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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합성곱 신경망은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으나 합성곱 신경망이 요구

하는 많은 연산양은 임베디드 환경에 도입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SIC이나 FPGA를 통한 

합성곱 신경망의 구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고, 이러한 구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고정 소수점 표현이 필요하다. 
고정 소수점 표현은 ASIC이나 FPGA에서의 구현에 적합하나 합성곱 신경망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합성곱 계층과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에 대해 고정 소수점 표현을 분리해서, ResNet-50 합성곱 신경

망의 합성곱 계층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 수를 16비트에서 10비트로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연산이 집중되는 합

성곱 계층이 더 간단하게 표현되므로 합성곱 신경망 구현이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hows high performance in many computer vision tasks. Howeve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require enormous amount of operation, so it is difficult to adopt them in the embedded 
environments. To solve this problem, many studies are performed on the ASIC or FPGA implementation, where an 
efficient representation method is required. The fixed-point representation is adequate for the ASIC or FPGA 
implementation but causes a performance degradation. This paper proposes a separate optimization of representations 
for the convolutional layers and the batch normalization layers. With the proposed method, the required bit width for 
the convolutional layers is reduced from 16 bits to 10 bits for the ResNet-50 neural network. Since the computation 
amount of the convolutional layers occupies the most of the entire computation, the bit width reduction in the 
convolutional layers enables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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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의 한 종류

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은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많은 작업들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1-6]. 합성곱 신경망은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연산과 데이터 저장이 필

요해서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서는 도입이 쉽

지 않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ASIC

이나 FPGA를 이용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구현하는 것

이다 [7-12].

ASIC이나 FPGA을 이용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구

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내부 데이터

의 표현법이다. 합성곱 신경망의 내부 데이터는 크게 

activatation(활성화값)과 계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들의 표현법에 따라 연산 회로의 복잡도와 필요한 메모

리 양이 달라진다. 합성곱 신경망 구조의 연구에서는 

표현법에 의한 성능 열화가 없도록 단정도 부동소수점 

표현법을 많이 사용하나, 연산 회로가 복잡하고 많은 

메모리를 요구해서 ASIC이나 FPGA 구현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ASIC이나 FPGA 구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은 

고정 소수점 표현법으로써, 연산 회로가 비교적 간단하

지만 합성곱 신경망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서 이를 극

복할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13-22].  이러한 방

법 중 동적 고정 소수점 표현은 표현할 값들을 여러 그

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전체 비트폭

이나 소수부 비트폭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동적 고정 

소수점 표현을 통해 적은 수의 비트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계층의 계수들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

류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룹

의 개수가 수 십 개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각 그룹에 대

해 최적의 비트폭을 찾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의 예측(inference) 과

정 구현에서 고정 소수점 표현을 선택할 때 합성곱 계

층과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으로만 그룹을 나누는 방

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는 두 개의 그룹만 존재하

므로 각 그룹에 대한 최적의 비트폭을 짧은 시간에 찾

을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그룹으로만 나누어서 하더

라도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고정 소수점 표현에 비해 

비트폭을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합성

곱 신경망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수 표현법에 대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에서의 수 표현

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5장에서 실험 결과를 

제시한 뒤, 6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은 보통 여러 층의 합성곱 계층

(convolutional layer)과 몇 개의 완전 연결 계층

(fully-connected lay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에 

통합 계층(pooling layer)이나 활성화 계층(activation 

layer), 배치 정규화 계층(batch normalization layer)이 

들어가 있다. 

2.1. 합성곱 계층

합성곱 계층에서는 입력 feature map이라고 불리는 

입력 활성화값들에 다음과 같은 3차원 합성곱 연산을 

수행해서 출력 feature map, 즉 출력 활성화값들을 생

성한다.

 














×



           (1)

이 수식에서 는 출력 활성화값이며 m, r, 

c는 각각 채널, 행, 열 번호이고, 는 입력 활

성화값이고 n, x, y가 각각 채널, 행, 열 번호이다. 입력 

활성화값들은 계수(즉, 가중치 값) 들과 합

성곱을 행하며, i와 j가 이 계수의 행, 열 번호이다. 한 

쌍의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에 대해서는 ×인 계수

들을 공유하여 합성곱을 수행한다. 따라서 입력 채널

의 개수가 N이고 출력 채널의 개수가 M이면, 계수들

의 총 개수는 ××가 된다. 수식의 마지막에 있

는 은 한 출력 채널에 대해 공통적으로 더해지는 

바이어스 값이다.

합성곱 신경망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연산은 합성

곱 계층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식(1)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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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 활성화값을 계산하기 위해 ×번의 곱셈

을 계산해야 하며, 채널 개수와 행 개수, 열 개수가 각

각 M, R, C이면 곱셈의 총 양은 ××××

가 된다. 이 것은 한 계층의 계산양이며, 합성곱 신경망

에서 수십 개의 합성곱 계층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

하면 많은 양의 곱셉을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2. 완전 연결 계층

완전 연결 계층에서는 입력 활성화값을 하나의 벡

터로 보고 아래와 같이 행렬-벡터 곱을 수행한다.

 




×             (2)

식(1)에서와 비슷하게, i와 o가 입력 활성화값과 출

력 활성화값이며, 행렬에 해당하는 가 계수들

이다. 입력 활성화값과 출력 활성화값의 개수가 각각 

N과 M일 때, 곱셈의 양은 × 으로써 보통 합성곱 

계층에 비해 적으나, 계수의 개수도 ×이어서 합

성곱 계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많다. 식(2)에서도 바이

어스 b가 더해짐을 알 수 있다.

2.3. 통합 계층

통합 계층에서는 여러 개의 입력 활성화값을 이용

해서 한 개의 출력 활성화값을 만들어 낸다. 많이 사용

되는 방식은, 여러 개의 활성화값 중 최댓값을 출력하

는 최대 통합 계층과 여러 개의 활성화값을 평균내서 

출력하는 평균 통합 계층이다. 통합 계층은 활성화값

의 개수를 줄이고 신경망 입력 크기 등의 변화에 대처

하는 효과를 가진다.

2.4. 활성화 계층

활성화 계층은 비선형 함수를 계산하는 계층으로써, 

신경망에 비선형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입력 활성화값 한 개에 대해 비선형 함수를 가해서 출

력 활성화값 한 개를 얻는다. 비선형 함수로는 시그모

이드(sigmoid) 함수나 tanh 함수가 이전에 많이 사용되

었고, 최근의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다음과 같은 ReLU 

(rectified linear unit)함수가 많이 사용된다.

   i f   
 

                 (3)

2.5. 배치(batch) 정규화 계층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은 합성곱 계층이나 완전 연

결 계층의 입력 활성화값을 아래와 같이 정규화함으로

써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위 식에서 는 입력 활성화값이고, 와 는 입력 

활성화값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이다. 평균과 표준편차

는 학습 데이터를 적절한 크기로 나눈 배치(batch) 단위

로 계산한다.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을 거치면 평균이 0이고 표

준 편차가 1로 정규화되지만 이러한 평균과 표준 편차

가 적절한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한 평균과 표준 편

차를 학습하도록 스케일 계층(scale layer)을 바로 다음

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케일 계층에서는 아래 식

과 같은 연산을 행하며, 아래 식에서 와 가 각각 표준 

편차와 평균을 위해 학습하는 대상이다.

  
                              (3)

배치(batch) 정규화 계층과 스케일 계층은 학습 때에

는 분리된 계층으로 동작하나, 예측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을 스케일 계층과 통합된 계층

으로 표현할 것이다.

   


 


             (3)

2.6. 계층 간의 복잡도 비교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는 여러 계층들 중 가장 많은 

연산양을 차지하는 것은 합성곱 계층이다. 식(1)과 같이 

여러 겹의 곱과 합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성곱 

신경망 내에 보통 수십 층의 합성곱 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전 연결 계층은 합성곱 계층에 비해 연산양은 적지

만 계수의 양이 많아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는 여러 개의 완전 연결 계층을 사

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계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완전 연결 계층을 한 개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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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곱 계층이나 완전 연결 계층에 비해 다른 계층들

은 연산양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 통합 계층은 작

은 크기의 가로와 세로 방향의 활성화값에 대해서만 크

기를 비교하고, 활성화 계층은 각각의  활성화값에 따

로 연산을 하므로 연산양이 적다.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에서도 각각의 활성화값에 따로 연산을 한다. 

Ⅲ. 수 표현법

합성곱 신경망의 내부 데이터인 계수들과 활성화값

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사용되며,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부동 소수점 표현과 고정 소수점 표현이다. 

3.1. 부동 소수점 표현 

부동 소수점 표현은 지수(exponent)와 가수(mantissa)

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IEEE 

754 표준을 따르는 표현법을 말한다. 부동 소수점 표현

에서 실제 의미하는 수는 아래와 같다.

  sign ×mantissa×exponentbias     (3)

위 수식에서 x가 표현의 대상이 되는 수이고 sign, 

mantissa, exponent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IEEE 754에

서 지정하는 표현법 중 32 비트와 64 비트를 사용하는 

단정도(single-precision) 부동 소수점 표현과 배정도

(double-precision) 부동 소수점 표현이 많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16비트를 사용하는 반정도(half-precision) 부

동 소수점 표현도 이용되고 있다. 각 표현에 있어서 

sign, mantissa, exponent가 차지하는 비트 수는 표 I과 

같다. 

Table. 1 Floating-point representation in IEEE 754

Precision sign exponent mantissa bias

half-precision 1 5 10 15

single-precision 1 8 23 127

double-precision 1 11 52 1023

부동 소수점 표현은 지수를 이용해서 절댓값이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표현할 수 있어서 계산 오차가 작

아야 하는 분야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연산 회로에

서는 연산을 마친 후에 다시 부동 소수점 표현으로 변

환하는 부분이나 덧셈에서 두 피연산자 간에 소숫점을 

맞추는 부분으로 인해 회로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3.2. 고정 소수점 표현 

고정 소수점 표현에서는 일반적인 2진수 표현이나 

2의 보수 표현을 이용한다. 이 표현에서 소수점은 명시

되지 않고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 논문

에서는 고정 소수점 표현에서 사용되는 전체 비트 수

를 WM, 그리고 이 비트들 중 소수점 이하 부분의 비트 

수를 WF로 나타낸다. 고정 소수점 표현은 부동 소수점 

표현에 비해 연산 회로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에,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와 정밀도가 줄어드는 단

점이 있다.

Ⅳ. 합성곱 신경망에서의 수 표현법

합성곱 신경망의 이론과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는 

내부 데이터의 표현 범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부

동 소수점 표현을 많이 이용한다. 주로 단정도 부동 소

수점 표현을 이용하며 최근에서 반정도 부동 소수점 

표현을 이용하는 라이브러리도 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합성곱 신경망을 ASIC이나 FPGA로 구

현하는 분야에서는, 연산 회로 등의 크기를 고려해서 

부동 소수점 표현 보다 고정 소수점 표현을 더 많이 이

용한다. 보통 16 비트 고정 소수점 표현을 사용하며, 단

정도 부동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비해 연산 회

로의 면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정 소수점 표현을 이용하면 연산 회로의 크기가 

줄어드는 반면에, 표현 범위와 정밀도가 떨어지므로 

신경망의 성능, 즉 예측 정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

다. 정확도의 열화가 거의 없으면서 표현 비트 수를 줄

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4.1. 계수의 표현 

표 2는 ResNet-50[4]에서 계수들을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했을 때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다. ResNet-50

은 2015년에 발표된 합성곱 신경망으로써 53개의 합성

곱 계층과 1개의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



ResNet-50 합성곱 신경망을 위한 고정 소수점 표현 방법

5

치(batch) 정규화 계층은 합성곱 계층 다음에 배치되어 

있고, 통합 계층과 활성화 계층도 사용된다. 같이 발표

된 ResNet-152에 비해 낮은 복잡도를 가지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서 많이 이용되는 신경망 중 하나이다.   

Caffe 신경망 프레임워크[23]를 수정하여 고정 소수점 

표현을 구현하였고, 공개되어 있는 ResNet-50의 모델 

및 학습된 계수 값을 사용하였다[24]. 계수들을 고정 소

수점 표현으로 바뀐 뒤 다시 학습을 하지는 않았다. 표2

의 각 측정값은 ILSVRC2012[25]의 validation data set

에 있는 50,000장의 이미지 모두에 대한  top-5 정확도 

측정값이다. Top-5 정확도와 함께 top-1 정확도도 많이 

이용되나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ImageNet에서 이용하

는 top-5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WM에 대해 WF

를 변화시키며 측정하고, 각 WM에 대해 최대 정확도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Table. 2 Top-5 accuracy with various WM and WF

WM
 WF

16 15 14 13 12 11 10

13 0.728 0.007

12 0.902 0.728 0.007

11 0.912 0.902 0.728 0.007

10 0.912 0.912 0.903 0.725 0.007

9 0.911 0.911 0.911 0.900 0.732 0.007

8 0.906 0.906 0.906 0.907 0.898 0.709 0.007

7 0.901 0.901 0.901 0.901 0.902 0.890 0.673

6 0.878 0.787 0.787 0.787 0.787 0.786 0.758

표 2에서 WM이 14~16의 범위에 있을 때는 최대 정

확도가 WM-WF=5일 때, 즉 정수부가 5비트일 때이다. 

즉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 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WM이 14~16의 범위에 있을 

때 WF가 8이하가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것을 종합하면, WM=14 이하에서는 정확도가 떨어

짐을 알 수 있다.  ResNet-50의 모델에서 원래 사용하는 

단정도 부동 소수점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top-5 정확도

인 0.905를 기준으로 보면, WM=13 이상이 필요하다.

4.2. 계수의 표현의 분리 

앞의 실험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의 모든 계층에서 동

일한 계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다르게 각각의 계

층마다 서로 다른 표현법을 사용함으로써 적은 수의 비

트로 표현하면서도 정확도를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에는 각 계층마다 

서로 다른 WM이나 WF를 사용하는 동적 고정 소수점 

표현법이 제안되었으나, 각 계층에 대해 서로 다른 조

합의 WM과 WF를 탐색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

리는 작업일 것이다.

합성곱 신경망의 계층들 중에서 계수와의 곱셈이 사

용되는 계층은 합성곱 계층과 완전 연결 계층, 배치

(batch) 정규화 계층이다. 이 중에서 합성곱 계층과 완

전 연결 계층은 연산양과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많은 

계층이므로 이 계층들에서의 계수들의 표현을 간단히 

하는 것은 전체 합성곱 신경망의 구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반해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은 연

산양과 계수의 개수가 적으므로 계수를 더 많은 비트로 

표현하더라도 전체 합성곱 신경망의 구현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합성곱 계

층 및 완전 연결 계층들과 배치(batch) 정규화 계층들 

사이에만 서로 다른 표현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는 연산양과 메모리 사용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계층들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함

으로써 해당 계층들의 계수를 더 짧은 길이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연산양과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에는 상대적으로 긴 비트 폭으

로 계수들을 표현하여 예측 정확도의 열화를 피한다. 

Ⅴ. 실험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ILSVRC2012의 validation data set

을 이용하여 ResNet-50의 top-5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여러 ResNet 중에서 복잡도가 높지 않으면서 높은 정확

도를 가지는 ResNet-50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합성

곱 계층들과 배치(batch) 정규화 계층들에 대해 서로 다

른 WM과 WF 조합을 탐색하였다. 계수의 표현만을 비

교하기 위해 활성화값들은 충분한 길이의 비트 폭으로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배치(batch) 정규화 계층들의 계수들을 충

분한 비트 수로 표현한 상태에서 합성곱 계층들의 계수

들의 표현만을 바꾸면서 실험하여서 표 3에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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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와 같이 각 WM의 값에 대해 제일 높은 정확도

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표 3에 따르면 WM이 10~12일 때 제일 높은 정확도

를 보이며 이 때의 WF는 9이다. 즉 소수점 아래로 9비

트가 필요한 것이다. WM이 9이하가 되면 정수부의 길

이도 중요하게 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합성곱 계층과 완전 연결 계층에는 

10비트로 계수를 표현해도 정확도의 열화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단정도 부동 소수점 표현을 사용햇을 때

의 top-5 정확도인 0.905를 기준으로 보면, 8비트 이상

이면 충분하다.

Table. 3 Top-5 accuracy with various WM and WF on 
convolutional layers and fully-connected layers

WM
 WF

12 11 10 9 8 7

13 0.699 0.041

12 0.906 0.698 0.041

11 0.912 0.905 0.698 0.040

10 0.912 0.912 0.905 0.695 0.038

9 0.912 0.912 0.912 0.906 0.693 0.034

8 0.910 0.910 0.910 0.910 0.903 0.692

7 0.907 0.907 0.907 0.907 0.907 0.899

6 0.885 0.885 0.885 0.885 0.885 0.885

5 0.204 0.204 0.204 0.204 0.204 0.204

Table. 4 Top-5 accuracy with various WM and WF on  
batch normalization layers

WM
 WF

16 15 14 13 12 11

14 0.007

13 0.728 0.007

12 0.902 0.728 0.007

11 0.912 0.902 0.728 0.007

10 0.912 0.912 0.902 0.727 0.007

9 0.911 0.911 0.911 0.901 0.733 0.007

8 0.907 0.907 0.907 0.907 0.899 0.709

7 0.905 0.905 0.905 0.905 0.905 0.895

6 0.858 0.858 0.858 0.858 0.858 0.857

5 0.038 0.038 0.038 0.038 0.038 0.038

표 4는 합성곱 계층과 완전 연결 계층의 계수들은 충

분한 길이로 표현하고 배치(batch) 정규화 계층 계수들

의 표현을 바꾸면서 측정한 예측 정확도이다. 표3과 유

사하게 WM이 14~16이고 WM-WF=5일 때 최대 정확

도가 측정된다. 즉, 배치(batch) 정규화 게층의 계수들

이 합성곱 계층의 계수들보다 더 긴 비트 폭을 요구해

서, 합성곱 신경망 전체의 정확도가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의 계수 표현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표 3과 표 4의 결과를 종합하면 합성곱 계층과 완전 

연결 계층의 계수들은 (WM,WF) = (10,9)로 표현하고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의 계수들은 (WM,WF)  = 

(15,10)으로 표현할 때 성능의 열화가 거의 없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예측 정확도가 

0.912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표 2

에서와 같이 모든 계층의 계수들을 (WM,WF) = 

(15,10)으로 표현할 때에 비해 합성곱 계층의 계수들

을 더 적은 수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 합성곱 계층

이 합성곱 신경망에서 대부분의 연산양을 차지하고 

회로로 구현할 경우 많은 수의 곱셈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합성곱 신경망 가속회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방법대로 모든 계층에 대해 최적화된 비트

폭을 찾으려 한다면 표 3, 4와 같은 실험을 모든 계층

에 대해 수행해야 되는데 반해, 제안된 방법에서는 표 

3과 표 4의 두 번의 실험으로 비트폭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Ⅵ.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에서 계층의 종류에 따

라 계수의 표현에 서로 다른 비트 폭을 할당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계산양이 많은 합성곱 계층과 완전 연

결 계층의 계수들을 계산양이 적은 배치(batch) 정규화 

계층의 계수와는 다른 비트 폭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적

은 수의 비트로도 충분한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

을 ResNet-50 합성곱 신경망에서 확인하였다. 비트 수

의 감소를 통해 더 적은 면적의 합성곱 신경망 가속회

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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