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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현재까지의 기계학습 혹은 비선형 신호 처리의 

경우 부동 소수점 연산을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 

여 수학적 분석에 근거한 알고리즘의 출력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히 작은 규모의 [1]. , , 

하드웨어에서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연구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은 다수, 

의 연산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2], 

스템과 같은 작은 규모의 하드웨어에서 실시간성을 

추구하는 분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3, 4].

따라서 전자공학과 컴퓨터 공학의 발전 과정에, 

서 비트 감소 계산 속도 개선 가용성 확장과 같은 , , , 

많은 공학적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처리 데이

터의 양자화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연구되

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기계학습 네[5, 6] 

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압축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다시금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학습이 완[7, 8]. , 

료된 기계학습 네트워크의 압축과 기계학습의 학습 

자체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으로 하는 수 체계의 차, 

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부동 소수점 기반의 기계학

습 결과 만큼의 성능을 학습 과정에서의 양자화를 

통해 구현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기계[9]. , 

학습에서 양자화 학습 방정식을 사용할 경우 경사 , 

도함수에 대한 양자화를 수학적으로 명확히 정의하

고 양자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목적함수를 사, 

용하는 동시에 학습 방정식으로 갱신된 다음 단계, 

에서의 가중치 벡터 역시 양자화된 값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양자화된 학습 방정식. 

은 기본적으로 유리수 체 위에서 정의되는 수 체계

임을 보이고 기계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최, 

급 강하법을 위한 경사 도함수 의 양자화(Gradient)

를 정의한다 정의된 양자화 경사 도함수는 양자화 . 

해상도에 따른 양자화 오차를 가지게 되며 가능한 , 

양자화 해상도를 기계학습에 적용 가능한 비선형 

최적화 문제에 대한 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에서는 양. 2

자화에 대한 수학적 정의와 기본 특성을 밝히고 양

자화 연산의 특성을 논한다 장에서는 장에서 정. 3 2

의된 양자화 연산을 바탕으로 양자화된 경사 도함수

의 필요성과 양자화된 경사 도함수를 유도한다 또. 

한 양자화된 경사 도함수 기반 학습 방정식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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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구현에 대하여 논한다. 4장에서는 유도된 양

자화 경사 도함수를 대표적인 비선형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여 강화 학습 등의 기계학습에 대한, 본 양자

화 경사 도함수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논한다.

Ⅱ. 양자화 및 주요 양자화 연산 정의

먼저 변수 의 양자화 정의를 위해 정수화를 

위한 아래 자리 수 버림을 (Round-off)정의한다 [10].

(1)

식 (1)에서 기호  는 자리버림 연산을 나

타내는 것으로서  보다 작은 정수 값중 가장 가까

운 값이다. 이에 의해 가우스 기호 (Gauss symbol)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의 반올림 연산을 로 정의하면, 자리 오차  

(round-off error)는 로 정의된다. 

양자화 연산을 정의하기에 앞서, 가우스 기호의 특

성을 알아본다. 임의의 양의 실수 은 밑수 

(Base)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3)

양자화 계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4)

여기서 양자화 계수 를 식 (3)에 곱하면 

(5)

식 (5)에 가우스 기호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6)

이때 소수 항의 존재 범위는  

이므로 다음의 관계를 얻는다.

(7)

그러므로 의 하한 (Infimum)은 다음과 같다.

(8)

이를 양자화 계수로 나누면, 하한과 상한은 각각 

식 (9),(10)으로 표현된다.

(9)

(10)

따라서,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11)

그러므로 연산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12)

만일,  대신 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반올

림을 위해 로 놓으면 식 (3)~(12)까지

의 논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식 (1), (2)

의 정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반올림 양자화 연

산을 정의한다.

(13)

식 (13)에서 는 양자화 계수로서 양자화의 수

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수준의 고정 소수점

으로 양자화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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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편의상 양자화 계수는 양의 정수로 놓는다. . 

양자화 오차를 알아보기 위해 식 을 다시 쓰면 (13)

다음과 같다.

(14)

식 에서 (14) 이지만, 이다 . 

따라서 는 단순히 정수화 이진화 양자화가 , 

아닌 고정 소수점 양자화를 의미한다 만일, . , 가 

충분히 커서 양자화 오차 분포에 대한 평균 값이 

되도록 하면 , 의 샘플 데이터 에 대하

여 다음이 성립한다, . 

(15)

경사 도함수 의 양자화 . (Gradient)Ⅲ

경사 도함수 양자화의 이론1. 

경사 도함수 양자화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

자에 의해 연구됐으며 대부분은 경사 도함수의 부

호를 가장 마지막 비트 (Least Significant Bit: 

로 취한 뒤 적절한 비례 값을 곱하는 방식으LSB) , 

로 경사 도함수의 양자화가 구현됐다 그러[1, 9]. 

나 이러한 접근법은 적절한 비례 값이 어떠한 값이 , 

되어야 하느냐에 크게 성능이 좌우될 수밖에 없으

며 적절한 비례 값을 찾는 것 자체가 많은 연산량, 

이 필요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의 경우를 살펴보면. 1 , 

먼저 어떤 실제 값 , 를 중점으로 반지름 를  

가지는 개구 (Open Ball) 에 접하는 직

각 다면체의 꼭지점을 의 양자화 값이라고 하자. 

경 사  도 함 수 를  로  놓 고 , 

이면 그림 과 같이 직각 다, 1

면 체 의  꼭 지 점  ,  ,  , 

의 개의 점이 양자화 방법론에 따라 양자4

화된 경사 도함수의 후보가 된다 이때 다음 학습. , 

을 위해 를 에서 적용하여 그림과 

같이 구해졌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림 에서 양. 1

자화된 의 값은 이 되었을 때 양

자화 오차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런데. , 의 양

그림 양자화된 경사 도함수 개념도1. 

Fig. 1 Conceptual Diagram of Quantized Gradient

자화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를 취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 의 

양자화 결과 의 경우 최적 양자화인 

가 되기 위해서는 가 선택되는 규

칙상, 보다 의 범위는 보

다 커야 한다 다른 두 점인 . , 의 

경우 방향으로  보다 큰 값 만큼 이 

동해야 한다 양자화 계수 혹은 적절한 양자화 비례. 

를 통해 이러한 값을 잘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각 꼭짓점에서 계산된 다음 단계의 양자화 경사 도

함수가 방향으로 구해진다고 볼 수 없다 . 

이 경우 적절한 양자화 오차 보상 알고리즘이 요구, 

되며 이는 기존의 양자화 기반 경사 도함수로 접, , 

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양자화 . , 

방범대신 수학적으로 엄밀한 검토를 통해 양자화 , 

경사 도함수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유추하게 되는 , 

양자화 오차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경사 도함수의 양자화를 유도하기 위하. 

여 다음의 명제와 가정 및 정의를 도입한다.

가정 임의의 1 : 와 연속함수 ,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인  

양의 실수 이 존재한다  [5].

(16)

정의 연속함수 1 : 에 대한 미분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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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명제 임의의 1 : 와 연속함수 , 

에 대하여 다음이 만족된다 [7].

(18)

정리 임의의 1 : 와 연속함수 , 

에 대하여 양자화 계수 , 

가 주어지고 단위 차분 벡 

터 가 로 주어질 경우 양자화 방 

향 도함수 는 다음과 같이 (Directional Derivation)

정의된다.

(19)

증명 단위 차분 벡터 : 와 양자화 계수 

가 가정과 같이 주이지면 미

분에 대한 차분을  , 로  

놓을 수 있고 이를 식 에 대입하면 (18)

(20)

(21)

식 에서 양자화된 방향 도함수의 후보를 얻(21)

을 수 있다 이것이 . →∞조건에서 미분 정의 

로 성립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식 에서 경사 (17) (21)

도함수와 단위 차분 벡터와의 내적을 이항하면,

그러므로

(22)

식 에서 (22) →∞ 이면 도함수  와 

양자화 방향 도함수 후보가 같다.

식 에서 식 까지 유도된 양자화된 방향 (20) (22)

도함수은 임의의 벡터간의 단위 차분 벡터에 대한 

도함수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경사 도함수로 정의하

기 위해 다음의 정리를 사용한다. 

정리 임의의 2 : 와 연속함수 , 

에 대하여 정리 과 같이 양자화 계수, 1

와 단위 차분 벡터 가 주어지고 단위 차분 

벡터의 성분 벡터 에 대하여 양자화 경사 도함수 

의 각 성분은 다음과 같다. 

(23)

증명 단위 차분 벡터의 성분 벡터가 : 이고  

각 성분 가 존재하여 를 만족하면 , 

단위 차분 벡터는 가 된다 여기서  . 

로 놓으면 방향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24)

에서의 양자화 미분을 생각해 보면

(25)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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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때 단위 차분 벡터의 한 성분 , 가 다음이면 

(27)

양자화 의 각 성분은 식 과 같다Gradient (23) .

정리 와 같이 양자화 경사 도함수가 정의되면2 , 

이를 사용한 학습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손실 목적함수 . , / 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28)

만일 목적함수내에   와 같은 함수가 있

어   →와 같다면 해당 목적함수를 혹은 , (2) 

과 같이 양자화한다 이때 양자화 계수는 밑수 (13) . 

의 거듭제곱으로 놓아 2 
      로 놓아 양

자화된 목적함수 가 되게 한다 여기서. , 

직교 좌표계에서의 단위 성분 벡터 로의 미분을 

생각하면 식 에 의해 다음이 유도된다(14), (23) .

(29)

그러므로 양자화된 경사 도함수는 식 에서 (29)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0)

식 을 사용하여 경사 도함수 기반 학습 방(30)

정식을 놓게 되면 다음과 같다.

(31)

식 을 사용할 경우 학습률 (31) , 에 의해 학습

결과인 이 양자화 되었는지 판별할 수 없다 그. 

런데 정리 의 결과로 경사 도함수의 각 성분은 양2

자화 계수 가 곱해졌기 때문에 학습률 를 양자

화 계수 의 역수에 대한 정수배로 다음과 같이 

놓는다.

(32)

이를 식 으로 정의된 경사 도함수의 각 성(23)

분에 곱하게 되면 다음 식과 같다. 

(33)

식 의 결과는 유리수 성분인 양자화된 경사 (33)

도함수의 최소 성분에 정수가 곱해지는 것이므로 

이 결과는 유리수가 되어 양자화가 학습 방정식을 

통해서도 유지된다 이때 학습 방정식이 목적함수. , 

를 최소화시키고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만족하기 위

한 조건으로 다음의 정리 이 필요하다3 . 

정리 목적함수가 유리수 위에 정의되고 가3 : , 

정 을 만족한다고 하자 이때 학습률 1 . 가 식 (33)

와 같이 정의될 때 학습률이 , 

을 만족하면 식 로 주어진 학습 방정식은 선형(31)

적으로 국소 수렴한다.

증명 가정 과 명제 로부터 다음 식을 얻는다: 1 1 .

(34)

목적함수 를 최소화 시키는 극점 (Limit 

Point) 이 존재하여 에 대하여 

이면 다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 .

(35)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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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식 를 식 에 대입하고 (35) (33) 의 관

계에서 이므로 이를 사용하 

면 다음과 같다.

(37)

식 은 (36) 와 에 대한 관계이므로 이를 

에 대한 것으로 확대한다 또한 . 
  이 

므로 

(38)

식 은 양자화된 경사 도함수 기반 학습 방(37)

정식이 의 수렴률로 선형 수렴함을 의미한다. 

실험결과. Ⅳ

본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대표

적인 비선형 최적화 문제인 로젠브록 함수의 최적

화 문제에 제안한 양자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로젠. 

브록 함수는 얇은 골짜기가 띠 형태로 존재하고 전

역 최소점 부근에서 다수의 국소 최소점을 가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각종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시험

에서 많이 사용된다 특히 골짜기 영역에서는 학습. 

률이 적절하지 않거나 알고리즘의 완비성이 떨어질 

경우 학습이 중단되거나 발산하게 된다 또한 특정 , . , 

시작점에서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발산하거나 학습, 

혹은 최소화가 중단되는 특징이 있다 실[11, 12]. 

험에 사용한 로젠브록 함수는 다음과 같다. 

(39)

식 의 경우 식 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38) (28)

게 되어 연속 입력과 양자화 입력 그리고 양자화, , 

된 경사 도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 . 

Log 

Qp
Qp

Best 

step

Cost 

(f(x))

Processing 

Time

Continuous 

Armijo Rule
2595 0.0002 1.22616 

3 8 5 0.7900 0.00066 

4 16 6 0.7838 0.01294 

5 32 10 0.2823 0.01990 

6 64 8 0.1309 0.01855 

7 128 12 0.1238 0.02729 

8 256 23 0.1209 0.02895 

9 512 78 0.0848 0.05608 

10 1024 254 0.0345 0.14525 

11 2048 118 0.0054 0.07761 

12 4096 664 0.0025 0.39525 

13 8192 826 0.0004 0.43305 

표 양자화 계수에 대한 최적화 성능 비교1. 

Table 1. Comparison of Optimization Perfoman 

with respect to Quantization Parameter

의 경우 최소점은 (38) ,  ∈이며 이때 함수값

은    이다 알고리즘의 시작점은 알고리즘 . 

실패가 잘 일어나는  를 사용하였다. 

한편 본 양자화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 

최적화 알고리즘은 경사 하강법을 직접 사용하는 

비선형 최적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을 사용한다Armijo Rule .

(40)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드웨어는 삼성 . 

코어 를 탑재한 Exynose-5 8- CPU 83x32 (mm) 

크기의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였다 동 시스템의 . 

는 에서 동작하는 코어와 CPU 2GHz ARM A15 4-

에서 동작하는 코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1.3GHz A7 4

로 동작하는 의 메모리를 933MHz 2GByte LPDDR3 

탑재하고 를 , eMMC 5.0 HS4000 Flash Memory

저장 장치로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환경은 먼저. , 

는 우분투 이며 에서 OS 18.04 LTS Python 3.7

및 라이브러리를 사용 본 실험을 위numpy Scipy , 

한 코드를 작성하였다 표 에서 양자화 계수 . 1 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먼저 는 . Log QP 에 필요

한 비트 수이고 는 실제 값이다 표 에서 QP . 1 Best 

은 실제 최소값에 도달하기까지의 반복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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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며 값은 알고리즘이 찾은 최소 (Iteration) , Cost

로젠브록 함수값이다 실험결과 양자화 계수 . , 가 

즉 가 로 비트가 필요한 경우4096 , Log QP 12 12 , 

로젠브록 함수값은 이다 해당 는 로젠0.0025 . Cost

브록 함수 테스트에서 전역 최소값에 대하여 0.3%

이내의 값으로 수렴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함, 

을 의미한다 또한 전역 최소값에 대하여 이. 0.3% 

내를 만족하는 비트 수 는 12 QSNR (Quantized 

에서Signal Noise Ratio) 6dB/Bit Rule [1, 13] , 

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부동 소수점 연산과 큰 72dB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에서 . 1 12, 

비트 양자화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양자화시 반복13

회수가 부동 소수점 결과 대비 정도25.6%~31.8% 

이다 이 영향으로 속도는 각각 배 빨라진. 2.83~3.1

다 이는 부동 소수점을 사용한 경사 도함수 기반 . 

학습 방정식에서 약 이상의 반복회수가 사실상 70%

무의미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양자화 연산을 통, 

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적절한 양자화 오차 보, 

상 방법이 구현되면 부동 소수점 연산기 없이 대규, 

모 신경망 하드웨어를 임베디드 시스템에 구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 론. Ⅴ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및 비선형 신호처리 등

의 최적화 문제에서 사용되는 경사 도함수의 효과

적인 양자화 방법과 구현 방법을 논하였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경사 도함수의 양자화 방법과 구현 방

법은 기존의 미분 정의와 정합함을 수학적으로 증

명하였으며 양자화된 학습 방정식을 세울 경우 학, 

습률의 의미와 학습 방정식에 양자화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매 반복마다 학습 결과도 양자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수학적 증명과 함께 구현 되었다. 

또한 본 양자화된 경사 도함수 기반 학습 방정식이 , 

선형으로 수렴함을 증명하였다 실험결과는 제안한 . 

방법의 유효성이 충분한 크기의 양자화 계수에서 

나타남을 보이며 부동 소수점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 빠른 탐색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 

험 결과는 단순 경사 도함수를 사용한 학습에는 최

소 비트의 비트량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12

는 양자화 오차로 인한 잘못된 학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므로 양자화 오차로 인한 . , 

최적화 성능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요

구된다.

References



8 기계학습을 위한 양자화 경사도함수 유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10] J. Seok, J. Kim, “Study on Quantized

Differentiation for Machine Learning in an

Embedded System”, Proceedings of IeMeK

Symposium on Embedded Technology 2019,

pp. 11-14, 2019

[11] S. Boyd, L. Vandenberghe, Convex

Optim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4

[12] M.S. Bazaraa, H.D. Sherali, C.M. Shetty,

Nonlinear Programming:Theory and

Algorithms. Wiley-Interscience, New Jersey,

2006

[13] D. Jimenez, L. Wang, Y. Wang, "White

Noise Hypothesis for Uniform Quantization

Errors", SIAM Journal on Mathematical

Analysis, Vol. 38, No. 6, pp. 2042-2056, 200

7.

Jinwuk Seok (석 진 욱)

He received the B.S. 

and M.S. degrees in 

electrical control 

engineering, Seoul, 

Korea in 1993 and in 

1995, respectively, and 

the Ph.D.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also Seoul, Korea 

in 1998. He has been a principal 

members of engineering staff a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in Korea since 

2000 and an adjunct professor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department a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in Korea since 2009.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video 

compression, machine learning, and 

stochastic nonlinear control. 

Email: jnwseok@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