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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Machine learning은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높은 이미
지 인식률을 통해서 미래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CNN의 효용성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CNN 알고리즘이 등장
하였다. 최신 알고리즘은 높은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얻기 위해 깊은
계층을 선호한다. 또한, 안정적인 학습과 추가적인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구조의 convolution 계층과 non-convolution 계층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CNN의 대중화와 함께 학계와 산업계
에서는 machine learning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하드웨어 가속기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 대역폭의 향상은 상대적
으로 더디므로 CNN 알고리즘에서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한 분석
이 필요하다.
최신 CNN 알고리즘들은 계층 개수의 증가와 많은 양의 training 데이
터 사용으로 많은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한다. CNN 알고리즘을 수행하
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GPU는 메모리 크기의 한계로 large scale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안된 기술들은 하드웨어의 개수를 증가시켜 부족한 메모리 용량을 대신
하거나 메모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GPU의 평균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으나 성능 하락을 수반한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해 CNN 알고리즘들의 시대
별 특징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층 특성에 따른 메모리 접근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높은 대역폭과 대용량의 메모리
를 이종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large scale 환경에서 CNN
i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KNL 하드웨어
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최대 3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요어: CNN 알고리즘, 메모리 접근 성향, 하드웨어 가속기, 이종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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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Machine learning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Machine learning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은 이미지 인식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2012년 수백만 개의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1,000개의 이미지 범주를
분류하는 대회인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CNN을 활용한 알고리즘인 AlexNet[3]은 높은 이미지
인식 성능을 선보였다. 이후 CNN의 효용성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CNN
알고리즘이 등장하였으며 최신 CNN 알고리즘은 높은 인식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깊은 계층 구조를 선호하고[2][4][5][13], 추가적인
정확도 향상 및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구조의 convolution
계층[2][13]과 batch-normalization[6] 등 non-convolution 계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과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

그림 1. ResNet에서 ImageNet 데이터 epoch 당 top-1 error 비율[2]
1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특징(그림 1)으로 인해 CNN은 많은 수행
시간을 요구하며 학습하고자하는 machine의 computing power에 따라
수십 일에서 한달 이상의 학습 시간을 소요한다.
Machine의 computing power를 증가시키기 위해 CNN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가 등장하였다. 학계에서는
DianNao[12]

가속기를

시작으로

여러

종류의

FPGA[10][16]와

ASIC[17] 가속기가 등장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NVIDIA의 highend GPU인 Pascal GPU[15], machine learning에 특화된 CPU인
Intel의 Xeon Phi Processor (Codename: Knights Landing, KNL)[9],
Google의

TPU(Tensor

Processing

Unit)[8]

등

여러

기업에서

독자적인 가속기를 개발 및 출시하였다. 그러나,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비해 메모리 대역폭 향상은 상대적으로 더디며[14] 최신 CNN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메모리 대역폭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

그림 2. CNN 알고리즘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

DianNao

NVIDIA TITAN X

Intel KNL

Google TPU

CNN 알고리즘에서 계층 개수의 증가와 많은 양의 training 데이터
사용은 큰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한다. CNN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GPU는

메모리

크기의

한계로

large

scale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불가피하게

메모리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3

mini-batch

크기를 줄이는 방법 등을 선택하지만 이는 성능과 정확성을 희생시키고
경우에 따라 알고리즘 자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resource utilization 저하시키고 상당한 performance overhead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GPU의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큰
모델과

데이터를

여러

개의

GPU로

분산하는

model/data

parallelism[18] 기술은 large scale 환경에서의 CNN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모델과 데이터의 동기화가 필요하고 데이터 간 dependency로
인해 GPU core의 자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한계가 존재한다[19].
또한, 모델과 데이터를 분산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메모리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제안된 CPU/GPU 메모리
가상화

기술[1]은

선택적으로

CPU

특정
메모리로

시간에

연산과

migration

관련되지

하면서

평균

않은

계층을

GPU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는 제한된 GPU 메모리에서
CNN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computer system에서 GPU와 CPU 간의 communication
overhead(예, PCIe)는 작지 않기 때문에 성능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CNN input configuration(예, 연산 type, filter 크기 등)에
따라서 메모리 대역폭 요구가 큰 계층이 많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Intel에서 발표한 many core CPU 기반의
이종 메모리 시스템인 KNL은 높은 대역폭의 MCDRAM과 대용량의
DDR4가 함께 탑재되어 있어 large scale 환경에서 CNN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CNN 알고리즘의
특성에 기반하여 이종 메모리 특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4

본 논문에서는 CNN 알고리즘들의 시대별 특징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

알고리즘

계층

특성을

이해하였다.

더하여

CNN

알고리즘의 계층 특성에 따른 메모리의 접근 성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한

내용과

함께

높은

대역폭과

대용량의

메모리를

이종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인 Intel KNL을 이용하여 large scale 환경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대 별 CNN 알고리즘의
특징과 Intel KNL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CNN
알고리즘 중 convolution 계층과 batch normalization의 메모리 대역폭
분석 및 large scale 환경에서 Intel KNL를 이용한 알고리즘 성능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실험에 대한 결과를 작성
하였으며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배

5

경

제 1 절 시대 별 CNN 알고리즘 특징
최근 CNN 알고리즘은 이미지 처리 성능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계층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림 3은 시대 별
CNN 알고리즘의 Top-5 Accuracy와 계층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2년 A. Krizhevsky et al[3]은 ILSVRC에서 5개의 convolution
계층과 3개의 fully-connected 계층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높은
이미지 인식률을 선보였다. 이후 2014년에는 K. Simonyan et al[4]와
C. Szegedy[5]는 각각 19개와 22개의 계층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2015년 C. Szegedy[13]와 K. He et al[2]는
각각 48개와 152개의 계층을 이용하여 사람과 유사한 정도의 이미지
인식률을 선보였다.

그림 3. 시대 별 CNN 알고리즘의 Top-5 Accuracy와 계층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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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러 CNN 알고리즘의 top-5 accuracy 대비 연산량. 원의 크기는
계층의 개수를 표현한 것이며 원이 클수록 계층의 개수가 많은 것을 나타냄.
Inception v3와 ResNet은 계층과 batch normalization 개수가 같음[20]

1. Convolution filer 크기의 변화
CNN

알고리즘의

계층

개수가

증가하면서

알고리즘의

연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4는 여러 CNN 알고리즘의 Top-5 accuracy 대비 연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VGGNet은 약 39G개의 부동소수점 연산량을 필요로
하며 AlexNet 대비 약 26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CNN 알고리즘은 필터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GoogleNet은 convolution filter의 크기가
1×1인 bottleneck layer를 적용하여 계층을 깊이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연산량을 대폭 줄였다. Inception v3는 n×1, 1×n convolution filter로
표현되는 factorized layer를 적용하였다. ResNet은 전체 convolution
계층의 filter 크기를 3 × 3와 1 × 1로만 설정하여 깊은 계층 대비 낮은
부동 소수점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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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NN 알고리즘 별 convolution filter 크기의 분포

그림 5는 CNN 알고리즘 별 filter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lexNet과 VGGNet은 대부분 3×3 convolution filter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신 알고리즘 일수록 작은 크기의 filter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Filter의 크기가 작을 경우 입력 데이터의 중복 연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convolution 연산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실제
GoogleNet과 ResNet의 경우 VGGNet 대비 부동 소수점 연산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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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 별 메모리 요구량
CNN 알고리즘에서 한 개의 계층은 입력 값과 출력 값을 저장하기
위한 feature map 공간을 필요한다. 최신 알고리즘들은 계층의 개수를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추가적인 feature map 공간의 필요성은 메모리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최신 CNN 알고리즘일수록
convolution filter의 크기가 작고 fully-connected 계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weight의 영향은 더욱 작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계층의
증가는 메모리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표 1은
64개의 mini-batch를 사용할 때의 CNN 알고리즘 별 메모리 요구량을
나타내었다. 표에 제시된 메모리 크기는 training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backward pass에서의 error와 weight의 변화량을 메모리 공간에
포함하였다. 또한, 표에 작성된 메모리 크기는 backward pass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1]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

Weight size
(MB)

Feature
map Total size
size (MB)
(MB)

AlexNet

487

721

1,208

VGGNet

1,150

8,470

9,620

GoogleNet

57

2,460

2,517

Inception v3

219

6,066

6,285

ResNet

480

14,708

15,188

표 1. CNN 알고리즘 별 메모리 요구량(64 mini-batch)

표를 통해 깊은 계층을 가지는 inception v3와 ResNet 알고리즘이
높은 메모리 요구량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GGNet의 경우
ResNet과 Inception v3 대비 적은 계층 개수를 가지나, 각 계층 별
feature map의 height와 width의 크기가 다른 알고리즘 대비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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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ully-connected 계층의 사용으로 큰 크기의 weight를 가진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의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한다.

3. Batch normalization
Batch

normalization[6]은

training

과정

간

나타나는

internal

covariance shift 현상을 제어하여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다.
Batch normalization은 convolution 계층 이후에 사용되는 hidden
계층으로

ReLU

계층과

함께

주로

사용된다.

동작으로는

입력된

데이터들의 mean, variance 값을 구한 뒤 normalize 연산을 진행한다.
이후 scale과 bias parameter를 통해 곱셈과 덧셈 연산을 진행한다.
이처럼

batch

normalization은

element-wise

연산을

수행하기에

데이터의 재사용이 적은 특징이 있다.
Inception v3와 ResNet은 추가적인 정확도 향상 및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하였으며 ResNet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150개 이상(그림 4)의 batch normalization을 사용한다. 최신
알고리즘에서는 많은 양의 batch normalization 사용하기 때문에 CNN
알고리즘의 메모리 요구량은 이전에 출시된 알고리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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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ntel Knights Landing
Intel에서

출시된

2세대

Xeon

Phi

Processor인

KNL(Knights

Landing)[9]은 super computing과 machine learning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높은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 KNL은 최대
72개의
지원한다.

x86

core와

VPU는

144개의

VPU(Vector

AVX(Advanced

Processing

Vector

Unit)를

Extension)-512

instruction을 지원하고 최대 6TFLOPS의 single-precision floatingpoint 연산이 가능하다.
KNL은

기존의

machine

환경에서

사용하는

DDR4

이외에

고대역폭을 제공하는 DRAM인 MCDRAM(Multi-Channel DRAM)을
제공하여 대용량과 고대역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종 메모리
구조로 되어있다. MCDRAM은 op-package I/O를 통해 KNL die 내에
집적되어 있으며 16GB의 용량과 400GB/s 이상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한다. DDR4는 최대 384GB의 용량과 90GB/s 이상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종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MCDRAM을 여러 가지 mode로 변경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6. Intel Knights Landing의 세 가지 MCDRAM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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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과 같이 KNL은 MCDRAM을 cache mode, flat mode, hybrid
mode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Cache mode는 16GB
MCDRAM을 DDR의 cache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KNL의 onchip cache는 32KB의 L1 cache와 2개의 core가 공유하는 1MB의 L2
shared

cach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CDRAM을

cache

mode를

사용하면 16GB의 LLC(Last Level Cache)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의 MCDRAM은 cache로 동작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transparent
하며 direct mapped로 동작한다. Flat mode는 MCDRAM을 일반적인
메모리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DDR과 동일한 physical address space를
사용한다. Flat mode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MCDRAM에
직접 할당 가능하므로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메모리 대역폭 관점에서의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hybrid mode는 cache mode와 flat mode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mode이다. MCDRAM의 일부분은 cache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메모리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두 mode의 이점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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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NN 알고리즘의 메모리 대역폭 분석 및
Large scale 환경을 위한 하드웨어 활용

제 1 절 Convolution filter 크기 변화에 따른 메모리 대
역폭 변화
Convolution

계층은

CNN

알고리즘을

대표하는

계층이다.

Convolution 계층의 특징으로는 3차원 데이터에서 공간적으로 인접한
신호들에 대한 correlation 관계를 비선형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다음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CNN 알고리즘에서
대부분의

수행

시간은

convolution

계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onvolution 계층의 메모리 접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convolution

계층의

연산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후

convolution filter의 크기 변화에 따른 메모리 접근 방법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림 7은 forward pass에서 convolution 계층의 연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Convolution 계층의 구성요소는 input feature map, filter,
output feature map으로 되어 있으며 세 요소 모두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volution 계층은 input feature map 중 filter의 height와
width, channel 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filter와 convolution 연산을
진행한다. 연산 시 input feature map과 filter의 픽셀 별 연산 위치는
좌표 기준으로 점대점으로 맵핑된다.
그림 7(a)은 처음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는 시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Input feature map과 filter를 이용하여 convolution 연산을
진행하면 결과값이 하나의 픽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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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nvolution 계층의 연산 과정으로 input feature map과 filter의
convolution 연산 후 output feature map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함. (a)는 처음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는 시점 표현하였으며 (b)는 모든 input feature
map에 대해서 한 개의 filter를 이용하여 연산을 완료한 시점임.

의 input feature map에 대해서 convolution 연산이 끝나면 direction
방향으로 filter를 이동한 뒤 다음 연산을 진행한다. 이때 filter의 이동
방식은 sliding window 방식이며 stride 값에 따라 filter가 이동하는
크기는 달라진다. 실제 구현에서 filter의 이동 방식은 데이터의 재사용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림 7(b)는 모든 input feature map에 대해서 한 개의 filter를
이용하여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한 그림이다. Filter를 진행 방향으로
이동 시 사용되는 input feature map의 위치에 대응되는 output feature
map이 생성된다. Input feature map의 모든 height와 width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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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을 완료하면 2차원의 output feature map이 생성된다. Output
feature map의 channel 정보는 filter의 개수에 비례하며 대부분의
CNN 알고리즘에서 64개 이상의 filter를 사용한다.
Backward pass에서 convolution 계층은 feature map의 error와
weight의 변화량을 구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두 연산은 forward pass의
연산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forward pass와 같은 양의
연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backward pass의 두 연산 과정의 데이터
접근

패턴은

forward

pass와

비슷하게

진행되며

전체

연산량은

forward pass의 두배이다.
다음으로 convolution filter의 크기가 변함에 따른 메모리 접근 방법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convolution은
filter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input feature map과
연산을 진행한다. 이때, filter의 크기에 따라 input feature map을
중복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8은 convolution filter 크기에 따른
input feature map의 접근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왼쪽은 크기가
다른

두개의

filter를

이용해

convolution

연산을

진행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Input feature map은 연한 회색으로 나타내었으며 height와
width는 각각 10으로 설정하였다. Convolution filter는 진한 회색으로
나타내었으며 filter가 겹치는 부분은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의 오른쪽은 convolution 연산 후의 input feature map의 각
픽셀에 접근한 횟수를 작성한 것이다. 접근 횟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된 값에 따라서 명암을 주었으며 접근이 많이 된 픽셀일수록
어둡게 표현하였다.
그림 8(a)는 filter 크기가 5×5 일 때의 연산 과정이다. Filter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한 개의 filter에 대해서 input feature map이 여러 번 중복
사용된다. Convolution 연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cache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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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onvolution filter의 크기에 따른 input feature map 접근 횟수. (a)의
왼쪽 그림은 filter 크기가 5×5 일 때의 연산 과정이며 (b)의 왼쪽 그림은 filter
크기가 1×1 일 때의 연산 과정임. (a), (b)의 오른쪽 그림은 filter 크기에 따른
input feature map 접근 횟수를 나타냄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cache blocking 기법[11][17]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우 한 번의 메모리 접근으로 전체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cache 적중률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input

feature

map의

픽셀

데이터는

100개이기에

메모리에서는

1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접근 횟수는
900번이므로 800번의 데이터 재사용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산

당

메모리

접근율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메모리

대역폭이 낮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림 8(b)는 filter 크기가 1×1 일 때의 연산 과정이다. Filter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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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우에는 한 개의 filter에 대해서 input feature map이 중복
사용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cache

blocking

기법을

사용한

것을

가정했을 때 메모리에서 가져온 100개의 픽셀 데이터가 input feature
map의 전체 접근 횟수가 된다. 이로 인해 filter 크기가 큰 상황 대비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메모리 대역폭이 큰 경향을 보이게 된다.
표 2는 CNN 알고리즘에서 자주 사용되는 input/output feature map
크기에 대해 filter 크기가 변함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및 전체 명령어
중 메모리 접근량을 확인하는 지표인 MAPKI (Memory Access Per
Kilo-Instruction)을 나타내었다. 5 × 5 filter를 사용하는 convolution

연산은 input feature map에 대한 중복 사용이 많아 메모리 대역폭
요구가

25GB/s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MAPKI는

10.8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nvolution filter의 크기가 1 × 1로 작아지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중복

사용이

줄어

메모리

대역폭

요구가

최대

193GB/s까지 증가하고 MAPKI는 76.16 수준까지 높아진다.

Convolution
1

Convolution
2

Input feature map size

56×56×64

Output feature map size

56×56×64

Number of filters

64

Filter size
Memory Access
Kilo-Instruction
(MAPKI)

Convolution
3

5×5

3×3

1×1

10.88

26.88

76.16

25

92

193

Per

Memory
Bandwidth(GB/s)
표 2. Filter 크기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및 MA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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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Batch normalization 적용에 따른 메모리 대역폭
변화
최신 CNN 알고리즘은 안정적인 학습과 추가적인 정확도 향상을 위해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하였다. Batch normalization은 convolution
계층 이후에 주로 사용되며 CNN 알고리즘의 계층이 깊을수록 많은
양의 batch normalization이 사용된다. Batch normalization의 연산은
그림 9과 같이 진행된다. Forward pass에서는 처음 mini-batch의
mean 값을 구한 후 mean 값을 이용하여 variance를 구한다. 이후
normalization 과정을 거친 뒤 scale parameter인 γ 와 곱셈을 하고

마지막으로

bias

parameter인

β 와

덧셈을

수행한다.

전체

연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batch normalization은 convolution 연산과는
달리 대부분의 연산이 element-wise로 수행되기 때문에 input feature
map의 재사용이 많지 않다.

그림 9. Batch normalization 연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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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atch normalization의 computational graph

Batch normalization의 backward pass에서는 γ , β parameter를

학습 시키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두 parameter의 변화량인 dγ , dβ
구한다. 또한, chain rule을 통해 이전 계층으로 보낼 error인 dx 를

생성한다. 실제 연산에서 dβ는 모든 dout 데이터를 더하여 구한다. dγ는
모든 dout 데이터 각각을 forward pass의 normalize 값인 x 과 곱한 후

곱한 값들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dx 는 forward pass에서 mean,

variance와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forward pass와 같이

backward pass의 batch normalization 연산 또한 element-wise로
수행되어 데이터의 재사용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batch normalization은 학습 간 수백 GB/s의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하며 Inception v3, ResNet과 같이 많은 양의 batch
normalization

계층을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 대역폭 특성이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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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제 3 절 Large scale 환경을 위한 하드웨어 활용
Large scale 환경에서 이종 메모리를 이용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앞서 분석한 CNN 알고리즘의 메모리 접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하고
섬세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CNN

활용

방법이

알고리즘을

요구된다.

효과적으로

본

연구는

수행하기

large

위해

scale

하드웨어

profiling을 기반한 Intel KNL(Knights Landing)의 MCDRAM cache
mode 사용을 제안한다.

1. 하드웨어 가속기의 메모리 용량 한계
최근 알고리즘들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와 더 깊은 계층 구조를 통해
학습을 수행하며 이는 메모리 요구량을 증가시켰다. CNN 알고리즘은
mini-batch 크기에 따라 수십 GB 이상의 메모리 크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CNN 연산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GPU 메모리 크기는
이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현존하는 GPU의 메모리 크기는 대부분
8GB에서 최대 16GB 수준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메모리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mini-batch

크기를

줄이는

방법

등을

선택하지만 이는 성능과 정확성을 희생시키고 경우에 따라 알고리즘
자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Large scale 환경에서 CNN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제시되고 있다. 단일 기기의 메모리
용량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큰 크기의 모델과 데이터를 여러 개의
기기로 분산하는 방법인 data parallelism 및 model parallelism
기술[18][19]이 등장 하였다(그림 11). Data parallelism은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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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data parallelism 및 (b) model parallelism[]

를 업데이트하는 parameter device를 설정하고 여러 개의 device에서
동일한 모델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Model parallelism은 하나의 모델을
여러 기기에 나누어 모델 및 feature map의 메모리 용량을 여러 기기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large scale 환경에서의 CNN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의 단점이 존재한다. Data parallelism은
학습

시

여러

device에서

생성된

parameter의

변화량에

대해서

동기화가 필요하다. Model parallelism은 model과 data를 분산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메모리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device의 자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 제안된 CPU/GPU 메모리 가상화 기술[1]은 특정 시간에
연산과 관련되지 않은 계층을 선택적으로 CPU 메모리로 migration
하면서 평균 GPU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는
제한된 GPU 메모리에서 CNN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computer system에서 GPU와 CPU 간의 communication overhead(예,
PCIe)는 작지 않기 때문에 성능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CNN
input configuration에 따라서 메모리 대역폭 요구가 큰 계층이 많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더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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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rge scale 환경에서의 Intel Knights Landing 활용
KNL은 MCDRAM과 DDR4를 함께 탑재하여 large scale CNN
알고리즘을
MCDRAM은

효과적으로

수행할

on-package

수

있는

I/O를 통해

기회를

KNL

내에

제공한다.

특히

집적되어

있어

PCIe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GPU와 차이점을 보인다. KNL은
MCDRAM mode에 따라 사용자가 DDR4와 MCDRAM을 동일한 메모리
주소 공간에 두어 사용하거나 MCDRAM을 cache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구조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메모리에 할당이 가능하며
성능 최적화에 유리하다.
KNL은 16GB의 MCDRAM과 최대 384GB의 DDR4를 지원하며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용 없이 large scale의 CNN 알고리즘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GPU 메모리 한계에 제한 받지 않고 계층의 개수, minibatch의 크기, performance optimization 등 CNN 알고리즘 설계
표현력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MCDRAM의 cache mode 활용
높은 대역폭과 대용량의 메모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KNL의 사용은
large scale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알고리즘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MCDRAM mode를 flat mode로 설정하여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는 MCDRAM에 할당하고 낮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데이터는
DDR4에 할당하는 등의 효율적인 메모리 할당 기법으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가 많은 경우에는 16GB의 MCDRAM
용량은 부족하다. 또한, 만약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데이터가 DDR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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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다면 수행 시간 증가가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가 많은 상황에서
MCDRAM의 cache mode를 사용하여 성능을 최적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려되는 하드웨어 특징과 CNN
알고리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CNN 알고리즘은 한 개의 계층 내에서
또는 여러 계층 간에 input/output feature map, filter 데이터 재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convolution 연산 간 input feature map을 한 번
읽어 여러 개의 filter와 연산을 하여 데이터를 재사용 한다. 또한,
convolution 연산의 결과를 output feature map에 중복 저장할 때
재사용이 가능하다. Batch normalization 연산에서는 mean, variance,
normalize 수행 간 input feature map을 여러 번 읽어야하며 이때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machine learning 용 하드웨어는
적은 크기의 cache로 인해 알고리즘 수행 시 데이터가 evict 되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 재사용이 가능하지는 않다.
MCDRAM을 cache mode로 사용하면 최대 16GB의 LLC를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input/output feature map과 filter 데이터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CNN에서 이전 계층의 output feature map은 다음
계층의 input feature map이 되므로 데이터를 prefetch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large scale CNN 알고리즘인 VGGNet, Inception
v3, ResNet에서 약 85% 이상의 LLC hit rate를 보였다. 측정 간 세
알고리즘의 LLC hit rate가 약간씩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원인으로는
convolution filter의 크기, batch normalization등의 non-convolution
계층의 사용 유무, 자주 사용되는 feature map의 크기를 들 수 있다.
Cache mode의 단점으로는 기존 memory hierarchy에 MCDRAM이
추가되어

DDR4에서

MCDRAM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이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즘 수행 간 대부분의 데이터가 LL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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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RAM에 저장되어 영향이 적다. 또한,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 구조들이 MCDRA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 large scale CNN 알고리즘들이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관련 내용은 4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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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제 1 절 실험 환경
Specification
CPU

Intel Xeon
(KNL)

Phi

processor

Number of cores

64 (128 VPU)

CPU frequency

1.3 GHz

Register size

512 bit

L1 cache

32Kbyte

L2 cache

1Mbyte per 2 cores

FLOPS

5TFLOPS

Memory

MCDRAM (16GB, 400GB/s)
DDR4 (96GB, 115GB/s)

7210

표 3. Intel KNL specification

본 논문에서는 machine learning에 특화된 하드웨어인 Intel Xeon Phi
7210 KNL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표 3). Machine learning
framework는

Intel

machine에서

많은

최적화를
Intel

Caffe[7]를

사용하였으며

math

library는

MKLDNN을

활용하였다.

CNN

알고리즘의

적용한
전용

하드웨어

Intel

library인
profiling을

위해서는 LIKWID performance monitoring tool을 활용하였다.

제 2 절 CNN 알고리즘의 메모리 대역폭 분석 실험
여러 CNN 알고리즘의 메모리 대역폭 분석 실험은 training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KNL의 MCDRAM mode는 flat mode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를 MCDRAM에 저장하여 고대역폭 환경을 지원하였다.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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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mini-batch의 크기는 알고리즘 전체 용량이 16GB를 넘지 않는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AlexNet, VGGNet, GoogleNet, Inception v3,
ResNet 각각이 256, 64, 128, 64, 64 mini-batch를 사용하였다. 또한,
ResNet은 메모리 용량 문제로 152개의 계층이 아닌 50개의 계층을
사용하였다.

그림 12. CNN 알고리즘 별 MAPKI 및 average memory bandwidth

그림 12는 CNN 알고리즘 별 MAPKI(Memory Access Per KiloInstruction)와 알고리즘 별 평균 메모리 대역폭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실험에서는

convolution

normalization을

사용하는

filter의

크기가

알고리즘인

상대적으로
Inception

작고

v3와

batch
ResNet

알고리즘이 MAPKI와 메모리 대역폭이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최신 알고리즘 일수록 해당 값들이 더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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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Large scale 환경에서의 수행 시간 측정
다음으로는 large scale 환경에서 VGGNet, Inception v3, ResNet의
training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각 알고리즘의 mini-batch 크기는
memory footprint가 35-40GB가 되는 값인 256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baseline, oblivious, cache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Baseline 방법은 MCDRAM을 flat mode로 사용하며 모든 계층의
데이터를 DDR4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전체 실험에 기준이
되는 방법이다. Oblivious 방법은 MCDRAM을 flat mode로 사용하며
계층 중 일부의 데이터를 임의로 MCDRAM에 할당한 후 남은 데이터는
DDR4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Cache 방법은 MCDRAM을 cache mode로
사용하여 MCDRAM을 KNL의 LLC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13. 알고리즘 별 baseline, oblivious, cache 방법에 따른 relative
performance

그림 13은 알고리즘 별 baseline, oblivious, cache 방법을 적용했을
때

relative

performance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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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vious

방법은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데이터가 일부 MCDRAM에 할당되기에 baseline
방법 대비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이로 인해 baseline 대비 최대 32%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하지만, MCDRAM의 용량 제한으로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일부 계층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없다.
Oblivious 방법과 달리 cache 방법은 큰 용량의 cache 덕분에
대부분의 데이터를 MCDRAM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이전 계층에서
생성된 output feature map이 MCDRAM에 caching 되어 다음 계층의
input feature map으로 사용되므로 prefetch 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연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MCDRAM의 높은 대역폭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림을 통해 cache 방법에서는 oblivious 방법보다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으며 VGGNet, Inception v3,
ResNet에서 16%, 20% 3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최신
알고리즘 일수록 계층 간 요구하는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성능 향상
폭이 더욱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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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최근 machine learning 분야는 높은 연산 성능을 위한 가속기 연구를
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는 달리 메모리
대역폭 향상은 상대적으로 더디며 최신 CNN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메모리 대역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CNN 알고리즘들의 시대별 특징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드웨어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최신
CNN 알고리즘은 수행 시간과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convolution
계층의

filter

크기를

줄이는

추세이며

GoogleNet과

ResNet은

convolution 계층의 60% 이상이 1 × 1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1 × 1

filter를 사용하는 convolution 연산은 입력 데이터가 중복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cache 적중률이 낮다. 또한, Inception v3와 ResNet은
batch normalization을 convolution 계층 이후에 수행하여 추가적인
메모리 대역폭 향상을 가져왔다.
계층 개수의 증가는 하드웨어에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요구하게 하며
CNN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메모리 크기는 mini-batch의 크기에 따라
수십 GB 이상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large scale 환경에서 CNN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 profiling을 기반한
Intel KNL의 MCDRAM cache mode 사용을 제안하였다. Cache
mode의 단점으로는 기존 memory hierarchy에 MCDRAM이 추가되어
DDR4에서 MCDRAM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이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즘 수행 간 대부분의 데이터가 LLC인 MCDRAM에
저장되어 전송 시간이 가지는 영향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CNN 알고리즘의 메모리 대역폭 분석을 통해 convolution fil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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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batch

normalization을

사용하는

최신

알고리즘이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arge
scale 환경에서는 MCDRAM을 LLC로 활용하여 VGGNet, Inception v3,
ResNet을 실행한 결과 oblivious 대비 16%, 20% 3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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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mage recognition, various kinds of CNN algorithms have
emerged along with the utility of CNN. Modern algorithms prefer
deep layers to achieve high image recognition accuracy. In addition,
it is being developed in various forms such as using convolution
layer of various structures and non-convolution layer for stable
learning

and

additional

accuracy

enhancement.

With

the

popularization of CNN, Accelerator research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academia and industry to perform machine learning
professionally.

However, since the improvement of memory

bandwidth is relatively slow, an analysis for efficient memory use is
required in the CN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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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ayers and a large amount of
training data, the CNN algorithm requires a lot of memory space.
GPU, which is a typical accelerator for performing CNN algorithm,
has difficulty in executing algorithm in large scale environment due
to limit of memory size.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posed
techniques increase the number of hardware and replace the
insufficient memory capacity, or reduce the average memory usage
of the GPU by using memory virtualization technology, but with a
slight decrease in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features and trends of the CNN
algorithms for efficient memory use and analyze the memory access
trend according to the layer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proposed a method to optimize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in
a large scale environment by using hardware that supports
heterogeneous high bandwidth and large memory capacity.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in KNL, the performance
was improved up to 32%.

Keywords: CNN algorithm, Memory access trend, Hardware accelerator,
Heterogeneou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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