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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초    록 

 
최근의 심층 신경망은 제한적인 하드웨어 자원에 비해 방대한 

메모리와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신경망 압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복 뉴런 제거를 통한 

새로운 신경망 압축 기술을 제안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학습된 

신경망에서 유사한 값으로 활성화되는 뉴런들을 하나의 뉴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크게 네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기존 신경망을 

학습하고, 다음으로 학습된 신경망에서 유사한 뉴런을 추출한다. 세 

번째 과정은 제안된 regularization 항을 손실 함수에 삽입하여 추출된 

유사 뉴런 쌍들이 거의 같은 활성화 값을 갖도록 재학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유사 뉴런 쌍들을 하나의 뉴런으로 대체한다. 본 

연구는 다른 압축 방법론이 적용된([3]) 신경망 Lenet-300-100, 

Lenet-5에 대해 정확도 손실 없이 추가적인 압축률을 달성하였다. 

 

주요어 : 심층 신경망, 신경망 압축, 중복 뉴런, regularization 

학   번 : 2016-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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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심층 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은 패턴 인식, 컴퓨터 

비전[6] 등에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중요 기계학습 모델이다. 심층 

신경망은 뛰어난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에 반해, 수많은 뉴런들과 

그것들을 잇는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로 인해 큰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단점은 모바일 시스템에서 심층 

신경망을 구현할 때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신경망의 뉴런 혹은 weight 수를 줄여 

네트워크 크기를 압축하는 것이다. 신경망 압축 기술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Weight의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weight decay regularization을 통해 zero activation 뉴런을 

생성하는 방법, 중요한 connection 만을 학습하는 방법[1], 또 weight 

값의 양자화(quantizaition)를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2], 

그리고 벡터 양자화를 이용한 압축[7] 등이 있다. 한편, 뉴런의 수를 

줄이는 것은 뉴런 한 개가 제거될 때 연결된 모든 weight를 함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weight pruning(weight 수를 줄이는 기법)에 

비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weight 

pruning이 단지 weight matrix의 sparsity를 증가시키는 것에 반해 

layer 간의 weight matrix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 하지만 그만큼 weight pruning에 비해 

까다로운 문제이다. [3]에서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에 새로운 

regularization term을 삽입하여 특정 뉴런에 연결되는 모든 연결망의 

weight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그로 인해 비활성화 된 

뉴런을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신경망 압축에 관련된 과거 연구들은 zero activation 뉴런을 제거 

하거나, weight 값 조절을 통해 의도적으로 zero activation 뉴런을 

만들어 제거하는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유의미한 값을 갖는 뉴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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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유사한 activation을 가지는 뉴런의 

집합이 있을 때, 그 뉴런들 중 하나가 전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필요한 뉴런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학습된 

심층 신경망에 대해 유사한 뉴런 쌍들을 찾고, 완전히 같은 역할의 

뉴런이 되도록 regularization term을 도입해 재학습하여 하나의 뉴런이 

여러 개의 뉴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neuron pruning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특히 심층 신경망의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에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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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유사 뉴런 병합 방법 
 

 

우선, 본 제안 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용할 표기법에 대해 

명시한다. 영문 소문자 (a)는 scalar 값을, 볼드체의 영문 소문자 (𝐚)는 

vector 값을, 그리고 볼드체의 영문 대문자 (𝐀)는 matrix를 표현한다. 

𝑙 번째 layer의 𝑛 번째 뉴런은 𝑂𝑛
𝑙 , 𝑙 번째 layer의 뉴런 개수는 𝑛𝑙 로 

표기하며, 𝑙 − 1번째 layer와 𝑙번째 layer 사이의 weight matrix는 𝐖l , 

weight matrix의 구체적인 원소는 𝑊𝑝,𝑞
𝑙 , 특정 row는 𝐖𝑝,:

𝑙 , 특정 

column은 𝐖:,𝑞
𝑙 로 표기한다. 

 

 

제 1 절 본 연구의 신경망 압축 과정 

 

중복된 역할의 뉴런을 제거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의 학습 과정을 포함한다.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은 주어진 네트워크에 대한 pre-

training을 진행하는 것이다. Pre-training은 기존 연구들의 신경망 압축 

[그림 1] 압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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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리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유사한 activation을 갖는 뉴런 쌍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imilarity 

factor를 기준으로 추출한다. 세 번째는 추출된 뉴런 쌍에 대한 

regularization term을 손실 함수에 삽입해 재학습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뉴런 쌍들을 하나의 뉴런으로 치환하여 네트워크를 

압축한다. 

 

 

제 2 절 유사 뉴런 추출 
 

2.1 동일 activation을 갖는 뉴런 쌍 

 

심층 신경망의 ` 𝑙 번째 layer 𝐎𝑙 과 𝑙 + 1 번째 layer 𝐎𝑙+1 가 완전 

연결(Fully connected) 되어 있다고 하자. 이 때 𝐎𝑙+1 의 𝑝번째 뉴런 

𝑂𝑝
𝑙+1의 값은 식(1)의 값으로 activation 된다(𝑓 : activation function). 

 

[그림 2] layer 𝐎𝒍+𝟏의 뉴런 쌍: layer 𝐎𝒍의 마지막 

노드는 이전 layer와 무관한 값을 갖는 bias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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𝑂𝑝
𝑙+1 = 𝑓 ((∑ 𝑂𝑛

𝑙 𝑊𝑛,𝑝
𝑙+1

𝑛𝑙

𝑛=1

) + 𝑏𝑖𝑎𝑠) = 𝑓(𝑂𝑙𝑊:,𝑝
𝑙+1 + 𝑏𝑖𝑎𝑠)      (1) 

 

이 때, 𝑊:,𝑝
𝑙+1는 𝐎𝑙의 각 뉴런에서 𝑂𝑝

𝑙+1로 연결되는 weight들의 집합인 

vector이다. 식(1)에 따라, [그림 2]에서 𝐎𝑙+1의 𝑝번째 뉴런과 𝑞번째 

뉴런의 activation값이 각각 식(2), (3)과 같음을 알 수 있다. 

 

𝑂𝑝
𝑙+1 = 𝑓(𝑂𝑙𝑊:,𝑝

𝑙+1 + 𝑏𝑖𝑎𝑠)                   (2) 

𝑂𝑞
𝑙+1 = 𝑓(𝑂𝑙𝑊:,𝑞

𝑙+1 + 𝑏𝑖𝑎𝑠)                   (3) 

 

만약 𝑊:,𝑝
𝑙+1 와 𝑊:,𝑞

𝑙+1 가 같은 값을 가지는 vector이고 𝑂𝑝
𝑙+1 와 𝑂𝑞

𝑙+1 의  

bias 값이 같다면 두 뉴런은 항상 같은 값으로 activation된다. 이 때 이 

두 뉴런은 중복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Bias의 기능은 각 뉴런에 이전 layer의 뉴런들로부터 받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추가로 학습 가능한 상수 값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뉴런에 대한 bias 항을 따로 두는 것 대신, 이전 layer에 

현재 layer의 모든 뉴런에 연결망을 가진 하나의 bias node를 

추가해서도 얻을 수 있다([그림 2]). 따라서 이전 layer에서 연결되는 

연결망의 weight vector, 즉 input weight vector가 같은 두 뉴런의 

역할을 하나의 뉴런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2.2 Similarity factor 
 

하나의 layer 내 뉴런 쌍의 유사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Similarity 

factor (𝑆) 를 도입하였다. layer 𝐎𝑙+1 의 뉴런 쌍 에 대한 Similarity 

factor는 식(4)으로 표현된다. 

 

Sp,q = √
1

𝑛𝑙
∑(𝑊𝑛,𝑝 − 𝑊𝑛,𝑞)

2
𝑛𝑙

𝑛=1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layer의 두 뉴런 𝑂𝑝
𝑙+1와 𝑂𝑞

𝑙+1가 동일한 

activation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전 layer로부터 각 뉴런에 연결되는 

input weight vector 𝑊:,𝑝
𝑙+1 , 𝑊:,𝑞

𝑙+1 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두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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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의 각 원소의 차이 값의 RMS (Root mean square)를 Similarity 

factor로 선정하였다. 유사 뉴런 선정은 미리 학습된 심층 신경망 내 

완전 연결 계층 𝐎𝑙+1의 모든 뉴런 쌍들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Similarity factor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뉴런의 activation이 

일치하므로, 실험적으로 결정된 문턱(threshold) 값 이하의 Similarity 

factor 값을 갖는 뉴런 쌍이 유사 뉴런으로 추출된다.  

 

 

제 3 절 Regularization term을 이용한 재학습 
 

3.1 Regularization 
 

Regularization은 신경망 학습 시에 weight 값을 조절하여 

오버피팅(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다. 신경망 

학습 시 손실 함수는 흔히 Euclidean loss (𝐸) 식으로 정해진다. 

Regularizer는 손실 함수에 식(5)처럼 부가적으로 삽입되어 이 

regularization term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제한한다. 

 

𝐿 ≔ 𝐸 + 𝑟𝑒𝑔𝑢𝑙𝑎𝑟𝑖𝑧𝑒𝑟                      (5) 

 

3.2 New regularizer 
 

비교적 유사한 뉴런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동일한 activation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뉴런으로 대체할 시에 상당한 정확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 함수에 새로운 

regularization term인 lm regularizer를 삽입하여 신경망을 재학습한다. 

각 유사 뉴런 쌍에 대해 regularization term이 추가된다. Layer 𝐎𝑙+1의 

두 뉴런 𝑂𝑝
𝑙+1 , 𝑂𝑞

𝑙+1 가 유사 뉴런 쌍이라면 추가되는 regularizer는 

식(5)와 같다.  

 

𝑙𝑚_𝑟𝑒𝑔𝑢𝑙𝑎𝑟𝑖𝑧𝑒𝑟 = 𝜆𝑙𝑚
√

1

𝑛𝑙
∑(𝑊𝑛,𝑝 − 𝑊𝑛,𝑞)

2
𝑛𝑙

𝑛=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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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에서 regularization term이 similarity factor와 같은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imilarity factor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제 4 절 유사 뉴런 병합 

 

중복 뉴런의 병합 과정을 입력층(input layer), 출력 층(output 

layer), 그리고 하나의 은닉층(hidden layer)이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성된 간단한 신경망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3]). O1
1에서 

O𝑛1
1 까지의 뉴런은 신경망의 입력 값, O1

3는 출력 값이 되고, layer O2는 

은닉층이 될 것이다. Activation function을 𝑓 로 둘 때, 출력 값은 

식(7)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ias는 bias node를 따로 두어 

layer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bias term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 병합 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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𝑂1
3 = 𝑓 (𝑊1,1

3 𝑓 (∑ 𝑊𝑖,1
2 𝑂𝑖

1

𝑛1

𝑖=1

) + 𝑊2,1
3 𝑓 (∑ 𝑊𝑖,2

2 𝑂𝑖
1

𝑛1

𝑖=1

) + ∑ 𝑊𝑖,1
3 𝑂𝑖

1

𝑛2

𝑖=1

)  (7) 

 

[그림 4]는 O1
2 과 O2

2  두 뉴런을 O𝑚
2  하나로 대체한 신경망으로, 출력 

값은 식(8)로 표현된다. 

 

𝑂1
3 = 𝑓 (𝑊𝑚,1

3 𝑓 (∑ 𝑊𝑖,𝑚
2 𝑂𝑖

1

𝑛1

𝑖=1

) + ∑ 𝑊𝑖,1
3 𝑂𝑖

2

𝑛2

𝑖=3

)          (8) 

 

O1
2과 O2

2  두 뉴런이 동일한 activation을 가지는 중복 뉴런일 때, 모든 

i에 대해 W𝑖,1
2 와  W𝑖,2

2 의 값이 동일하다. 그리고 activation function을 

ReLU(Rectified Linear Unit) 함수로 가정하면, 함수 𝑓의 linearity로 

인해 𝑓(𝑎) + 𝑓(𝑏) = 𝑓(𝑎 + 𝑏) 가 만족된다. 따라서 식(7)과 식(8)을 

비교하여 두 신경망이 항상 같은 출력 값 O1
3 를 갖도록 식(9)처럼 

W𝑚,1
3 와 W𝑖,𝑚

2 의 값을 정할 수 있다. 

[그림 4] 병합 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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𝑊𝑚,1
3 =

𝑊1,1
3 + 𝑊2,1

3

2
,  𝑊𝑖,𝑚

2 = 𝑊𝑖,1
2 + 𝑊𝑖,2

2              (9) 

 

앞서 언급한 과정으로 선정된 유사 뉴런은 재학습 과정을 거쳐 

대부분 완전히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activation을 갖게 된다. 이러한 

뉴런 쌍은 하나의 뉴런으로 대체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된 

weight값을 결정하여 출력 값의 변화 없이 신경망을 압축할 수 있다. 

 

 

완전 연결 계층에 두 개 이상의 은닉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식 

(9)를 통해 각 은닉층의 동일 activation 뉴런들을 병합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𝑥1 와 𝑥2 가 병합될 뉴런이라면 α1 = α2 과 𝛽1 = 𝛽2 가 

만족된다. 이전 레이어의 두 뉴런이 병합되면 𝑥1와 𝑥2의 input weight 

vector의 구성 요소는 그림과 같이 
𝛼1+𝛽1

2
와 

𝛼2+𝛽2

2
 가 될 것이며, 또한 

𝛼1+𝛽1

2
=

𝛼2+𝛽2

2
가 성립한다. 이는 이전 layer에 병합되는 뉴런이 

존재하더라도 𝑥1 와 𝑥2 의 input weight vector의 동등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여러 은닉층을 가진 완전 연결 

계층에서도 위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5] 이전 은닉층 뉴런 병합의 영향 



 

 10 

제 3 장 실험 결과 
 

실험에는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위해 Google의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이용했고, Intel Core i5-4670 CPU @ 3.40GHz, 16GB 

RAM, NVIDIA GeForce 1080Ti 환경에서 진행했다. 데이터 

셋(dataset)은 0에서 9까지의 숫자 손글씨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MNIST[4]이고, activation function으로는 ReLU가 사용되었다. 

 

제 1 절 LeNet-300-100 
 

LeNet-300-100은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각각 300, 100개의 

뉴런을 가진 두 개의 은닉층이 완전 연결(fully connected)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 

 

Method Architecture Accuracy 

Original 784 – 300 – 100 – 10 98.08% 

NM 784 – 241 – 100 – 10 98.01% 

DN 536 – 151 –  94 – 10 98.12% 

DN + NM 536 – 124 –  94 – 10 98.35% 

[표 1] LeNet-300-100에 대한 실험 결과 

[표 1]에서 Original은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네트워크, NM 

(Neuron Merging)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학습한 네트워크, 

DN (Drop Neuron)은 [3]에서 제안한 압축 방법을 적용해 학습한 

네트워크, 그리고 DN+NM은 본 논문의 압축 방법의 초기 학습을 

DN으로 진행하여 얻은 네트워크이다.  

제안한 방법이 zero activation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되는 

뉴런을 제거해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네트워크(Original)에 적용했을 경우 높은 압축률을 

기대하기 힘들다(NM). 하지만 이미 높은 압축률을 달성한 [3]의 

방법으로 학습된 네트워크(DN)에도 중복 역할의 뉴런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DN+NM) 더 높은 압축률을 정확도 

손실 없이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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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LeNet-5 
 

LeNet-5는 두 개의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 그리고 

512개의 뉴런을 가진 하나의 은닉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Convolution layer로부터 추출된 특징에 대한 layer는 3136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력층과는 하나의 은닉층을 사이에 두고 완전 

연결되어 있다. 

 

Method Architecture Accuracy 

Original 3136 – 212 – 10 99.04% 

DN 1101 – 166 – 10 99.19% 

DN + NM 1101 – 144 – 10 99.06% 

[표 2] LeNet-5에 대한 실험 결과 

본 연구의 방법론의 특성상 완전 연결 계층의 은닉층에 대해서만 

뉴런 개수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LeNet-300-100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압축된 네트워크에 대해 추가적인 압축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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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학습된 심층 신경망에서 중복되는 뉴런을 하나의 

뉴런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신경망 압축 기법을 제안하였다. 

완전 연결 계층의 은닉층에는 실제로 유사한 activation을 가진 뉴런이 

존재하고, regularization term을 손실 함수에 삽입해 재학습하여 정확도 

손실 없이 하나의 뉴런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원래의 네트워크에 바로 적용해서는 높은 압축률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다른 압축 기법을 이용해 pre-training을 시행한 후 적용했을 때 보다 

높은 압축률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른 신경망 압축 

기술과 보다 복잡한 데이터 셋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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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ique of Removing Redundant 

Neurons for Compressing 

Deep Neural Network 
 

Woo Hyeong Cho 

School of Electric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te-of-the-art neural networks are memory intensive to 

deploy on devices with limited hardware resourc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ovel neuron pruning method which facilitate removing 

redundant neurons. We focused on neurons which have similar 

activation, and proposed four-step method to substitute one new 

neuron for similar neurons. First, we pre-train the network. Second, 

we choose similar neuron pairs. Third, we retrain network with 

proposed regularizer to make similar neuron pairs take subequal 

activation. Finally, we merge chosen neuron pair. On the MNIST 

dataset, our method achieved additional compression rate on the 

Lenet-300-100 and Lenet-5 from other compression method([3]) 

with no loss of accuracy. 

 

Keywords : DNN(deep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compression, 

redundant neurons,  reg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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