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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widely used algorithm for image recognition and pattern detection is the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To

efficiently handle convolution operation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computations in the CNN, we use hardware

accelerator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NN applications. In using these hardware accelerators, the CNN fetches data

from the off-chip DRAM, as the massive computational volume of data makes it difficult to derive performance

improvements only from memory inside the hardware accelerator. In other words, data communication between off-chip

DRAM and memory inside the accelerato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CNN applications. In this paper,

a simulator for the CNN is developed to analyze the main memory or DRAM access with respect to the size of the

on-chip memory or global buffer inside the CNN accelerator. For AlexNet, one of the CNN architectures, when simulated

with increasing the size of the global buffer, we found that the global buffer of size larger than 100kB has 0.8x as low

a DRAM access count as the global buffer of size smaller than 100kB.

요 약

이미지 인식 및 패턴 감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중 하나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이다. CNN에서 대

부분의 연산량을 차지하는 convolution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하여 CNN 어플리케

이션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CNN은 막대한 연산량을 처리하기 위해 오프

칩 DRAM에서 가속기 내부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갖고 와야 한다. 즉 오프칩 DRAM과 가속기 내부의 온칩 메모리 혹은 글

로벌 버퍼 사이의 데이터 통신이 CNN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에서는 CNN 가속기 내의 온칩 메

모리 혹은 글로벌 버퍼의 크기에 따른 주메모리 혹은 DRAM으로의 접근 횟수를 추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CNN 아키텍처 중 하나인 AlexNet에서, CNN 가속기 내부의 글로벌 버퍼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글로

벌 버퍼 크기가 100kB 이상인 경우가 100kB 미만인 경우보다 가속기 내부와 오프칩 DRAM 간의 접근 횟수가 0.8배 낮은

것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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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화두 되는 Deep Neural Network(DNN)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DNN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인간의 시신경을 모방하여 영

상 및 신호 처리, 객체 인식, 컴퓨터 비전 등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 2,

3, 4, 5].

CNN은 매우 많은 수의 행렬을 이용한 MAC 연

산(Multiple and Accumulation)으로 구성되어 있

다. 만약 범용의 프로세서들을 사용하여 CNN 애플

리케이션을 실행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의 연산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속기 내부 메모리만을 사용하

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

므로 외부메모리를 사용하는데 필연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CNN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가속기 하드웨어 구성을 할 때, 고차원의 컨벌루션

레이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저장 용량이 적은 온 칩

메모리를 사용하기보다, 오프 칩 메모리를 사용하

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오프 칩 메모리 같

은 외부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오프 칩 메모리로

부터의 프로세서로 잦은 접근으로 인하여, 계산 속

도나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6, 7, 8].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 데이터 전송 시 프로세서

가 관여하는 부하를 DMA(Direct Memory Access)

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계산 속도나 에

너지 소모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저하를

줄인다. 또한, 고차원의 컨벌루션 레이어를 처리하

기 위해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의 이동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소비량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

양한 방식으로 재사용하는 대표적인 데이터플로우

기법들은 WS[9, 10], OS[11, 12], RS[13, 14], NLR

[15, 16, 17] 기법 등이 있다.

즉 CNN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온칩 메모리 역

할을 하는 재구성이 가능한 FPGA 내부의 GLB

(Global Buffer)와 오프 칩 디램 사이의 데이터들

이동이 CNN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게 될 시뮬레이터는 여러 데

이터플로우와는 무관하다. 데이터플로우와 무관한

이유는, 데이터플로우는 GLB와 가속기 내부의 PE

(Processing Elements) array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뜻하기 때문이고, 이 시뮬레이터는 오프 칩 디램과

GLB 사이에서 Fmap(Feature maps), Ifmap(Input

feature maps), Ofmap(Output feature maps) 픽셀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총 양의 계산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Fig. 1. General CNN accelerator hardware architecture.

그림 1. 일반적인 CNN 가속기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림 1은 일반적인 CNN 가속기의 하드웨어 아

키텍처의 형태를 보여준다. 여러 데이터플로우가

적용되는 부분은 PE array와 온 칩 메모리의 GLB

사이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부분이고, 본 논문에서

다룰 시뮬레이터의 데이터 이동량 계산은 오프칩

메모리와 GLB 사이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한다.

시뮬레이터는 여러 CNN 하드웨어 아키텍처 중

하나인 AlexNet의 데이터들의 이동량을 구하기 위

해 여러 데이터플로우 중 하나인 RS 데이터플로우

의 여러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기본적인

CNN 구조 및 대표적인 CNN 데이터플로우 중 하

나인 RS 데이터플로우의 매개 변수들에 관해 설명

을 한다. 3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실험 및 결과를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연구가 갖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여러 데이터플로우 기법을 적용한 CNN의 컴퓨

터 처리량과 필요한 데이터들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18, 19, 20, 21, 22]. 참조된

문헌들은 매 사이클 전송되는 데이터양과 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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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내부의 GLB 역할을 하는 픽셀 데이터별

Spad(Scratchpad)의 크기만을 지정할 뿐 전체적인

CNN의 데이터 연산량의 총량을 고려하여 GLB의

크기에 따른 오프칩 디램의 데이터 접근량을 시뮬

레이션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속기 내부의 GLB 크

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GLB의 크

기마다 오프칩 디램의 접근량이 달라지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기존의 논문들과 다르게 오프 칩 디램에

저장되어있는 CNN의 데이터들이 GLB의 크기에

따라 얼마나 자주 공급되는지를 파악 및 분석하여

최소 GLB 크기부터 최대 GLB 크기까지 적절한

간격으로 증가시키며 GLB의 크기에 따른 조합들

이 어떠한 하드웨어에서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사용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돕게 한다.

Ⅱ. 본론

1.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은크게 feed forward 과정과 back propagation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로 CNN의

feed forward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CNN의 feed forward 과정은 2가지 구성요소로 되

어있는데, 2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특징 추출기

(feature extractor)와 다른 하나인 분류기(classifier)

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 특징 추출기

의 컨벌루션 레이어를 분석한다. 그 이유는 컨벌루

션 레이어가 feed forward 과정 중에서 연산이 가

장 많이 집약되어있고 반복적인 패턴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할 경우 많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2. Images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그림 2. 컨벌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이미지들

CNN의 convolution 연산이란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input feature map)의 특징(output feature

map)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정한 크기의

필터(weights)들을 입력된 이미지의 픽셀 단위로

옮겨가며 MAC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림 2와 표 1은 CNN의 매개 변수를 간략하게

그림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각각의 사각

형은 입력된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들을 뜻한다.

입력 이미지(Input feature map)는 3차원으로 구

성되며, 높이(H), 너비(W) 및 입력 채널(C)을 가진

다. 매개 변수 C는 인풋 채널의 수를 나타낸다. C

의 값은 특징 이미지(Feature map)의 인풋 채널 수

와 같다. 특징 이미지는 4차원으로 구성되며, 높이

(R), 너비(S), 입력 채널(C) 및 출력 채널(M)을 가

진다. 3D 특징 이미지의 개수(M)는 출력 이미지

Output feature map의 아웃풋 채널의 수와 같다.

Ofmap은 3차원으로 구성되며, 높이(E), 너비(F) 및

출력 채널(M)을 가진다.

Table 1. Parameters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표 1. 컨벌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들

Parameter Description

C Number of ifmap channels (=weight channels)

M Number of 3D weights (=ofmap channels)

H/W Height/width of 2D ifmap

R/S Height/width of 2D weight

E/F Height/width of 2D ofmap

Fig. 3. Pseudo code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그림 3. 컨벌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슈도 코드

위의 그림 3은 컨벌루션 레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슈도 코드로 나타낸 것이다. 위의 루프 순

서는 임의로 나열한 것인데, 루프의 순서는 바뀌어

도 같은 결과의 출력 값이 생성된다.

위의 표 1은 컨벌루션 레이어의 형태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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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들이다[13], [14]. 하나의 CNN 모델은 여

러 컨벌루션 레이어로 구성되며, 레이어마다 모양

이 다르므로, 위의 매개 변수의 값은 레이어들마다

다를 수 있다.

표 2는 컨벌루션 레이어를 처리하기 위한 가속기

의 하드웨어 구조에 관련된 매개 변수이다. 위 표의

매개 변수 이름 및 의미는 기존의 Row Stationary

데이터플로우를 제안한 논문의 내용을 인용했다.

컨벌루션 레이어를 하드웨어 가속기가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중 하나는 오프칩 디램에서 글로벌 버퍼로 픽셀

들을 읽어오는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은 계산된

Ofmap 픽셀들을 다시 글로벌 버퍼나 오프칩 디램

에 저장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때, 글로벌 버퍼에

저장된 픽셀들을 한 번만 읽고, MAC 연산 된

Ofmap 픽셀들을 글로벌 버퍼에 1번 저장하는 과정

을 ‘패스’라고 한다[13]. 가속기의 하드웨어 구조 매

개 변수인 p, q, r, t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한 패스

동안 처리하는 인풋 채널들 및 아웃풋 채널들의 수

가 달라진다.

Table 2. Parameters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Accelerator Hardware Architecture.

표 2. 컨벌루션 뉴럴 네트워크 가속기의 매개 변수

Parameter Description

p Number of 3D weights processed by a PE set

q Number of input channels processed by a PE set

r
Number of PE sets that process different input

channels in the PE array

t
Number of PE sets that process different 3D

weights in the PE array

표 2의 p와 q(temporal parameters) 값이 증가하

면, 한 PE 내부의 Spad의 크기 및 글로벌 버퍼의 크

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한 패스에 걸리는 시간은 증

가하면서 오프 칩 디램에서 글로벌 버퍼로 읽고, 저

장하는 양은 늘어나고, 한 레이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들의 수는 줄어든다. r과 t(spatial parameters)

값이 증가하면, PE 세트의 수를 추가로 사용하여

서, 인풋 채널 및 아웃풋 채널을 병렬로 처리하며,

서로 다른 인풋 채널들의 픽셀들을 동시에 PE 어

레이로 공급하기 위해 BRAM(Block RAM)의 개수

가 추가로 요구된다. p, q와는 달리,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추가로 사용하여, 병렬성을 높

였으므로, 한 패스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MAC 연

산을 위한 사이클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layer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들의 수는

줄어든다. p, q, r, t 범위의 제약조건은 수식 (1) 과

같다. 한 layer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들은 수식 (2)

로 나타낼 수 있다.

   × ≦ 
   × ≦ 

(1)

  




 ×

 


×





 × 

 


 (2)

PE 세트의 수와 글로벌 버퍼의 개수와 관련된 r,

t 매개 변수를 설명하고자 한다.

Fig. 3. Example of PE array block diagram.

그림 3. PE array 블록 다이어그램의 예시

그림 3은 r 값은 4, t 값은 3일 때의 PE array 구

조를 나타낸 블록도 이다. r, t의 곱이 12이므로 총

12개의 PE 세트로 PE 어레이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 변수 t는 서로 다른 output 채널

을 병렬로 처리하므로, Ofmap의 축적을 위해서는

3개의 서로 다른 Ofmap 글로벌 버퍼가 필요하다.

매개 변수 r은 서로 다른 input 채널을 처리하므로,

Ifmap을 위한 글로벌 버퍼는 4개, Weight를 위한

글로벌 버퍼는 매개 변수 r과 t의 곱인 12개가 필요

하다. 한 패스 동안 처리된, 같은 output 채널에 대

한 서로 다른 input 채널을 가지는 Ofmap 픽셀들

은 합산되어야 한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 t 인덱

스를 가지는 Ofmap 픽셀들은 Adder 트리를 거쳐

서 해당 t 인덱스 값을 가지는 굴로벌 버퍼로 저장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dder tree는 그림 4와 같은 구조이다. 서로 같은

output 채널, 서로 다른 input 채널들을 가지는 PE

세트들에서 동시에 생성되는 Ofmap 픽셀들을 축적

하기 위한 모듈이다. 예를 들어 r 픽셀들의 Of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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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Adder tree block diagram.

그림 4. Adder 트리의 예시 블록 다이어그램

픽셀들이 축적될 때 걸리는 사이클 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 log⌉의 수식이 된다.

그림 5는 가속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블록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플로우 기법에

따라 PE array 구조 및 adder tree 여부는 달라지

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데이터플로우 기법과는

관계없이 그림 5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 구조를 가

정한다.

Fig. 5. Example of Accelerator system block diagram.

그림 5. 가속기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의 예

2. AlexNet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의 대표적인

하드웨어 아키텍처인 AlexNet은 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컨벌루션 레이어와 3개의

fully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컨벌루션 레이어 들

은 전 단계의 같은 채널의 특성 맵들만 연결되어

있지만,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전 단계의 두

채널의 특성 맵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중 세 번째 컨벌루션 레이어가 384개의 3×3×

256 커널을 사용하여 전 단계인 두 번째 특성 맵을

컨볼루션 해준다.

8개의 컨벌루션 레이어 중 세 번째 컨벌루션 레

이어가 네 번째 컨벌루션 레이어로 전송하는 데이

터가 제일 많아서 세 번째 레이어의 메모리 데이터

레이아웃을 최적화해줌으로써 큰 성능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

3. RS(Row Stationary) 데이터플로우

RS 데이터플로우 기법은 각 PE 내부에 Ifmap 픽

셀들, Weight 픽셀들, 그리고 Ofmap 픽셀들을 저

장하고, 재사용하기 위한 스크래치 패드들을 두는

방식이다.

Ifmap 픽셀들은 PE 세트의 대각선 방향으로 배

치된 PE들로 multicast 된다. Fmap 픽셀들은 PE

sets의 열 방향으로 배치된 PE들로 multicast 된다.

Ofmap 픽셀들은 PE 세트의 첫 번째 행에 해당하

는 PE들로 입력된다. 각 PE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MAC 연산이 모두 수행되면, Ofmap 픽셀들은 다음

행에 있는 PE로 전달된다. 마지막 행의 PE들에서

계산된 Ofmap 픽셀들은 adder tree를 거쳐 Ofmap

GLB에 저장된다. PE sets의 같은 행에 있는 PE들

로부터 p개의 Ofmap 열이 만들어진다.

Fig. 6. Pseudo code of Row Stationary(RS) dataflow.

그림 6. Row Stationary(RS) 데이터플로우의 슈도 코드

그림 6은 RS 데이터플로우의 슈도 코드이다. h, w

는 Ifmap, Weight GLB로부터 가속기 내부의 PE

array로 Ifmap, Fmap이 1픽셀씩 multicast 됨을 나타

낸다. WS, OS dataflow 기법과는 달리, RS dataflow

기법의 Ifmap, Fmap 픽셀들은 행 방향으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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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다.

rr, ee는 PE set 하나가 동시에 동작함을 나타내

고, 이러한 ×  크기의 PE 세트를 ×개 사용함

을 mm, cc를 통해 알 수 있다. 각 픽셀이 multicast

되어야 할 PE들의 위치를 결정하고, 해당 사이클에

처리되어야 하는 인덱스를 계산하는 함수를 통해,

실제 동작하는 PE들이 결정된다.

Fig. 7. Processing Element for RS dataflow.

그림 7. RS 데이터플로우를 위한 Processing Element

그림 7은 RS 데이터플로우 기법을 위한 PE 구조

이다. PE는 1개의 덧셈기, 1개의 곱셈기, 1개의

MUX를 가지고 있다. PE마다 Ifmap, Fmap, Ofmap

픽셀들을 위한 Spad들을 가지고 있고, 각 Spad의

크기는  ×,  × ×, 이다. 인접한 PE에서 전달

받은 Ofmap 픽셀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있다. Spad

의 Ifmap 픽셀과 Fmap 픽셀이 곱해진 값은, PE의

Spad에 상주하거나, 다른 PE에서 전달받은 Ofmap

픽셀과 누적 합산된다. 1개의 PE 세트는 총 × 

개의 PE로 구성된다. RS 데이터플로우 기법은

WS, OS 데이터플로우 기법과는 달리 지연을 위한

별도의 FIFO가 필요하지 않다. RS dataflow 가속

기는 총 × ×× 개의 PE로 구성된다.

그림 8은 Ifmap × , Weight × , Ofmap × 

인 경우, PE 세트의 구조를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Ifmap row 0-2는 PE 세트의 대각선 방향의 PE 그

룹에 할당되며, Fmap (weight) 열 0-1은 PE 세트

의 열 방향의 PE 그룹에 할당된 것을 알 수 있다.

Ofmap 열 0-1은 PE 세트의 행 방향의 PE 그룹에

서 처리된다. 오프칩 디램 속 데이터의 접근을 최

소화하기 위해 덧셈기 트리, 루프 순서 등의 조건

을 다른 데이터플로우 기법과 같도록 가정했기 때

문에, 곱셈기의 개수, 덧셈기의 개수, 오프 칩 디램

의 데이터가 글로벌 버퍼로의 접근 횟수는 WS,

OS dataflow 기법의 경우와 같다.

Fig. 8. Example of PE set for RS dataflow.

그림 8. RS dataflow를 위한 PE set 예시

i f ×  ×    × × ×
 for

 × ××  × ×× × log
(3)

i f ×  ×  ≥  × × × and  ×  ≤ 
 for

 ×× × log
(4)

i f ×  ×  ≥  × × × and  ×   
 for

 × × ×  × ××log
(5)

RS 데이터 기법의 연산 사이클 양은 매개 변수

의 값에 따라 수식 (3)-(5)로 나뉜다. Ifmap 픽셀은

행 방향으로 전개된 후, input 채널 방향으로 전개

되고, Fmap의 행 방향으로 전개된 후, output 채널

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그다음 input 채널들의 방향

으로 전개된다고 가정한다.

수식 (3)-(5)의 ×  ×는 PE 세트에서 Ofmap

픽셀이 처음으로 덧셈기 트리로 전송되는데 필요

한 Ifmap 픽셀들을 multicast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다. 마찬가지로, ×  ×× 는 Ofmap 픽셀들이

덧셈기 트리에 처음으로 전송되는데 필요한 Fmap

픽셀들을 multicast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

는 Ofmap 열의 다음 픽셀이 연산 되는 데 필요한

Ifmap 픽셀을 multicast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 는 Ofmap 열의 다음 픽셀들을 연산하기 위해

Ofmap Spad의 픽셀들을 덧셈기 트리로 내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수식의 조건들에 의해 computation

cycles는 3가지 경우로 일반화를 할 수 있다.

표 3은 RS 데이터플로우들의 수식 표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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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thematical expression of RS dataflow.

표 3. RS dataflow의 수식

RS Dataflow

No. of PEs ×××

No. of
BRAMs
(18kB)


  ×⌈××⌉×


  × ×⌈×××⌉×


  ×⌈××⌉×

Register
size
(pixels)

  ×××××

  ××××× ×

  ××××

  ×××

DRAM
access
(bytes)

 
 





 ××× ×


 × ×× ×××


 ××

Total No.
of

Operations

×     

   ×××××××
   ××××

Execution
cycles
for 1 pass
time

if ×××××
 ⌈log⌉

if ××≥ ××× and ×≤
 ⌈log⌉

if ××≥ ××× and ×
 ⌈log⌉

4. 시뮬레이터

그림 9는 시뮬레이터의 흐름도이다. 입력된 데이

터가 각 함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낸다. 각 함수

들의 기능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1) GLB_partition 함수

GLB_partition 함수는 시뮬레이션의 사용자가 시

뮬레이션을 위한 하드웨어 구조에서 설정할 수 있

는 제한된 GLB 크기를 각 ifmap, fmap, ofmap 픽

셀들을 위한 버퍼를 얼마만큼 할당할지에 대한 가

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함수이다. 한 패스

동안 처리되는 ifmap, fmap, ofmap의 픽셀들의 데

이터 크기들의 명칭은 pp_size_if_kB, pp_size_f_kB,

pp_size_of_kB라고 정의한다.

GLB_partition 함수의 입력은 GLB_size_kB, pp_

size_if_kB, pp_size_f_kB, pp_size_of_kB이며 필터,

채널, 배치(batch)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걸리는

패스들의 수인 M, C, N을 입력한다.

GLB_partition 함수의 출력은 배열인 GLB_seq

에 GLB를 할당해 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

한 정보가 저장된다. 각 픽셀 데이터를 위한 공간

을 할당할 때, GLB의 제한된 하드웨어 크기에 근

접한 경우만 GLB_seq에 저장된다.

GLB_partition 함수의 또 다른 출력은 GLB의 크

기를 할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리턴하게 되는데

GLB_seq[경우의 수][0]에는 fmap을 위해 1 패스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양의 몇 배수만큼 할당

해 주었는지가 저장되고, GLB_seq[경우의 수][1]에

는 ifmap, GLB_seq[경우의 수][2]에는 ofmap을 위

해 몇 배수만큼 할당해 주었는지가 저장됨.

예를 들어, 사용자가 GLB_size_kB를 100만큼 할

당해 주었고, 한 패스 동안 처리하는 ifmap 크기는

5, fmap 크기는 20, ofmap 크기는 30이라고 할 때,

fmap을 위해 3 패스, ifmap을 위해 2 패스, ofmap을

위해 1 패스 동안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GLB에 할당해 준 경우 GLB_seq[0][0]

= 3, GLB_seq[0][1] = 2, GLB_seq[0][2] = 1이

GLB를 분할하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를 더 들어 GLB_seq[1][0]

= 1 (fmap), GLB_seq[1][1] = 10 (ifmap), GLB_seq

[1][2] = 1 (ofmap)을 할당한다면

1*20 (fmap을 위해 할당한 GLB size) +

10*5 (ifmap을 위해 할당한 GLB size) +

1*30 (ofmap을 위해 할당한 GLB size) =

100(Total GLB size).

GLB_seq[2][0] = 2 (fmap),

GLB_seq[2][1] = 6 (ifmap),

GLB_seq[2][2] = 1 (ofmap),

GLB_seq[3][0] = 1 (fmap),

GLB_seq[3][1] = 4 (ifmap),

GLB_seq[3][2] = 2 (ofmap),

가 GLB_seq에 저장되는 예시이다.

(2) divisor 함수

divisor 함수는 GLB로부터 오프칩 디램으로의

접근을 구하기 위한 컨벌루션 연산의 루프의 m, c,

n, M/m, N/n, C/c의 매개 변수들의 조합을 구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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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low chart of the simulator.

그림 9. 시뮬레이터의 흐름도

divisor 함수의 입력으로는 M, C, N과 M, C, N

의 약수인 m, c, n을 저장할 배열이 입력되고 함수

의 출력으로는 매개 변수 M, C, N의 값들을 인수

분해 해서 매개 변수 M, C, N 약수의 개수 절반을

반올림 한 값을 반환하고, M, C, N의 제곱근보다

작은 약수들을 크기가 50인 배열 m, c, n에 저장한

것이 출력이다.

예를 들어 매개 변수의 M 값이 20이라면, m[0]=1,

m[1]=2, m[2]=4가 되고, c_m은 M의 약수들 개수 6

개(1, 2, 4, 5, 10, 20)의 절반인 3이 저장된다. m, c,

n이 M, C, N의 약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약수의

반만 구한다. 그리고 다른 매개 변수인 N의 값이 4

라면, a[0] = 1, a[1] = 2이며, 약수 개수의 절반+1

인 c_n은 2를 반환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어, 36의 약수를 구할

때, 1, 2, 3, 4, 6까지만 구하면 나머지 약수인 36,

18, 12, 9는 자연스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 listing 함수

listing 함수는 divisor 함수에서 구한 M, C, N의

약수 들 중 1개씩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는 함수이다.

listing 함수의 입력으로는 M, C, N의 약수들의

절반이 저장된 배열인 m, c, n과 M, C, N 약수의

개수 절반을 입력으로 받음. listing 함수에서 약수

의 절반만 입력으로 받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combination 함수에서 divisor에서 출력된 약수의

절반만 알게 되면 나머지 약수를 나눗셈해 나머지

약수들을 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listing 함수의 출력은 list란 이름의 배열에 M,

C, N 약수들의 조합을 출력 한다. 예를 들어 약수

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절반, 홀수인 경우는 반

올림 (4개 -> 2개 / 7개 -> 4개)

예를 들어서 M = 4, C = 4, N=4라고 하면 m[0]=1,

m[1]=2 / c[0]=1, c[1]=2 / n[0]=1, n[1]=2 c_m=M

약수의 개수 들 절반의 반올림=2, c_c=C 약수의 개

수 절반의 반올림=2, c_n=N 약수의 개수 절반의

반올림=2가 listing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생

성되는 list의 크기는 c_m*c_c*c_n = 2*2*2 = 8 =

list의 총 pairs 수. (pairs는 (1, 1, 1)...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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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0～7][0] 에는 M의 약수들, list[0～7] [1]에는

C의 약수들, list[0～7] [2]에는 N의 약수들이 할당

된다. 아래는 M, C, N의 약수들에 대해, 모든 pairing

된 쌍 8가지를 나타낸 이다.

list[0][0] = 1, list[0][1] = 1, list[0][2] = 1

list[0][0～2] = (1, 1, 1), list[1][0～2] = (2, 1, 1),

list[2][0～2] = (1, 2, 1), list[3][0～2] = (2, 2, 1),

list[4][0～2] = (1, 1, 2), list[5][0～2] = (2, 1, 2),

list[6][0～2] = (1, 2, 2), list[7][0～2] = (2, 2, 2)

(4, 4, 1), (4, 1, 2), (1, 4, 2), (1, 1, 4) 등등 cover

하지 못하는 pair 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combination 함수에서 tmp_list[0], M/tmp_list[0]

와 같은 식이 있으므로, M=4인 경우, 1이나 4나 같

은 역할을 하게 된다.

즉 (4, 4, 1) = (1, 1, 1) = (1, 1, 4) =…. 등 1과 4는

list배열 에서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combination 함

수에서는 같은 모두 같은 pair이다.

M=6인 경우 2=3, 1=6인 역할. (2, 1, 3) = (2, 1,

6) = (3, 6, 3) =…. 등 모두 같은 pair 군에 속하게

된다.

(4) combination 함수

combination 함수는 M, C, N과 listing 함수에서

출력된 list 배열을 입력으로 받는다. m, c, n, M/m,

C/c, N/n로 구성된 6개 loop의 모든 조합을 구하는

함수이다. 또한 combination 함수는 seq, sign 배열

도 출력한다.

combination 함수의 출력인 l_c는 모든 6개 loop

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의 총 개수이며, 그 값은 6!

으로 고정된다. 예를 들어 M = C = N = 4인 경우

tmp_list는 입력이 되고 combination 함수에서 seq

[5000][6], sign[5000][6] 값, 총 생성된 loop combination

개수가 l_c가 출력이 된다. seq는 M, C, N, m, c, n

6개의 combination을 의미함. sign는 seq에 할당된

수가 M(=0), C(=1), N(=2) 관련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됨.

예를 들어, seq[0][6] = {1, 4, 2, 2, 2, 2}, sign[0][6]

= {0, 0, 1, 1, 2, 2}는 loop 관점에서 (innermost

m=1) -> M/m=4 -> c=2 -> C/c=2 -> n=2 ->

(outmost N/n=2)를 의미함.

combination 함수에서 M = C = N = 4, tmp_list

[0～2] = { 1, 2, 2 } 일 경우,

seq[c][i1] = tmp_list[0] = 1, sign[c][i1] = 0

seq[c][i2] = M / tmp_list[0] = 4, sign[c][i2] = 0

seq[c][i3] = tmp_list[1] = 2, sign[c][i3] = 1

seq[c][i4] = C / tmp_list[1] = 2, sign[c][i4] = 1

seq[c][i5] = tmp_list[2] = 2, sign[c][i5] = 2

seq[c][i6] = N / tmp_list[2] = 2, sign[c][i6] = 2

이고, i1～i6가 loop에 배치될 때, 아래와 같은 순서

로 배치된다면,

case0：i1, i2, i3, i4, i5, i6-> seq value：1 4 2 2

2 2 / sign：0 0 1 1 2 2

case1：i1, i2, i4, i3, i5, i6-> seq value：1 4 2 2

2 2 / sign：0 0 1 1 2 2

case2：i1, i2, i3, i4, i6, i5-> seq value：1 4 2 2

2 2 / sign：0 0 1 1 2 2

case3：i1, i2, i4, i3, i6, i5-> seq value：1 4 2 2

2 2 / sign：0 0 1 1 2 2

/case0～3 모두 seq 값과 sign이 동일하니, DRAM

access 시 같은 case가 된다.

combination 함수에서는 같은 case들을 구분하는

코드 부분이 없으므로 위의 case들을 중복으로 계

산하게 됨.

(5) D_Acess 함수

D_Access 함수는 combination 함수에서 생성된

seq, sign과 GLB 크기 관련 매개 변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모든 패스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전체

DRAM access 크기를 출력한다.

전체 DRAM access는 ifmap, ofmap, fmap을 모

두 처리하기 위해 오프칩 디램에 저장되어있는 데

이터양을 의미한다.

이미 각 ifmap, fmap, ofmap의 cases(1, 2-1, 2-

2, 3)는 결정된 상태이고 Cases 1, 2-1, 2-2, 3은 이

함수 속의 if / else 문에서 확인하게 된다.

(6) sorting 함수

sorting 함수는 seq(이 seq는 D_Access 함수에

서 계산한 전체 DRAM access 크기 값들이 저장되

어 있음.)

eq_result(seq에 대응하는 루프들의 매개 변수 조

합, combination 함수의 seq와 동일한 의미), sig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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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seq에 대응하는 sign 조합, combination 함

수의 sign과 동일한 의미)

length (D_Access 함수가 call 된 총 횟수)를 입력

으로 받아서, 입력으로 받았던 seq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주는 함수임. 즉 DRAM access size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시 seq에 정렬하는 함수이다.

(7) skipping 함수

입력으로 sort에서 재정렬된 seq 및 sorting과 동

일한 나머지 입력을 받아서 DRAM access 계산 결

과가 동일한 것들을 제외해주는 함수. 출력은 seq

(중복된 결과를 제외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전

체 DRAM access 크기 들).

(8) fact 함수

fact 함수는 픽셀 종류별, 그리고 모든 cases(case

1, case 2-1, case 2-2, case 3의 4개)에 대해 DRAM

accesses 횟수를 계산한다.

모든 loop 순서도 다 고려해 계산하게 되는데 현

재 loops 개수는 무조건 6개. Loops의 순서들도 모

두 고려해 계산한다. M, C, N 각각의 약수들의 조

합을 계산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

즉, GLB 크기를 미리 정해 준 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줌. GLB 크기와 loop 순서, M, C,

N의 약수 조합이 정해지면, 각 픽셀 종류마다 해당

하는 cases들이 고정됨. 현재 시뮬레이터의 총 4개

의 loops로 이루어 짐. 그중 최외곽 루프에 해당하

는 것이 GLB_partition 함수임.

나중에 하드웨어의 디자인 스페이스가 너무 커질

땐, 위의 네 종류 루프 중 몇 개는 무시하게 된다.

만약 3개 GLB들이 오프 칩 DRAM만큼 아주 큰

크기일 경우,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GLB만 쓰겠

다는 경우, 각 feature map마다 4개 cases가 가능

하므로 4^3 = 64가 총 경우의 수가 된다.

하지만 코드에서는 이를 다 따져 보지는 않음.

즉, feature maps 종류 별로 독립적으로 정하지는

못했고, GLB에 자리가 있으면 가능한 한 효율적으

로 쓰게끔만 C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위의 입력 값들로 설정하여 C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최소 DRAM 접근 횟수는(1, 1, 2)로 얻어지

게 되었다. (1, 13, 1) 외에 (5, 1, 1), (1, 1, 4), (1, 1,

2) 등도 top ten으로 들어옴.

5. 시뮬레이션 결과

Eyeriss 논문을 참고하여 CNN 하드웨어 아키텍

처 AlexNet의 3번째 레이어의 매개 변수를 시뮬레

이터에 대입했을 때 오프 칩 디램에서 가속기 내부

의 GLB 접근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냈다(그림 10).

그래프의 x축은 GLB의 크기(kB), y축은 오프칩 디

램의 접근하는 데이터 양(MB)로 나타냈다. 그래프

위의 A～G까지의 알파벳들은 그래프에서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었다.

min   
         (6)

max   
  ×× 
× ×  
 ×× 

(7)

GLB의 크기의 최솟값은 한 패스의 픽셀 데이터

가 GLB에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최댓값은 모든 패

스의 픽셀 데이터가 담길 수 있도록 (6), (7)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속기의 성능은 y축의 크기

가 낮을수록 x축의 크기가 클수록 좋다.

Fig. 10. Graph of simulator result values.

그림 10. 시뮬레이터 결과 값의 그래프

(1) A 구간

A 구간의 가속기 내부의 글로벌 버퍼의 크기가

56.17～96.67kB일 때 최소 오프 칩 디램의 접근 용

량은 182.91～168.19MB이다. 가속기 내부의 글로

벌 버퍼가 각 Feature map들을 담아 재사용을 최

소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접근 용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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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GLB_size Min to Max (kB) Passes for ifmap Passes for fmap Passes for ofmap DRAM_ACCESS Min to Max (MB)

A
56.17 1 1 1 182.91

96.67 1 13 1 168.19

B
100.05 1 1 2 119.63

140.55 1 13 2 112.27

C
143.92 1 1 3 98.53

181.05 1 12 3 94.04

D
184.42 1 1 4 87.98

265.42 1 25 4 80.63

E
272.17 1 2 6 77.23

359.92 1 28 6 71.92

F ～ G
363.3 1 4 8 67.73

575.92 1 117 4 52.43

Table 4. Table of simulation results.

표 4. 시뮬레이션 결과 값

(2) B 구간

B 구간의 가속기 내부의 글로벌 버퍼의 크기가

100.05～140.55kB일 때 최소 오프 칩 디램의 접근

용량은 119.63～112.27MB이다. 가속기 내부의 글

로벌 버퍼가 ofmap을 최소 두 패스 정도를 담아

재사용을 해서 A 구간보다 오프칩 디램의 접근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3) C～E 구간

C～E 구간의 가속기 내부의 글로벌 버퍼의 크기

가 143.92～359.92kB일 때 최소 오프 칩 디램의 접

근 용량은 98.53～71.92MB이다. 가속기 내부의 글

로벌 버퍼가 ofmap을 채널만큼을 담아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B 구간 보다 가속기의 성능이 향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4) F～G 구간

F～G 구간의 가속기 내부의 글로벌 버퍼의 크기

가 363.3kB 이상일 때 최소 오프 칩 디램의 접근

용량은 67.73MB 이상이다. 가속기 내부의 글로벌

버퍼가 모든 ofmap을 담아 재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이므로 성능의 향상 폭이 크지 않다. 표 4에 시

뮬레이션 결과 값을 요약했다.

Ⅲ. 결론

CNN의 연산 집약적인 컨벌루션 레이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CNN 가속기 하드웨

어 아키텍처 들과 데이터플로우 기법 및 루프 변환

기법들이 제시되면서, 수많은 디자인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에 대해

CNN의 다양한 크기의 컨벌루션 레이어를 위한 가

속기 구조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글로벌 버

퍼의 크기에 대한 최적의 디자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RS 데이터플로우를 분석하여 수식으로 코

딩하였다.

제안된 시뮬레이션은 컨벌루션 레이어의 매개 변

수 및 FPGA 보드의 하드웨어 자원의 사양을 입력

으로 하여, 가속기의 내부의 글로벌 버퍼 크기별

오프 칩 디램의 접근 용량을 출력으로 한다. 제안

된 시뮬레이션을 Virtex-7 VX485T FPGA 보드에

대해 수행해보았고, AlexNet과 VGGNet-11을 처

리하기 위한 가속기의 설계 공간을 탐색해보았다.

DSP의 크기에 따른 여러 FPGA를 사용할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DSP별 FPGA 빠르게 탐색하

여 적합한 FPGA를 선정할 수 있다. 즉 가속기 내

부의 글로벌 버퍼가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각

CNN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한계 때문에 더는 성능

이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글로

벌 버퍼가 크면 클수록 좋지만 가속기의 하드웨어

의 한계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사용자는 적절한

글로벌 버퍼 사이즈를 생각하여 상황에 맞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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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제안된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속기의 구

조 탐색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가속기로 공급되

는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가

속기 내부의 버스에서의 충돌로 인한 제한적인 데이

터 공급 상황을 고려하는 것과 에너지 소모 관점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성을 논문을 통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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