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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곱 신경망의 학습 가속화를 위한 방법

A Method for accelerating training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최세진*, 정준모**

Se Jin Choi*, Jun Mo Jung**

요 약 최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신견망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경망의 학습에 요구되는 연산량 및 학습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GPGPU 및 FPGA를 이용하여 신경망의 학습

속도를 가속화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VIDIA GPGPU를 제어하는 CUDA

를 이용하여 CNN의 특징추출부와 분류부에 대한 연산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징추출부와 분류부에 대한

연산을 GPGPU의 블록 및 스레드로 할당하여 병렬로 처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CPU를 이용하

여 CNN을 학습하여 학습 속도를 비교하였다. MNIST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총 5 epoch을 학습한 결과 제안하는 방

법이 CPU를 이용하여 학습한 방법에 비하여 약 314% 정도 학습 속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CNN, 합성곱, 맥스 풀링, CUDA, GPGPU

Abstract Recently, Training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entails many iterative computations. 
Therefore, a method of accelerating the training speed through parallel processing using the hardware 
specifications of GPGPU is actively researched. In this paper, the operations of the feature extraction unit and 
the classification unit are divided into blocks and threads of GPGPU and processed in parallel. Convolution and 
Pooling operations of the feature extraction unit are processed in parallel at once without sequentially 
processing. As a result, proposed method improved the training time about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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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영상 인식 분야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CNN

을 이용한 학습은 CNN의 구조가 확장됨에 따라 연산

량 및 학습 시간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CNN은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로 구성된

특징추출부와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 분류부

로 나뉜다. 특히 특징추출부의 Convolution layer는 전

체 학습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0% 이상이다.

따라서 특징추출부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

하여 학습 속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CNN에서 사용되는 Convolution 연산에 대한 의사 코

드이다. Convolution 연산을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프로

그램으로 구현한다면 그림 1과 같이 많은 수의 중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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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문으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산량에 따

른 수행 시간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GPGPU의 특성을 이용한 병

렬 처리를 통하여 CNN의 학습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

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VIDIA GPGPU를 제어하는 CUDA

를 이용하여 Convolution 및 Pooling layer에 대한 연

산을 결합하여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Fully

connected layer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thiecture)

는 GPGPU에서 수행하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C 언

어와 같은 산업 표준 연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

록 하는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1은 CUDA의 실행 모델

이다. CUDA를 사용하여 구현된 프로그램에서 소프트

웨어의 스레드 및 블록과 GPGPU의 SM(Streaming

Multiprocessor), SP(Streaming Processor)의 대응 관

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CUDA 실행 모델

Figure 1. CUDA Execution Model

본 논문에서는 CNN 학습 알고리즘을 C 언어를 기

반으로 하여 구현하였으며 그림 CNN 학습에서 많은

연산이 요구되는 부분을 CUDA를 이용하여 병렬화하

여 구현하였다. CUDA를 통해 병렬화 된 부분은 연산

에 사용될 데이터를 GPGPU의 메모리에 적재한 뒤

GPGPU 내부의 SM 및 SP 에 할당되어 연산을 병렬

로 수행하게 된다.

그림 2. CUDA 처리 흐름도

Figure 2. Processing flow on CUDA

Ⅱ. 본 론

1. Convolution 및 Pooling layer 연산 가속화

CNN의 특징추출부는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구성된다. 기존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는 각각 분리되어 연

산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Convolution layer의 결과

를 이용하여 Pooling 연산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한 뒤 Pooling

연산을 수행하는 순차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그림 4와

같이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Pooling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

작을 감소시켜 학습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3. 기존 Convolution 및 Pooling 연산

Figure 3. Conventional Method of Convolution and Pooling

operation

CNN의 특징추출부는 그림 5와 같이 Convolution 연

산과 Pooling 연산을 한번에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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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A를 이용하여 각 출력 특징맵을 블록에 할당하였

고 특징맵 내부의 값은 스레드로 할당하여출력 특징맵

을 계산하는 과정을 병렬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을 위한 역전파 과정에서는 오류를 전파하기 위하

여 Convolution 및 Pooling 연산을 수행할 때 출력 값

의 위치를 미리 저장하여 역전파에 사용하였다.

그림 4. Convolution 및 Pooling 연산의 결합

Figure 4. Combination of Convolution and Pooling operation

그림 5. 제안하는 Convolution 및 Pooling 연산

Figure 5. Proposed Method of Convolution and Pooling operation

1. Fully-connected layer 연산 가속화

Convolution 및 Pooling layer에 대한 연산을 수행

한 뒤 생성된 최종 출력 특징맵을 1차원 벡터로 변환

한 뒤 Fully-connected layer를 통해 학습을 수행한다.

Fully-connected layer는 기존 MLP와 같은 구조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입력 뉴런과 가중치 간 곱과 합의 반복

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6와 같이 각 출력 뉴런을 연산하는 과

정을 스레드로 할당하였고, 최종 출력 뉴런의 수가 블

록 당 스레드 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블록의 스레드에

서 연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역전파의 경우도 정방향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레드

및 블록을 할당하여 병렬화를 구현하였다.

그림 6. Fully-connected layer 연산의 병렬 처리

Figure 6. Parallel processing of fully-connected layer

2. 가중치 갱신

특징추출부의 Convolution layer 및 Pooling layer와

분류부의 Fully connected layer에 대한 새로운 가중치

갱신은 정방향 및 역방향 연산에서와는 다르게 동시에

연산을 진행한다. 정방향 및 역방향의 경우 데이터의

일관성 문제로 인하여 연산 과정에서 동기화를 맞춰

주었지만 가중치 갱신의 경우는 CNN의 모든 가중치

에 대하여 동시에 가중치 갱신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그림 7. CNN 가중치 갱신

Figure 7. Proposed Method of Convolution and Pool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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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 험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환경은 다음

과 같다. Visual studio 2013, CUDA 7.5, GTX1070,

i7-4790를 사용하였다. 구현된 CNN의 구조는 그림 8

과 같다.

그림 8. CNN 구조

Figure 8.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rchitecture

CNN에 사용된 데이터세트는 MNIST를 사용하였

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학습한 성능과 CPU를 통해 학

습한 성능을 실험하여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한

CNN의 구조는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Epoch

당 학습 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CNN 학습 성능

Table 1. Training performance of CNN

Epoch

Training time per epoch(sec)

Conventional

method using

CPU

Proposed

method using

GPU

1 425.31 99.52

2 430.87 102.28

3 423.52 104.83

4 420.38 101.77

5 419.98 103.32

Accuracy(%) 99.19 99.23

실험 결과를 통하여 Convolution 및 Pooling layer

를 결합한 뒤, 학습을 진행한 방법이 기존 방법과 비교

하여 약 314% 정도 학습 속도를 개선하였으며 학습

정확도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NN의 학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

여 NVIDIA GPGPU를 제어하는 CUDA를 이용한 병

렬 처리를 사용하였다. CNN 학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의 연산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학습 속도에 대한 성능을 향

상시켰다. Convolution 및 Pooling layer에 대한 연산을

결합하여 데이터 읽기 및 쓰기 동작을 감소시켰으며

Fully connected layer의 연산을 블록 및 스레드를 할

당하였다.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은 데이터의 일관성

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가중치에 대한

갱신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에 대한 학습 속도를 비

교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 속

도를 약 314% 개선하였고 학습 정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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