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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NN은 컴퓨터 영상 인식 부분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많은 연산양을 요구하는 단점으로 인해 전력이

나 연산 능력에 제한이 있는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CNN을 위한 가속 

회로나 가지치기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은 가속 회로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서, 가지치기된 CNN을 위한 가속 회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가속 회로의 구조를 고

려한 새로운 가지치기 기법인 Conv-XP 가지치기를 제안한다. Conv-XP 가지치기에서는 ‘X’와 ‘+’ 모양의 두 가지 

패턴으로만 가지치기함으로써, 이 기법으로 가지치기된 CNN을 위한 가속 회로의 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Conv-XP와 같이 가지치기 패턴을 제한하여도 CNN의 성능이 악화되지 않으며, 가
속 회로의 면적은 12.8%을 감소시킬 수 있다.

ABSTRAC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show high performance in the computer vision, but they require an enormous 
amount of operations, making them unsuitable for some resource- or energy-starving environments like the embedded 
environments. To overcome this problem, there have been much research on accelerators or pruning of CNNs. The 
previous pruning schemes have not considered the architecture of CNN accelerators, so the accelerators for the pruned 
CNNs have some inefficiency. This paper proposes a new pruning scheme, Conv-XP, which considers the architecture of 
CNN accelerators. In Conv-XP, the pruning is performed following the ‘X’ or ‘+’ shape. The Conv-XP scheme induces 
a simple architecture of the CNN accelerator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onv-XP scheme does not degrade 
the accuracy of CNNs, and that the accelerator area can be reduced by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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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몇 년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컴퓨터 영상 인식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1-6]. CNN은 여러 층의 합성곱 층

(convolutional layer)과 완전 연결 층(fully-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양의 계수

와 연산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연산양으로 인

해 연산 자원이 많지 않은 임베디드 환경에서 사용하기

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

기(pruning)과 전용 가속 회로(accelerator)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가지치기는 CNN의 계수들 중 일부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7-14]. CNN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산은 데이터

와 계수를 곱한 뒤 누적하는 것으로써, 계수를 0으로 만

들면 곱하고 누적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그 만큼 연

산양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0인 계수는 저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수 저장 공간도 줄일 수 있다.
CNN 가속 회로는 범용 프로세서에 비해 유연성은 낮

으나 연산 효율성이 높고 전력 소모가 낮은 장점이 있다

[13-21]. 이로 인해 저전력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며 CNN에 적합한 가속 회로의 구조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다. CNN은 보통 많은 수의 곱셈기와 덧셈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데이터와 계수들을 한 

번에 읽은 뒤 연산자들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한 

번에 읽는 데이터와 계수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다

양한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15-23].
가지치기와 가속 회로는 모두 낮은 연산양과 저전력

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환경에 적합한 방법이나, 서로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지치기된 CNN을 처리할 

수 있는 가속 회로는 몇 가지가 제안되었으나[24-27], 
가속 회로의 구조를 고려한 가지치기 기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속 회로의 구조를 고려한 가지치기 

기법인 Conv-XP 가지치기를 제안한다. 가속 회로 중에

서 [21]에서 제안된 구조에서는 9개의 계수와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서 9개의 곱셈기로 곱셈을 한다. Conv-XP
에서는 이 9개의 계수 중에서 4개를 0으로 가지치기한

다. 9개의 계수 중 5개가 남는 모든 가지치기 경우를 고

려하게 되면 가속 회로의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이 논문

에서는 ‘X’ 글자 모양과 ‘+’ 기호 모양의 계수들이 남는 

경우만을 고려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가지

치기한 신경망을 위한 가속 회로에서는 곱셈기의 개수

를 9개에서 5개로 줄임으로써 가속 회로의 면적이 감소

할 수 있고, 기존의 방법으로 가지치기했을 때에 비해 0
이 아닌 계수의 패턴이 한정되므로 선택 회로 등이 단순

화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더불어 가지치기 패턴을 

‘X’와 ‘+’ 모양으로 제한하더라도 CNN의 성능이 저하

되지 않음을 실험 결과로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 

CNN과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 및 가속 회로를 소개하고, 
Ⅲ장에서 Conv-XP 기법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가속 회

로의 구조를 설명할 것이다. Ⅳ장에서 실험 결과를 제시

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CNN

이 장에서는 CNN을 소개하고, 가지치기 기법과 가속 

회로에서 대해 설명할 것이다.

2.1. CNN

CNN은 많은 수의 합성곱 층과 몇 개의 완전 연결 층

으로 구성된다. 각 층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계수들을 곱

한 뒤 누적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합성곱 층에서 하나의 

출력 데이터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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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식에서 fi는 입력 데이터이고 fo는 출력 데이터이

며 w는 계수이다. 마지막에 더하는 b는 바이어스 값이

다. 하나의 m에 대한 계수 w는 K×K×N의 3차원적인 구

조를 가지고 입력 데이터에 이 계수들을 적용하면 크기

가 R×C인 출력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를 출력 피처맵이

라고 한다. 한 개의 합성곱 층에는 이러한 출력 피처맵

이 M장 출력된다. 따라서 합성곱 층의 계수 w는 

K×K×N×M의 4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이 중 K×K
의 2차원 구조 계수 그룹들을 K×K 커널이라고 부른다. 

CNN에는 이 외에도 합성곱 층과 완전 연결 층들의 

사이에 활성화 층이나 풀링 층을 넣는다. 활성화 층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ReLU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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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입력 데이터 rk 음수이면 0을 출력하고 양수이면 그

대로 출력한다. 풀링 층은 일정한 영역의 입력 데이터들

의 평균이나 최댓값을 출력한다. 이런 여러 가지의 층들 

중에 합성곱 층이 가장 많은 연산양을 차지한다고 알려

져 있다.

2.2. CNN의 가지치기

신경망에서 일부 계수들을 0으로 만드는 가지치기 

기법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논문 

[7]에서 현대적인 가지치기 기법이 제시되었다. 논문 [7]
에서는 크기가 작은 계수들을 0으로 만든 뒤 남은 계수

들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원래의 성능을 

복구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이후로 다양한 가지치

기 기법이 제안되었다.
채널 단위 가지치기는 입력 데이터 중 특정 채널들에 

해당하는 계수들을 0으로 만드는 기법이다[9-14]. 입력 

데이터의 채널은 (1)에서 입력 데이터 fi(n,x,y) 중 n이 같

은 데이터들의 집합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계수들도 

w(m,n,i,j)중 n이 같은 계수들의 집합이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CNN의 채널들 중에서 가지치기할 채널을 어떻

게 선택할 지에 대해 많이 다루었다.
이 외에도 모양 단위의 가지치기에 대한 연구도 이루

어졌다[28,29]. 모양 단위의 가지치기에서는 w(m,n,i,j)
중 m, i, j의 값이 같은 계수들을 묶은 단위로 0으로 만들

지 결정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가지치기된 

CNN은, General-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 (범
용 GPU)에서 구현했을 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3. CNN의 가속 회로

CNN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 중 가

장 연산의 효율성이 높고 전력이 낮은 것은 전용 가속 

회로로 구현하는 방법이다[15-23]. 이러한 특성으로 가

속 회로는 저전력으로 많은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환경

에서 많이 사용된다. CNN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산은 

합성곱 층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속 회로들은 주로 합성

곱 층을 다룬다.
CNN의 가속 회로는 대부분 많은 양의 곱셈기와 덧셈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연산회로들의 피연산자들

을 가져오는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DianNao 계열

의 가속 회로들은 채널 방향의 데이터와 계수들을 가져

와서 연산을 하며[15,16,26], 논문 [21]에서 제시된 가속 

회로에서는 3×3 합성곱 층(식(1)에서 K=3인 경우)을 처

리하기 위해 w(m,n,i,j)중 m,n의 값이 같은 계수들(즉, 한 

개의 커널)과 그에 해당하는 입력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연산을 한다. 

Fig. 1 Operation architecture of the accelerator in [21]

논문 [21]에서 제시된 가속 회로의 연산 부분을 그린 

것이 그림 1이다. 한 개의 커널에 속하는 계수 9개를 계

수 버퍼에서 읽고, 입력 데이터 버퍼에서는 그에 해당하

는 입력 데이터 9개를 동시에 읽어서 각각을 곱한다. 이
러한 곱셈을 위해서는 9개의 곱셈기가 요구된다. 곱셈 
결과를 모두 더해진 뒤 누적된다.

가지치기된 CNN을 처리할 수 있는 가속 회로는 

sparse 가속 회로라 불린다. Cambricon-X는 대표적인 

sparse 가속 회로 중 하나로써 DianNao 계열에 속한다

[26]. Sparse 가속 회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

나 가지치기의 과정에서 가속 회로를 고려하지 않으므

로 sparse 가속 회로는 동작할 때 낭비가 발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Cambricon-X의 경우 계수와 입력 데이

터를 정렬하기 위해 padding zero를 넣어야 한다.
논문 [21]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sparse 가속 회로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그림 1의 구조로부터 쉽게 

유도할 수 있다. 0으로 가지치기된 계수들과의 곱셈은 

의미가 없으므로 곱셈기의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며, 그
림 2는 그림 1의 구조를 변형하여 5개의 곱셈기를 가지

는 sparse 가속 회로 구조로 바꾼 것이다. 5개의 곱셈기

를 이용해서 하나의 3×3 커널에 속하는 0이 아닌 계수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 55~62, Jan. 2019

58

를 한 싸이클에 5개까지 처리할 수 있다.

Fig. 2 Multiplier connection of a sparse accelerator for 
the conventionally pruned networks

그림 2의 구조에서 곱셈기 앞에 배치된 MUX들은 

3×3 영역의 입력 데이터에서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는 

MUX들이다.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에서는 가지치기되

는 계수의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3×3 커널 내의 

9개 계수 중에서 어느 것이 0이 아닌 것으로 남을 지 미

리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0이 아닌 계수와 같이 곱

해야 할 입력 데이터는 9개의 입력 데이터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각의 곱셈기 앞에는 

9-to-1 MUX를 배치해서 적절한 입력 데이터를 선택해

야 한다.

Ⅲ. Conv-XP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Conv-XP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은 논문 [21]에서 제안된 가속 회로의 구조에 적합한 

가지치기 기법이다. Conv-XP에서는 그림 1과 그림 2에
서 동시에 처리하는 단위인 한 커널 내의 계수 9개 중에

서 일부 계수를 가지치기한다. 기존 가지치기 기법에서

는 9개의 계수 중에서 몇 개의 계수가 가지치기될 지, 그
리고 어떤 위치의 계수들이 0이 될 지가 정해져 있지 않

다. 즉, 프루닝되고 남은 0이 아닌 계수들이 어떤 패턴을 

가질지 미리 알 수 없었다. 이에 반해 Conv-XP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두 가지 패턴으로만 가지치기를 한다. 그
림에서 흰색 칸은 0으로 가지치기되는 계수를, 회색은 

가지치기 후에 0인 아닌 값으로 남는 계수를 의미한다. 
두 개의 패턴은 각각 글자 ‘X’와 기호 ‘+’(plus)를 닮아

서 Conv-XP라고 작명하였다. 

        

(a)                                 (b)
Fig. 3 Conv-XP pruning pattern: (a) ‘X’ pattern and (b) 
‘+’ pattern

Conv-XP 가지치기는 각각의 3×3 커널에 대해 적용

된다. 각각의 3×3 커널에 대해 ‘X’ 패턴과 ‘+’ 패턴에 있

는 계수들의 절댓값의 합을 구한 뒤, 그 합이 더 큰 패턴

을 취하고 패턴에 따라 계수들을 0으로 만든다. 모든 

3×3 커널에 대해 가지치기를 수행한 뒤, 0인 계수들을 0
으로 유지하면서 다시 학습한다.

3.1. Conv-XP와 가속 회로 복잡도

Conv-XP가 적용된 CNN을 가정하게 되면 그림 1이
나 그림 2와 같은 구조의 가속 회로에서 면적을 많이 줄

일 수 있다. 가속 회로에 있어서 곱셈기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연산회로인데, 논문 [21]에서는 3×3 커널을 

한 싸이클에 처리하기 위해 9개의 곱셈기를 사용한다. 
Conv-XP를 사용할 경우, 9개의 계수 중에서 4개가 0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곱셈은 의미가 없어져서 곱셈기의 

개수를 9개에서 5개로 줄일 수 있다.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이 적용된 CNN을 가정하더라

도 그림 2와 같이 곱셈기의 개수 감소를 고려할 수 있으

나, 기존의 기법에서는 가속 회로의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가속 회로에서 낭비되는 동작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논문 [7]에서 제안된 가지치기에서는 각 레이어의 

전체 계수 중에서 크기가 작은 계수들을 0으로 만듦으

로, 어느 한 3×3 커널에서는 몇 개의 계수가 0으로 될지 

예측할 수 없다. 9개의 모든 계수가 0으로 될 수도 있고 

9개 모두 0이 아닌 계수로 남을 수도 있다. 만일 논문 

[21]에서와 같이 3×3 커널을 한 싸이클 안에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곱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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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림 2와 같이 곱셈

기의 개수를 5개로 줄인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커

널을 두 싸이클에 걸쳐 처리해야 한다. 

Fig. 4 Multiplier connection of a sparse accelerator for 
the networks pruned by Conv-XP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이 적용된 CNN을 그림 2와 같

은 가속 회로에서 처리하려 할 때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입력 데이터 선택이다. 그림 2의 구조에서 각각의 곱셈

기 앞에는 0이 아닌 계수와 곱할 입력 데이터를 선택하

기 위해 9-to-1 MUX를 배치하고 있다. 그림에서는 한 

개의 곱셈기에 한 개의 9-to-1 MUX가 필요한 것으로 그

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데이터의 비트 폭과 같은 개수의 

9-to-1 MUX가 각 곱셈기마다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에 비해 Conv-XP 기법

은 CNN을 가속 회로에 적합하도록 가지치기한다. 
Conv-XP에서는 가속 회로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각각

의 3×3 커널에 대해 항상 4개의 계수가 0이 되도록 가지

치기한다. 그러므로 5개의 곱셈기로도 항상 3x3 커널을 

한 싸이클 안에 처리할 수 있음이 보장된다. 그리고 ‘X’
와 ‘+’, 두 가지 패턴만 사용하므로 한 곱셈기에는 두 개

의 입력 데이터만이 피연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2-to-1 MUX 만으로도 곱셉기의 입력을 선택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 회로의 구조가 그

림 4이다.

3.2. Conv-XP와 가속 회로 메모리

Conv-XP를 사용했을 때 또 하나의 이점은 메모리 면

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에서

는 각각의 0이 아닌 계수들이 곱해질 입력 데이터를 선

택하기 위해, 각 곱셈기 앞에 위치하는 9-to-1 MUX의 

선택신호를 같이 저장해야 한다. 한 개의 MUX에 4bit의 

선택신호가 필요하고, 5개의 곱셈기를 가정하면 총 

20bit의 선택신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Conv-XP를 사용하게 되면 ‘X’ 패턴과 ‘+’ 패

턴 사이에만 선택하므로 각 곱셈기 앞에는 2-to-1 MUX
만 있으며 되고 이 MUX의 선택 신호 길이는 1bit로 충

분하다. 그리고 5개의 곱셈기 앞에 있는 MUX들이 같은 

선택신호를 공유하므로 5개의 0이 아닌 계수가 하나의 

선택 신호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5개의 곱셈기에 

대해 20bit의 선택신호가 1bit로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 선택 신호들을 저장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Ⅳ. 실험 결과

제안된 Conv-XP 기법을 적용해도 CNN의 성능이 악

화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ImageNet 2012 validation 
dataset을 이용하여 classification top-5 정확도를 비교하

였다. VGG16[4]과 ResNet-50[6]의 학습된 모델에 대해 

Conv-XP를 적용한 뒤 재학습했을 경우의 정확도를 측

정하였다. VGG16과 ResNet-50은 많은 곳에서 사용되

는 대표적인 CNN이면서 3x3 커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서 Conv-XP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CNN이다. ResNet-50
의 경우 3x3 합성곱 층에만 Conv-XP를 적용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accuracy comparison on VGG16 
and ResNet-50

VGG16 ResNet-50

baseline 88.44% 91.14%

Conv-XP 89.74% 91.30%

표1에서 VGG16과 ResNet-50에 대해 Conv-XP를 적

용하기 전의 정확도(‘baseline’)와 Conv-XP를 적용한 후 

재학습했을 때의 정확도(‘Conv-XP’)를 비교하였다. 재
학습은 학습 속도를 0.001로 하고 12 epoch 동안 학습하

였다. 표1의 결과에 따르면 Conv-XP를 적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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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onv-XP를 사용했을 때 가속 회로의 복잡도 개선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회로를 RTL(register transfer 
level)에서 설계한 뒤 합성하여 비교하였다. 첫 번째는 가

지치기 되지 않은 CNN을 가정한 그림 1과 같은 기존의 

구조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이 적용된 

CNN을 위한 sparse 가속 회로인 그림 2와 같은 구조이

며, 세 번째는 Conv-XP로 가지치기된 CNN을 위한 

sparse 가속 회로인 그림 4와 같은 구조이다. 표 2에서는 

각각을 ‘No sparsity’, ‘Conventional sparsity’, 
‘Conv-XP’로 표기하였다. 합성 라이브러리는 Global 
Foundry사의 65nm 공정을 이용하였다. 표 2에서 

PE(processing element)는 9개 또는 5개의 곱셈기로 이루

어져서 하나의 3x3 커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블록

을 의미하며, 이러한 PE가 16개 있는 것을 가정하였다.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을 위한 sparse 가속 회로(표2

에서 ‘Conventional sparsity’)는 가지치기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가속 회로(표 2에서 ‘No sparsity’)에 비

해 곱셈기의 개수가 9개에서 5개로 줄고 필요한 계수의 

개수도 9개에서 5개로 감소하므로, PE와 계수 버퍼

(Weight Buffer)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림 2에 

그려져 있는 9-to-1 MUX들을 모아 놓은 Activation 
MUX가 추가되고, MUX 선택신호를 저장하는 Index 
Buffer도 역시 추가된다.

CNN을 Conv-XP로 가지치기하면 sparse 가속 회로

에서 Activation MUX와 Index Buffer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에서는 가지치기의 패턴이 

없으므로 9개의 입력 데이터 모두로부터 1개의 데이터

를 선택하는 9-to-1 MUX가 필요했지만, Conv-XP에서

는 두 가지의 패턴 중 하나로 가지치기하므로 2-to-1 
MUX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Activation MUX 블록의 

크기가 약 25%로 감소된다. 그리고 MUX 선택 신호의 

비트 폭도 4 비트에서 1 비트로 줄어들고, 5개의 계수들

이 하나의 선택신호를 공유하므로 결국 20 비트에서 1 

비트로 줄어든다. 그 결과 Index Buffer의 크기가 약 

7.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Conv-XP를 

가정하면 sparse 가속 회로의 면적이 기존의 sparse 가속 

회로에 비해 약 12.8% 감소한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CNN의 Conv-XP 가지치기 기법을 제

안하였다. 기존의 가지치기 기법들이 가속 회로의 구조

를 고려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가속 회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패턴만을 이용하여 가지치기를 

하였다. 제안된 방식으로 가지치기된 CNN을 가정한 가

속 회로는 기존의 가속 회로들에 비해 낮은 복잡도를 가

진다. 가지치기 패턴에 제한을 가했음에도 대표적인 

CNN들에서 성능이 악화되지 않음도 보였다. 이 연구에 

이어서 가속 회로의 복잡도를 더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가

지치기 패턴에 대해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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