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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GPU 클러스터를 이용한 CNN 모델 분산 학습에서의

성능 특성을 제시한다. 단순히 네트워크의 메모리 사용량이나 총 실

행 시간만을 보고하는 모델 연구와는 달리, 레이어 별로 분산 학습

실행 시간을 보고하며, 계산량과 메모리 접근을 함께 고려한 연산

세기를 딥 러닝 연산의 주된 성능 척도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특정

모델의 성능 특성 연구가 해당 모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

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

그리고 특정 딥 러닝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보고하는 연구와는 달

리, CNN 모델을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분산 처리할 때의 성능 특성

을 보고한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에서는 통신과 연산을 별도의 모

듈로 따로 관리하는데, 이로 인해 각각의 라이브러리가 프레임워크

여러 부분과 의존성의 그물로 얽혀있게 되고, 유연한 분산 처리가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을 소개하

고, 이것이 프레임워크 기반에 비해 갖는 장점을 설명한다. 라이브

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은 ML 관련 HPC 연구 생태계를 활성

화하는 데 기여하고, 데이터센터와 같이 대규모의 분산 처리를 요구

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개한 방법이 실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경량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CNN 모델 벤치마크를 개발

하여,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 GPU, 성능 특성, 분산 처리, 딥 러닝, CNN, 모델 학습

학번 : 2017-2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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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현대의 딥 러닝 학습은 고속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로 연결된 GPU

클러스터의 막대한 계산력을 이용한다. [10]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이 제시됨에 따라, 네트워크 모델의 구성에 따른 성능

특성을 파악하는 일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다. 분산 시스템에서의

성능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대규모의 학습 작업을 스케줄링하

거나 딥 러닝을 위해 특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딥 러닝 연구에서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포함된

레이어 종류와 총 메모리 사용량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forward 및

backward 연산의 계산량 및 통신량이 상이한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

워크 학습의 성능 특성을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는 하위 단계인 블록 수준과 레이어 수

준에서의 성능 특성은 거의 파악되어 있지 않다. 블록과 레이어는

다른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거나 네트워크 구조를 임의 생성할 때

에도 빈번하게 재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학습 성능 특성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4종[11, 12, 13, 14]의 학습 성능 특성을 레이어(Layer), 블록

(Block), 모델(Model) 수준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프레임워크에 독립적인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학습 방법을 제시

하였다. 대표적인 딥 러닝 프레임워크는 쉬운 개발을 위해 사용자에

게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능 특성 분석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오버헤드를 제외한 경량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경량 라이브러리는 딥 러닝 프레임워크와 동일한 딥 러닝 연산

라이브러리 및 고속 통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지만, 병렬화 수준이

달라 프레임워크 독립적이므로 성능 특성 분석 이외의 용도로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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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MKL-DNN[9]과 같은 GPU 기반 딥

러닝 라이브러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

사한 접근 방식은 MXNet[8]과 같이 저수준의 API를 제공하는 분산

딥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CNN[11, 12, 13, 14, 15]을 구성하는 레이어의 연산 성능 특성을

여러 수준(레이어, 블록, 모델)에서 제시한다.

� CNN을 구성하는 주요 레이어를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분산 학습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딥 러닝 프레임워크

인 PyTorch의 분산 학습 방법과 비교한다.

� 프로토타입 경량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CNN 레이어의 학습 과

정을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분산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개발한 경량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CNN 4종의 학습

성능 특성을 분석한다.

이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연구들에 대해 분석한다.

3장은 CNN을 구성하는 주요 레이어의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PyTorch[7]와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을 비교

한다. 5장에서는 경량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얻은 대표적인 CNN

모델 4종의 학습 성능 특성을 레이어, 블록, 모델 수준에서 정의한

다. 6장에서는 4장에서 설명한 경량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5장에

서 제시한 성능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과 분석을 진행한다. 7장은 본

논문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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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는 CNN 모델의 분산 학습 과정에서의 성능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험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

법에 관해 소개한다.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각종 딥 러닝 프레임워크[6, 7, 8]의 CNN

멀티 GPU 학습 성능을 분석한 김희훈 등의 연구[16]와, CNN 멀티

노드 GPU 학습 성능을 분석한 Shaohuai Shi 등의 연구[17]가 있다.

김희훈 등의 연구에서는 CNN의 주요 레이어 별 성능을 알고리즘과

GPU 개수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나, 멀티 노드 환경을 고려하

지 못한 점이나, 현재는 관심에서 멀어진 구형 CNN 모델을 분석한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Shaohuai Shi 등의 연구는 멀티 노드 환경

을 고려하였으나, 역시 실제 산업에 적용될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CNN 모델을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레이어 별 성능을 분석하지 않

고 단순히 모델 전체의 실행 시간만을 이용하여 성능을 모델링하였

기 때문에, 연구가 다른 CNN 모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기는 어

렵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 모두 딥 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나 결과의 활용이 프레임워크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의존성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CNN 모델

자체의 성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은 DNNL[9] 등의 라이브러리

나 Caffe, MXNet[8] 등의 저수준 프레임워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모델 개발과 학습

이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이,

Tensorflow[6]나 PyTorch[7]와 같은 프레임워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과 비교해 갖는 또 다른 이점과 용도를 살펴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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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CNN 학습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CNN의 학습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한다. CNN은

학습에 막대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성능 특성 분석이 시급

하며, 분산 처리 방식이 가장 간단하여 분석하기 쉽다.

3.1 역전파 알고리즘

역전파(Backpropagation)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에서

손실 함수(Loss function)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모델의

가중치(Weight)를 업데이트 하는 데 필요한 그라디언트(Gradient)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레이어를 역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라디언트를 구한다. 그림 1은 이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네트워크 모델의 학습 시나리오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할 때, 주요한 메모리 오브젝트

는 네 부류(data, weight, data gradient, weight gradient)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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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는 레이어의 입력 또는 출력 데이터이다. weight는 레이어의 가

중치이다. data gradient는 입출력 데이터의 그라디언트이다. weight

gradient는 가중치의 그라디언트이다. 처음에 data는 이미지의 위치/

색상 정보만을 담고 있으나, 레이어를 통과함에 따라 점차 이미지의

특징을 담게 되기 때문에 feature map이라고도 한다. weight는 학습

시키고자 하는 값이므로 파라미터라고도 한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단순한 다층 퍼셉트론(Multi-level

perceptron, MLP)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습이 시작되면 forward path에서는 이전 레이어의 data를 현재

레이어로 받아와, weight와 함께 연산하여 현재 레이어의 data를 계

산한 후 다음 레이어로 보낸다. (1) 이때 계산한 data는 backward

path에서 weight gradient를 구할 때 활용하게 된다.

  × ... (1)

forward path가 종료하면 네트워크의 출력과 정답을 비교하여 손

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data gradient를 구한다. (2)




... (2)

backward path는 forward path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다음 레이

어의 data gradient를 현재 레이어로 받아와, weight와 함께 연산하

여 data gradient를 계산한 후 이전 레이어로 보낸다. (3) 그와 동시

에, 다음 레이어의 data gradient와 현재 레이어의 data로부터 현재

레이어의 weight gradient를 계산한 후 저장해둔다. (4)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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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backward path가 종료하면 계산된 weight gradient를 최적화 방

법에 따라 weight에 업데이트한다. (5)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weight gradient에 상수()를 곱하여 weight에서 빼는 것이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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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연산 별 학습 알고리즘

이 절에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CNN의 주요 레이어

연산 7가지(Addition, Activation, Pooling, Linear, Convolution,

Normalization, Softmax)의 학습 알고리즘과 계산 복잡도를 설명한

다. 특히 Activation은 ReLU의 경우를, Pooling은 Max pooling과

Average pooling의 경우를, Normalization은 Batch Normalization의

경우를 다룬다. 각 레이어의 시간 복잡도는 표에 Big-O 표기법으로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실험은 6장에서 다룬다.

CNN의 입출력 데이터의 포맷은 텐서(Tensor)로, 이미지 하나가

높이(Height)와 너비(Width)가 있는 2D feature map들이 모여있는

채널(Channel)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텐서들을 배치

(Batch) 단위로 모아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batch) 차원이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다음으로

 (channel) 차원, (height * width) 차원이 순서대로 오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각  ,

로 나타내며, convolution의 커널이나 pooling의 윈도우는 높이와

너비에 관한 것을 각각 과 로 나타낸다.

하나의 연산에도 여러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Convolution layer의 경우, direct convolution, gemm, FFT,

winograd와 같이 다양한 알고리즘이 혼용된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레이어에 주어진 입력의 특성이나 하드웨어의 특성에 따라 그때그

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느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며,

forward에서와 backward에서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 본 논

문은 레이어의 알고리즘 설명 부분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알고리즘

을 소개하되, 실험에서는 레이어 별로 빠른 알고리즘을 찾아 성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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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forward

computation

backward

computation

weight

size

Addition  - -

Activation   -

Pooling   -

Linear 





Convolution 





Normalization 





Softmax    -

표 1 레이어 별 시간 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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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Addition layer

Addition layer는 잔차 연결(Residual connection)에 이용되는 기

본적인 레이어이다. Addition layer는 단순히 여러 입력을 합하는 역

할을 하므로 학습할 파라미터는 따로 없다.

두 입력 , 에 대하여, 레이어 는 식 (6)과 같다.

   ... (6)

식 (6)을 편미분하면 식 (7)을 얻는다.










... (7)

즉, 입력 그라디언트 


를 그대로 이전 레이어로 보낸다.

3.2.2 Activation layer

Activation layer는 이전 레이어에 비선형(Nonlinear) 특성을 부여

하는 레이어이다. Addition layer와 마찬가지로 따로 학습해야 할 파

라미터는 없다.

CNN의 Activation layer로는 ReLU 레이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다. 배치 하나의 입력  에 대하여, 레이어 는 식 (8)과 같다.

      ≤
... (8)

식 (8)을 편미분하면 식 (9)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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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즉, 입력된 그라디언트 


를  인지 확인하여 이전 레이어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을 보내주게 된다. 이전 레이어의 값들 중에서

실제로 다음 레이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고른다.

3.2.3 Pooling layer

Pooling layer는 feature map의 크기를 줄이는 연산을 수행하는

레이어이다. CNN에서는 같은 크기(×, × 등)의 Convolution

커널이 더 넓은 범위에 퍼져 있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Pooling layer는 여러 개의 픽셀에서 값을 가져와 하나

의 픽셀로 합치기 때문에, 정보량을 압축하는 효과가 있어서 서브샘

플링(Subsampling) 또는 다운샘플링(Downsampling) 레이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로 따로 학습할 weight를 가지고 있지 않다.

ConvNet(VGG)과 같이 연산량이 많은 CNN에서 자주 사용하는

Pooling layer는 Max pooling 레이어이다.

배치 하나의 입력  와 윈도우  ≤에 대하여, 레이

어 는 식 (10)과 같다.

 max ... (10)

식 (10)을 편미분하면 식 (11)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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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max
... (11)

즉, 입력된 그라디언트 


를     중 최대값을 갖는 지

점을 찾아 보내주고, 나머지는 을 보내주게 된다. ReLU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이전 레이어의 값 중 실제로 다음 레이어의 결과에 기

여하는 경우만 고른다.

그런데 VGG 이후의 CNN에서는 feature map의 크기를 줄일 때

도 Pooling layer 대신 Convolution layer를 이용할 때가 많고,

feature map의 크기를 대폭 줄이고자 할 때는 Max pooling 대신

Average pooling 레이어를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Max pooling과

Average pooling의 성능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배치 하나의 입력  와 윈도우  ≤에 대하여 레이

어 는 식 (12)와 같다.

  





  ... (12)

식 (12)를 편미분하여 식 (13)을 얻는다.




 




 


... (13)

즉, 입력된 그라디언트 


를    에 고르게 로 나누어

보내준다. 이때, 구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합산한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feature map이 1차원인 경우를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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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원인 경우는 1차원에서의 결과를 확장하면 된다.

3.2.4 Linear layer

Linear layer는 가장 전형적인 인공신경망으로, Fully-connected

layer 또는 Dense layer라고도 한다. data가 입력되면, weight와 곱

하고 bias를 더하여 출력 feature map을 내보낸다. 이때 data와

weight의 곱 연산은 기본적으로 matrix-vector multiplication이며,

여러 배치를 동시에 계산할 때는 matrix-matrix multiplication으로

바꾸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전적 네트워크 모델인 MLP

는 Linear layer를 여러 겹 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Linear

layer도 그 자체로 특징을 추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CNN에서는 이미지 분류나 물체 위치 탐색 등,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Convolution layer가 feature map을 추출하

는 역할을 하고, Linear layer는 완전히 추출된 feature map을 바탕

으로 클래스를 분류(Classification)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배치 하나의 입력  와 가중치  에 대하여 레이어 

는 식 (14)와 같다.

 


× ... (14)

식 (14)를 편미분하여 식 (15), (16)을 얻는다.










× ... (15)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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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입력된 그라디언트 


를 를 계산하는데 접근한 , 에

거꾸로 보내주게 되며, 이때 행렬 곱셈 연산의 특성상 겹치는 구간

이 있어 이를 합산하게 된다. 그 꼴은 행렬 곱이 된다.

3.2.5 Convolution layer

Convolution layer는 CNN의 가장 중요한 레이어로, 이미지 data

또는 feature map에 필터링(Filtering)을 수행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convolution 연산을 이용하면 Linear layer에 비해 필요한 파라미터

의 수를 대폭 낮출 수 있고, 지역적 문맥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델이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탁

월한 성능을 보이게 된다.

CNN의 학습 성능(속도)은 대개 Convolution layer의 성능에 달려

있다. convolution 연산에 대부분의 계산 자원이 할당되어야 하며,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convolution 연산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convolution 연산은 여러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학습 식

의 유도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제로는 사용하

는 알고리즘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

입력 와 가중치  , 커널  ≤에 대하여 레이어 는

식 (17)과 같다.

 


 × ... (14)

식 (17)을 편미분하여 식 (18), (19)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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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 (19)

즉, 입력된 그라디언트 


를 를 계산하는데 접근한 , 를

다시 곱하여 보내주게 되며, 이때 convolution 연산의 특성상 겹치는

구간이 있어 이를 합산하게 된다. 그 꼴은 convolution과 거의 같다.

3.2.6 Normalization layer

Normalization layer는 입력 data의 분포를 정규화한다. 그 목적은

임의 추출된 데이터의 편향을 줄이고, 데이터의 분포를 항상 일정

구간에 포괄할 수 있게 하여 학습하기 좋게 하는 것이다. 또한,

Normalization layer를 포함하게 되면 탈락(Dropout) 연산을 포함하

지 않아도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네트워

크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parameter)를 줄일 수 있다. 네트워크

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정규화 방식을 채택하며, CNN에서는 주로 배

치 단위의 입력을 정규화하는 Batch normalization을 사용한다.

배치 별 입력   와 가중치 , 에 대하여 레이어 는 식

(20)과 같다. 배치의 크기가 일 때, 평균  



 



이고 분산

 



 




이며, 은 작은 양수이다.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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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을 편미분하여 식 (21)~(23)을 얻는다. 평균과 분산의 그라

디언트인 


와 


도 유사한 꼴로 표현된다.







×





×





×


... (21)





 






×


... (22)





 






... (23)

는 스케일(Scale), 는 바이어스(Bias)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로,

분포를 조절하는 데 이용된다. 분산 학습에 있어서 여러 GPU로 나

누어준 배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에 불이익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레이어의 파라미터와는 달리, 와 는 여

러 GPU가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backward path에서 통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학습 과정에서 배치를

임의 추출하기 때문에 와 의 학습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습이 끝난 후 추론(Inference) 과정에서는 지연 시간(Latency)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배치의 크기가 학습할 때와 달라지므로, 통

계치를 직접 계산하는 대신에 학습 과정에서 사용했던 평균과 분산

을 저장해두었다가 이를 근삿값으로 쓴다.

3.2.7 Softmax layer

Softmax layer는 주어진 입력을 확률 분포로 바꾸어주는 레이어

이다. CNN에서는 마지막 레이어로서 분류 작업을 하는 데 쓴다. 딥

러닝을 이용하는 언어 모델(Language model) 등 자연어 처리 네트

워크 모델에서 어텐션(Attention)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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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연산으로 활용하는 예도 있다. softmax 연산은 주어진 입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따로 학습할 파라미터는 없다.

배치 하나의 입력  에 대하여 레이어 는 식 (24)와 같다.

 









... (24)

식 (24)를 편미분하여 식 (25)를 얻는다. 는 direc-delta이다.










× ... (25)

이 크로스 엔트로피(cross-entropy) 손실 함수이면, 마지막

Softmax layer 에 대해 식 (26)이 성립한다.  는 정답을 의미

하는 one-hot 벡터이다.

 


log... (26)

식 (26)이 성립하면, 식 (25)는 식 (27)로 단순화할 수 있다.




  ... (27)

즉, 분류 목적의 마지막 Softmax layer는 단순히 출력 data에 정

답 label을 빼준 값을 이전 레이어의 data gradient로 넘겨준다.

CNN에서는 Softmax layer와 cross-entropy loss function의 조합

(Softmax layer가 맨 마지막에 놓이는 경우)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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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CNN의 분산 학습 방법

이 장에서는 CNN의 분산 학습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대

표적인 딥 러닝 프레임워크인 PyTorch의 분산 학습 방법을 설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4.1 프레임워크의 분산 학습 방법

이 절에서는 딥 러닝 프레임워크 수준에서의 분산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4.1.1에서는 2가지 프레임워크 수준 분산 학습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딥 러닝 프레임워크인

PyTorch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본다. 4.1.2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PyTorch를 이용하여 분산 학습 하는 방법을, 4.1.3에서는 PyTorch

내부에서 진행하는 분산 학습 단계를 설명한다.

4.1.1 2가지 분산 학습 모델

네트워크 모델을 분산 학습하는 모델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Weight를 업데이트하는 별도의 서버를

따로 두고 복수의 계산 노드가 Weight gradient를 계산하여 Weight

를 저장하는 서버와 통신하는 Parameter server (PS) 방식이고, 둘

째는 Weight를 관리하는 서버가 따로 없고, 모든 계산 노드가

Weight gradient를 다른 입력 데이터에 대해 계산한 후 교환하여

모두 같은 값을 갖도록 하고, 각각 Weight에 업데이트하는 통신

All-reduce (AR) 방식이다. PS 방식은 계산보다 Weight를 업데이트

하는 서버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 확장성

(Scalability)이 나쁘므로, 최근에는 AR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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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PyTorch의 분산 학습 사용자 인터페이스

대표적인 딥 러닝 프레임워크인 PyTorch는 사용자가 쉽게 분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DistributedDataParallel 모듈을 제공한다.

DistributedDataParallel 모듈은 사용자의 네트워크 모델을 입력으로

받아, 멀티 노드 멀티 디바이스로 병렬화된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네

트워크 모델을 출력한다.

그림 2 PyTorch의 분산 처리 예

PyTorch에는 DistributedDataParallel로 감싼 네트워크 모델을 위

해 별도로 마련된 데이터 로더(Data loader) 및 옵티마이저

(Optimizer)가 있으며, 인터페이스는 단일 노드 단일 디바이스 전용

과 동일하다. 이를 이용하면 간단히 GPU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분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통신 라이브러리를의 종류를 고르거나

기타 분산 학습에 필요한 옵션을 지정해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작업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단점이 있고, 노드 간에 동기화를 할 때의 오버헤드가 있고, GPU

및 통신 라이브러리를 파이썬과 호환이 되는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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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PyTorch의 분산 학습 방법

DistributedDataParallel을 이용하는 분산 학습에서는 GPU 하나당

관리 프로세스를 하나씩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따라서 이하 내용은

모두 GPU 하나마다 프로세스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forward path에서는 각 프로세스가 데이터 로더로부터 다른 미니

배치를 받아와 입력 텐서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는 통신 라이브러

리의 Scatter 루틴을 이용한다. forward path에서는 모든 연산이 배

치 별로 독립적이므로, 별도의 통신 과정 없이 순차적으로 레이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손실 함수에 따른 오차 계산도 배치 별로

독립적인 계산이므로 통신이 필요하지 않다. 이를 backward path의

입력으로 한다.

backward path에서는 3.1절에서 소개한 역전파 알고리즘을 바탕

으로, 모델의 레이어를 학습 단계를 역순으로 밟는다. data gradient

와 weight gradient의 계산은 통신 없이 진행하고, 계산된 weight

gradient는 모든 프로세스가 GPU 메모리 통신 라이브러리의

Reduce 루틴을 이용하여 한데 모아 더한 후 Broadcast 루틴을 이용

하여 모두 동일한 weight gradient를 갖도록 한다.

PyTorch의 backward 연산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것이 아니

고 Autograd 모듈에 의해 동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backward 연산

이 실행될 때마다 암시적으로 weight gradient의 교환이 일어난다.

backward path가 종료하면, 모든 GPU에 동일한 weight와 weight

gradient가 있는 상태이다. 업데이트 과정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같

은 데이터로 동시에 진행하므로 별도의 통신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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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학습 방법

이 절에서는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학습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라이브러리 수준에서는 4.1.1에서 제시한 2가지 분산 학습 모델 중

AR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PyTorch의 주된 분산 학습 모델과

동일하다. 통신이 일어나는 부분과 통신 방식은 4.1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4.2.1에서는 PyTorch와의 차이점에 설명의 주안점

을 둔다. 4.2.2에서는 경량 라이브러리의 구현 방식을 설명한다.

4.2.1 프레임워크 수준과 라이브러리 수준의 차이점

라이브러리 수준에서는 API를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멀티 노드의 구성이나 병렬화 방법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프레임워크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이용

해야 하므로, 멀티 노드의 구성 형식을 반드시 사용자가 지정해주어

야 한다. 이는 일반 사용 목적에는 큰 제한점이 없으나, 학습 코드

를 자동 생성해야 하는 상황, 빈번한 하드웨어 구성 변경이 일어나

는 환경,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상황 등에서는 제한점이 발생한다.

라이브러리 수준에서는 파이썬 API, 넘파이(Numpy) 호환성, 데이

터 로더, 체크포인팅 등 레이여 연산 이외의 유틸리티를 따로 제공

하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라이브러리 수준에서는 자체적으로 런타임(Runtime)에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타입을 바꾸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호출하는 수준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라이브러리 수준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모델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으며, 프레임워크의 Forward-Loss-Backward-Update의 구조를

가정하지도 않는다. 레이어 연산 사이의 논리적인 순서만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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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떠한 형태든 API를 호출하여 구현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는

호스트-디바이스 통신, DNN 연산, 동기화 기능을 모두 단일 인터페

이스로 제공하므로, 이 라이브러리의 API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분

산 학습 과정의 반복문 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저수준 딥 러닝 프레임워크가 이에 온전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식은,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분산

처리 모듈의 위치를 GPU 연산 실행 모듈과 동등한 위치로 옮겨 병

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은 두 처리 방식을 비교한 것이

다. 분리된 설계 구조는 밀접한 기능을 묶어 복잡도를 줄이는 것 외

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이점을 갖는다.

첫째, GPU 클러스터 자원을 활용하는 기능이 프레임워크로부터

독립적인 모듈이 되므로,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하는 기능의 추가 구

현이 간단해진다. 예를 들어 단일 GPU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의 딥

러닝 프레임워크를 본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면,

간단히 분산 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딥 러닝

프레임워크를 딥 러닝 학습 및 추론을 위한 프론트엔드(Frontend)

와, 분산 처리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백엔드(Backend)로 분리한다.

그림 3 프레임워크 기반과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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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요 딥 러닝 프레임워크(Tensorflow, PyTorch)는 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설정이나 변경을 할 때 프레

임워크 전체를 소스 코드로부터 빌드해야 하며, 파이썬 인터페이스

나 툴을 통해야만 해서 제약 사항이 많다. 딥 러닝 관련 유틸리티와

아키텍쳐(Architecture)에 의존적인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게 되면,

백엔드로 다양한 아키텍쳐를 지원하기가 수월해진다. 현재에도 이러

한 라이브러리 수준 분산 처리 방식에 가까운 딥 러닝 프레임워크

는 C/C++ 인터페이스를 훨씬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딥 러닝 모델 구현/실험/학습에 특화된 딥 러닝 프레임워크

와는 달리, 딥 러닝 연산에 특화 분산 처리 라이브러리는 딥 러닝

모델 개발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CNN 레이어/블

록/모델 수준 성능 특성 측정을 위한 용도가 하나의 예이다. 딥 러

닝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forward path를 파이썬으로 기술하면, 내

장된 자동 미분(Auto derivation) 기법을 이용하여 backward path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backward path를 구성하

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학습 과정에서 레이어의 변경이 포함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네트워크 구조를 임의 탐색하는 경

우, 분산 학습에서 통신에 별도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실험적인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사용법이 정해져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필수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API를 호출하는 방

식을 이용하면 훨씬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같이 매우 높은 계산

및 통신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도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

법이 유용하다. 성능 병목 분석, 하드웨어 설비 테스트, 대규모 학습,

실시간 서비스 등 다양한 고성능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라이브러

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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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경량 라이브러리 구현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워크에 의존적이지 않은 구현체를 이용하여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 성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수준

의 분산 처리 방법을 그대로 프로토타입 경량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orward path만을 입력으로

받는 DNN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backward path 실행 시간 및 멀

티 노드의 통신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즉, 그 자체로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가 필요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경량 라이브러리는 높은 호환성을 갖도록 C 라이브러리로 구현하

였다. GPU 연산은 cuDNN[3], cuBLAS[2]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DNN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며, 일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지 않는

연산(concatenation, branch 등)은 CUDA[1] 커널을 이용하였다. 노

드 간 통신은 MPI[5]와 NCCL[4]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경량 라이브러리는 (a) GPU 메모리 관리 모듈과 (b) GPU 연산

실행 모듈로 구성하였다. GPU 메모리 관리 모듈은 메모리 객체의

종류(data, data gradient, weight, weight gradient 등)에 따라 내부

적으로 분산 처리를 담당한다. 배치 단위로 나뉜 데이터는 각 디바

이스에 필요한 부분만 나누어 갖도록 하고, 가중치와 같은 데이터는

각 디바이스에 같은 데이터를 복사해준다. GPU 연산 실행 모듈은

CNN 모델의 forward 및 backward 연산을 제공하며, 내부적으로 각

GPU에 계산을 나누어 실행하도록 한다. 가중치의 그라디언트와 같

이 모든 디바이스가 결과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NCCL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모든 API는 호스트-디바이스 사이에 비동기

적(Asynchronous)으로 동작하며, 메모리 읽기/쓰기 API와 딥 러닝

연산 API도 같은 디바이스 내에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므로, 사용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동기화 API를 제공한다.

이는 DNNL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능을 간소화하여 사용

자 인터페이스가 훨씬 단순하며, 멀티 노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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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CNN의 분산 학습 성능 특성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CNN의 구성 요소와 분산 학습 시의 성능

특성을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CNN 모델

은 총 4종으로, VGG-16, ResNet-50, Densenet-121, Inception-v3이

다. 이 모델들은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에 두루 사용되며, 특수한 종

류의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할 때 기반 네트워크로 이용된다. 따라서

소개한 CNN 4종의 학습 성능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산업에 활용되

는 네트워크 모델을 최적화하는 데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5.1 레이어 수준의 성능 특성

레이어 수준의 성능 특성은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forward 실행 시간, FLOPS,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

[2] backward 실행 시간, FLOPS,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

[3] 파라미터의 메모리 용량

연산 세기(Arithmetic intensity)는 지붕선 모델(Roofline model)에

서 이용하는 척도(Metric)로, 알고리즘의 부동 소수점 연산

(Floating-point operation)과 메모리 접근량(Memory traffic)의 비율

이다. 여기서는 FLOPS를 load/store byte로 나눈 것으로 정한다. 연

산 세기의 의미는 연산 당 몇 바이트에 접근해야 하는지로, 연산이

상대적으로 compute-bound인지 memory-bound인지를 나타낸다.

backward 연산에서 학습할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data gradient

와 weight gradient의 실행 시간은 단순 합하여 나타내고, 연산 세

기는 FLOPS의 합을 load/store byte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그림 4는 filter 크기가 3x3이고 stride와 padding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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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1인 Convolution layer의 연산 예를 나타낸 것이다. input/output

channel 수는 1이고, input/output feature map의 크기는 5x5이다.

그림 4 3x3 Convolution layer

위의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할 때 총 floating point 연산의 수는

450개이고, load/store 횟수는 363번이다. 따라서 연산 세기는 식

(28)과 같다.

 ×


  ... (28)

이는 직관적으로 1byte의 메모리가 0.31번의 floating point 연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GPU의 로컬메모리(Local memory)를 활

용하여 메모리 재사용을 최대로 늘리면, load/store 횟수를 59회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때의 연산 세기는 식 (29)와 같다.

 ×


  ... (29)

이처럼 연산 세기는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이 하드웨어 자원을 어

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정보를 담고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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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블록 수준의 성능 특성

이 절에서는 각 모델의 주요한 블록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고,

성능 특성을 제시한다. 블록은 몇 가지 레이어를 묶어 하나의 단위

로 나타낸 것으로, 블록 전체를 하나의 복잡한 레이어로도 생각할

수 있다.

CNN이므로 전반적인 구조는 유사하고, 개별 레이어의 수나 레이

어의 크기는 같은 네트워크 모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데이터셋과

태스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모델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네트워크를 어떤 블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느냐에 따르게

된다.

블록 수준의 성능 특성은 레이어 수준에서와 같다. 블록 수준의

연산 세기의 경우, 블록에 포함된 서로 다른 레이어의 FLOPS와 메

모리 접근량을 각각 합산하여 그 비율로 한다.

[1] forward 실행 시간, FLOPS, 메모리 접근량 (= 연산 세기)

[2] backward 실행 시간, FLOPS, 메모리 접근량 (= 연산 세기)

[3] 파라미터의 메모리 용량

5.2.1 Convolution block (VGG)

VGG 네트워크 모델은 출력 채널의 크기가 같은 Convolution

layer를 2개 또는 3개 쌓은 후 Max pooling 연산을 통해 feature

map의 크기를 줄이는 Convolution block을 여러 개 통과시키는 구

조로 구성되어 있다.

VGG 네트워크 모델에는 별도의 Normalization layer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구현체에 따라서 Convolution block에 BN 레이어를

추가할 때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Normalization layer가 없는 원래

의 구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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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Residual block (ResNet)

ResNet 네트워크 모델은 건너뛰기 연결(Skip connection)을 포함

하는 블록 구조인 Residual block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feature map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 Pooling

layer를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커널 크기의 Convolution layer를 이

용한다는 점이다. Pooling layer는 분류 단계 전에 average pooling

한 번만 포함된다.

그림 5 Residual block의 구조

Residual block은 출력 채널의 크기가 같은 × convolution,

BN, ReLU, × convolution, BN, ReLU, × convolution, BN을

차례로 쌓고 입구(Entry)와 출구(Exit)를 skip connection으로 연결

하여 입력을 출력에 더한 다음 마지막으로 ReLU에 통과시키는 구

조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만일 입력과 출력의 채널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단순히 더할

수 없으므로 skip connection에 × convolution을 포함하여 채널

크기를 맞추어준다. 이 경우를 특별히 Identity block이라고 부른다.

5.2.3 Dense block (Den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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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eNet 네트워크 모델은 Resnet의 skip connection을 더욱 일

반화한 Dense block을 주요한 블록으로 삼는다. Dense block은 BN,

ReLU, × convolution, BN. ReLU, × convolution을 차례로 쌓

은 단위 개를 


개의 dense connection으로 연결하되,

Residual block에서처럼 Addition layer를 이용하는 대신 단순히 이

어붙인다. 또한, 바로 이전 레이어의 출력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

라 Dense block에 포함된 모든 이전 단위의 출력을 연결한다.

Dense block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따온 것이다.

각 단위에 포함된 × convolution로는 이렇게 이어 붙인 입력

채널을 크기가 작은 출력 채널(e.g. 128)로 줄이고, 이를 ×

convolution으로 통과시켜 균일한 출력 채널(e.g. 32)로 줄여 다음에

오는 모든 단위에 이어붙인다.

이렇게 구성된 Dense block 사이에는 convolution 레이어와

average pooling 레이어로 구성된 transition layer라는 소규모 블록

을 놓아 채널과 feature map의 크기를 조절한다.

5.2.4 Inception module (Inception-v3)

Inception 네트워크 모델은 Inception module 블록을 연이어 붙여

구성한다. Inception module은 하나의 입력을 여러 갈래의

convolution layer에 동시에 통과시키고, 각각의 출력 데이터를 이어

붙여 하나의 텐서로 만들어 내보낸다. Residual block이나 Dense

block이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전의 결과를 계속하여 보충해

주는 개념이라면, Inception module은 하나의 입력에 대한 여러 가

지 표현을 동시에 활용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Inception module은 A, B, C, D, E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예시로

Inception module A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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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 (b) × convolution과 2개의 × convolution, (c)

× convolution과 × convolution, (d) × max pooling과

× convolution의 4갈래를 병렬적으로 계산하고, 결과를 이어 붙

여 내보낸다. 다른 convolution의 앞에 연결된 × convolution은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 모든

convolution은 결과에 BN과 ReLU를 추가로 적용하여 내보낸다.

5.3 모델 수준의 성능 특성

모델 수준의 성능 특성은 주요한 블록과,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레이어의 성능 특성을 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레이어 수준의 성

능 특성을 결합하여 블록 수준의 성능 특성을 나타낸 것과 같이, 연

산 세기의 경우 서로 다른 레이어 및 블록의 FLOPS와 메모리 접근

량을 모두 합산하여 나타낸다.

유의할 점은 최하위 레이어 수준에서 의미하는 연산 세기와 최상

위 모델 수준에서 의미하는 연산 세기의 의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량적으로 연산 세기의 값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성능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연산 세기는 동일한 수준 간에

비교할 때에 의미가 있다.

[1] forward 실행 시간, FLOPS,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

[2] backward 실행 시간, FLOPS,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

[3] 파라미터의 메모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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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실험 및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경량 라이브러리 기반의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 각 수준의 성능 특성을 보고한다. 또한, 노드 수를

늘리는 만큼 배치의 크기를 늘려(weak scale) 얻은 결과로부터 경량

라이브러리의 성능과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의 실용성

을 평가한다.

6.1 실험 환경

다음 표와 구성이 같은 계산 노드가 여럿 연결된 GPU 클러스터

를 1대, 2대, 4대씩 총 7대 사용하였다.

벤치마크로 채택한 CNN 모델은 앞서 소개한 VGG-16,

ResNet-50, DenseNet-121, Inception-v3의 4종이다. 각 네트워크의

원 논문와 PyTorch의 CNN 모델 라이브러리 torchvision의 구현을

기준으로 구현하였다.

실행 시간은 100회 실행한 결과를 평균 낸 것이며, 동기화 시간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CPU
2 x Intel Xeon Gold 6130 CPU 2.10GHz

16 physical cores per CPU (Total 32 cores)

Memory 256 GB (DDR4 2400MHz)

GPU
4 x Nvidia GeForce RTX 2080

2944 CUDA cores (8GB GDDR6)

Network Mellanox ConnextX-5 + Infiniband EDR 100Gbps

표 2 실험 환경: 노드 1대 당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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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 결과

6.2.1 레이어 수준의 성능 특성 (VGG-16)

다음 표는 VGG-16 모델의 레이어 별 MFLOPS, 메모리 접근량

(Memory traffic), 연산 세기(Arithmetic intensity)를 forward와

backward 각각 계산한 내용이다.

Layer
MFLOPS Memory traffic (MB) Arithmetic intensity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Convolution1.1 23838.5 25137 5586 8232.06 4.27 3.05

Activation1.1 24.5 24.5 196 196 0.13 0.13

Convolution1.2 508056.5 536256 119168 175617.13 4.26 3.05

Activation1.2 24.5 24.5 196 196 0.13 0.13

Pooling1 0 30.63 122.5 122.5 0 0.25

Convolution2.1 254028.25 268128 59584 87810.26 4.26 3.05

Activation2.1 12.25 12.25 98 98 0.13 0.13

Convolution2.2 508044.25 536256 119168 175620.51 4.26 3.05

Activation2.2 12.25 12.25 98 98 0.13 0.13

Pooling2 0 15.31 61.25 61.25 0 0.25

Convolution3.1 254022.13 268128 59584 87817.02 4.26 3.05

Activation3.1 6.13 6.13 49 49 0.13 0.13

Convolution3.2 508038.13 536256 119168 175634.02 4.26 3.05

Activation3.2 6.13 6.13 49 49 0.13 0.13

Convolution3.3 508038.13 536256 119168 175634.02 4.26 3.05

Activation3.3 6.13 6.13 49 49 0.13 0.13

Pooling3 0.01 7.66 30.63 30.63 0 0.25

Convolution4.1 254019.06 268128 59584 87844.03 4.26 3.05

Activation4.1 3.06 3.06 24.5 24.5 0.12 0.12

Convolution4.2 508035.06 536256 119168 175688.03 4.26 3.05

Activation4.2 3.06 3.06 24.5 24.5 0.12 0.12

Convolution4.3 508035.06 536256 119168 175688.03 4.26 3.05

Activation4.3 3.06 3.06 24.5 24.5 0.12 0.12

Pooling4 0.02 3.83 15.31 15.31 0 0.25

Convolution5.1 127008.77 134064 29792 43976.03 4.26 3.05

Activation5.1 0.77 0.77 6.13 6.13 0.13 0.13

Convolution5.2 127008.77 134064 29792 43976.03 4.26 3.05

Activation5.2 0.77 0.77 6.13 6.13 0.13 0.13

Convolution5.3 127008.77 134064 29792 43976.03 4.26 3.05

Activation5.3 0.77 0.77 6.13 6.13 0.13 0.13

Pooling5 0.02 0.96 3.83 3.83 0.01 0.25

Linear_1 1568 3136 6272 12544 0.25 0.25

Activation_1 0.03 0.03 0.25 0.25 0.12 0.12

Linear_2 256 512 1024 2048 0.25 0.25

Activation_2 0.03 0.03 0.25 0.25 0.12 0.12

Linear_3 62.5 125 250 500 0.25 0.25

Softmax 0.02 0.02 0.09 0.06 0.22 0.33

Average 113,977.61 120,356.32 26,954.84 39,828.82 1.57 1.19

표 3 VGG-16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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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레이어 별로 (node 1 fwd), (node 1 bwd), (node 2

fwd), (node 2 bwd), (node 4 fwd), (node 4 bwd)의 총 6가지 옵션

을 실험하였을 때의 평균 실행 시간(msec)을 앞의 표에서 제시한

연산 세기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VGG-16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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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블록 수준의 성능 특성 (ResNet-50)

다음 표는 ResNet-50 모델의 레이어 및 블록(Residual, Identity

block) 별 MFLOPS,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를 forward와

backward 각각 계산한 내용이다.

Layer
MFLOPS Memory traffic (MB) Arithmetic intensity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Convolution 176473.5 701406.19 7276.5 32448.49 24.25 21.62

Normalization 49 42.88 73.5 73.5 0.67 0.58

Activation 6.13 6.13 49 49 0.13 0.13

MaxPooling 15.31 15.31 61.25 61.25 0.25 0.25

Ident1 35417.82 38930.54 18362.76 25372.02 1.93 1.53

Resid1.1 34976.82 38299.65 17113.26 23730.39 2.04 1.61

Resid1.2 34976.82 38299.65 17113.26 23730.39 2.04 1.61

Ident2 39681.58 145080.21 31179.32 90715.82 1.27 1.6

Resid2.1 34932.42 38259.87 16984.64 23632.64 2.06 1.62

Resid2.2 34932.42 38259.87 16984.64 23632.64 2.06 1.62

Resid2.3 34932.42 38259.87 16984.64 23632.64 2.06 1.62

Ident3 39636.78 140189.96 31073.67 88313.42 1.28 1.59

Resid3.1 34910.19 38240 16920.31 23606.06 2.06 1.62

Resid3.2 34910.19 38240 16920.31 23606.06 2.06 1.62

Resid3.3 34910.19 38240 16920.31 23606.06 2.06 1.62

Resid3.4 34910.19 38240 16920.31 23606.06 2.06 1.62

Resid3.5 34910.19 38240 16920.31 23606.06 2.06 1.62

Ident4 39614.42 130736.22 31020.85 83846.72 1.28 1.56

Resid4.1 34899.11 38230.14 16888.17 23682.04 2.07 1.61

Resid4.2 34899.11 38230.14 16888.17 23682.04 2.07 1.61

AvgPooling 0.78 0.78 3.13 3.13 0.25 0.25

Linear 31.25 62.5 125 250 0.25 0.25

Softmax 0.02 0.02 91.55 0.06 0 0.33

Average 32,609.85 70,239.56 14,038.04 26,299.41 2.45 2.13

표 4 ResNet-50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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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레이어 및 블록 별로 VGG-16에서와 같은 6가지 옵

션을 실험하였을 때의 평균 실행 시간(msec)을 앞의 표에서 제시한

연산 세기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ResNet-50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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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블록 수준의 성능 특성 (DenseNet-121)

다음 표는 DenseNet-121 모델의 레이어 및 블록(Dense block) 별

MFLOPS,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를 forward와 backward 각각

계산한 내용이다.

Layer
MFLOPS Memory traffic (MB) Arithmetic intensity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Convolution 176473.5 701406.19 7276.5 32448.49 24.25 21.62

Normalization1 49 42.88 73.5 73.5 0.67 0.58

Activation1 6.13 6.13 49 49 0.13 0.13

Pooling1 15.31 15.31 61.25 61.25 0.25 0.25

Dense1 201447.42 217284.49 77220.96 108983.13 2.61 1.99

Normalization2 49 42.89 73.5 73.5 0.67 0.58

Activation2 6.13 6.13 49 49 0.13 0.13

Convolution2 3136 4704 9408 12545 0.33 0.37

Pooling1 3.83 3.83 15.31 15.31 0.25 0.25

Dense2 231344.58 251482.86 100999.03 141398.49 2.29 1.78

Normalization2 24.5 21.47 36.75 36.75 0.67 0.58

Activation2 3.06 3.06 24.5 24.5 0.12 0.12

Convolution2 3136 4704 9408 12548 0.33 0.37

Pooling2 1.91 1.91 7.66 7.66 0.25 0.25

Dense3 233735.28 258513.67 130002.49 179747.54 1.8 1.44

Normalization3 12.25 10.78 18.38 18.38 0.67 0.59

Activation3 1.53 1.53 12.25 12.25 0.12 0.12

Convolution3 3136 4704 9408 12560 0.33 0.37

Pooling3 0.96 0.96 3.83 3.83 0.25 0.25

Dense4 150051.01 167470.1 93088.83 128063.94 1.61 1.31

AvgPooling 0.39 0.39 1.56 1.56 0.25 0.25

Linear 15.63 31.25 62.5 125 0.25 0.25

Softmax 0.02 0.02 91.55 0.06 0 0.33

Average 43,593.45 70,019.91 19,017.06 27,341.14 1.66 1.47

표 5 DenseNet-121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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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레이어 및 블록 별로 VGG-16에서와 같은 6가지 옵

션을 실험하였을 때의 평균 실행 시간(msec)을 앞의 표에서 제시한

연산 세기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DenseNet-121 실험 결과



- 37 -

6.2.4 블록 수준의 성능 특성 (Inception-v3)

다음 표는 Inception-v3 모델의 레이어 및 블록(Inception module

A, B, C, D, E) 별 MFLOPS,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를 forward

와 backward 각각 계산한 내용이다.

Layer
MFLOPS Memory traffic (MB) Arithmetic intensity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Convolution1 5268.4 21507.97 1235.8 5561.83 4.26 3.87

Normalization1 43.36 37.94 65.04 65.04 0.67 0.58

Activation1 5.42 5.42 43.36 43.36 0.13 0.13

Convolution2 54697.78 59235.05 12830.34 19259.66 4.26 3.08

Normalization2 42.21 36.93 63.31 63.31 0.67 0.58

Activation2 5.28 5.28 42.21 42.21 0.13 0.13

Convolution3 109395.56 115473.09 25660.69 37816.31 4.26 3.05

Normalization3 84.41 73.86 126.62 126.62 0.67 0.58

Activation3 10.55 10.55 84.41 84.41 0.12 0.12

Pooling1 26.02 26.02 104.08 104.08 0.25 0.25

Convolution4 832.66 1248.98 2497.97 3330.78 0.33 0.37

Normalization4 26.02 22.77 39.03 39.03 0.67 0.58

Activation4 3.25 3.25 26.02 26.02 0.12 0.12

Convolution5 191400.47 212968.83 44896.41 68732.34 4.26 3.1

Normalization5 59.07 51.7 88.61 88.61 0.67 0.58

Activation5 7.38 7.38 59.07 59.07 0.12 0.12

Pooling2 17.94 17.94 71.78 71.78 0.25 0.25

A1 119839.04 124600.72 21404.63 30944.47 5.6 4.03

A2 120651.63 125814.96 23846.26 34190.65 5.06 3.68

A3 120941.72 126248.61 24719.56 35351.28 4.89 3.57

B 104912.25 388245.06 26584.2 103908.27 3.95 3.74

C1 50404.39 55856.08 27226.44 38173.94 1.85 1.46

C2 73411.39 80691.52 35445.65 50063.48 2.07 1.61

C3 73411.39 80691.52 35445.65 50063.48 2.07 1.61

C4 100843.81 110268.29 45019.71 63942.21 2.24 1.72

D 50036.5 109150.01 21258.65 43016.15 2.35 2.54

E1 40964.61 45883.24 24584.89 34578.64 1.67 1.33

E2 42984.36 48910.99 30647.89 42689.14 1.4 1.15

Pooling3 0.1 0.1 0.38 0.38 0.26 0.26

Linear 2.93 5.86 11.72 23.44 0.25 0.25

Softmax 0.02 0.02 91.55 0.06 0 0.33

Average 40,655.80 55,067.74 13,039.42 21,369.68 1.79 1.44

표 6 Inception-v3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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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레이어 및 블록 별로 VGG-16에서와 같은 6가지 옵

션을 실험하였을 때의 평균 실행 시간(msec)을 앞의 표에서 제시한

연산 세기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Inception-v3 실험 결과

6.2.5 모델 수준의 성능 특성

다음 표는 각 모델의 총 GFLOPS, 총 메모리 접근량, 연산 세기

를 forward와 backward 각각 합산한 결과와 파라미터 크기이다.

Model
Parameter

size (MB)

GFLOPS
Memory traffic

(GB)
Arithmetic intensity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VGG 527.76 4118.33 4348.81 973.95 1439.13 4.23 3.02

ResNet 97.69 732.45 1577.65 315.31 590.71 2.32 2.67

DenseNet 23.26 979.15 1572.71 427.14 614.11 2.29 2.56

Inception-v3 83.49 1207.46 1653.44 354.61 595.86 3.41 2.77

표 7 모델 수준의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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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험 결과 분석

6.3.1 VGG-16의 성능 특성

그림 1에서 Convolution layer와 나머지 레이어들(Activation,

Pooling 등)을 비교해보면, VGG는 convolution 연산이 대부분의 실

행 시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nvolution 연산의

forward path 실행 시간을 node 수에 따라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량 라이브러리가 통신이 없는

상황에서 잘 스케일된다는 의미이다. backward path 실행 시간을

node 수에 따라 비교해보면, 노드의 수가 2배로 중가할 때마다 10%

정도의 Throughput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파라미터의 수가 동일하더라도, 노드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그라디언트 통신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서 2번째, 3번째 Linear layer의 backward path에서 굉장

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신할 파라미터

의 수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두 Linear layer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인는 VGG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뒤이어 설명할 나머지 세 CNN 모

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함께 표기된 연산 세기를 살펴보면, memory-bound인 Activation

layer나 Pooling layer는 1 미만의 값을 가지며, Convolution layer는

forward가 4.x 대, backward가 3.x 대임을 알 수 있다. 두

Convolution layer의 실행 시간이 차이가 나더라도 연산 세기는 동

일한데, 이는 두 Convolution layer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에 차이

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연산 세기는 실행 시간

을 보충하여 딥 러닝 연산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Linear layer는 연산 세기가 0.x 대에 불과한데, 실행 시간

이 굉장히 긴 편이다. 이는 Linear layer가 실제로 병목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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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ResNet-50의 성능 특성

그림 2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Residual block이 비슷한 실행 시간

과 비슷한 연산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블록의 성능 특성이 거

의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값은 대략 2.x 대로, 순수

한 Convolution layer보다 낮다. 이는 커널 크기 1x1인 Convolution

layer를 삽입하는 기법에 따른 성능 변화이다.

Residual block 중간에 채널 크기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Identity block에서 forward path의 연산 세기가 backward path의

연산 세기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forward 실행 시간에

비해 backward 실행 시간의 증가가 막대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forward 실행 시간만 보면 Residual block과 Identity block의 성능

이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backward path의 성능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forward path에서는 입력 채널의 수가 출력 채널의 수보다 적

은 경우에는 단순히 계산할 데이터의 양(출력 채널)만 늘어나고 각

각의 연산에서 접근하는 데이터의 양(입력 채널)은 일정하기 때문

에. 입력 채널 수가 같으면 연산 세기가 동시에 나타나지만,

backward path에서는 거꾸로 계산할 데이터의 양이 입력 채널에,

접근하는 데이터의 양이 출력 채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산

에서 접근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첫 번째 Convolution layer는 실행 시간은 길지 않으나 그 연산

세기가 큰데, 이는 해당 Convolution layer가 다른 Convolution

layer와는 많이 다른 성능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Convolution layer는 커널 크기가 7x7로 매우 커서 입력 이미지의

feature map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Ident4의 backward 실행 시간이 매우 길긴 하나, 뒤쪽

Linear layer의 실행 시간은 짧은 편이다. 레이어의 크기를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연산 세기가 낮고 학습 파라미터가 많은

Linear layer의 성능 특성에서 forward 대비 backward 실행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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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6.3.3 DenseNet-121의 성능 특성

그림 3은 Dense block에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DenseNet의 맨 앞 4 레이어와 맨 뒤 3 레이어는 의도적으로

ResNet의 것과 같게 유지했는데, 이를 연산 세기의 수치가 동일하

다는 것으로부터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뒤쪽 블록으로 갈수록 연산 세기가 떨어지고 실행 시간이 증가하

므로, 뒤쪽 블록의 레이어 구성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진행할 경우,

뒤쪽 블록의 레이어들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블록을 조합할 때 메모리 접근 대비 연산량이 감소하여,

backward 뿐만 아니라 forward에서도 연산 세기가 1.x 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ckward에서만 1.x 대로 떨어졌던 ResNet-50의

Residual block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Dense block에서는 bottleneck 구조를 삽입하여 채널의 수를 감소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forward에서 입력 채널의 수가 출력

채널의 수보다 훨씬 많은 Convolution layer를 지난다는 뜻이다. 곧

forward path의 성능 하락을 가져온다.

6.3.4 Inception-v3의 성능 특성

그림 4는 다양한 Inception module의 다양한 성능 특성을 연산 세

기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행 시간만으로는 각각의 모듈의 차

이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Inception-v3만을 이용한다면 그들 사이

의 차이를 알 이유가 없으나, Inception module을 새롭게 조합하고

자 하는 경우, 이의 성능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면 조합된 새로운 모

델의 성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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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대부분의 딥 러닝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에 포함된 레이어의 종류

나, 파라미터의 메모리 사용량만을 보고하므로, 복잡한 네트워크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은 CNN 모델 학

습의 레이어 수준, 블록 수준, 모델 수준에서의 다양한 성능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딥 러닝 학습 속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CNN 모델 4종(VGG-16, ResNet-50, DenseNet-121,

Inception-v3)의 레이어 및 블록 별 실행 시간, FLOPS, 메모리 접근

량, 연산 세기, 통신에 필요한 파라미터 크기를 멀티 노드 멀티

GPU 환경에서 측정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

제로 병목인 부분과 병목이 아닌 부분을 구분하고, 실행 시간만으로

는 파악할 수 없는 레이어의 성능 특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소개하

였다. 이러한 방법은 고정된 네트워크 모델이 아니라, 특정 직무에

적합하게 개조된 CNN 모델이나,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CNN 모

델,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CNN 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성능 특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그러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을 설명하였다. 라이브러리

수준 혹은 저수준 프레임워크는 PyTorch나 Tensorflow와 같은 다

목적 분산 학습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특화하는 것이 라이

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라이브러리 수준의 분산 처리 방법을 활용한 통합

된 DNN 백엔드 개발, Tensorflow나 PyTorch로 구성한 그래프를

가져와 경량 라이브러리와 연결하는 연구, 라이브러리의 연산 커널

자동 생성, 네트워크 구조 탐색과 관련한 그래프-라이브러리 자동

연결 등, 고성능 컴퓨팅 커뮤니티에서의 딥 러닝 환경 구축과 관련

된 다양한 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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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brary-level Distributed

Processing Method for CNN

Training Using GPU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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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CNN

model distributed learning using GPU clusters. Unlike the clasical

model study, which simply reports the total memory usage or

total execution time of the network model, in this paper, the

distributed learning execution time is reported per layer, and the

computation strength considering both the computation amount

and the memory access is presented as the main performance

metric of the deep learning operation. This makes research 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model not only

limited to that model, but also becomes a generally applicable

methodology.

And unlike research that reports the performance of a specific

deep learning framework, it reports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CNN models distributed at the library level.

Most frameworks manage communications and operations as

separate modules, which makes each library entangled with

multiple parts of the framework and a mesh of dependencies,

making it difficult to distribute distributedly. This paper

introduces a library-level distributed processing method and lists

the advantages it has over the framework foundation.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 developed

a prototype lightweight library and developed a CNN model

benchmark based on it.

Keywords: GPU, Workload characteristics, Distributed processing,

Deep learning, CNN, Mode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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