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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NN은 객체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계산량과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 의해 네트워크

가 고정되어 학습되기 때문에 학습 도중에 네트워크의 형태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과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사전 학습된 가중치 파일

에 가지치기 방법을 적용하여 연산량과 메모리 요구량을 줄이고자 한다. 이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기
존에 학습된 네트워크 파일의 모든 가중치를 각 계층 별로 불러온다. 두 번째로, 각 계층의 가중치에 절댓값을 취한 

후 평균을 구한다. 평균을 임계값으로 설정한 뒤, 임계 값 이하 가중치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방법을 적용

한 네트워크 파일을 재학습한다. 우리는 LeNet-5와 AlexNet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LeNet-5에서 31x, 
AlexNet에서 12x의 압축률을 달성 하였다.

ABSTRACT

CNN requires a large amount of computation and memory in the process of extracting the feature of the object. Also, 
It is trained from the network that the user has configured, and because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is fixed, it can not 
be modified during training and it is also difficult to use it in a mobile device with low computing pow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apply a pruning method to the pre-trained weight file to reduce computation and memory requirements. This 
method consists of three steps. First, all the weights of the pre-trained network file are retrieved for each layer. Second, 
take an absolute value for the weight of each layer and obtain the average. After setting the average to a threshold, 
remove the weight below the threshold. Finally, the network file applied the pruning method is re-trained. We 
experimented with LeNet-5 and AlexNet, achieved 31x on LeNet-5 and 12x on Ale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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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1-2], 객체 검출과 같은 

컴퓨터 비전 작업에서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까지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중 

하나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3]은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4] 에서 우수한 분류 성능을 달성하며 이미

지 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 신경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CNN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

하기 위해 다층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

이어가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CNN의 분류 성

능은 다수의 레이어가 사용된 심층망 형태로 제작될 때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CNN은 특징 추출에 사용되는 

커널의 형태, 개수에 따라 많은 가중치 파라미터를 포함

한다. 이는 망 전체의 계산 복잡도와 메모리 사용량을 

증가 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2012년 ILSVRC에서 기존 

기계학습 방법들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우승한 

AlexNet[5]은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3개의 풀리커넥

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60M 이상

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방대한 구조로 인해 GPU를 사

용하여 학습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는 연산 과정에서 많

은 계산 능력과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형 임베디

드 모듈 및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이 성능이 제한된 환경

에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는 60M개 이상의 파라미터 중

에는 특징 추출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파라미터도 존

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가정을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

존 네트워크의 정확도를 유지하며 네트워크에서 요구

하는 많은 계산량과 메모리 양을 줄이기 위해 분류 성능

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를 삭제하여 압축하는 

가지치기(Pruning)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로, 사전 학습

된 네트워크 모델을 로드한다. 이러한 이유는 CNN은 

초기화때 설계한 네트워크 구조가 고정되어있기 때문

에 학습 도중에 네트워크 구조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두 번째로, 로드된 네트워크 모델의 각 네트워크에 

압축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삭제한다. 이때 첫 번째 

레이어는 색상 및 엣지 등 의 특징을 추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압축 비율은 낮게 지정하고, 
분류에 사용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전체 파라미

터 중 절반 이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압축비율

을 지정하여 가중치를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최

적화를 위해 압축된 네트워크 모델을 재학습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압축을 위한 가지치기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압축률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방법을 적용할 CNN으로는 LeNet-5, AlexNet
을 선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섹션 2에서

는 관련 연구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섹션 3에서는 제안

하는 가지치기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하였다. 섹
션 4에서는 실험 및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마지

막 섹션 5에서는 논문을 결론 짓는다.

Ⅱ. 관련연구

CNN 은 컨볼루션 필터의 가중치를 통해 입력 데이터

의 특징을 추출한다. 이때 가중치 개수가 많을수록 계산

량과 사용되는 메모리가 많아지므로 높은 하드웨어 성

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알

고리즘을 적용한 방법들이 있다. Gong et al.[6]은 CNN
압축을 위해 기존 행렬 인수 분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백터 양자화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네

트워크를 16-24배로 압축하였다. Vanhoucke et al.[7]은 

기존 32비트 부동소수점으로 저장되는 파라미터를 8비
트 정수형태로 바꿔 저장함으로써 모델의 용량을 줄였

다. Chandrasekhar et al.[8]은 인스턴스 검색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양자화, 코딩, 가지치기, 그리고 가중치 공

유 기술을 통해 모델의 크기를 줄였다. 다른 방법으로, 
Chen et al.[9]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연결된 가중치를 

해시 버킷으로 무작위 그룹화하여 모델 크기를 줄였다. 
이 방법은 해시 버킷 내의 모든 연결이 단일 매개 변수 

값으로 공유된다. 가중치 압축 방법 이외에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네트워크 압축을 시도한 연구 결

과도 있었다. Lin et al.[10]과 Szegedy et al.[11]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전역 평균 풀링으로 변경하여 네트

워크의 매개변수를 줄였다. S Srinivas et al.[12]는 데이

터 계산을 위한 각 레이어중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ully Connected Layer)의 뉴런을 대상으로 ReLu 활성

함수를 변형한 추가 매개변수 곱을 통해 1과 0의 이진값

을 출력하여 0으로 출력된 뉴런을 찾아 제거하는 네트

워크 압축 알고리즘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미지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컨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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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레이어를 비교할 때, 컨볼루션 레이어가 계산적비중

이 더 크며[13], 또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을 대상으

로한 네트워크 압축 방법은 구현의 어려움이 있는 단점

이 있다.

Ⅲ. 가중치 압축

CNN은 대표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Convolution Layer),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

되어있으며, 선택적으로 풀링 레이어와 활성화 함수 역

할을 하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레이어를 추가

할 수 있다. 이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Convolution연산으로 인해 많은 계산량이 발생하고 풀

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가장 많은 파라미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메모리가 가장 많다. CNN이 지닌 특

징은 수백만개의 파라미터 중 중복값이 존재하는 것과 

가중치가 0에 가까운 값일수록 행렬연산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가중치를 0으로 바꾸는 것을 가지치기(Pruning)이
라 한다. 이를 통해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메모리 양

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임계값보다 작은 

가중치의 압축 비율을 조절하며 가중치를 0으로 바꾸기 

위한 가지치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가지치기 알고리즘은 그림 1처럼 3단계로 적용된다. 

첫 번째로, 가지치기 알고리즘을 적용할 사전 학습된 네

트워크 학습 모델을 불러온다. 이는 학습 도중에 모든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가중치가 성

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어, 학습이 완료

된 가중치를 사용할 목적이다. 두 번째로, 로드된 네트

워크 모델에서 각 레이어의 특징 추출 중요도와 밀집된 

가중치의 양에 따라 가중치를 0으로 변환한다. 우선, 각 

레이어의 가지치기 비율을 설정해야한다. 여기서 비율

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값으로 몇 개의 가중치에 

가지치기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가지

치기 기준이 되는 임계값은 레이어별로 다음과 같이 획

득된다. 임계값을 결정하는 각 레이어의 가중치는 양수 

및 음수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절대 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고 이를 임계값으로 
사용한다. 이후, 각 레이어의 가중치를 오름차순으로 정

렬한 뒤, 사전에 설정한 압축 비율에 따라 임계값 미만

인 가중치를 0으로 변환 시킨다. 가지치기 이후 잔여 가

중치는 원본으로 교체한다. 그림 2는 가지치기를 적용한 
컨볼루션 레이어이다. 흰색 점선은 가지치기된 가중치

로서 0값이 되어 다음 레이어와의 연결이 단선되었다.

Fig. 2 Neurons in the convolution layer after pruning

가지치기가 적용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노드의 형

태는 임계값 미만의 가중치가 0으로 치환되므로, 이 가

중치 값과 관계된 모든 연결이 네트워크에서 제거된다. 
또한 가중치 밀집도가 높은 레이어는 스파스 네트워크 

형태로 변환된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뉴런을 최적화

하기 위해 재훈련 단계를 거친다. 기존 사전 학습된 모

델은 ImageNet 1000 classes 학습데이터의 특징 추출에 

최적화 되어있지만 푸르닝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구조가 붕괴 되었다. 따라서 압축된 상태로 분류 문제에 

사용할 경우 10%미만의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은 각 가중치가 0이 아닌 값을 재학습함으로써 

Fig. 1 Pruning algorithm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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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다. 재훈련 단계에서 역전파 과정을 거치며 

죽은 뉴런의 입력 연결이 제로이고 출력 연결이 제로가 

됨으로 최적화에 자동으로 도달한다. 이는 입력 연결이 

0 인 뉴런 (또는 출력 연결이 0 인 뉴런)은 최종 손실값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력 연결 (또는 입

력 연결)에 대해 각각 그라디언트가 0이 된다. 따라서 역

전파 과정 중에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로 가중치

가 전파되며 살아남은 가중치만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죽은 신경 세포는 재훈련 중에 자동으로 제거

된다.

Ⅳ. 실 험

우리는 카페 프레임워크[14]를 이용해 네트워크 가

지치기 및 재학습을 시행했다. 카페 프레임워크는 가지

치기 작업과 zero weight 되살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

정되었다. 

Fig. 3 Pruning algorithm result before the original source 
code modification

원본 카페 프레임워크는 그림 3처럼 재학습 과정 중

에 죽은 뉴런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가중치 수를 줄이지 못하며 압축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재학습 중에 zero weight를 동결시키고 

나머지 노드간의 연결을 재정의 하며 가중치를 학습하

기 위해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다. 그림 4는 가중치 가지

치기가 적용된 커널이다.
본 논문에서는 MNIST 데이터셋을 사용한 LeNet-5

와 ImageNet 데이터셋을 사용한 AlexNet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알고리즘을 적용해 네트워크 압축을 진행하

였으며, 인텔 I7-7700K 그리고 Nvidia TitanXp로 실험

을 수행했다.

Fig. 4 Kernel type with weighted pruning

4.1. LeNet-5 네트워크 압축 결과

LeNet-5[15] 네트워크 모델은 2개의 컨볼루션 레이

어(conv)와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fc)로 구성되어 

있다.

Layers
Number of Parameter

Original
Parameter

Compressed 
Parameter

Compression
Rate

Conv1 500 64 8x

Conv2 25,000 1,248 20x

Fc1 400,000 11,999 33x

Fc2 5,000 401 12x

Total 430,500 13,712 31x

Table. 1 Each layer weight parameter of the LeNet-5 
network with pruning algorithm

표 1은 LeNet-5 네트워크 모델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알고리즘이 적용된 각 레이어의 압축 성능 결과이다. 
LeNet-5 네트워크에 원본 가중치 개수 대비 conv1 : 
88%, conv2 : 95%, fc1 : 97%, fc2 : 92%로 압축 범위를 

지정하고 가중치 평균값을 이용해 임계값을 설정하였

다. 실험에서 기존 네트워크의 430,000개 파라미터와 

비교했을때, 13,712개로 줄이며 약 31x의 파라미터 압

축을 보였으며, 분류 정확률 손실은 0.04%에 그쳤다. 우
리는 동일한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LeNet-5 네트

워크 압축 연구와 제안한 알고리즘을 비교하며 성능을 

검증하였다. SVD(rank-10)[16] 알고리즘은 커널을 대

각 행렬로 변환하여 노드간의 연결 최소화를 통해 계산

속도 향상 및 네트워크 압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Architecture Learning[12]은 ReLU 함수를 변형해 매개 

변수를 추가한 뒤, 이를 사용해 재학습이 필요 없이 학

습을 진행하는 동안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Fastfood-1024[17] 알고리즘은 커널의 대각행

렬 변환과 하다마르 행렬 등을 통해 네트워크 압축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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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S han[18]은 표준 편차를 이용해 임계 값을 

구해 네트워크 압축을 진행하였다. 성능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압축 알고리즘 방법으로 LeNet-5 네트

워크 파라미터를 31x를 줄이며 최종적으로 0.04%의 분

류 정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으며 가장 우수한 압축

률을 보였다. 표 2는 LeNet-5 네트워크의 압축 성능비교 

표이다.

Method
Result

Number of
Parameter Accuracy(%) Compression

LeNet-5[15] 431K 99.11 1x

SVD
(rank-10) [16] 43.6K 98.47 10x

Architecture
Learning[12] 40.9K 99.04 10.5x

Fastfood-1024
[17] 38.8K 99.29 11x

S han et al.[18] 36K 99.23 12x

Proposed
Method 13.7K 99.09 31x

Table. 2 LeNet-5 Network Compression Performance 
Comparison

4.2. AlexNet 네트워크 압축 결과

AlexNet은 5개 컨볼루션 레이어와 3개의 풀리 커넥

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5는 이 네트워크가 

지닌 가중치 파라미터 수이다. fc1에 가중치 파라미터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The number of weight parameter of AlexNet

우리는 동일한 가지치기 방법을 AlexNet에 적용하여 

네트워크를 압축 하였다. 각 레이어에 적용할 압축률을 

선정할 때 우리는 LeNet-5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 

Fig. 6 96 convolutional kernels of size 11×11×3 learned 
by the first convolutional layer on the 224×224×3 input 
images.[5]

LeNet-5와 AlexNet의 차이점은 분류대상의 속성이 

다르다. LeNet-5은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분류하는데 특

화되어 있으며, AlexNet은 칼라 영상을 분류하는데 이용

된다. LeNet-5의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깊이는 1채널이다. 이는 단순히 추출하고자 하는 

객체의 색상을 고려하지 않고 경계를 추출하는데 특화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알렉스 넷은 첫 번째 컨

볼루션 레이어에서 색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필터의 

깊이는 3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터는 그림 6처럼 

단순 엣지부터 색상 정보까지 추출하는 다양한 형태로 

학습된다. 이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칼라 특징을 추출

하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

단하고 이 레이어의 압축률을 낮게 설정하였다.

Layers
Number of Parameter

Original 
Parameter

Compressed 
Parameter

Compress
Rate

conv1 35K 29K 1.2x

conv2 307K 116K 2.6x

conv3 885K 309K 2.9x

conv4 663K 232K 2.9x

conv5 442K 154K 2.9x

fc1 38M 2.6M 14.6x

fc2 17M 1.3M 13.1x

fc3 4M 1M 4x

Total 61M 5M 12.2x

Table. 3 Weight Parameter of AlexNet with Pruning 
Algorithm

표3은 AlexNet모델에 가지치기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다. conv1은 칼라 특징을 추출해야하는 중요한 

레이어 이므로 압축률을 16%로 가장 낮게 적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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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파라미터를 지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90% 
이상 압축하였다. 우리는 표4와 같이 ImageNet ILSVRC 
2012 데이터세트를 사용하는 AlexNet 압축 방법 연구

결과와 제안한 가지치기 알고리즘 결과를 비교하여 성

능 검증 하였다.

Method
Result

Number of
Parameter Accuracy(%) Compression

AlexNet[5] 61M 57.22 1x

Data-free
Pruning[19] 39.6M 55.6 1.5x

Fastfood-32-AD
[17] 32.8M 58.07 2x

Collins &Kohli
[20] 15.2M 55.6 4x

SVD[16] 11.9M 55.98 5x

S Han et al[18] 6.7M 57.23 9x

Proposed
Method 5M 56.2 12x

Table. 4 Compression performance comparison of AlexNet

Data-free pruning[19]은 오직 1.5x 압축했음에도 불

구하고 2%이상 정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 Fastfood- 
32-AD[17]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대상으로 압축을 

진행하였으며 파라미터를 원본과 비교해서 2x 줄이며 

정확도를 약 0.8% 향상시켰다. Collins & Kohli[20]은 

파라미터를 4x 줄인 반면 [17]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정

확도를 보여주었다. SVD[16]는 convnet의 선형 구조를 

이용하여 각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압축하며 5x의 압축

률을 보여주었다. S Han et al[18]은 표준편차를 이용해 

획득한 임계 값을 이용하여 각 레이어를 압축하였으며, 
원본과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며 네트워크를 

9x 압축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비록 원본에 비해 

1%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약 12x의 높은 압축률

을 보여주며 낮은 트레이드 오프를 달성 하였다.

Ⅴ. 결  론

우리는 가지치기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신경망의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률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

다. 제안한 방법은 다수의 가중치 중 중복값이 존재하고 

특징 추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값이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각레이어의 가중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지치

기를 진행한 뒤 나머지 희소 네트워크를 재교육함으로써 

실험을 진행하였다. LeNet5와 ImageNet의 AlexNet을 대

상으로 실험한 결과, AlexNet의 경우 원본에 비해 정확도

가 1% 이내로 손실되었지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리 커

넥티드 레이어의 가중치를 12배 이상 압축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이미지 처리를 위한 계산량과 메모리 용량이 

줄어들어 모바일 플렛폼에 쉽게 이식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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