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226-7244 (Print)

ISSN: 2288-243X (Online)

논문번호 16-03-15

                                                                                               95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0,No.3,303∼306,September 2016

http://dx.doi.org/10.7471/ikeee.2016.20.3.303

Deep Learning을 한 GPGPU 기반 Convolution

가속기 구

An Implementation of a Convolutional Accelerator based on a

GPGPU for a Deep Learning

희 경*, 이 엽*, 김 치 용**
★    

Hee-Kyeong Jeon*, Kwang-yeob Lee*, Chi-yong Kim**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ccelerat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y utilizing a GPGPU.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s a sort of the neural network learning features of image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s suitable for the image processing required to learn a lot of data such as images. The convolutional

layer of the conventional CNN required a large number of multiplic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operate in the

real-time on the embedded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reduce the number of multiplications through Winograd

convolution operation and perform parallel processing of the convolution by utilizing SIMT-based GPGPU.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ModelSim and TestDrive,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cessing

time was improved by about 17%,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onvolutio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GPGPU를 활용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가속화 방법을 제안한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는 이미지의 특징 값을 학습하여 분류하는 neural network의 일종으로 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야하는 상

처리에 합하다. 기존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convolution layer는 다수의 곱셈 연산을 필요로 하여 임

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하여 winograd

convolution 연산을 통하여 곱셈 연산을 이고 GPGPU의 SIMT 구조를 활용하여 convolution 연산을 병렬 처리한

다. 실험은 ModelSim, TestDrive를 사용하여 진행하 고 실험 결과 기존의 convolution 연산보다 처리 시간이 약

17%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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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무인 자동차, 구 의 알 고와 같이 기계 학

습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1]. 기계 학습은

컴퓨터에 명시 인 로그램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분야이다[2]. 특히 상처리와 같

이 변수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는 상과 같이 다

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화된 neural network

이다. 그러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기

본 연산인 convolution 연산은 다수의 곱셈 연산

으로 구성되어 많은 처리 시간을 요구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하여

winograd convolu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Winograd convolution은 다수의 곱셈 연산을 상

으로 연산 시간이 짧은 다수의 덧셈 연산으

로 알고리즘을 개선한다[3][4]. 한 본 논문에서

는 SIMT 구조 기반의 GPGPU의 특징을 활용하

여 공통 인 연산들을 병렬 처리하고 하나의

thread마다 하나의 성분을 계산하여 처리 시간을

개선한다.

Ⅱ. 본론

1. Conventional convolution neural network

Fig. 1. The architecture of the conventional convolution

neural network

그림 1. 기존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

일반 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는 그림

1과 같이 convolutional layer,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다[5]. Convolutional

layer는 입력 받은 상 데이터 혹은 이 의

feature map 데이터를 convolution 연산으로 필터

링하여 분류에 필요한 특징을 검출한다. Pooling

layer는 convolutional layer로부터 검출된 특징들

가장 강한 특징들로 데이터를 통합한다. 이

게 통합된 데이터들은 fully connected layer를 통

하여 지정된 클래스로 분류된다.

Fig. 2. The process of a convolution

그림 2. 컨볼루션 연산 과정

본 논문에서는 이 가장 연산량이 많은

convolutional layer를 개선하여 처리 속도를 개선

한다. Convolution 연산은 그림 2와 같이 다수의

곱셈과 합으로 처리된다. 입력 데이터 x와 필터

값 w를 곱한 값을 합하여 다음 이어 데이터 y

에 장된다.

2. Winograd small convolution algorithm

Winograd small convolution algorithm은

Chinese remainder theorem을 이용하여 다수의

곱셈 연산을 다수의 덧셈 연산으로 치환한다[6].

를 들어 다음 수식 (1)과 같이 2개의 출력을 가

지는 행렬 곱 연산을 진행한다고 할 때 출력 m은

곱셈 6회와 덧셈 4회를 필요로 하는 값을 수식(2)

과 같이 곱셈 4회과 덧셈 8회로 값을 얻을 수 있

다.

(2)

(3)

3. SIMT based GPGPU

Fig. 3. The architecture of a SIMT based GPGPU

그림 3. SIMT 기반 GPGPU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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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convolution 알고리즘을

SIMT 기반 GPGPU에서 병렬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SIMT 기반 GPGPU는 그림 3 같이

thread들의 묶음인 warp의 개념을 가지며 16

warp, 16 thread로 구성되어 있다[7].

4. Proposed convolutional accelerator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각 thread별로 출

력 행렬의 1개의 성분 연산을 담당하여 병렬 처

리하 다. 4x4 크기를 입력으로 하여 3x3 크기의

필터를 convolution 하는 연산을 기 으로 병렬화

할 경우 기존의 convolution 연산은 곱셈 9회와

덧셈 8회로 연산한다.

Fig. 3. The convolution per thread

그림 3. 스 드 별 convolution 연산

Winograd small convolution algorithm의 경우

는 하나의 thread에서 곱셈 6회와 덧셈 11회로

convolution을 진행할 수 있다. 수식 (4)는 하나의

성분을 계산하는 수식을 정리한 것이다. d는 이미

지 데이터, f는 convolution 필터 값이다.

 





 (4)

       

        

        

    

          

          

          

         

        

본 논문에서는 convolution 연산을 병렬 처리하

기 하여 부호 데이터를 LUT(Look-Up Table)

로 장하 다. 장된 부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뺄셈 연산을 덧셈 연산으로 치환하면 동일한 덧

셈 연산이 일정한 횟수로 반복 된다. 이는 하나의

명령어로 다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SIMT 구조

에 합하며 효과 으로 convolution 연산을 병렬

처리 할 수 있다.

Ⅲ. 실험 결과

실험은 ModelSim, TestDirve[8]을 이용하여 시

뮬 이션 하 으며 동작 주 수는 100MHz로 진

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4x4 행렬을 입력으로 하

여 3x3 크기의 필터로 convolution을 연산하여 총

4개의 성분을 가지는 행렬을 계산하는 실험을 진

행하 다. 실험은 기존의 convolution 연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각 행렬의 성분 별로 병

렬 연산하여 비교실험 하 다. 병렬에 사용한

thread는 4개로 각 thread 마다 하나의 성분을 계

산하 다.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존의 방법

의 경우 한 성분을 계산하는데 곱셈 9회와 덧셈

8회가 필요하고 제안한 방법은 곱셈 6회와 덧셈

11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각 곱셈

명령와 덧셈 명령어를 이용하여 4개의 성분 결과

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결과 으로 4개의 성

분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수는 기존의 방법은 곱

셈 36회 덧셈 32회임에 반해 제안하는 방법은 곱

셈 6회 덧셈 11회가 된다. 제안한 방법은 총 연산

수를 약 78% 감소시킬 수 있었고 처리시간을 비

교하 을 경우 기존의 방법보다 제안한 방법이

약 17%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 The comparison of the conventional method and

proposed method

표 1.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비교

Convolution

method

Proposed

method

Processing time(ms) 611 506

The number of

multiplication
36 6

The number of addition 3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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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가장 많은 연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convolution 연산량과 처리시간을 개선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onvolution에서 다수의 곱셈

을 상 으로 연산 시간이 짧은 다수의 덧셈으

로 처리하기 하여 Winograd small convolution

algorithm을 활용하 다. 16 warp, 16 thread로

동작하는 SIMT 기반 GPGPU를 활용하여 각 성

분별로 진행되는 연산을 병렬처리하고 알고리즘

을 가속화하 다. 실험은 기존의 convolution 연산

과 개선된 convolution 연산의 결과를 비교 실험

하 으며 실험 결과 약 17% 개선된 것을 확인하

다. 실험한 convolution 연산이 모든 thread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thread를 사용할 만큼

큰 연산을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더욱

큰 개선을 기 할 수 있다. 따라 체 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구성하 을 때

기존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보다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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