSNR 은 DIV2K[20]의 training set 800 장 중, 

1 번에서 80 번까지의 이미지의 PSNR 평균을 사용하였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Set5, Set14, BSD100, Urban100 을 사용하였다. 

그림 2 MSRN scale 4 모델을 90% 압축할 때의 

최적 양자화 bit 

MSRN[5] scale 4 모델에 대해 제안한 방법으로 양자화를 

시킨 결과는 그림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첫번째 레이어와 

마지막 5 개의 레이어는 각각 feature extraction 과 

reconstruction 부분이다. 가로축의 빈 공간은, ReLU 등 

convolution 이 아닌 다른 레이어이기 때문에 bit 를 찾지 

않는다(양자화를 하지 않는다).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각각의 블록 내 

같은 위치의 레이어끼리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양자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Feature extraction, reconstruction 및 각 block 의 

마지막 layer 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4bit 이상의 높은 

결과가 나왔고, 각각의 block 내 네번째 layer 는 낮은 bit 만 

사용해도 다른 연결들이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최종 성능을 

하락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델의 자세한 구조는 

MSRN[5] 논문에서 볼 수 있다. 

표 1 PSNR 비교표. 양자화 이전의 MSRN[5]성능, 4bit 로 

모든 레이어를 양자화한 결과, 우리의 결과 순으로 나타낸 

것. 

그림 3 제안한 방법의 성능.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원본 

이미지, scale 4 bicubic 이미지, 양자화 이전의 기존 

MSRN[5] 결과, MSRN[5]모델을 효율적으로 양자화 하여 

모델 사이즈를 10%로 줄인 결과이다. 이미지는 위에서부

터 각각 Set5, Set14, B100, Urban100 에서 랜덤으로 선택

하였다. 

표 1 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MSRN[5]의 모델 

사이즈를 10%로 압축한 후의 결과를 full-precision 과 전체를 

4bit 로 양자화 했을 때와 비교한 것이다. 시각적인 결과는 

그림 3 에서 볼 수 있다. 결과를 보면, 가중치를 10%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에 하락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MSRN 모델 

압축률 

Set5 Set14 B100 Urban100 

full bit 0% 32.26 28.63 27.61 26.22 

4bit 양자화 75% 31.85 28.40 27.47 25.85 

Ours 90% 32.18 28.62 27.58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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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Super-Resolution 딥러닝 모델들은 대부분 많은 skip-

connection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SRN[5] 이외의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도 같은 bit 로 모든 레이어를 압축하는 것 보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압축률 대비 성능을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 큰 모델의 모델 

사이즈를 성능을 유지하며 축소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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