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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화 기반의 모델 압축을 이용한 ONNX 경량화

Lightweight of ONNX using Quantization-based 
Model Compression

장두혁*, 이정수**, 허준영***

Duhyeuk Chang*, Jungsoo Lee**, Junyoung Heo***

요  약  딥 러닝의 발전으로 다양한 AI 기반의 응용이 많아지고, 그 모델의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임베디드
기기와 같이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모델의 적용이 어렵거나 전력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클라우드 기술 또는 오프로딩 기술을 활용하거나, 모델의 매개변수 개수를 줄이거나 계산을 최적화하는 등의 경량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의 상호 교환 포맷으로 사용되고 있는 ONNX(개방형 신경망 
교환 포맷) 포맷에 딥러닝 경량화 방법 중 학습된 모델의 양자화를 적용한다. 경량화 전 모델과의 신경망 구조와 추론
성능을 비교하고, 양자화를 위한 다양한 모듈 방식를 분석한다. 실험을 통해 ONNX의 양자화 결과, 정확도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기존 모델보다 매개변수 크기가 압축되었으며 추론 시간 또한 전보다 최적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and AI, the scale of the model has grown, and it has
been integrated into other fields to blend into our lives. However, in environments with limited resources
such as embedded devices, it is exist difficult to apply the model and problems such as power shortages.
To solve this, lightweight methods such as clouding or offloading technologies, reducing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or optimising calcula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quantization of learned
models is applied to ONNX models used in various framework interchange formats, neural network 
structure and inference performance are compared with existing models, and various module methods 
for quantization are analyzed. Experiments show that the size of weight parameter is compressed and
the inference time is more optimized than before compared to the orig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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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내용
딥 러닝의 발전으로 AI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며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과 기술이 등장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술들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객체 탐지나 음성 인
식 등의 분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기술들의 성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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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딥러닝 네트워크를 더 깊고 
넓게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이는 더 많은 연산 처리와 
전력을 필요로 한다. 고성능 GPU를 갖춘 서버 컴퓨터에
서는 이런 대규모 모델의 처리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이런 모델들을 모바일 등의 임베디드 기기에서 직접 처
리하는 것은 리소스나 배터리 등의 문제로 인해 실현되
기 어렵다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지 데이터 압축하는 
방법과 모델 압축 또는 경량화 기법이 등장하였다. 이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딥 러닝 모델의 리소스 사용량, 특
히 신경망의 매개변수 개수를 줄인 후  시스템에 적용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에서 개발한 오픈 신경망 교
환 포맷(ONNX, Open Neural Network Exchange) 

에 경량화 방법 중 양자화(Quantization)를 적용하고 모
델 크기, 네트워크 구조 변화, 추론 결과 차이 등 최적화 
전후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이후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의 최적화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 각 프레임워크가 지원
하는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ONNX 라
이브러리의 모델 포맷과 변환 과정 및 추론 엔진을 설명
한다. 3장에서는 양자화 중 학습 후 양자화(Post 
Training Quantization) 방법과 이를 ONNX 라이브러
리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존 모델
과 양자화가 적용된 모델의 추론 시간 비교 및 ONNX 
라이브러리의 양자화 결과와 TFLite 라이브러리의 양자
화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
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ONNX

1. ONNX 포맷
오픈 신경망 교환 포맷   (ONNX, Open Neural 

Network Exchange)은 Microsoft, Facebook에서 오
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한 딥러닝 모델의 표현 방식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 호환성을 위해 
개발되었다. ONNX는 Tensorflow, PyTorch, Caffe등 
다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내부적
으로는 protobuf 라는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 있다. 또한, 제어 흐름을 통한 표준화된 그래프 표현 
형식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여러 프레임워크에서 학
습한 모델을 ONNX 모델 포맷으로 변환하기가 쉽다. 

ONNX는 자체 연산자를 가지는데, 다음 표1은 ONNX 
연산자 중 일부에 대한 예시이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
행한다.

표 1. 실험 파라미터
Table 1. Experiment parameter

연산자명 역할

Add Performs element-wise binary addition
MatMul Performs Matrix product

Cast Casts the elements of a given input tensor to 
a specified data type

Div Performs element-wise binary division

2. 딥 러닝 모델을 ONNX로 변환
본 실험에 사용된 ONNX 모델의 원시 모델은 대표적

인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Keras를 통해 생성하
여, 해당 프레임워크로 저장한 .h5 모델을 keras2onnx 
라이브러리의 API를 사용하여 ONNX 모델로 변환하였
다. 이 과정에서 기존 Keras 모델 그래프의 일부분은 
ONNX 연산자로 표현되며, 그림1은 해당 변환 전 후의 
모습이다.

그림 1. CNN 모델의 ONNX 변환 결과
Fig. 1. Result of CNN model converted to ONNX 

3. ONNX런타임
ONNX런타임은 ONNX 모델 포맷에 대해 직접 추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ONNX에서 제공하는 자체 추론 
엔진 모듈이다.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기존 시스템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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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이 런타임을 최적화 및 통합할 수 있고, 여러 운영체
제 환경에서 컴파일 및 빌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eras의 .h5 모델의 자체 엔진을 이용한 추론 결과와 변
환된 ONNX 모델의 ONNX런타임 엔진을 이용한 추론 
결과를 비교하였다.

Ⅲ. 양자화

1. 학습 후 양자화
학습 후 양자화(Post Training Quantization)  는 

학습된 부동 소수점 모델의 가중치 값에 양자화를 적용
하는 방식이다.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는 모두 다른 소수
점 숫자이기 때문에 zip과 같은 간단한 압축 방식으로는 
압축할 수가 없으며 각 계층에서 정규분포를 가지면서 
배열, 분포된다. 각 계층의 최소/최댓값을 저장하고 스케
일 계수와 연산을 통해 각각의 소수 값을 일정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실수를 나타내는 8bit 정수로 압축함으로써,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정수 연산으로 인한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하며, 전력 소모 또한 감소한다.

가. TFLite 8비트 변환
TFLite 라이브러리에서 양자화는 위의 학습 후 양자

화(Post Training Quantiz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이
를 적용할 시 신경망의 입력부분에 양자화(Quantize) 층
을 생성한다. 해당 층은 신경망으로 입력된 텐서를 INT8 
형식으로 변환해 다음 층으로 주입하며, 필터의 입력 순
서 또한 기존과 다르게 TFLite 모델에 맞게 변환된다.

나. ONNX런타임 8비트 변환
ONNX런타임 라이브러리 또한 TFLite와 마찬가지로 

학습 후 양자화(Post Training Quantization) 방식의 
양자화를 지원한다. 라이브러리의 API를 사용해 양자화
를 진행한 결과, ONNX 연산자인 Mul, MatMul, Div 연
산자가 추가되고 합성곱(convolution) 층 또한 변형되
어, 추가된 ONNX 연산자의 연산 결과가 Cast 층을 거
쳐 Mul 연산층과 하나의 결과로 계산된다. bit 관점에서 
보았을 때, ONNX 모델에서 양자화 적용 후에는 
MatMul 연산층이 MatMulInteger 연산층으로 바뀌어 
8비트 연산 되지만 바이어스의 Mul 연산층이 추가로 생
겨 Float32 연산된 후 전달된다.

그림 2. CNN 모델의 TFLiteConverter 변환 결과 
       (좌 : Float32, 우 : UINT8)
Fig. 2. Result of CNN model used TFLiteConverter

그림 3. CNN 모델의 ONNX Runtime Quantization 적용 
결과

Fig. 3. Result of CNN model used ONNX Runtime 
Quantization

표2와 표3에서 CNN 모델과 DNN 모델 모두 ONNX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약 33%로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양자화 적용 결과 이전 모델의 약 25%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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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NN 모델의 ONNX Runtime Quantization 적용 
결과

Fig. 4. Result of DNN model used ONNX Runtime 
Quantization

표 2. ONNX 변환 및 양자화 적용에 따른 DNN 모델 크기
Table 2. DNN model size according to ONNX transform 

and quantization

구분 h5 ONNX Quantized ONNX

Size 24.00 MB 8.01 MB 2.00 MB

표 3. ONNX 변환 및 양자화 적용에 따른 CNN 모델 크기
Table 3. CNN model size according to ONNX transform 

and quantization

구분 h5 ONNX Quantized ONNX

Size 9.34 MB 3.10 MB 0.78 MB

Ⅳ. 실험 및 결과

1. 추론 시간 및 정확도
Keras로 구축한 CNN    모델과 해당 모델에 

ONNX 변환과 양자화를 적용한 ONNX 모델의 정확도
를 비교하였고 양자화가 적용된 TFLite 모델과 ONNX 
모델의 추론 시간을 비교하였다. 또한. 합성곱
(convolution) 층과 전결합(fully connected) 층의 파

라미터 비중에 따른 ONNX 변환 및 양자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에는 Keras의 MNIST 데이터를 사용하
였으며 모든 추론 시간은 1,000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h5 모델은 Keras 라이브러리의 evaluate 평가 함수를 
사용하였고 ONNX 모델은 ONNX런타임 라이브러리의 
run 함수를 사용하여 추론 및 정확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양자화를 적용하여도 큰 정확도 감소가 없
음을 보였으며, TFLite 라이브러리보다 ONNX 라이브
러리의 양자화를 적용한 모델의 추론 속도가 더 빠른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라미터 비중에 따른 추론 시간 변
화량 측정 결과, 네트워크가 전결합(fully conntected) 
층으로 구성될 때 양자화 효과가 가장 좋았으며, 합성곱
(convolution) 층이 추가되자 반대로 추론 시간이 증가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ONNX 라이브러리의 합
성곱(convolution) 층 최적화 성능이 전결합(fully 
connected) 층 최적화보다 뒤떨어지나, 전겹합 층 최적
화 수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합성곱(convolution) 층의 연산시간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양자화 전 h5 모델과 ONNX 양자화가 적용된 모델의 추론 
성능

Table 4. Inference performance of h5 models before 
quantization and models after ONNX 
quantization is applied 

회차 h5 ONNX INT8
정확도 정확도

1 65.6% 65.5%
2 63.9% 63.3%

3 64.5% 63.9%
4 65.2% 65.1%

5 66.1% 66.1%

표 5. TFLite INT8 모델과 ONNX INT8 모델의 추론 시간
Table 5. Inference time of TFLite INT8 model and ONNX 

INT8 model
회차 TFLite INT8 ONNX INT8

1 1.904 0.125
2 2.006 0.126
3 1.975 0.124
4 2.028 0.124
5 1.935 0.136

추론시간 단위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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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h5모델, ONNX모델 과 ONNX INT 8 모델의 추론시간
Table 6. Inference time of model h5, ONNX and ONNX 

INT8 by dense rate 

Dense rate h5 ONNX Quantize 
ONNX

100 22.55 0.12 0.04

89 24.17 0.49 0.84
80 24.12 0.23 0.81

70 26.81 0.40 1.15
추론시간 단위 : 초

2. 모델 추론 시 메모리 할당량 비교
h5 모델과 양자화된 ONNX 모델을 통해, 두 모델 추론 

시 메모리 할당량을 비교했다. python의 tracemalloc 
모듈을 이용해 PID를 호출하여 프로세스의 할당된 메모
리 크기를 가져와 추론 코드 전후로 메모리 변화량을 측
정했다. CPU의 연산 지원을 받는 ONNX런타임 추론과 
실제 임베디드 환경을 고려해 h5 모델과 onnx 모델 모
두 CPU 추론을 진행하였다. 모델은 CNN 모델과 DNN 
모델을 활용했다. 데이터셋은 각각 CIFAR-10과 MNIST
를 사용했다. 이미지는 1,000장 추론으로 평균 1장 추론 
시 사용한 메모리 크기이다.

실험 결과 양자화 전후로 비교했을 때, 표 4와 같게 두 
모델 모두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였다. 게다가 표7,표8처
럼 양자화 결과 CNN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은 약 12.5%
로 감소하였고, DNN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은 약 10%로 
감소하였다.

표 7. CNN h5 모델과 ONNX INT 8 모델의 메모리 할당량
Table 7. Memory useage of CNN h5 and ONNX model

회차 h5 ONNX INT8

1 8.7578 1.1133
2 8.5195 1.1328

3 8.4766 1.1094
4 8.3125  1.1172

5 8.9102 1.1484
평균 8.60 1.120

메모리 단위 : KB

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ONNX 모델과 양자화를 통해 모델의 
경량화 및 변환된 신경망의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타 경
량화 라이브러리와 양자화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ONNX로 변환된 신경망은 기존 프레임워크의 층이 
ONNX 고유의 층으로 변환되었으며, 모델의 크기 또한 
확연히 줄어들었다. ONNX런타임 라이브러리의 양자화
를 적용한 후 정확도는 1% 내외의 변동이 있었으며 추론 
시간은 기존보다 약 30% 감소하였다. 또한, TFLite 라이
브러리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다. 메모리 할당량 역시 
기존의 10%-12.5%로 감소하였다. 합성곱(convolution) 층
이 포함된 모델의 경우, 양자화를 적용하지 않은 ONNX 
모델의 추론 시간이 더 짧았다는 사실이 개선점으로 남
았다.

표 8. DNN h5 모델과 ONNX INT 8 모델의 메모리 할당량
Table 8. Memory useage of DNN h5 and ONNX model

회차 h5 ONNX INT8
1 3.9805 0.42578

2 4.0313 0.4063
3 3.8125 0.3984

4 3.9453  0.4219
5 4.5586 0.43360

평균 4.070 0.4200
메모리 단위 : KB

본 실험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양자화뿐만 아
니라 가지치기 와 지식 증류 등 다양한 방법의 경량화
와 최적화가 연구되고 ONNX 공유 플랫폼을 사용해 실
제 환경에 적용한다면 더욱더 나은 성능과 효율을 보이
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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