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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럴 네트워크 모델 자동 경량화 임워크
(Automatic Convolution Neural Network Model Compression 

Framework for Resource-Constrained Embedded Systems)

정 종 훈
†
     이 다 솜

†
     정 석

†
     양 회 석

††

         (Jonghun Jeong)       (Dasom Lee)       (Hyeonseok Jung)     (Hoeseok Yang)

요 약 최근 다양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을 사물인터넷과 같은 자원제약이 심한 내

장형 시스템에서 직  동작시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내장형 시스템은 연산 속도와 메모리가 

매우 제한 이기 때문에 동작시킬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크기가 제약되고 실시간성을 만족하지 

못 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메모리와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만

족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경량화하고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서 수행 가능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임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행시간과 메모리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진 STM32 Nucleo 보드들에 맞게 경량화 하 다.

키워드: 사물인터넷 장치, 내장형 시스템, 마이크로 로세서,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경량화, 필터 

루닝

Abstract Recently, attempts have been made to directly execute variou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pplications in resource-constrained embedded systems such as IoT. However, since 

embedded systems have limited computational capability and memory, the size of the neural network 

model that can be executed is restricted and may not satisfy real-time constrai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amework that automatically compresses a given neural network model to satisfy 

memory and execution time requirements and automatically generates code that can be executed on 

the target embedded system. Using the proposed framework, we demonstrate that the given neural 

network models can be automatically optimized for two STM32 Nucleo series boards with different 

HW specifications for various execution time and memory requirements. 

Keywords: internet-of-things device, embedded system, microprocessor,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compression, filter pr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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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홈, 헬스 어 등의 사물인터넷(Internet-of- 

Things, IoT)의 확산에 따라 내장형 시스템 장치의 수

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제약이 심한 

내장형 시스템에서 뉴럴 네트워크 응용을 원활하게 구

동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를 들어 이미지 분류,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 기

반 응용 로그램을 내장형 시스템에서 구동시키려는 시

도가 증가하고 있다[1].

일반 으로 자원제약이 심한 시스템에서 연산이 복잡

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큰 뉴럴 네트워크의 구동은 오

로딩 방식으로 처리된다. 즉, 데이터가 내장형 시스템으

로부터 고성능 CPU, GPU 그리고 가속기와 같은 하드

웨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송되어 원격으

로 처리된다. 내장형 시스템 장치는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송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추론을 수행한 후 내장형 시스템 

장치로 추론 결과를 송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2]은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원격 서버 상태  

네트워크 통신 기시간에 따라 뉴럴 네트워크 추론 속

도가 하되어 실시간성을 해칠 수 있다. 한 내장형 

시스템 장치의 수가 증가할수록 잦은 통신이 일어나 추

가 인 시간 지연이 일어나며 력 소모가 커지는 단

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 내장형 시스

템 장치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직  동작시키려는 다양

한 연구가 제안되었다[3,4].

데이터 소스, 즉, 내장형 시스템 장치에서 데이터를 

직  처리하는 방식을 에지 컴퓨 (Edge computing)[5]

이라고 한다. 에지 컴퓨 은 클라우드와 내장형 시스템 

장치 사이의 통신 빈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데이터 통신

에 소비되는 력과 시간을 인다. 하지만 일반 으로 

에지 컴퓨 에서 사용하는 내장형 시스템 장치는 메모

리 자원이 한정 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뉴럴 네

트워크 모델의 크기가 제한 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장

형 시스템은 일반 으로 연산 속도가 느리고 뉴럴 네트

워크 모델의 크기에 따라 연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

어진 수행시간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어떻게 변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문가의 직 과 경험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가 보장된 상 으로 

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서 요구

하는 메모리와 수행시간을 만족하도록 자동으로 경량화

하고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서 수행 가능한 코드를 자동

으로 생성하는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임

워크는 ARM Cortex-M 시리즈와 같은 자원이 제약된 

내장형 시스템을 상으로 제안하는 임워크를 통해 

동작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워크는 상으로 하는 

내장형 시스템에서 로 일링을 이용하여 뉴럴 네트워

크 모델의 수행시간을 측하고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로 일링을 통한 수행시간 측

은 실제로 동작할 때,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하여 수

행시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로 일링

을 통한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도출한 뒤 실제 수행 

에는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항상 만족하도록 실시간 모

니터링을 통하여 경성실시간성(Hard real-time)을 맞추

는 DeepRT[6]와 같은 연구도 있다. 하지만 DeepRT는 

CPU/GPU의 주 수(Frequency) 조 이 가능한 고성능

의 내장형 시스템을 상으로 한 연구이다. 우리가 상

으로 하는 IoT와 같은 서양 내장형 시스템에서는 동

 주 수 할당이 어려워 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임워크는 연성실시간성(Soft real-time)과 메모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뉴럴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 생성

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1)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수행시간을 측하는 기법과, 2) 필터 

루닝(Filter pruning)[7]을 용하여 정확도 감소를 최

소화하며 메모리와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량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

고 3) 도출된 경량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고정 소수  

양자화(Fixed point quantization)[8] 기법을 활용하여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서 동작 가능한 값으로 변환하고 

동작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 한 배경지

식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 자동 경량화 임워크

를 설명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제안하는 임워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내장형 시스템과 뉴럴 

네트워크들에 한 실험 결과를 서술하고 6장에서 결론

을 내린다.

2. 련 연구

타겟 보드에 맞게 머신 러닝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

는 방법들은 지속 으로 연구되었다. 그 표 인 연구

들로 CaffePresso[9], Tensorflow Lite[10], TensorRT 

[11]가 있다. CaffePresso는 Caffe[12]가 기반인 이미지 

분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 맞게 

에 지 소비와 응답시간을 최소화하는 코드로 자동 생

성한다. Tensorflow Lite는 Tensorflow[13]가 기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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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상으로 양자화와 루닝 같은 

경량화를 지원하며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 최 화된 코

드를 자동 생성한다. TensorRT는 다양한 AI framew-

ork에 해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서 GPU연산에 최 화

된 코드를 자동 생성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비교  

자원이 풍부한 고성능 내장형 시스템1)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제약이 심한 사양 내장형 시스템에 용

하기 어렵다. 일반 으로 사양 내장형 시스템은 가용 

메모리가 수십에서 수백 KB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일반

으로 알려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그 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자원제약이 심한 사양 내장형 시스템을 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최 화하는 TF-Net[14]과 같은 연구

도 있다. TF-Net은 명령어 집합(Instruction set 

architecture) 확장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의 수행시간과 

메모리를 최 화한다. TF-Net을 용하기 해서는 명

령어 집합 확장이 필수 이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워크는 명령어 집합 확장이 필요 없도록 기존 명

령어 집합에서 제공하는 명령어(Instruction)만 활용하

도록 한다.

앞선 연구들은 실시간성을 한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성실시간성을 한 수행

시간 요구사항과 메모리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경량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하여 자원이 제약된 내

장형 시스템에 용하도록 하 다.

Deepthings[3]는 타겟 내장형 시스템 메모리보다 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자원이 제약된 내장형 시스템에 

여러 개로 나 어 수행시키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Deep-

things는 큰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내장형 시스템

에서 수행시키기 해 뉴럴 네트워크를 병렬처리 가능

한 여러 개의 태스크로 분할한다. 분할된 태스크는 런타

임에 동 으로 여러 개의 내장형 시스템에 할당되어 수

행됨으로 반 인 수행시간이 감소한다. 하지만 Deep-

things는 여러 개의 내장형 시스템에서 뉴럴 네트워크

를 동작시키기 때문에 내장형 시스템 간 통신이 필수

이므로 통신이 원활한 지역에서만 용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하나의 내장형 시스템 장치에서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경량 뉴럴 네트워크를 수행시키도

록 하 다.

1) 기존 연구들의 타겟 내장형 시스템 

(가) Tensorflow Lite: Arm 64, Raspberry Pi, Mobile Device 

(나) TensorRT: NVIDIA Jetson series, Tesla GPUs  

(다) CaffePresso:

NVIDIA Jetson Tx1: DRAM(4GB), frequency(1.9GHz) 

T1 Keystone Ⅱ DSP: DRAM(2GB), frequency(1.4GHz) 

Parallella: DRAM(1GB), frequency(667MHz) 

Xilinx ZC706: DRAM(2GB), frequency(667MHz)

뉴럴 네트워크 경량화 방법에 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표 인 연구로 SSL(Structured Sparsity 

Learning)[15]이 있다. SSL은 구조  희소성 학습을 통

해 정규화된 경량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정확도를 

유지하고 수행시간을 최소화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SSL

은 경량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크기를 측할 수 없어 

메모리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우리의 연구에 용

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맨 앞과 후반부의 이어는 루

닝에 따른 정확도 감소가 작기 때문에 맨 앞과 후반부

의 이어만 동일한 비율로 루닝하는 연구도 있다[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원제약 내장형 시스템의 메모

리 요구사항을 맞추기 해 90% 이상의 비율로 루닝

하기 때문에 모든 이어에 해 루닝을 진행해야 메

모리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다. 한 모든 이어에서 

동일한 비율로 루닝을 진행할 경우 희소성(Sparsity)

이 낮은 이어에서 많은 필터가 제거되어 정확도 감소

가 크다. 정확도 감소를 최소화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루닝 방식을 이용한다.

자원이 제약된 내장형 시스템에서 특정 뉴럴 네트워

크 응용을 특화 는 최 화하여 동작시키는 연구들도 

진행되어왔다[16,17]. 해당 연구들은 특정 뉴럴 네트워크

에 의존 인 기법이므로 내장형 시스템에 그 로 용

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임워

크는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에 용 가능

하며, 최 화된 모델에 한 코드 생성까지 지원한다.

3.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임워크에서 사용한 CMSIS- 

NN[4]과 필터 루닝 기법[7]에 하여 소개한다.

3.1 CMSIS-NN

CMSIS(Cortex Microcontroller Software Interface 

Standard)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ARM Cortex-M 

로세서에서 동작 가능한 표  소 트웨어 라이 러리를 

정의한 소 트웨어 커 이다. CMSIS에는 디버깅, DSP 

등 다양한 라이 러리가 존재한다. 최근 뉴럴 네트워크

를 ARM Cortex-M 로세서에서 동작하려는 요구사항

이 늘어남에 따라 표  뉴럴 네트워크 라이 러리인 

CMSIS-NN을 정의하 다.

CMSIS-NN은 뉴럴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의 수행시

간과 동작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동작할 수 있는 

라이 러리이다. CMSIS-NN은 SIMD(Single Instruc-

tion Multiple Data) 연산을 활용하여 뉴럴 네트워크 함

수들의 성능을 개선하 다. CMSIS-NN의 수행시간 개

선 효과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표 1은 CMSIS-DSP

에 일반 인 C로 정의된 뉴럴 네트워크 함수들과 

CMSIS-NN의 최 화된 함수들에 하여 서로 다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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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 인 C와 CMSIS-NN의 수행시간 비교(ConvNet)

Table 1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between plain C 

and CMSIS-NN(ConvNet)

Cortex-M4 Cortex-M7

Plain C CMSIS NN Plain C CMSIS NN

Execution 

time (ms)
588.08 205.37 176.67 62.58

그림 1   표  기법

Fig. 1   Format

능을 가진 보드에서 ConvNet[4]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동작시켜 추론에 걸린 수행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

정 결과 CMSIS-NN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2.8배 이상

의 속도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임워크는 타겟 내장형 시스템에서 동작할 코드

를 생성할 때, 효과 으로 동작할 수 있는 CMSIS-NN

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한다.

CMSIS-NN은 고정소수  양자화를 용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다. 일반 으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학

습단계에서 부동소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지만 추론 

단 계에서는 양자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도 정확도 손

실이거의 없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8,18]. CMSIS-NN에서는 8-bit, 16-bit 양자화를 지원

하며, 고정소수  숫자 형식으로 그림 1과 같은   

표  기법을 사용한다. n은 정수를 표 하는 비트 수이

며, m은 소수 을 표 하는 비트 수이다. 한정된 비트 

수에서 n과 m의 길이는 정확도에 큰 향을 미치기 때

문에 n과 m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요하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탐색 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탐색하기 한 기법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표  기법의 n과 m

의 길이를 효과 으로 탐색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4.3장

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2 필터 루닝(Filter pruning)

루닝(Pruning)[19]이란 표 2와 식 (1)로 정리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각 뉴런이 나타내는 정보

인 가 치(Weight)  결과에 미치는 향이 은 가

치를 제거하여 네트워크의 크기를 이는 경량화 기법

이다.

       
  

  


  

   


  

  

  ×   

 ≤     ≤     ≤   

 

표 2 뉴럴 네트워크의 변수 요약 설명

Table 2 Summary of variables in neural network

Variable Description

 # of input feature map channels of   layer

 Input feature map height/width of   layer



# of 3D kernels in   layer

(# of output feature map channels of   layer)

 Output feature map height/width of   layer

 Filter height/width of   layer

일반 으로 루닝은 식 (2)와 같은 가 치 루닝

(Weight pruning)[19]을 사용한다.  은 가 치의 댓

값이 작은 인덱스는 0, 나머지는 1인 마스크이고  ′는
가 치인  에서 댓값이 작은 가 치만 0으로 바  가

치이다. 가 치 루닝을 사용할 경우 기존 네트워크

가 희소 네트워크(Sparse network)의 형태로 변경된다.

 ′   ×  (2)

본 논문에서 뉴럴 네트워크 연산에 사용하는 CMSIS- 

NN은 SIMD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동작하기 해 집 네트워크(Dense network)만 지원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집 네트워크 형태로 루닝

하는 필터 루닝 기법을 사용하 다. 필터 루닝은 결

과에 미치는 향이 은 커 들을 제거함으로써 네트

워크의 크기를 이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에 

미치는 향이 은 커 을 찾기 해 식 (3)으로 나타

나는 L2 norm을 계산하고 작은 값을 갖는 커 을 제거

하여 네트워크를 경량화한다.

  



  

 


  

 


  

 


   ≤   (3)

알고리즘 1은 그림 2와 같이 L2 norm을 기 으로 하

는 필터 루닝 방식이다. 입력으로써 루닝할 모델

(model), 제거할 이어(layer), 제거해야 하는 커  수

(p_i)를 받는다(line 1). 그 후 제거할 이어에 모든 커

에 하여 L2 norm을 계산한다(line 5∼7). 계산한 

L2 norm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커 을 찾아(line 9) 

해당 커 과 이에 매칭되는 Bias를 제거하고(line 10∼

13) 매칭되는 다음 이어의 채  혹은 Fully Conneted 

이어의 가 치를 제거한다(line 13∼18). 에 과정을 

제거해야 하는 커  수만큼 반복한다(line 8∼19).

필터 루닝을 진행하고 나면 커 과 채 의 수가 감

소하여 식 (1)에서 커 과 채 에 크기인  가 감소

한다. 따라서 연산량과 가 치의 양이 감소하고 i번째 

이어에서 개의 커 을 제거하면 감소하는 가 치의 

양 은 식 (4)로 표 할 수 있다. 필터 루닝 직후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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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 자동 경량화 임워크 개요도

Fig. 3 An overview of the proposed automatic convolution neural network model compression framework

알고리즘 1 필터 루닝

Algorithm 1 Filter pruning

1.  Input : model, layer, # of kernels to remove (p_i)

2.  Output : compressed network

3.  W[K][C][KH][KW] = model[layer][‘weight’]; //Table 2

4.  B[K] = model[layer][‘bias’];

5.  For k=0 to K do

6.     L2_norm[k]=L2(k); // Equation (3)

7.  EndFor

8.  For count=0 to p_i do

9.     min_index = index(min(L2_norm));

10.    remove_kernel(W, min_index);

11.    remove(B, min_index);

12.    remove(L2_norm, min_index); 

13.    If  layer != Last_Layer then

14.       remove_channel(Next_Layer[‘weight’],min_index);

15.    EndIf

16.    If  layer == Last_Layer then

17.       remove_fc(fc, min_index);

18.    EndIf

19. EndFor

20. Return model;    

 

그림 2 필터 루닝 동작 개요도

Fig. 2 An overview of filter pruning

는 학습된 커 들 사이에 연 성이 깨짐으로 낮은 정확

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재학습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정확도를 회복한다.

     × ×     ×   ×  

(4)

4. 경량 뉴럴 네트워크 자동 생성 임워크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뉴럴 네트워크 경량

화 임워크의 체 인 동작 개요도이다. 제시하는 

임워크는 자동 로 일링(Auto profiling)에서 생

성한 로 일링 모델(Model of profiled execution 

time)을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네트워크를 

자동 경량화(Auto network compression)하고 경량화된 

네트워크(Compressed network)에 맞춰 코드를 생성한

다(Auto code generation).

4.1 자동 로 일링

자동 로 일링 단계는 경량화 단계에서 뉴럴 네트워

크 모델의 수행시간을 측할 수 있도록 pre-trained 네

트워크 모델의 수행시간을 자동으로 로 일링한다. 타

겟 보드와 시리얼 통신을 통해 샘 링 지 에 한 시간

을 측정한 후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로 일링은 컨볼루션, 풀링, 

Relu, Fully-connected 이어에 해 각각 수행한다.

CMSIS-NN 코드는 일반 으로 다  for 문 내부에

서 SIMD 연산이 수행되도록 구 되어 있다. 따라서 i

번째 이어에서 한 커 에 한 SIMD 연산의 수행 횟

수는  × ×와 같다. 필터 루닝은 을 변화시

키므로 다양한 에 한 연산 수행시간을 측정한다. 

기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의 최댓값에 따라 샘

링 지 을 10∼15개로 설정하 다. 1차식과 2차식  

샘 링 결과와 오차가 가장 작은 차수를 선택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한다. 회귀 분석을 해 python의 linear_ 

model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회귀 분석 결과로 얻은 식의 계수와 차수는 XML형

태로 장하여 경량화 단계로 달한다.

VGG7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연산에 해 로 일링

을 수행하는 경우 그림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VGG7 네트워크에서 최  채  개수는 세 번째 이어

에서 256개이므로 0∼256 범  내에서 샘 링한다. 채

의 개수가 상 으로 작은 경우, 수행시간이 매우 작

아 로 일링 결과의 오차가 크기 때문에 샘 링 간격

을 작게 설정하 다. 경량화 단계에서 채 이 128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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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2 제안하는 반복 루닝

Algorithm 2 Proposed iterative pruning

1.  Input : memory requirement, execution time requirement, 

pretrained_model, pruning unit, max_step, check_step

2.  Output : compressed network

3.  light_model = pretrained_model;

4.  Layer = getNextLayer(light_model);

5.  threshold_count = 1;

6.  While (!isCheckRequirement(light_model)) do

7.     new_model = FilterPruning(light_model, Layer, pruning_unit);

        // Algorithm 1 

8.     For step=1 to max_step do

9.        retrain_model(new_model);

10.       If  step%check_step == 0 then 

11.         Acc = check_accuracy(new_model);

12.          If Acc >= (T_ACC-threshold*threshold_count) then

13.             light_model = new_model;

14.             T_ACC = ACC;

15.             break;

16.          EndIf

17.       EndIf

18.    EndFor

19.    If  step == max_step then

20.      Layer = getNextLayer(light_model);

21.    EndIf

22.    If  isAllLayerFilterPruningFail(light_model) then

23.      threshold_count = treshold_count+1;

24.    EndIf

25. EndWhile

26. Return light_model;

그림 4 컨볼루션 연산 로 일링 시

Fig. 4 An example of convolution operation profiling

컨볼루션 연산의 수행시간을 측하는 경우, 그림 4의 

식을 통해 8.15us를 도출할 수 있다.

4.2 뉴럴 네트워크 경량화

뉴럴 네트워크 경량화 단계에서는 로 일링 모델을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3.2장에서 언 한 필터 

루닝으로 네트워크를 경량화한다.

네트워크에서 희소성(Sparsity)이 높은 이어는 많은 

커 을 제거하고 희소성이 낮은 이어는 은 커 을 

제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2와 같은 방식에 

반복 루닝(Iterative pruning)기법[20]을 용하 다.

반복 루닝은 입력받은 일정한 수의 커 을 제거하고 

재학습을 반복하는 루닝 기법이다. 앞단의 이어부터 

순차 으로 필터 루닝과 재학습을 진행한다. 재학습을 

진행할 때, 재 경량화 모델로 장되어있는 네트워크 

정확도에 임계 값(threshold) 이내로 회복한 경우(line 

12) 해당 이어에 해 다시 제거와 재학습을 반복한다

(line 7∼18). 재학습이 끝날 때까지 정확도에 임계 값 

이내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거하 던 커

을 복구한 뒤, 다음 이어에서 루닝을 진행한다

(line 19∼20). 하지만 체 이어에서 모두 정확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확도에 임계 값을 증가시킨다(line 22∼

23). 이러한 과정은 체 네트워크에서 결과에 미치는 

향이 은 이어를 별하며 커 을 제거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루닝할 때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재학습이 끝날 때마다 경량화된 뉴럴 네트

워크 모델의 가 치 수와 버퍼 크기를 계산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구한다. 동시에 자동 로 일링 과정에서 도

출한 수행시간 모델을 이용하여 상 수행시간을 계산한

다.이를 통해 메모리와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량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4.3 자동 코드 생성

코드 생성 단계에서는   기법에서 n, m을 탐색하

여 양자화 가 치를 생성하고, 경량화 모델 련 변수, 

main 코드를 생성한다.

우선, 각 이어에서 가 치와 feature map을   

표 으로 나타내기 해 n과 m을 결정한다. 이때 모든 

이어마다 n, m은 다를 수 있다. 정해진 가 치와 

feature map의   표 에 따른 n, m에 한 변수를 

이어마다 계산하고 장한다.

  표  기법에서 최 의 n과 m을 탐색하기 해

서는 가능한 모든 n, m을 입하여 추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 탐색 방법의 시간복잡도는 뉴럴 네트

워크 모델의 이어 개수가 N일 때  로 나

타난다. 이는 이어가 증가할 때마다, 양자화 비트 수

가 늘어날 때마다 기하 수 으로 늘어남으로 실제 

용하기 어렵다. 시간을 이기 한 방법으로 가 치와 

feature map의 최댓값  최솟값에 따라 이를 표 할 

수 있는 n, m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추론을 한 

번만 수행하면 되므로 의 시간복잡도를 갖지만, 정

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체 탐색 방법보다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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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GG7과 DS-CNN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첫 

번째 이어의 n에 따른 정확도 변화

Fig. 5 Accuracy analysis for VGG7 and DS-CNN 

with varying n for the first layers

그림 6 8bit 양자화 가 치 시

Fig. 6 An example of 8-bit quantized weight

표 3 i번째 이어에 해 생성되는 매크로 변수

Table 3 Macro variables generated for the   layer

Layer type Variable Value

Convolution 

/ Pooling

i_IN_X 

i_IN_Y 

i_IN_CH 

i_KX 

i_KY 

i_SX x stride

i_SY y stride

i_PX x padding

i_PY y padding

i_OUT_X 

i_OUT_Y 

i_OUT_CH 

Fully

Connected

FC_i_DIM
FC_i-1_DIM /

  ×   × 

FC_i_OUT # of classes

댓값  최솟값을 통한 탐색 방법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n, m 탐색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n, m 탐색 기법은 각 이어의 정확도를 최

화하는 n을 순차 으로 선택하는 기법이다. 그림 5는

VGG7과 DS-CNN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첫 번째 이

어에 하여 n을 0부터 7까지 변화시키며 정확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 VGG7과 DS-CNN 모두 트 이닝 셋에 

한 Top-1 정확도를 나타낸다. 해당 이어에서 최댓값 

 최솟값에 따라 n을 탐색하면 VGG7은 5, DS-CNN은 

7로 결정된다. 이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가 

최 인 지 이 아니며, 정확도가 최 인 n은 VGG7에서 

2, DS-CNN에서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n, 

m 탐색 기법의 시간복잡도는 이며 체 탐

색 방법보다 시간복잡도를 크게 이고 최댓값  최솟

값을 통한 탐색 방법보다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8-bit 양자화를 하는 경우, int8 형태로 가 치와 바

이어스를 장한다. n이 3, m이 4로 정해졌을 때 한 가

치의 값이 그림 6과 같다고 하자. 그림 6의 가 치 실

제 값은 6.75이지만 가 치를 장할 때 소수 형태가 아

닌 정수 형태 108로 장한다. 모든 이어의 가 치와 

바이어스에 하여 헤더 일로 생성한다.

경량화 모델 련 변수는 컨볼루션, 풀링, Fully 

Connected 이어에 한 정보이다. 입력으로 받은 경

량 모델을 기반으로 모든 이어에 해 표 3과 같은 

매크로 변수를 가진 헤더 일을 생성한다.

main 코드를 생성할 때 앞서 생성한 양자화 변수 헤

더 일과 네트워크 모델 련 헤더 일을 사용하여 가

치와 바이어스를 1차원 배열 형태로 생성한다. 모든 i

에 해 가 치는  × × ×  크기를 갖는 1차원

배열, 바이어스는   크기를 갖는 1차원 배열 형태로 생성

한다. 다음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각 이어에 한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CMSIS-NN 함수 기반으로 생성한다.

5. 실험

5.1 실험 환경

제안하는 임워크를 검증하기 해 사양의 내장형 

시스템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내장형 시스템은 

Cortex-M7을 사용하는 NUCLEO F746ZG와 Cortex-M4

를 사용하는 NUCLEO F411RE로 표 4와 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

임워크에 용한 네트워크는 표 5와 같이 Cifar-10 

데이터 셋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어 리 이션인 VGG7

네트워크[21]와 Google speech 데이터 셋을 이용한 음

성 키워드 검색 어 리 이션인 DS-CNN(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Neural Network)[17]이다.

VGG7과 DS-CNN은 크기가 4372KB, 2042KB에 큰

표 4 실험에 사용한 내장형 시스템의 성능

Table 4 HW specifications of embedded system used 

for the experiment

Board NUCLEO F746ZG NUCLEO F411RE

Core

ARM®32-bit

Cortex®-M7 CPU

with FPU

ARM®32-bit

Cortex®-M4 CPU

with FPU

Frequency 216 MHz 100 MHz

Flash 1MB 512KB

SRAM 320KB 1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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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에 사용된 뉴럴 네트워크

Table 5 Neural networks used for the experiment

Network VGG7 DS-CNN

# of Layer 4 6

# of Kernel 64-128-256-256
276-276-276-276-

276-276

Memory 4372KB 2042.32KB

Accuracy 89.38% 94.97%

Dataset CIFAR-10 Google speech

네트워크로 메모리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하는 내장형 

시스템에 직  올리지 못하여 경량화를 이용하여 네트

워크 크기를 여야 사용가능하다. 한 실험에서 측정

한 모든 정확도는 테스트 셋에 해 Top1 정확도를 측

정하 다.

5.2 실험 결과

5.2.1 메모리 제약

우선, 제안하는 임워크가 메모리 요구사항에 맞게 

동작하는지 검증하 다. NUCLEO-F746ZG의 메모리 

요구사항은 320KB, NUCLEO F411RE의 메모리 요구

사항은 128KB으로 설정하여 제안한 임워크를 동작

시켰다. 의 n, m값은 4.3장에서 제안한 n, m 탐색 

기법을 용하 다.

실험 결과 표 6과 같이 메모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도

록 경량화하 다. 86.05%∼97.52% 정도 메모리 사용량

이 감소하 지만 정확도는 기존 네트워크보다 0.72%∼

4.22% 감소하 다. 경량화 된 네트워크의 메모리가 정

확하게 320KB, 128KB가 아닌 이유는 CMSIS-NN에서 

제공하는 최 화된 SIMD연산을 사용하기 해 커 의 

크기를 4의 배수로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5.2.2 루닝 방식 비교

4.2장에서 소개한 반복 루닝을 이용하여 경량화한 

모델(Iterative)과 한 번에 루닝한 모델(One-shot), 기

존 연구[7]처럼 동일한 비율로 한 번에 루닝한 모델

(Equal ratio)을 비교 실험하 다. 실험은 각각의 루

닝 기법에 하여 NUCLEO-F746ZG의 메모리 크기에 

맞춘 결과에서 고정 소수  양자화를 하지 않고 루닝

만 용된 간 결과(Compressed network)를 이용하

여 루닝 기법에 따른 정확도 손실을 비교하 다. 따라

서 모든 네트워크의 가 치는 1개당 32bit이다.

반복 루닝한 모델(Iterative)은 VGG7이 1240.32KB, 

DS-CNN은 1139.8KB의 메모리를 가진다.

한 번에 루닝한 모델(One-shot)은 반복 루닝한모

델과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도록 한 번에 경량화를 

수행하 다.

동일한 비율로 루닝한 모델(Equal ratio)은 VGG7의 

경우 각 이어별로 48.4%의 커 을 제거하여 1296.8KB

표 6 메모리 요구사항에 따른 정확도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obtained accuracies for different 

memory requirements

Network

Target 

Embedded 

System

Memory

(Reduction)

Accuracy

(Loss rate)

VGG7

NUCLEO 

F746ZG

310.08KB

(92.91%)

88.16%

(1.36%)

NUCLEO 

F411RE

108.25KB

(97.52%)

86.8%

(2.88%)

DS-CNN

NUCLEO 

F746ZG

284.95KB

(86.05%)

94.29%

(0.72%)

NUCLEO 

F411RE

108.63KB

(94.68%)

90.96%

(4.22%)

그림 7 루닝 방식에 따른 정확도 손실 비교

Fig. 7 Comparison of accuracy losses for different Pruning 

Methods

의 메모리를 가지고 DS-CNN은 각 이어 별로 28.3%

의 커 을 제거하여 1159.8KB의 메모리를 가진다.

실험 결과, 그림 7과 같이 VGG7과 DS-CNN 모두 

반복 루닝의 정확도 손실이 제일 었다. 한 번에 

루닝한 모델(One-shot)은 반복 루닝한 모델과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한 번에 많은 커 을 제거하기 때

문에 L2 norm이 큰 요한 커 이 제거 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도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한 모든 이어

에 해 동일한 비율로 루닝한 모델(Equal ratio)은 

반복 루닝한 모델보다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희

소성(Sparsity)이 높은 이어와 낮은 이어 모두를 동

일한 비율로 제거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낮은 이어에

서 요한 커 이 제거되어 정확도의 감소를 보인다. 본 

실험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반복 루닝에서 맨 앞과 

후반부의 이어가 많이 제거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연구[7]에서는 VGG16 네트워크를 이어 별로 루닝

하여 정확도 감소를 비교 실험하 다. 실험 결과 맨 앞

을 제외한 반부의 이어는 정확도에 감소가 크게 나

타났다. 해당 논문에서는 반부 이어의 출력 특성맵

(Feature map)이 넓기 때문에 한 개의 채 에 많은 정

보가 있어 루닝으로 인한 정확도 감소가 크다고 분석

하 다. 단, 맨 앞 이어는 출력 특성맵보다 작은 실제 



144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7권 제2호(2020. 2)

표 8 수행시간 요구사항에 따른 최 화 결과

Table 8 Optimization results for different execution time requirements

Network
Execution time 

requirement
Memory

Memory

reduction
Accuracy

Execution

time

(Predicted)

Execution

time

(Measured)

Execution time 

error

VGG7

(M7)

150ms 310.08KB 92.91% 88.16% 150.01ms 153.54ms 2.30%

100ms 205.09KB 95.31% 88.36% 99.00ms 100.75ms 1.74%

50ms 102.50KB 97.66% 84.90% 47.33ms 47.62ms 0.61%

VGG7

(M4)

150ms 73.80KB 98.31% 85.02% 149.33ms 145.70ms 2.49%

100ms 51.30KB 98.83% 83.27% 99.80ms 98.639ms 1.17%

50ms 27.87KB 99.36% 72.52% 48.39ms 49.23ms 1.71%

DS-CNN(M7)
100ms 197.90KB 90.31% 92.94% 92.03ms 92.18ms 0.16%

50ms 113.24KB 94.46% 89.61% 50.00ms 49.75ms 0.50%

DS-CNN(M4)

150ms 101.03KB 95.05% 88.30% 146.93ms 149.88ms 1.97%

100ms 72.8KB 96.44% 87.36% 99.43ms 101.61ms 2.15%

50ms 42.38KB 97.92% 79.51% 49.68ms 51.46ms 3.46%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루닝으로 인한 정확

도 감소가 작다고 분석하 다. 우리의 실험에서도 맨 앞

을 제외한 반부의 이어는 정확도 감소가 커 은 

수의 필터가 제거되어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론을 찰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반복 루닝은 조 씩 제거하며 

보정 과정과 함께 커 을 제거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

으로 커 을 제거할 수 있어 정확도의 손실이 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5.2.3   탐색 방법 비교

앞서 4.3장에서 제안한 n, m 탐색기법(Our Method)

과 최댓값  최솟값에 따라 n, m을 탐색하는 기법

(Min&Max Method) 그리고 체 탐색 방법(All Case)

에 해 비교 실험하 다. 실험은 VGG7 네트워크를 

NUCLEO-F746ZG의 메모리 크기에 맞춰 경량화한 모

델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표 7과 같이 제안한 n, m 탐색 기법은 최

댓값  최솟값에 따라 n, m을 탐색한 경우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체 탐색 방법보다는 낮은 정확도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5.2.4 수행시간 요구사항

네트워크의 연성실시간성을 해 150ms, 100ms, 50ms

의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설정하여 제안하는 임워크

를 동작시켰다. 단, DS-CNN의 경우 NUCLEO-F746ZG

는 올릴 수 있는 최  크기의 네트워크의 수행시간이

표 7 n, m  선정방식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obtained accuracies for different 

n, m Selection Methods

Min&Max

Method
Our Method All Case

Acc 87.90% 88.16% 88.54%

그림 8 수행시간 요구사항에 따른 정확도 비교(VGG7)

Fig. 8 Comparison of obtained accuracies for different 

execution time requirements (VGG7)

그림 9 수행시간 요구사항에 따른 정확도 비교(DS-CNN)

Fig. 9 Comparison of obtained accuracies for different 

execution time requirements (DS-CNN)

120.02ms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큰 150ms의 수

행시간을 가지는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없었다. 로

일링을 이용한 수행시간 모델과 실제 수행이 거의 동일

하 다. 그림 8, 9를 보게 되면 연산속도가 빠른 

NUCLEO-F746ZG(M7)가 NUCLEO F411RE(M4)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행시간일 때 조  더 큰 메모리를 

가지고 정확도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제약 내장형 시스템을 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 자동 경량화 임워크  145

6. 결 론

자원제약 내장형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문제로 VGG7

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동작할 수 없어 본 논문에서

는 자원제약 내장형 시스템을 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

워크 모델 자동 경량화 임워크를 제안하 다. 제안

하는 임워크는 수행시간 측을 한 자동 로

일링, 자원제약 내장형 시스템에서 연성실시간성과 메모

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하는 모델 자동 경량화와 자

동 코드 생성을 수행한다. VGG7과 DS-CNN 네트워크

에 해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진 NUCLEO F411RE(M4)

와 NUCLEO F746ZG(M7)를 타겟으로 다양한 수행시

간 요구사항(50ms, 100ms, 150ms)을 만족하도록 실험

을 진행하 다. 기존 VGG7 네트워크 모델을 NUCLEO 

F411RE(M4)에서 100ms의 수행시간 요구사항을 만족

하도록 경량화한 결과 정확도는 최  6.1% 감소하 지

만, 메모리는 98.83% 감소하여 메모리 요구사항을 만족

하 다. 수행시간도 98.639ms로 수행시간 요구사항 역

시 만족하 다. 이처럼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임워

크가 내장형 시스템에서 동작시킬 수 없었던 큰 뉴럴 

네트워크를 메모리  수행시간 요구사항에 맞게 경량

화하여 내장형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추후 연구로   표  방식의 n, m을 탐색하는 기

법을 개선하여 정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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