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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MNIST classification CNN with zero skipping is implemented. Activation of CNN results in 30% to 40%

zero. Since 0 does not affect the MAC operation, skipping 0 through a branch can improve performance. However, at the

convolution layer, skipping over a branch causes a performance degradation. Accordingly, in the convolution layer, an

operation is skipped by giving a NOP that does not affect the operation. Fully connected layer is skipped through the

branch. We have seen performance improvements of about 1.5 times that of existing CN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zero-skipping을 적용한 MNIST 분류 CNN을 구현했다. CNN의 activation에서 0이 30∼40% 나오고, 0은 MAC

연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0을 branch를 통해 skip하게 되면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branch를 통해 skip하게 되면 성능 하락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연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NOP을 주어

연산을 skip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branch를 통해 skip했다. 기존의 CNN보다 약 1.5배의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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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GPU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래픽

으로 제한되었던 GPU 구조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범용목적으로 GPGPU라는 형태로 발전하였

으며, 딥러닝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GPU는 IoT 엣지 디바이스, 임베디드, 모

바일에서 사용하기에는 소비전력이 높다. NVIDIA

의 메인스트림 GPU인 GTX 1060는 120W의 소비

전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소비전력은 모바일 환경

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임베디드 환경에

서 딥러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산량과 메모리 사

용량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전 연구에서 설계한 임베디드

GPGPU를 활용하여 연산량을 줄이는 알고리즘인

zero-skipping을 구현하여 연산량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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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GPU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GPGPU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1].

Fig. 1. GPU Architecture.

그림 1. GPU 아키텍처

Bus interface는 AXI와 APB를 사용하며, AXI는

명령어와 데이터의 통로로 사용된다. APB는 GPGPU

제어에 사용된다.

IF(Instruction Fetch)는 명령어 캐시(IC, Instruction

Cache)에게 주소를 요청해 명령어를 페치 받는다.

어떠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지 알기 때문에 데이

터 해저드를 체크한다. 또한 스케줄러로 명령어를

보낸다. 총 16개의 IF가 있으며, 하나의 IF가 늘어

남에 따라 16개의 스레드가 추가된다. 그에 따라

256개의 스레드로 동작한다.

마스터 스케줄러와 스케줄러는 어떠한 명령어를

이슈할지 결정한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라운드로

빈 알고리즘이며, 명령어 타입별로 우선순위를 가

진다. 명령어 타입은 시스템, 메모리, 산술 세 가지

로 이전 연구로 시스템 > 메모리 > 산술의 우선순

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2].

2. Zero skipp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 결과 값인

activation을 분석해보면, 데이터셋과 활성화 함수

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0이 약 30～40%가 나온다

[3]. 그리고 0은 MAC연산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 그에 따라 0을 제외한다면 연산량을 줄일 수 있

으며, 연산량이 줄어듬에 따라 소비전력이 감소하

게 된다. 그에 따라 0에 대한 연산을 제거하는 zero

skipp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구현했다.

Zero skipp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를 비

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분석했다[4]. 기존의

연구는 GPGPU를 활용하여 MNIST를 분류하는

CNN은 다음과 같은 표 1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Table 1. MNIST CNN architecture.

표 1. MNIST 분류 CNN 아키텍처

Size Filter size Act.

Input layer 28×28 - -

Conv. 1 8@24×24 5×5 ReLU

Pool. 1 8@12×12 2×2 Max

Conv. 2 16@8×8 5×5 ReLU

Pool. 2 16@4×4 2×2 Max

FC. 1 128 - ReLU

FC. 2 64 - ReLU

Output 10 - ReLU

MNIST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 숫자 손글씨 데

이터셋으로 기존의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으로 분

류가 잘 되기 때문에 딥러닝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CNN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Zero skipp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레이어의 연산에 대해서만 분석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스

레드 #0번이 모든 뉴런의 activation을 읽고, 히든

뉴런 #0번에 연결된 가중치를 읽은 뒤 마찬가지로

곱하고 더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친다. 스레드 #1은

모든 뉴런의 activation을 읽는다. 히든 뉴런 #1에

연결된 가중치를 읽은 후 곱하고 더하고 활성화 함

수를 거친다.

256개의 스레드를 어떻게 컨볼루션 레이어에 할

당했는지 그림 3과 같다. 스레드 #0을 보면 5×5 입

력 이미지를 읽고, 커널 5×5를 읽어온다. 그 후 각

각 곱한 후 더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친다. 그리고

스레드 #1은 입력 이미지에서 한 칸 옆으로 옮겨

입력 이미지를 5×5를 읽어오고, 마찬가지로 커널을

읽어오고 곱셈, 덧셈, 활성화 함수를 거친다.

이 둘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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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read allocation of the fully connected layer.

그림 3.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스레드 할당

Fig. 2. Thread allocation of the convolution layer.

그림 2.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레드 할당

1. activation을 읽어온다.

2. 가중치를 읽어온다.

3. activation과 가중치를 곱한다.

4. 더하는 과정을 한다.

5. 모든 값을 더하게 되면 활성화 함수를 거친다.

보통 가중치보다는 activation에서 0이 많이 존재

한다. 즉, zero-skipping을 적용할 때, activation을

읽어 온 후 activation이 0이라면 2～4번 과정을

skip 할 수 있다. 그러므로 zero-skip이 들어간 연

산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activation을 읽어온다.

나. activation이 0이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가중치를 읽어온다

라. activation과 가중치를 곱한다

마. 더하는 과정을 한다.

바. 모든 값을 더하게 되면 활성화 함수를 거친다.

이러한 내용을 명령어로 대치한다면 나.의 과정

은 compare 명령어와 branch 명령어로 대치할 수

있게 된다. MAC 연산에서 이러한 과정이 추가 되

었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 셋에서 0이 많이 없다면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3. 실험결과

실험은 GPGPU를 FPGA에 탑재한 후 진행하였다.

다음 표 2는 기존의 MNIST 분류 CNN과 zero-

skipping을 사용한 CNN의 성능을 비교했다.

Table 2. Processing time of conventional CNN, zero-skipping

CNN.

표 2. 기존의 CNN, zero-skipping CNN의 연산 시간 비교

Conventional CNN Zero-skipping CNN

Conv. 1 1.19 ms 1.41 ms

Conv. 2 2.23 ms 2.74 ms

FC. 1 6.83 ms 3.45 ms

FC. 2 1.72 ms 0.95 ms

Output 0.30 ms 0.12 ms

연산 시간 결과를 비교하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

어에서는 연산시간이 대폭 감소했으나, 오히려 컨

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연산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풀리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각 스레드에서 activation

을 전부 읽어오기 때문에 분기가 같이 발생하게 된

다. 그러므로 분기가 같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증

가한다.

그러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성능이 하락 한

다. 그림 3을 보면 이러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Zero-skipping을 적용하게 되면 0을 만나게 되면

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스레드 0번은 입

력이지미지에서 (0, 0), (1, 0), (2, 0), … 에서 분기

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스레드 1번은 (0, 0), (1,

0)에서 분기가 발생한 후 (0, 1)에서 분기가 발생하

기 때문에 각각의 스레드가 분기가 달라진다. 이러

한 문제를 branch divergence라고 한다.

이러한 branch divergence를 해결하기 위해서

activation이 0인 스레드는 branch 대신 결과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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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산(NOP, MOV 등)을 수행

하도록 했다.

Fig. 3. Branch divergence in the convolution layer.

그림 3.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branch divergence

다음 표 3은 기존의 CNN과 branch zero-skipping

CNN과 NOP zero-skipping CNN의 컨볼루션 레이

어의 연산시간을 비교했다.

Table 3. Processing time comparison.

표 3. 연산 시간 비교

Conventional
Convolution

layer

Branch
Zero-skipping
Convolution

layer

NOP
Zero-skipping
Convolution

layer

Conv. 1 1.19 ms 1.41 ms 1.14 ms

Conv. 2 2.23 ms 2.74 ms 2.20 ms

NOP zero-skipping을 적용한 컨볼루션 레이어에

서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NOP zero-skipping을 적용

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branch zero-

skipping을 적용하면 기존의 MNIST 보다 4.41 ms

빠르며, 이것은 약 1.5배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CNN의 activation의 30∼40%가 0

이라는 것에 기반하여, 0에 대한 연산을 넘기는

zero-skipping CNN을 구현했다. 256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임베디드 GPGPU를 실험에 사용했다. 기존

의 zero-skipping은 activation이 0이라면 가중치

읽기, 곱셈, 덧셈 연산을 skiping하는 알고리즘이

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리 커

넥티드 레이어에 적용했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에

는 약 18% 성능 하락이 발생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1.9배의 성능 향상이 발생한다. 기존

의 zero-skipping 알고리즘은 branch 명령어를 통

해 0을 skip한다. 그러나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각

스레드에서 divergence가 발생한다. 컨볼루션 레이

어에는 기존의 zero-skipping을 적용하지 않고 분

기하지 않는 스레드에게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NOP명령어를 주어 성능 하락을 방지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NOP기반 zero-skipping을 적용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는 branch 기반 zero-skipping을

적용했을 때, 기존의 MNIST 보다 약 1.5배의 성능

향상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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