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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심층 학습이 기계 학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심층 신경망 프레임워크들이 활용된다. 하지만, 기존 프레임워크에서는 

코드나 별도의 명세 파일을 직접 작성하며, 알고리즘의 수행 모델을 하위 

수준으로 시각화 해준다. 본 논문은 모델 명세 중에 시각화가 가능하며 

컴파일 타임에 병렬성을 확인하거나 설계 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정형적 

모델을 이용하여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명세하였다. 또한, 이종 프로세서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하고, 다양하게 매핑을 변경하며, 병렬성과 동작 

수행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심층 학습, 정형적 모델, GPU, CUDA, 자동 코드 생성 

학  번 : 2017-26716 

 

 



ii 

목차 

 

요약 .......................................................................................................................... i 

목차 ......................................................................................................................... ii 

그림 목차 ............................................................................................................... iii 

표 목차 ................................................................................................................... iv 

1. 서론 ............................................................................................................ - 1 - 

2. 관련 연구 ................................................................................................... - 3 - 

3. 활용하는 모델의 구성................................................................................ - 5 - 

4. 심층 학습 알고리즘 명세 및 코드 생성 ................................................ - 10 - 

4.1.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명세 ................................................................. - 10 - 

4.2.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명세.............................................................. - 12 - 

4.3. 코드 생성 .............................................................................................. - 15 - 

5. 실험 .......................................................................................................... - 19 - 

5.1.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 - 19 - 

5.2.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 - 21 - 

6. 결론 .......................................................................................................... - 26 - 

참고 문헌 ...................................................................................................... - 27 - 

 

 

 

 

 



iii 

그림 목차 

 

그림 1. (A) 일관된 SDF 와 (B) 모순된 SDF 예시 ...................................... - 5 - 

그림 2. SDF 그래프의 매핑/스케줄링 결과 ................................................. - 6 - 

그림 3. SDF 예제를 SDF/L 로 변환한 예제 ................................................ - 7 - 

그림 4. SDF/L 그래프의 매핑/스케줄링 결과 ............................................. - 8 - 

그림 5. C-TYPE SDF/L 을 의사 코드와 태스크 그래프로 표현한 예제 ... - 9 - 

그림 6. 정형적 모델을 통해 명세할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 - 10 - 

그림 7. 태스크 그래프로 명세한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 - 11 - 

그림 8. 추론용 RESNET 을 태스크 그래프로 표현한 예제 ..................... - 13 - 

그림 9. UEM 을 사용하여 구성되는 시스템의 계층 구조[9] .................... - 15 - 

그림 10. 코드 생성의 흐름도 ...................................................................... - 16 - 

그림 11. 이종 프로세서 간 통신 코드 생성 방법 ..................................... - 18 - 

그림 12. HOPES 에서 명세한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 - 19 - 

그림 13. HOPES 에서 명세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 - 21 - 

 



iv 

표 목차 

 

표 1.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예제에서 태스크 별 역할 ............................ - 12 - 

표 2. 추론용 RESNET 예제에서 RESIDUAL BLOCK 별 합성곱 계층 . - 14 - 

표 3.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수행 결과 ...................................................... - 20 - 

표 4. 실험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매핑 형태 ..................................... - 22 - 

표 5. 합성곱 신명망 알고리즘 할당 코어 수 및 매핑에 따른 CPU/GPU 

사용률 및 수행시간 .............................................................................. - 24 - 

표 6. 배치(BATCH)를 적용한 합성곱 신명망 알고리즘 할당 코어 수 및 

매핑에 따른 CPU/GPU 사용률 및 수행시간 ..................................... - 25 - 



- 1 - 

1. 서론 

 

심층 학습 (Deep Learning)은 최근 기계 학습 분야에서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학습 방법이다. 심층 학습은 용도에 따라 심층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 순환 신경망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경망 

알고리즘을 명세 및 테스트 하기 위한 도구로 Tensorflow[1], PyTorch[2], 

Caffe[3] 등의 심층 학습 프레임워크가 사용되고 있다.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한 명세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경우로 나뉜다. Tensorflow[1]나 PyTorch[2]의 경우, 스크립트 

언어인 Python 으로 작성하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신경망을 코드 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 

Caffe[3]는 prototxt 라는 설정 파일을 통해 모델을 정의하면, 설정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다. 

코드로 작성한 경우, 실제 모델에 대한 코드의 길이는 짧지만, 층(Layer)의 

동작을 시각화할 경우, 하위 수준에서 그래프를 보여주어, 상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복잡하게 표현된다. 설정 파일로 작성한 경우, 각 층을 작성하고, 층 

간의 관계를 명세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프레임워크로는 

ResNet[4]과 같이 층이 152 개나 되는 복잡한 모델에 대한 명세가 어렵거나, 

시각화 시에 확인하기 어렵다. 

심층 학습 알고리즘은 병렬성이 높고, 동적인 행태가 없기에, 데이터 흐름 

형태의 정형적 모델로 표현이 가능하다. 정형적 모델 중 결정 가능한 데이터 

흐름 모델(Decidable dataflow)은 실행 응용의 행태를 컴파일 전에 분석할 수 

있고, 교착 상태나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설계 오류들을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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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래프 상에서 태스크 수준 병렬성(Task-level parallelism)과 수행 

시간적 병렬성(temporal parallelism)을 알고리즘 실행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능한 데이터 흐름 모델은 동적인 행태나 자원 공유 등의 특징을 

표현하기 어려운 제약 때문에 신호 처리나 실시간 재생(streaming) 응용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었으나, 모델을 확장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5],[6],[7]. 

본 논문에서는 정형적 모델 중 하나인 동기식 데이터 흐름(Synchronous 

Dataflow, SDF) 모델 [8] 을 확장한 루프 구조를 포함한 동기식 데이터 흐름 

(SDF with Loop Structure, SDF/L) 모델 [7]을 활용하여 심층 학습 알고리즘인 

심층 신경망과 합성곱 신경망을 명세하였고, 실제 동작 가능한 코드를 

생성하고 명세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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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심층 학습 알고리즘은 복합한 행렬 연산을 포함하고 있어 GPU에서 연산을 

수행하며 CUDA, openCL와 같은 GPU 라이브러리를 통한 GPU 

프로그래밍을 요구한다. 하지만 직접 GPU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하위 

수준부터 명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요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명세하기 위해 Tensorflow[1], PyTorch[2], Caffe[3]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였다. 

심층 학습 프레임워크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경우로 

나뉜다. Tensorflow[1]나 PyTorch[2]의 경우, 스크립트 언어인 Python 으로 

작성하며, 프레임워크에서 하위 수준부터 상위 수준까지 다양한 종류의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심층 학습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Tensorflow[1]는 tensorboard 라는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심층 신경망 학습 

과정에서 주요하게 관찰하는 loss, learning rate 등의 값을 그래프로 시각화 

하여 표현할 수 있고 명세한 심층 신경망 모델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심층 신경망 그래프의 경우 명세 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수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해 질수록 그래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PyTorch[2]는 비슷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직접 Python 수준에서 구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Caffe[3]는 

prototxt 라는 설정 파일을 통해 모델을 정의한다. Prototxt 에는 모델의 층별 

정보, 모델의 파라미터 등의 정보를 명세 해야하며 설정에 맞추어 실행된다. 

Caffe[3]도 시각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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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학습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명세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에 비해 

명세하는 난이도는 쉬워졌다. 하지만 모델을 명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착 상태나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설계 오류는 컴파일 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으며 런타임 단계에서도 복잡한 연산으로 이루어진 심층 신경망의 특성상 

문제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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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하는 모델의 구성 

 

심층 학습 알고리즘 명세를 위해 활용한 정형적 모델은 [9]에 소개된 

모델로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태스크와 태스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나타내는 채널로 이루어진 태스크 그래프로 표현한다. 해당 모델에서 

데이터의 입력이 정해지고, 동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 SDF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SDF 모델은 소프트웨어 응용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프는 태스크를 의미하는 정점들과 두 태스크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FIFO 

채널을 의미하는 간선으로 구성된다. 

 

 

그림 1. (a) 일관된 SDF 와 (b) 모순된 SDF 예시 

 

그림 1 은 SDF 그래프를 표현한 예시로 간선에 적힌 숫자는 정점이 한 번 

실행될 때 입력 간선에서 소비하거나 출력 간선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를 의미하며 모든 태스크에서 생성한 데이터가 그 다음 태스크에서 

소비될 때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림 1 의 (a)가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A 가 한번 수행될 때 간선 AB 에는 하나의 데이터 샘플이 생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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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한 번 실행 되고 간선 AC 에는 두 개의 데이터 샘플이 생성되어 C가 두 

번 실행된다. 다음으로 B가 한 번 수행 될 때 간선 BD에 데이터 샘플이 두개 

생성되고 C 가 두 번 수행 될 때 간선 CD 에는 데이터 샘플이 각각 하나씩 

생성되어 총 두 개가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D 가 두 번 수행 되면서 SDF 의 

동작을 마무리한다. 그림 1 의 (b)는 A 와 C 사이의 간선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SDF 그래프의 예시이다. 

(a)처럼 정상적으로 동작될 경우 SDF 그래프는 매핑과 스케줄링이 가능한데 

그 결과는 그림 2 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SDF 그래프의 매핑/스케줄링 결과 

 

[9]는 SDF 모델을 확장한 SDF/L 의 모델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층 학습 알고리즘의 반복적인 동작을 간략하게 명세할 수 있다. [7]에서는 

반복되는 태스크의 집합은 계층적인 태스크 그래프로 표현하며, 해당 태스크 

그래프를 감싼 태스크를 루프로 지칭할 수 있다. 

SDF/L 에서 루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형(Data-type, D-type) 루프이며, 다른 하나는 수렴 형(Convergent-

type, C-type) 루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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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형 루프는 for 문과 같이 일정 횟수를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 병렬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림 3 의 (a)는 

SDF 모델의 예시로 A 가 실행된 후 B 와 C 가 10 번 실행되고 D 가 실행되는 

그래프이다. D-type 루프를 사용하여 동일한 그래프를 명세할 경우 그림 3 의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 와 C 를 포함하고 태스크가 D-type 루프를 

나타내며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양 옆의 원은 채널의 포트를 

의미하고 이들을 통해 입력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그래프는 

그림 4 처럼 매핑/스케줄링 할 수 있으며 B 와 C 는 병렬화가 가능하다. 

 

 

(a) SDF 모델 예제 

 

 
 

(b) SDF 예제를 SDF/L 의 D-type 루프로 표현한 모습 

그림 3. SDF 예제를 SDF/L 로 변환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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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DF/L 그래프의 매핑/스케줄링 결과 

 

C-type 루프는 for 문에 break 가 추가된 형태로 루프의 종료 조건을 갖고 

있으며, break 를 판단하는 루프 내의 태스크(Designated Task)가 루프의 종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루프 전체의 수행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SDF 모델로는 

표현할 수 없는 루프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 (a)의 의사 코드를 보면 A 가 실행된 후 B 와 C 가 10 회 반복을 

하는데 조건문을 통해 break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의사 코드를 

SDF/L 로 나타내면 그림 5 와 같이 나타나며 C 가 break 를 판단하는 루프 

내의 태스크(Designated Task)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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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c1 = 초기 값;  

a = A(); 

for (1 ~ 10) { 

b = B(a, c1); 

c1, c2 = C(b); 

if (c2 > 10) break; 

} 

D(c2);  

(a) C-type 루프 의사 코드 (b) C-type 루프 표현 

그림 5. C-type SDF/L 을 의사 코드와 태스크 그래프로 표현한 예제 

 

본 논문에서는 SDF/L 의 루프 구조를 활용하여 심층 학습 알고리즘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층을 모아 태스크 그래프의 명세를 단순화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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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 학습 알고리즘 명세 및 코드 생성 

 

4.1.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명세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은 입력 층과 출력 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 층들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으로 하나의 층에 존재하는 모든 정점들이 이전 층과 

이후 층의 모든 정점들과 완전히 연결된 그래프이다. 

 

 

그림 6. 정형적 모델을 통해 명세할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본 논문의 예제에서는 필기한 숫자 이미지로 구성된 MNIST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류하는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명세하였다. 해당 심층 신경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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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 형태와 같이 입력 계층, 출력 계층, 3 개의 은닉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형적 모델을 통해 그림 7 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7. 태스크 그래프로 명세한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태스크는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전처리 및 결과 출력을 담당하는 태스크 및 

학습과 추론에 사용하는 전방 전달(Feed Forward) 태스크와 학습을 위한 

역전파(Back Propagation)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의 C-type 

루프에서는 Check 태스크에서 매번 종료 조건을 확인하여 학습 후 에러가 

0.1%이하가 될 경우 학습을 종료한다. D-type 루프에서는 600번 반복하며 매 

회기(Epoch)마다 100 장의 이미지를 학습하여 총 60,000 장의 이미지를 

학습한다. 

D-type 내부에는 8 개의 태스크가 존재하며 각각의 역할은 표 1 의 내용과 

같이 Read image 태스크와 Preprocess 태스크는 입력 계층으로 이미지를 읽고 

전처리를 하며 Delta태스크와 Check태스크는 출력 계층으로 에러를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한다. fwd 태스크와 bkwd 태스크는 각각의 은닉 계층에 필요한 

연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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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예제에서 태스크 별 역할 

태스크 역할 

Read image 이미지 입력 

Preprocess 이미지 전처리, 전방 전달 시작 

First fwd, First bkwd 첫 번째 은닉 계층 

First fwd, First bkwd 두 번째 은닉 계층 

First fwd, First bkwd 세 번째 은닉 계층 

Delta 전방 전달 에러 계산, 역전파 시작 

Check 

학습 후 에러 확인, C-type 루프 종료, 

결과 출력 

 

4.2.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명세 

 

합성곱 신경망은 입력 층과 출력 층 사이에 합성곱 계층(Convolution Layer), 

통합 계층(Pooling Layer),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 등으로 

구성된 은닉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중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는 ResNet[4] 

신경망을 명세하였다. ResNet[4]은 여러 개의 층을 뛰어넘어 정보를 전달하는 

shortcut connection 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며, 총 152 개의 합성곱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52 개의 합성곱 계층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을 제외한 

150 개의 계층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필터와 반복하여 합성곱 연산을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2 번째 합성곱 계층부터 10 번 계층 까지는 (1 × 1 × 64) , 

(3 × 3 × 64) , (1 × 1 × 256)  필터와 합성곱 연산을 하고 11 번째 합성곱 

계층부터 34 번째 합성곱 계층까지는 까지는 (1 × 1 × 128) , (3 × 3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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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512) 필터와 합성곱 연산을 하고 35 번째 합성곱 계층부터 142 번째 

합성곱 계층까지는 까지는 (1 × 1 × 256) , (3 × 3 × 256) , (1 × 1 × 1024) 

필터와 합성곱 연산을 하고 143 번째 합성곱 계층부터 151 번째 합성곱 

계층까지는 까지는 (1 × 1 × 512)  (3 × 3 × 512) , (1 × 1 × 2048)  필터와 

합성곱 연산을 한다. 

본 논문의 예제에서는 수행 시간적 병렬성이 표현 가능한 추론용 ResNet 을 

명세하였다. 

 

 그림 8. 추론용 ResNet 을 태스크 그래프로 표현한 예제 

 

ResNet 은 태스크 그래프로 그림 8 과 같이 표현되며, 추론하는 순전파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과 끝의 합성곱 계층을 제외한 150 개의 층이 C-

type 루프를 통해 4 개의 Residual Block 태스크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표현하는 계층은 표 2 에 설명되어 있다. 4 개의 Residual Block 

 
(a) 태스크 그래프로 명세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b) 잔여 구간 (Residual block) 내부 태스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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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의 내부는 5 개의 하위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작과 끝에 위치한 

2 개의 태스크는 shortcut connection 을 표현하고 가운데 3 개의 태스크는 

하나의 bottleneck block 이 포함하는 3 개의 합성곱 계층을 표현하여 차례대로 

(1 × 1 × n) , (3 × 3 × n) , (1 × 1 × 4n)  필터와 연산하는 합성곱 계층을 

의미한다. 

학습이 포함되지 않아 전방 전달 과정의 태스크만 존재하여 태스크들의 

실행 순서에 순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입력 받은 이미지를 추론하는 동안, 

다른 이미지가 태스크 그래프로 진입해 추론을 시작할 수 있어 수행 시간적 

병렬성이 가능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추론용 ResNet 예제에서 Residual Block 별 합성곱 계층 

태스크 역할 

First Residual Block 

2번째 합성곱 계층 ~ 

10번째 합성곱 계층 

Second Residual Block 

11번째 합성곱 계층 ~ 

34번째 합성곱 계층 

Third Residual Block 

35번째 합성곱 계층 ~ 

142번째 합성곱 계층 

Fourth Residual Block 

143번째 합성곱 계층 ~ 

151번째 합성곱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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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코드 생성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모델로 명세하고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은 이종 

프로세서 코드 생성기를 포함하고 있는 HOPES 프레임워크를 통해 진행된다. 

HOPES 는 병렬/분산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병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로 UEM 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 9 와 같이 운영체제보다 한 

단계 위의 플랫폼에 해당하는 UEM 은 소프트웨어를 명세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UEM 은 하드웨어 플랫폼과 운영체제에 무관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HOEPS 에서 제공되는 정확도가 검증된 다수의 하드웨어 구조 중에 

선택하고 SDF 그래프를 통해 태스크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며 

UEM 에서 제공되는 API 를 사용해 태스크 코드를 명세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림 9. UEM 을 사용하여 구성되는 시스템의 계층 구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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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명세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GPU 태스크 

코드에 있다. GPU 태스크 코드의 경우 GPU 아키텍처에 따른 커널 코드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NVIDIA GPU 에서 실험하기 위하여 심층 신경망 

예제에서는 CUDA 의 cuBL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예제에서는 CUDA 의 cuDN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HOPES 에서 모델로 명세한 알고리즘을 코드 생성하기 위해 태스크 그래프, 

태스크 코드와 함께 CPU 및 GPU 정보를 나타내는 아키텍처 정보와 

태스크의 매핑 정보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림 10. 코드 생성의 흐름도 

 

그림 10 은 이종 프로세서 코드 생성기에서 코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먼저 이종 프로세서 코드 생성기는 HOPES 의 UI 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가 저장된 XML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코드 생성기는 정적으로 생성되는 CPU/GPU 메모리 통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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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루프 제어 코드와 함께 동적으로 빌드 파일, 태스크 코드, 태스크/채널 

정보 구조체를 생성한다. 빌드 파일은 아키텍처 정보와 환경 변수를 바탕으로 

생성되며 태스크 코드는 사용자가 작성한 CIC 와 함께 CIC 가 실행될 수 

있도록 포팅을 하는 코드가 같이 생성된다. 태스크/채널 정보 구조체에는 

입력 받은 태스크와 채널 정보를 생성된 코드가 수행 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체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태스크의 이름, 속성, 실행 횟수 및 매핑 정보 

등의 모든 태스크 정보와 채널에 연결된 태스크와 태스크의 포트, 포트의 

속성, 채널의 크기 등의 모든 채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종 프로세서 코드 생성기는 빌드 파일 및 태스크의 수행에 필요한 

코드들을 생성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은 CPU/GPU 메모리 통신 코드에 있다. 

채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채널 메모리 할당 및 해제, 채널로 쓰기 함수, 

채널에서 읽기 함수가 필요하다. 생성된 코드에 사용자의 정의 없이 채널 

통신을 하기 위하여 그림 11 과 같이 태스크 간의 통신은 가상화 API 를 

사용하며, 태스크가 매핑된 위치에 따라 필요한 API 집합을 구성하여 채널 

통신에 사용한다. CPU 와 GPU 가 통신을 할 경우 CPU 에 채널 메모리가 

할당되고 채널 메모리에 쓰는 과정은 malloc 을 통해 CPU 와 CPU 간의 

통신을 지원하고 채널 메모리에서 읽는 과정은 cudaMemcpy 를 통해 CPU 와 

GPU 같의 통신을 지원한다. 동일한 GPU 간 통신이나 서로 다른 GPU 간 

통신에서도 비슷하게 GPU 내부 또는 Host 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채널로 쓰는 

함수는 채널에 쓰는 함수를 실행하는 태스크와 채널 메모리 간의 통신을 

지원하고 채널에서 읽는 함수는 채널 메모리와 채널에서 읽는 함수를 

실행하는 태스크 간의 통신을 지원한다. 태스크/루프 제어 코드에서는 

태스크/채널 정보 구조체를 바탕으로 태스크 각각의 스레드를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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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제어하며 채널 통신 과정의 통신 횟수와 한 번 통신 할 때 이동하는 

데이터 샘플의 크기 등을 제어한다. 

 

 

그림 11. 이종 프로세서 간 통신 코드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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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실험은 AMD Ryzen 7 1800X CPU(3.6GHz)와 GTX 1060 GPU 2 개로 

구성된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운영체제는 우분투 16.04 버전이며, CUDA SDK 

7.5 버전과 cuDNN 6 버전의 리눅스 PC 에서 수행하였다. 

 

5.1.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a) 메인 태스크 그래프 

 

(b) Process 태스크 내부의 태스크 그래프 

 

(c) Layer 태스크 내부의 태스크 그래프 

그림 12. HOPES 에서 명세한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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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해 CPU 만 사용한 실험과 CPU 와 GPU 를 

조합하여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CUDA 를 통해 이미지를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하는 배치(BATCH)를 적용하였다. CPU/GPU 태스크 분할의 

경우, 그림 7 과 그림 12 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Forward 와 Backward 

태스크는 모두 GPU 에 매핑하였고, Read Image, Preprocess, Delta, Check 

태스크는 CPU 에 매핑하였다. 

 

표 3.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수행 결과  

프로세서 조합 

CPU  

(배치 1) 

CPU + GPU 

(배치 1) 

CPU + GPU 

(배치 100) 

수행 시간 (초) 169.47 80.87 6.2 

 

표 3 은 2 epoch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3 가지 실험 모두 2 epoch 을 

실행하기 위해 그림 5 에서 설명한 C-type 루프는 2 회 반복 하였으며 

배치(BATCH) 1 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D-type 루프가 40,000 번 반복하면서 

매 반복 마다 1 장의 이미지를 입력 받아 총 40,000 장의 이미지를 학습하였고 

배치(BATCH) 100 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D-type 루프가 400 번 반복하면서 

매 반복 마다 100 장의 이미지를 입력 받아 총 40,000 장의 이미지를 

학습하였다. 

CPU 만 사용할 경우에 비해, GPU 를 사용할 경우 2 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림 7의 명세에서는 배치를 적용하여 GPU 배치 1개 대비 

10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의 수행 결과는 20 회 

실험하여 평균 값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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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그림 13. HOPES 에서 명세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행 시간적 병렬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CPU 와 GPU 로 구성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매핑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실험 별 매핑 정보는 표 4 에 나타나 있다.  

 

 

(a) 메인 태스크 그래프 

 

(b) Layer 태스크 내부의 태스크 그래프 

 

(c) Residual Learning Block 태스크 내부의 태스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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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 매핑 형태 

매핑  CPU GPU 1 GPU 2 

(1) 

ReadImagePath, 

ReadImageData, 

Delta, PrintResult 

나머지 - 

(2) 

ThirdResidualBlock, 

FourthResidualBlock, 

LastConv, LastPool 

나머지 

(3) ThirdResidualBlock 나머지 

(4) 

ThirdResidualBlock 

(second conv, 

third conv) 

ThirdResidualBlock 

(start shortcut, 

end shortcut, 

first conv), 

나머지 

 

각 CPU/GPU 조합과 매핑 형태에 따른 실험 결과는 표 5 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CPU 코어 수는 최대로 가용한 코어 수를 의미하며, CPU 에서 

동작하는 쓰레드는 별도로 매핑하지 않고, OS 에 동적 매핑이 되도록 하였다. 

수행 결과는 20 회 실험하여 평균 값으로 작성하였다. 

GPU 를 1 개 사용할 경우, CPU 코어를 여러 개 사용하더라도 수행 시간 

감소는 비슷하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GPU 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수행 

시간적 병렬성에 의한 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GPU 를 2 개 사용할 경우, 수행 시간적 병렬성을 통해 CPU/GPU 사용률이 

증가하고, 수행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CPU 코어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도 CPU/GPU 사용률이 증가하고, 수행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의 세번째 실험과 네번째 실험은 동일한 GPU 개수와 매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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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CPU 코어의 개수만 다르게 하여 수행시간이 19%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 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실험에서도 

수행 시간이 22%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 시간의 감소와 함께 

GPU 의 사용률 또한 증가 하였는데 이는 이미지의 입력과 GPU 의 커널 

실행을 담당하는 CPU 의 코어 수 증가로 GPU 를 더 자주 호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CPU 코어 수와 GPU 개수가 같은 조건에서 매핑을 

변경함에도 수행 시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총 152 개 계층 중 108 개의 

계층을 담당하는 ThirdResidualBlock 의 경우, 전체 수행 시간 중 대부분의 

수행 시간을 차지하기에 해당 태스크만 별도의 GPU 로 매핑을 할 경우,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의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실험을 

비교해보면 수행시간이 7% 감소하였고 0 번 GPU 의 사용률도 42%에서 

52%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ourthResidualBlock, Last conv, 

Last pool 의 매핑을 1 번 GPU 에서 0 번 GPU 로 변경하면서 기존에도 

대부분의 GPU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1 번 GPU 는 ThirdResidualBlock 의 

연산만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연산은 0번 GPU에서 수행하면서 GPU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GPU 사용률을 더 올리기 위하여 ThirdResidualBlock 의 일부 

태스크는 1 번 GPU 에서 수행하고 ThirdResidualBlock 의 일부 태스크와 

나머지 태스크를 0 번 GPU 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표 5 의 일곱 번째 실험의 결과를 보면 CPU/GPU 사용률 모두 감소 했으며 

수행 시간은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ThirdResidualBlock 을 

나눠서 매핑할 경우 서로 다른 GPU 간의 메모리 복사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4 - 

표 5. 합성곱 신명망 알고리즘 할당 코어 수 및 매핑에 따른 CPU/GPU 

사용률 및 수행시간 

CPU 

코어 수 

GPU 

개수 

매핑 

형태 

CPU  

사용률 (%) 

GPU 

사용률 (%) 

수행 시간 (초) 

1 1 (1) 100 95 38.99 

8 1 (1) 121 94 39.69 

1 2 (2) 100 40 84 42.01 

8 2 (2) 146 42 96 35.39 

1 2 (3) 100 43 80 40.17 

8 2 (3) 160 52 96 32.96 

8 2 (4) 116 54 28 64.1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얻기 배치(BATCH)를 적용한 결과를 표 6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수행 시간이 약 2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GPU 가 

하나일 경우 수행 시간이 22% 감소 하였고 GPU 2 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핑 방법에 따라 수행 시간이 19%, 1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PU 사용량도 증가한 점에서 batch 를 적용하면 GPU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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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배치(BATCH)를 적용한 합성곱 신명망 알고리즘 할당 코어 수 및 

매핑에 따른 CPU/GPU 사용률 및 수행시간 

CPU 

코어 수 

GPU 

개수 

매핑 

형태 

CPU  

사용률 (%) 

GPU 

사용률 (%) 

수행 시간 (초) 

8 1 (1) 117 98 32.32 

8 2 (2) 123 61 99 29.69 

8 2 (3) 130 73 100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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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 알고리즘인 완전 연결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과 

ResNet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을 정형적 모델을 통해 명세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생성된 코드가 이종 프로세서 환경에서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CPU/GPU 의 개수나 매핑에 따른 병렬성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순환 신경망 등 다양한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명세할 계획이며 더 

다양한 방법의 매핑으로 실험을 하고 주어진 아키텍처에서 자동으로 최적의 

매핑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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