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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심층 신경망은 인간 시각 신경망의 구조에 착안하여 그 구조가 

제안된 것으로써, 간단한 구성의 유닛들이 많은 수가 존재하고 각각의 

유닛들 사이에 연결이 있는 구조이다. 이 심층 신경망은 인식, 마이닝, 

그리고 합성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머징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 인식이나 청각 인식에서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가 인간의 인식률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 

그 가능성이 더욱 주목된다. 이와 같은 심층 신경망의 응용은 근래 들어 

모바일 환경에서 필요성이 특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에서의 얼굴 인식 기능이나 음성 검색 혹은 음악 검색에서의 소리 

인식 기능 등에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부분의 구현은 심층 신경망의 에너지 소비, 면적, 그리고 지연 시간 

등에 따른 한계에 의해 클라이언트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온라인에 있는 서버에 해당 자료를 보낸 뒤 계산된 결과를 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확률 연산 방식은 그 특성 상 전체 신경망의 에너지 소비, 

면적, 그리고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심층 신경망을 확률 연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확률 연산 방식의 적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밀도의 감소에 있다. 확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

1, 1]의 한정된 값을 표현할 수 밖에 없기에 기존 변동 소수점 방식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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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확률 연산 방식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확률 심층 신경망에서 

각 확률 연산자들의 정밀도 수준을 변화시켜가며 전체 신경망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전체 신경망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주요어 : 심층 신경망, 확률 연산 

학   번 : 2014-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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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기계학습의 일환으로 제안된 인공 신경망은 매우 성공적인 

알고리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성능으로 인하여 

통용되지 못하였다. [1]에서 제안된 인공 신경망 기술은 그 입력 유닛이 

256개였지만 초당 최대 10개의 이미지 밖에 분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정 기술 및 구현 방식의 발전에 따라 [1]에서 제안된 그림 1과 같은 

구조의 회로의 성능이 색상 정보까지 갖는 고화질의 입력 이미지를 매우 

빠르게 분류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은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심층 인공 신경망들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었으나, 그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기존 심층 인공 신경망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정확도를 갖는 조건에서 그 크기를 최적화하는 문제가 주요한 사안이 

되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사용된 확률 수학 연산자들을 기존 심층 신경망에 결합시켜 

적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그림 1. 간략하게 도식한 인공 신경망의 구조 

[3]과 같이 확률 수학 연산자를 이용한 기존의 시도가 있었는데, 

확률 수학 연산의 특성 상 일반적인 입력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즉, 다음 계층에 대한 입력이 한정된 

수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특성 때문에 복잡한 신경망을 구성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밀도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복잡한 신경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시스템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연산자의 정밀도를 최대한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확률 수학 연산자의 

정밀도의 변화가 전체 신경망의 정확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4]에서 제안된 MNIST 데이터 모음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어떤 확률 수학 연산자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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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MNIST 데이터 모음 

 

심층 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모음들은 간단하게는 숫자 인식, 문자 인식에 있어서부터 복잡하게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고화질 이미지들이나 음성 녹음 파일, 동영상 

파일 등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 중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와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데이터 모음은 [4]에서 제안된 MNIST 

데이터 모음이다. 이 MNIST 데이터 모음은 손으로 쓰여진 총 

70,000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NIST에서 사용 가능한 전체 

이미지 중 일부로 구성된 것이다. 원래 NIST 데이터 모음의 이미지는 

크기가 20 x 20 픽셀로, 각 픽셀이 검은색 혹은 흰색의 두 가지 값으로 

정규화되어 있다. MNIST 데이터 모음에서는 이 이미지를 28 x 28 

픽셀로 정규화하며 픽셀들의 무게 중심을 이미지의 가운데로 옮기면서 

안티 얼라이싱을 하였는데, 그 결과 MNIST 데이터 모음은 각 픽셀이 

0에서 255 사이의 그레이 값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 때 0은 해당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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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NIST 데이터 모음 예시 

이 흰 색임을 의미하고 255는 해당 픽셀이 검은 색임을 의미한다. 

 MNIST의 전체 70,000개의 이미지 중 60,000개의 이미지는 심층 

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10,000개의 이미지는 학습된 심층 

신경망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이미지이다. MNIST 데이터 

모음들 중 일부를 실제 이미지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이 MNIST 이미지들은 [4]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로 테스트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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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 혹은 1,000개의 유닛을 갖는 한 개의 은닉 계층으로 이뤄진 

인공 신경망에서는 3.6~4.7%의 인식 오류를 보였다. 또한 각각 

300+100개 또는 500+150개의 유닛을 갖는 두 개의 은닉 계층으로 

이뤄진 심층 신경망에서는 2.45~3.05% 정도의 인식 오류를 보였다. 

인식 오류에서 지금까지 가장 나은 성과를 보인 심층 신경망은 

[5]에서 구현된, 이전 계층에서의 특징을 추출해내기 위한 최댓값 추출 

계층이 추가된 나선 심층 신경망 중의 하나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모든 유닛이 훈련되지 않는 대신에, 이전 계층의 부분 

집합에서만 결과를 받는 훈련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포유류의 시각 신경에서 시각 중추까지의 신경망에서 관찰되는 것과 

비슷한, 성기지만 깊은 신경망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 결과 

0.21%까지 인식 오류를 낮출 수 있었다. 그런데 한편 [6]에 의하면 

MNIST 데이터 모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 오류가 약 2%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 내외의 오류로 MNIST 데이터 모음을 인식해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 절 심층 신경망의 구조 

 

심층 신경망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MNIST 자료 

모음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계층 퍼셉트론 형태를 이용하였다. 

이 다계층 퍼셉트론 형태는 그림 3과 같이 한 개의 입력 계층과 한 

개의 출력 계층, 그리고 두 개의 은닉 계층으로 구성된다. 입력 계층은 

MNIST 자료를 받아들이기 위해 28×28개의 유닛을 가지고, 출력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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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심층 신경망의 구조 

은 입력된 자료를 0에서 9로 분류하기 위해서 10개의 유닛을 가지 게 

된다. 은닉 계층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계층이 10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고 두 번째 계층이 200개의 유닛으로 구성된다. 각 계층 내의 

유닛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연속된 두 개의 다른 계층에 있는 

유닛 간에는 모두 연결을 가진다. 

심층 신경망의 동작은 크게 곱셈기, 덧셈기, 그리고 시그모이드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최초 입력 계층에서는 784개의 각 유닛에 [0, 

255]의 입력이 들어오는데, 이 입력 데이터를 [-1, 1]로 선형 

변환시킨다. 이렇게 선형 변환된 입력 데이터를 받는 각 유닛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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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첫 번째 은닉 계층 내 100개의 유닛과 빠짐없이 연결되어 총 

78,400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결마다 학습을 통해 얻어진 

가중치가 있어서 입력 데이터와 곱해지게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은닉 

계층의 각 유닛의 연결마다 곱해진 값들이 모두 더해져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한 후 다음 두 번째 은닉 계층의 입력으로 이용된다. 이 두 

번째 은닉 계층은 출력 계층과 앞서와 동일한 관계를 갖게 된다. 입력을 

1x784 IN 벡터로, 각 연결 별 가중치들을 784x100 Wh1, 100x200 Wh2, 

200x10 Wout으로 두고 출력 벡터를 1x10 OUT, 시그모이드 함수를 f 

라고 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𝑶𝑼𝑻 = 𝒇[𝒇{𝒇(𝑰𝑵 ∙ 𝑾𝒉𝟏 + 𝒃𝒉𝟏) ∙ 𝑾𝒉𝟐 + 𝒃𝒉𝟐} ∙ 𝑾𝒐𝒖𝒕 + 𝒃𝒐𝒖𝒕] (1) 

여기서 bh1, bh2, 그리고 bout은 각각 연관된 bias 벡터들이다. 

위의 수식 (1)과 같은 형태를 지니는, 32-비트 부동 소수점으로 

동작하는 심층 신경망에 가중치들이 [-1, 1]에 해당하는 값을 갖도록 

제한을 한 후 60,000개의 MNIST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600세대 

동안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학습된 심층 신경망에 10,000개의 MNIST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시킨 결과 97.77%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 학습된 신경망에서 가중치들을 추출하여 여러 정밀도를 갖는 확률 

비트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0.69의 가중치는 2-비트 정밀도에서는 0.5가 되고, 3-비트 

정밀도에서는 0.75가 되는 것이다. 이 때 10,000개의 MNIST 테스트 

데이터 입력도 가중치와 동일한 정밀도를 갖는 확률 비트스트림으로 

변환된 후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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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확률 수학 연산자 

 

확률 연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2진법을 사용하는 확률 비트스트림이 

사용되었다. 이 비트스트림은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들이 연속되는 

것인데, 어떤 확률 값 X에 대하여 그 비트스트림에서 1이 등장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 갖고 있다. 예를 들어, [0, 1] 범위 

내의 확률을 갖는 단극 확률 비트스트림 00 1110 1011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어진 10개의 비트에서 6개의 비트가 1이기 때문에 

비트스트림에서 어떤 비트가 1이 될 확률은 0.6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확률 비트스트림 내부의 비트 순서는 그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10 1110 1010, 00 1111 1100, 또는 11 

1111 0000 모두 0.6의 확률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2]에서 [3]의 확률 신경망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확률 수학 

연산자가 소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과 테스트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방식인, 오프라인 부동 소수점 학습 이후 얻어진 가중치들을 

온라인 확률 심층 신경망에 적용한 후 테스트하는 방식이 

이용되었으므로 곱셈기, 가산기,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세 가지 

확률 수학 연산자만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확률 수학 연산자로는 그림 4 

와 같은 논리 회로가 사용되었다. 확률 수학 연산이 가질 수 있는 

오차는 베른슈타인 근사, 양자화, 그리고 무작위 확률 파동 임이 

[7]에서 분석되었는데, 실제 본 논문에서 이용된 확률 수학 연산자들이 

각각 정밀도 별로 어떻게 오차를 보이는가는 다음 장인 실험 결과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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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곱셈기                     (나) 가산기 

 

 

(다) 시그모이드 함수기 

그림 4. 확률 수학 연산자 

 

 

제 1 항 확률 곱셈기 

그림 4의 (가)에서 곱셈기는 XNOR 논리 소자로 표현되는데, 이는 

모든 데이터가 [-1, 1]의 양극 형식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양극 확률 값 A의 확률 비트스트림에 1이 등장할 확률 P(A)는 다음 

수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𝑃(𝐴) =
1 + 𝐴

2
 (2) 

이 때, 어떤 두 양극 확률 값 X와 Y에 대하여 그 곱의 확률 

비트스트림에서 1이 등장할 확률 P(XY)는 다음 수식 (3)과 같다. 

FSM 비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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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Y) =
1 + 𝑋𝑌

2
 (3) 

 

한편, P(X)P(Y)는 수식 (4)와 같고, 

 

𝑃(𝑋)𝑃(𝑌) =
1 + 𝑋

2

1 + 𝑌

2
 

                     =
1 + 𝑋 + 𝑌 + 𝑋𝑌

4
 

(4) 

𝑃(𝑋)̅̅ ̅̅ ̅̅ ̅ 𝑃(𝑌)̅̅ ̅̅ ̅̅ ̅는 다음 수식 (5)와 같다. 

 

𝑃(𝑋)̅̅ ̅̅ ̅̅ ̅ 𝑃(𝑌)̅̅ ̅̅ ̅̅ ̅ = (1 −
1 + 𝑋

2
) (1 −

1 + 𝑌

2
) 

                     =
1 − 𝑋 − 𝑌 + 𝑋𝑌

4
 

(5) 

위의 수식 (3), (4), (5)에 의해서, 

 

𝑃(𝑋𝑌) =
2 + 2𝑋𝑌

4
 

             =
(1 + 𝑋 + 𝑌 + 𝑋𝑌) + (1 − 𝑋 − 𝑌 + 𝑋𝑌)

4
 

             = 𝑃(𝑋)𝑃(𝑌) + 𝑃(𝑋)̅̅ ̅̅ ̅̅ ̅ 𝑃(𝑌)̅̅ ̅̅ ̅̅ ̅ 

             = 𝑃(𝑋) xnor 𝑃(𝑌) 

(6) 

임이 확인되었다. 

 

 

제 2 항 확률 가산기 

그림 4의 (나)에서 가산기는 멀티플렉서로 표현되어있다. 이 

멀티플렉서는 M개의 양극 확률 값 X1, X2, … , XM을 입력으로 가지며, 

입력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출력한다. 즉, 각각의 입력에 대한 

확률 비트스트림 P(X1), P(X2), … , P(XM)에 대하여 각 비트스트림에서 

1이 멀티플렉서의 출력으로 나갈 확률은 
𝑃(𝑋1)

𝑀
,

𝑃(𝑋2)

𝑀
, … ,

𝑃(𝑋𝑀)

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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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산기의 입력 X1, X2, … , XM 과 출력 Out 은 다음 수식 (7)과 같은 

관계를 지닌다. 

 

𝑃(𝑂𝑢𝑡) =
1

𝑀
∑ 𝑃(𝑋𝑖𝑛)

𝑀

𝑖𝑛=1

 

               =
1

𝑀
𝑃 ( ∑ 𝑋𝑖𝑛

𝑀

𝑖𝑛=1

) 

(7) 

이와 같이 가산기의 선택에 있어서 특이할 점은, 매 비트스트림마다 

하나의 입력이 무작위로 선택되어 출력되게 되므로 
1

𝑀
로 스케일링된 

결과 값을 출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에서는 이러한 스케일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식 (7)과 같은 

가산기의 출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학습을 통해 얻어진 

가중치들을 확률 심층 신경망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스케일링 효과를 없애야만 하는데, 이 문제는 가산기 출력에 연결되는 

시그모이드 함수기에서 해당 스케일링을 다시 역으로 적용하여, M이 

곱해진 입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제 3 항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 

시그모이드 함수기는 입력에 따라 내부의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양방향 포화 카운터와 비교기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는 final 

state machine으로 보다 간단히 구현될 수 있는데, 확률 비트스트림 

입력 X가 1일 경우 FSM의 상태를 1 증가시키고 입력이 0일 경우 

FSM의 상태를 1 감소시킨 후 현재 상태 값이 최대 상태 값 N-1의 

절반이 넘을 경우 출력으로 1을 내보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내보내면 된다. 물론, FSM의 상태가 최소 상태 값인 0일 때 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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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거나 최대 상태 값인 N-1일 때 입력이 1이더라도 각각 상태의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포화 상황을 제외하면, P(X)에 대한 상태 

𝑆𝑖−1(𝑃(𝑋))와 상태 𝑆𝑖(𝑃(𝑋)) 간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𝑆𝑖−1(𝑃(𝑋))𝑃(𝑋) = 𝑆𝑖(𝑃(𝑋))𝑃(𝑋)̅̅ ̅̅ ̅̅ ̅ (8) 

수식 (8)에 의해서, 

 𝑆𝑖(𝑃(𝑋)) =
𝑃(𝑋)

1 − 𝑃(𝑋)
𝑆𝑖−1(𝑃(𝑋)) (9) 

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력 X에 대해 현재 상태가 𝑆𝑘일 확률은 수식 

(9)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𝑆𝑘(P(X)) = (
𝑃(𝑋)

1 − 𝑃(𝑋)
)

𝑘

𝑆0(𝑃(𝑋)) (10) 

한편 시그모이드 함수기 내부에서 항상 상태는 어느 한 곳에 있게 

되므로, 

 ∑ 𝑆𝑘(𝑃(𝑋))

𝑁−1

𝑘=0

= 1 (11) 

가 성립한다. 수식 (10)과 수식 (11)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𝑆0(𝑃(𝑋)) =

1

∑ (
𝑃(𝑋)

1 − 𝑃(𝑋)
)

𝑘
𝑁−1
𝑘=0

 
(12) 

다시 수식 (10)과 에서, 

 𝑆𝑘(𝑃(𝑋)) =
(

𝑃(𝑋)
1 − 𝑃(𝑋)

)
𝑘

∑ (
𝑃(𝑋)

1 − 𝑃(𝑋)
)

𝑙
𝑁−1
𝑙=0

 (13) 

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확률 비트스트림 출력 Y를 

생각해보면 현재 상태가 
𝑁

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1이 되고 그 

외에는 0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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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𝑌) =  ∑ 𝑆𝑘(𝑃(𝑋))

𝑁−1

𝑘=
𝑁
2

 (14) 

가 된다. 이 수식은 (13)에 의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𝑃(𝑌) =

∑ (
𝑃(𝑋)

1 − 𝑃(𝑋)
)

𝑘
𝑁−1

𝑘=
𝑁
2

∑ (
𝑃(𝑋)

1 − 𝑃(𝑋)
)

𝑙
𝑁−1
𝑙=0

 

           =
(

𝑃(𝑋)
1 − 𝑃(𝑋)

)

𝑁
2

− (
𝑃(𝑋)

1 − 𝑃(𝑋)
)

𝑁

1 − (
𝑃(𝑋)

1 − 𝑃(𝑋)
)

𝑁  

           =
(

𝑃(𝑋)
1 − 𝑃(𝑋)

)

𝑁
2

1 + (
𝑃(𝑋)

1 − 𝑃(𝑋)
)

𝑁
2

 

(15) 

위 수식 (15)에 (2)를 대입하면, 

 
𝑌 + 1

2
=

(
1 + 𝑋
1 − 𝑋

)

𝑁
2

1 + (
1 + 𝑋
1 − 𝑋

)

𝑁
2

 (16) 

 

 

𝑌 =
(

1 + 𝑋
1 − 𝑋

)

𝑁
2

− 1

1 + (
1 + 𝑋
1 − 𝑋

)

𝑁
2

 

    =
(1 + 𝑋)

𝑁
2 − (1 − 𝑋)

𝑁
2

(1 + 𝑋)
𝑁
2 + (1 − 𝑋)

𝑁
2

 

(17) 

가 된다. 여기서 (18)의 테일러 전개를 이용할 수 있는데, 

 𝑒𝑥 = ∑
𝑥𝑛

𝑛!

∞

𝑛=0

 (18) 

에서 x의 절대값이 크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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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𝑒𝑥 ≅ 1 + 𝑥 (19) 

결과적으로 수식 (17)은 (19)에 의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 근사 

됨을 알 수 있다. 

 

𝑌 ≅
𝑒

𝑁𝑋
2 − 𝑒− 

𝑁𝑋
2

𝑒
𝑁𝑋

2 + 𝑒− 
𝑁𝑋

2

 

    = tanh (
𝑁𝑋

2
) 

(20) 

 

 

 

제 4 절 심층 신경망의 구현 

 

 

제 1 항 C++를 이용한 구현 

심층 신경망을 구현하기에 앞서 간단한 C++ 모델링을 이용하여 앞 

절에서 소개된 각 확률 연산자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때, 각 

확률 비트스트림은 선형 전달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베르누이 

연속으로 생성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는데, 구현의 간편함을 위하여 

코드 1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코드는 

대부분 의사 코드이다. 

float X; 

 

if (X > (rand()/RAND_MAX*2 – 1)) 

  Stream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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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StreamX = 0; 

코드 1. 확률 비트스트림의 생성 

이와 같은 확률 비트스트림을 입력으로 받는 각 확률 연산자는 아래의 

코드 2와 같이 구현되었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평가하였다. 

// Stochastic Multiplication 

StreamY_M = StreamX_M1 xnor StreamX_M2; 

Y_M = X_M1 * X_M2; // to compare 

 

 

// Stochastic Addition 

StreamY_A = StreamVectorX_A[rand() % N]; 

Y_A = (X_A1 + X_A2 + … + X_AN) / N; // to compare 

 

 

// Stochastic Sigmoid function 

Saturation(0to2N-1)Counter SCounter; 

 

if (StreamX_S) 

  SCounter++; // saturate to 2N-1 if already 2N-1 

else 

  SCounter--; // saturate to 0 if already 0 

 

if (SCounter < N) 

  StreamY_S = 0; 

else 

  StreamY_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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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_S = tanh(N * X_S); // to compare 

코드 2. 각 확률 연산자 구현 

한편, 전체 심층 신경망의 구현은 [8]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형으로는 32-비트 부동 소수점을 이용하였다. 구현 이후 테스트 

시 자주 변경되는 항목들은 libconfig을 이용하여 새로 컴파일 없이 

바로 실행시켜볼 수 있게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전체 심층 신경망의 

계층 구성이나 학습 세대 수, 학습 계수 등이 그 대상이었다. 부동 

소수점 모델은 다음 코드 3과 같이 구현되었다. 

configArray = getConfig(configFile); 

 

dnnInitializatoin(configArray); 

readMnistData(mnistDataFile); 

 

// training phase 

for (epoch = [0, epochLimit-1]) { 

  for (every mnistTrainingSet) { 

    forwardPropagation(mnistTrainingSet); 

    backPropagation(mnistTrainingSet); 

  } 

  print(trainingErrorRate); 

} 

 

saveWeight(weightData); // for Stochastic DNN 

 

// tes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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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very mnistTestSet) 

  forwardPropagation(mnistTestSet); 

print(testErrorRate); 

코드 3.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의 최상위 단계 구현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은 크게 학습 단계와 테스트 단계로 

나뉘어있다. 학습 단계에서는 전방 전파 및 오류 역전파가 매 학습 

셋마다 이뤄지게 된다. 한 세대 내에서 60,000개의 학습 데이터가 모두 

학습된 이후에는 해당 세대에서의 학습 인식 오류가 어떻게 되는지 

출력한다. configFile에서 지정된 학습 세대가 지난 후에는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심층 신경망에 통과시켜 인식 오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한다. 이 때 전방 전파 함수는 코드 4와 같다. 

forwardPropagation(dataset) { 

  for (every layer) { 

    for (every currentNeuron) { 

      for (every previousNeuron) { 

        // multiplication and addition 

        currentNeuron = currentNeuron + 

                   previousNeuron * relativeWeight; 

      } 

      currentNeuron = currentNeuron + bias; 

      currentNeuron = tanh(currentNeuron); // sigmoid 

}}} 

코드 4. 부동 소수점 전방 전파 함수 

전방 전파의 구현은 수식 (1)을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다만 

C++에서의 구현은 동작 여부 검증이 가장 큰 목표였으므로, 빠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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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활한 디버깅을 위하여 벡터 연산은 이용하지 않았다. 동작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벡터 연산 적용은 다음 항의 MATLAB을 통한 구현에서 

다루었다. 오류 역전파 함수는 다음과 같은 비용 수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현된 것이다. 

 𝐶𝑜𝑠𝑡 =
1

2
‖𝑡𝑎𝑟𝑔𝑒𝑡 − 𝑟𝑒𝑠𝑢𝑙𝑡‖2 (21) 

이 때 n번째 계층에서 ∆𝑾𝒏 을 구하는 것이 오류 역전파에서 가장 큰 

난관인데, 이는 [9]에서 체인 룰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이 

증명되어있고 본 논문에서는 확률 신경망의 전방 전파에 초점을 

두었기에 결과만 인용한다. 

 ∆𝑾𝒏 = (𝑾𝒏+𝟏)𝑇∆𝑾𝒏+𝟏 ∘ 𝑡𝑎𝑛ℎ′(𝒆𝒓𝒓𝒐𝒓𝒏) (22) 

수식 (22)를 이용한 오류 역전파 함수의 코드는 아래와 같다. 

backPropagation(dataset, target) { 

  // calculate deltas 

  for (every layer) { 

    if (outputLayer) { 

      for (every currentNeuron) 

        delta = (target – result) * tanh’(result); 

    } else { 

      for (every currentNeuron) { 

        for (every nextLayerNeuron) 

          delta = delta + nextLayerDelta * weight; 

        delta = delta * tanh’(delta); 

  }}} 

 

  // update weights 

  for (every l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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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very currentNeuron) { 

      for (every nextLayerNeuron) { 

        weight = weight + learningRate * 

                                 delta * previousNeuron; 

}}}} 

코드 5. 부동 소수점 오류 역전파 함수 

확률 심층 신경망에서 가중치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 

1]이므로,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한 후 해당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의 가중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1, 1]로 

제한하였다. 이는 코드 6에서처럼 오류 역전파 과정의 마지막에서 

가중치를 수정해 줄 때 반영하였다. 

Backpropagation(dataset, target) { 

  // calculate deltas 

... 

  // update weights 

... 

        weight = weight + learningRate * 

                                 delta * previousNeuron; 

        // to restrict weight range 

        if (weight > 1) 

          weight = 1; 

        else if (weight < -1) 

          weight = -1; 

}}}} 

코드 6. 수정된 부동 소수점 오류 역전파 함수 

이와 같이 수정된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 모델을 수행하면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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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에 사용될 가중치들을 코드 3에서 저장할 수 있다. 그를 

활용할 확률 심층 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구현될 수 있다. 

configArray = getConfig(configFile); 

 

dnnInitializatoin(configArray); 

readMnistData(mnistDataFile); 

 

loadWeight(weightData); // load floating-point weight 

 

// test phase 

for (every mnistTestSet) 

  stochasticForwardPropagation(mnistTestSet); 

print(stochasticTestErrorRate); 

코드 7. 확률 심층 신경망의 최상위 단계 구현 

부동 소수점 데이터를 확률 비트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매 사이클마다 확률 값에 따라 0 또는 1을 출력하는 대신에 

비트스트림의 길이와 같은 비트 수를 갖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8-비트 확률 값을 비트스트림으로 변환하여 0 

혹은 1을 256번 내보내 계산하는 대신 256-비트 데이터에 모든 

비트스트림의 값을 미리 써놓고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C++에서 비트 별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확률 

연산의 용이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확률 전방 전파 함수는 

코드 8과 같이 구현되었다. 

stochasticForwardPropagation(dataset) { 

  for (every layer) { 

    for (every currentNeur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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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very previousNeuron) { 

        // multiplication 

        mult[n] = previousNeuron xnor relativeWeight 

      } 

      // addition 

      currentNeuron = randomSelect(mult) + bias; 

      // sigmoid 

      currentNeuron = SCtanh(2 * numIn * currentNeuron); 

}}} 

코드 8. 확률 전방 전파 함수 

 

 

제 2 항 MATLAB을 이용한 구현 

MATLAB을 이용한 확률 신경망의 구현은 [10]에서 제안된 

MatConvNet을 기반으로 하였다. MatConvNet은 MATLAB과 C/C++ 

컴파일러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미지 인식에 특화된 나선 신경망 구현 

도구 상자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나선 신경망 구현을 위한 도구들 

외에도 MNIST, CIFAR10, 그리고 ImageNet 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예제 신경망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MNIST 예제 신경망을 

수정하여 계층의 수나 유닛의 개수 등을 조절해주었다. 이는 

cnn_mnist_init.m 파일에서 쉽게 수정할 수 있다. MatConvNet에서 

특이할 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층으로 구성되는 곱셈기-가산기-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조합이 곱셈기-가산기 및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두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아래 코드 9같은 경우는 50개의 입력을 

갖는 100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계층을 100개의 입력을 갖는 2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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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으로 구성된 계층으로 변환시키는 예이다. 여기서 각 항목의 마지막 

줄은 곱셈기-가산기를 거친 값에 적용될 시그모이드 함수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기존 코드는 [11]에서 제안된 ReLu를 시그모이드 함수기로 

이용한 반면 수정된 코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시그모이드 함수기로 

사용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 original code: 50 nodes to 100 nodes with ReLu 

net.layers{end+1} = struct('type', 'conv', ... 

  'weights', {{f*randn(1,1,50,100, 'single'), ... 

  zeros(1,10,'single')}}, 'stride', 1, 'pad', 0) ; 

net.layers{end+1} = struct('type', 'relu') ; 

% modified code: 100 nodes to 200 nodes with tanh 

net.layers{end+1} = struct('type', 'conv', ... 

  'weights', {{f*randn(1,1,100,200, 'single'), ... 

  []}}, 'stride', 1, 'pad', 0) ; 

net.layers{end+1} = struct('type', 'tanh') ; 

코드 9. MatConvNet에서 계층 수정의 예 

이렇게 신경망을 원하는 바와 같이 구성한 후 학습을 시키고 

가중치들을 따로 저장하였다. 이 가중치들은 확률 심층 신경망에서 

사용되는데, 확률 심층 신경망은 기존 부동소수점 심층 신경망과 동일한 

신경망 선언에서 내부적으로 곱셈기와 가산기, 시그모이드 함수기에 

이용되는 함수만 새롭게 추가적으로 정의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곱셈기와 가산기는 각각 입력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률 

비트스트림 벡터로 만든 후 벡터 연산을 하였다. 곱셈기의 경우에는 

비트 별로 XNOR 논리를 적용하였고, 가산기는 곱셈기의 결과에서 

하나의 비트를 무작위로 선택해 새로운 비트스트림 벡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시그모이드 함수기는 코드 2에서의 구현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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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고, 상태의 수만 입력 유닛 수의 두 배로 하여 가산기에서의 

가중 합을 상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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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 험   결 과 

 

 

 

제 1 절 확률 수학 연산자들의 오차 

 

앞 장에서 C++로 구현한 각 확률 수학 연산자들의 정밀도를 

변화시켜 가며 그에 따른 각각의 독립적인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 1 항 확률 곱셈기 

코드 2의 Y_M에서 StreamY_M을 빼서 그 오차를 기록해보았다. 

무작위 확률 비트스르림 StreamX_M1과 StreamX_M2에 대해 7-

비트에서 10-비트 정밀도까지의 연산을 각각 100,000회의 수행 후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이 때 StreamX_M1과 

X_M1, StreamX_M2와 X_M2가 나타내는 값은 각각 일치하도록 하여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없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비트 

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표준편차의 값이 거의 정확히 
1

√2
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확률 곱셈기에 있어서 오차는 대부분 무작위 확률 

파동에만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정밀도의 데이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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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비트 

 

(나) 8-비트 

 

(다) 9-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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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비트 

그림 5. 정밀도와 확률 곱셈기 오차의 관계 

용할 때에는 비트스트림의 길이를 늘이면 곱셈기 자체가 갖는 오차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겠다. 

 

 

제 2 항 확률 가산기 

코드 2의 Y_A에서 StreamY_A를 빼서 그 오차를 기록해보았다. 

2개, 4개, 또는 8개의 무작위 확률 비트스트림에 대해 7-비트에서 10-

비트 정밀도까지의 연산을 각각 10,000회 수행하였다. 그 중 7-비트와 

10-비트 연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나머지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밀도에 따른 오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밀도가 높아지면 표준편차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확률 

곱셈기보다는 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확률 가산기는 

무작위 확률 파동 외에 베른슈타인 근사와 관련하여 함수 특성 자체에 

의한 오차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연산자의 

수에 따른 오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피연산자가 많아질수록 대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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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비트, 피연산자 2개 

 

(나) 7-비트, 피연산자 4개 

 

(다) 7-비트, 피연산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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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비트, 피연산자 2개 

 

(마) 10-비트, 피연산자 4개 

 

(바) 10-비트, 피연산자 8개 

그림 6. 정밀도와 확률 가산기 오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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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피연산자가 많아질수록,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항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 

코드 2에서 8개, 16개, 그리고 32개의 내부 상태를 갖는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를 7-비트에서 10-비트까지의 정밀도를 갖는 확률 

비트스트림에 대해 확률 연산을 각각 10,000회 수행하였다. 그 중 7-

비트일 때의 결과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 7과 같다. 나머지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원하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개략적으로 

대응되게 구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8은 7-비트와 10-비트 정밀도에 대해 오차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시그모이드 함수기는 양 극단에서 포화가 일어나므로, 

오차는 전체 출력 범위가 아닌 부동 소수점에서 [-0.74, 0.74]의 

범위로 출력이 되는 부분만 살펴보았다. 나머지 정밀도에 대한 실험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밀도에 따른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오차를 살펴보면, 비트스트림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 내부의 상태 수가 

늘어날수록, 다시 말해 시그 모이드 함수기에서 계수가 커질수록 오차도 

커지는데, 다른 확률 수학 연산자들에 비해 그 오차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차에 포함되지 않은 출력이 양 극단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동작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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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개의 상태를 가질 때 

 

(나) 16개의 상태를 가질 때 

 

(다) 32개의 상태를 가질 때 

그림 7.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상태 수에 따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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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비트, 8개의 상태 

 

(나) 7-비트, 16개의 상태 

 

(다) 7-비트, 32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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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비트, 8개의 상태 

 

(마) 10-비트, 16개의 상태 

 

(바) 10-비트, 32개의 상태 

그림 8. 정밀도와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 오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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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밀도 변화에 따른 신경망의 정확도 

 

부동 소수점 학습 및 다중 정밀도 분석은 MATLAB을 이용하여 

구현되고 평가되었다.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의 경우, 600 epoch을 

수행하고 측정한 결과 97.77%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에서 얻어진 가중치들을 이용하여 확률 심층 

신경망을 테스트하였다. 먼저, 각 확률 수학 연산자 별로 1-비트에서 

10-비트까지 정밀도를 각각 변화시켜가며 전체 인공 신경망에서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는 그림 9와 같은데, 연산자 하나의 

정밀도를 10-비트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두 연산자의 정밀도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나머지 실험 결과들은 부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9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산기로서, 가산기의 정밀도가 곱셈기의 정밀도보다 작을 때는 

확률 심층 신경망이 분류에 거의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확률 

심층 신경망에서 곱셈기의 결과는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동작하고, 

그에 따라 가산기에서의 가중 합도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동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산기의 정밀도가 낮아지면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한 분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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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곱셈기가 10-비트 고정일 경우 

 

(나) 가산기가 10-비트 고정일 경우 

 

(다) 시그모이드 함수기가 10-비트 고정일 경우 

그림 9. 각 연산자 정밀도 별 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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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000개의 MNIST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의 첫 번째 은닉 계층 내 100개의 유닛에서 가산기의 출력, 

다시 말해 1,000,000개의 시그모이드 함수기 입력 값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림 10과 같이 1 표준편차의 범위는 약 [-0.09, 0.17]로써, 

대부분의 값들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있었다. 특히, 확률 심층 

신경망의 가산기에서는 해당 값들이 입력 개수로 나뉘어져서 출력되므로 

가산기의 정밀도가 낮으면 많은 값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각 연산자의 정밀도를 고정한 후 나머지 두 연산자들의 

정밀도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관찰해보았는데, 충분히 높은 

정확도가 얻어지는 조합이 있을 경우에 대한 도표들이 그림 11과 같다. 

해당 그림의 (다)를 보면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산기의 

정밀도가 낮을 때 곱셈기의 정밀도가 높거나, 곱셈기의 정밀도가 낮을 

때 가산기의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확률 심층 신경망의 실제 

구현에서는 곱셈기의 정밀도를 낮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 대비 확률 심층 신경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중치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작아져야 하는데, 실질적 

 

그림 10.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 은닉 계층에서 가산기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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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곱셈기가 5-비트 고정일 경우 

 

(나) 가산기가 3-비트 고정일 경우 

 

(다) 시그모이드 함수기가 1-비트 고정일 경우 

그림 11. 각 연산자 최소 정밀도에 따른 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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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중치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확률 연산자가 확률 곱셈기이기 

때문이다. 즉, 가중치의 정밀도가 곱셈기의 정밀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산기의 정밀도보다는 곱셈기의 정밀도를 

낮추는 것이 더 이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률 곱셈기의 정밀도를 5-비트로 하고 나머지 확률 

연산자들의 정밀도를 변화시켜가며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조합을 찾아본 결과, 가산기의 정밀도가 9-비트,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정밀도가 3-비트였다. 가산기의 정밀도로 인해 나머지 연산자들의 

정밀도가 낮더라도 비트스트림의 길이는 512가 되어서, 전체적인 

회로의 동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참고로, 97% 

이상의 정확도에서 비트스트림의 길이를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연산자들이 7-비트의 정밀도를 가질 때였다. 

 

 

제 3 절 학습 계수에 따른 세대 별 정확도 변화 

 

확률 심층 신경망의 다중 정밀도 분석에 이어, 부동 소수점 심층 신 

경망에서의 학습 세대 수에 따른 확률 심층 신경망에서의 정확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실험에서 학습 계수는 두 가지 방식이 시도되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학습 계수가 0.99의 비율로 낮아지는 

방식이다. 이는 심층 신경망의 가중치들이 지역 최솟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어 과다 학습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학습된 

가중치를 6-비트 확률 심층 신경망에 적용하여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12의 (가)와 같다. 이 그림에서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은 과다 

학습 없이 잘 동작하는데 반해, 확률 심층 신경망은 과다 학습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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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 계수가 점감할 경우의 정확도 

 

(나) 학습 계수가 동일할 경우의 정확도 

그림 12. 학습 계수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 

것이 관찰되었다. 

두 번째 방식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학습 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중치들이 학습 데이터에 

과다하게 학습되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 계수가 적당한 크기를 가지면 과다 학습이 일어나는 시기를 

매우 늦출 수 있는데, 학습 계수를 0.8로 하였을 때에는 그림 12의 

(나)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에서는 물론이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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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에서도 충분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과다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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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에서 이뤄진 많은 발전들을 확률 심층 

신경망에 적용하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확률 

수학 연산자들의 정밀도 변화에 따라 확률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확률 연산자 별로 정밀도를 바꿔가며 

해당 연산자의 정확도를 실험 결과, 확률 곱셈기는 비트스트림의 길이가 

늘어나면 오차가 줄어들고, 확률 가산기는 비트스트림을 늘이더라도 

연산자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확률 곱셈기에 비해서는 오차가 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후 부동 소수점 심층 신경망에서 얻어진 가중치를 이용해 각 

확률 연산자 별로 정밀도를 바꿔가며 전체 확률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 

포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였는데, 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확률 가산기로 분석되었다. 확률 가산기의 정밀도가 확률 

곱셈기보다 낮을 경우 내부에서 처리되는 많은 값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아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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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는 가능한 낮추지 않으면서 전체 신경망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률 연산자 별로 각각 주어진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 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밀도를 갖는 확률 연산자들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야 가장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할 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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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와 확률 가산기 오차의 관계 

 

§ 8-비트, 피연산자 2개 

 

§ 8-비트, 피연산자 4개 

 

§ 8-비트, 피연산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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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비트, 피연산자 2개 

 

§ 9-비트, 피연산자 4개 

 

§ 9-비트, 피연산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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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의 상태 수에 따른 출력 

 

§8-비트, 상태 8개 

 

§8-비트, 상태 16개 

 

§8-비트, 상태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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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트, 상태 8개 

 

§9-비트, 상태 16개 

 

§9-비트, 상태 32개 



 

 50 

 

§10-비트, 상태 8개 

 

§10-비트, 상태 16개 

 

§10-비트, 상태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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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와 확률 시그모이드 함수기 오차의 관계 

 

§8-비트, 상태 8개 

 

§8-비트, 상태 16개 

 

§8-비트, 상태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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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트, 상태 8개 

 

§9-비트, 상태 16개 

 

§9-비트, 상태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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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산자 정밀도 별 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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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cision Levels 

of Arithmetic Operators in 

Stochastic Deep Neural Networks 

 

Jungki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the human visual neural network, the 

structure of deep neural networks has been proposed. The structure 

has a number of simple units that have a connection between each of 

them. Since these deep neural networks can be very useful to use in 

a variety of emerging applications, such as RMS (recognition, mining, 

and synthesis) applications, the interest in it is increasing very 

rapidly. Recently, the precision of deep neural networks with visual 

recognition and aural recognition shows a higher performance than 

the human recognition rate. So, this possibility is further noted. 

Nowadays, the need for such deep neural network applications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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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environment has been particularly increased, because these 

networks are widely used for the face recognition function, for voice 

search, or for music search. However, the most of its implementation 

has the limit due to the energy consumption, the area, and the delay, 

so the deep neural network cannot be executed independently at 

clients. Therefore, the corresponding data is sent to the server, the 

data is calculated online, and the results are received. 

However, by its nature, stochastic arithmetic method is judged to 

have the possibility of being able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entire neural network, area, and delay. So,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o exploit the advantages of stochastic computing and 

to migrate ordinary floating-point deep neural networks to stochastic 

deep neural networks. The biggest obstacle in the application of this 

stochastic arithmetic method is a decrease in accuracy. It is because 

stochastic bit-stream can only represent the limited value range 

between [-1, 1] compared to the range that can be expressed in 

floating-point data. In this paper, in view of the obstacles for 

stochastic computing, the accuracy effects of the entire neural 

network are analyzed while varying the precision level of the each 

stochastic operator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possible to find a 

way that can maximize the accuracy while minimizing the cost of the 

overall stochastic deep neural network. 

 

Keywords : Deep Neural Network, Stochastic Computing 

Student Number : 2014-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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