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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파이킹 기반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s, SNN)은 생명의 

신경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서 신경과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다. SNN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스파이크가 

가지는 시간적인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생물체의 신경계를 모방한다.  

뉴런의 내부 상태는 시간과 입력 스파이크에 따라 변화하며 내부 상태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뉴런은 스파이크를 발생시킨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SNN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다양한 뉴런 행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몇몇 프레임워크는 임의의 뉴런 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목적 

프로세서에 의존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지만, 실행 시간과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프레임워크는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가속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기존 

시뮬레이션 가속기는 모델 중심 설계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된 개수의 

뉴런 모델만을 지원할 수 있어 목표 SNN을 시뮬레이션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lexon은 다양한 뉴런 모델에서 공유하는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활용해 온 SNN을 분석하여 그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였다. 

Flexon의 특징-중심 설계는 기존의 모델 중심 설계와 비교해 더 많은 

수의 뉴런 행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기본 연산 단위를 구해 칩 크기를 감소시켰으며,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높여 유연성을 한층 더 증가시켰다. Flexon과 공간 집약적 Flexon, HH-

Flexon은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기존 하드웨어에 쉽게 결합할 수 있다. 

TSMC 45 nm를 활용한 Flexon과 공간 집약적 Flexon의 프로토타이핑 

결과는 12-뉴런 Flexon의 에너지 효율이 CPU와 GPU 대비 각 

6,186배, 422배 향상되었으며, 칩 크기는 9.26 mm2으로 작았다. 72-

뉴런 공간-집약적 Flexon의 성능 개선은 CPU와 GPU 대비 122.45배, 

9.832배이며 칩 크기는 7.62 mm2이었다. 

 

주요어 : 스파이킹 기반 신경망 시뮬레이션 가속, 디지털 뉴런  

학  번 : 2017-2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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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3세대 신경망(neural network) 모델이라 불리는 스파이킹 기반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s, SNNs)은 뉴런과 스파이크라 불리는 

뉴런 사이의 상호작용에 시간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1], [2]. SNN은 

생물학적 뉴런과 작동 모델이 유사하여 신경계의 정확한 모델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SNN에서는 시간 정보와 다른 뉴런에서 오는 스파이크에 

의하여 내부 상태가 변경되며, 뉴런의 변경된 상태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스파이크가 발생한다. 시간 정보가 포함된 SNN은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하므로 연구자들은 숫자 인식 [3], [4], 물체 인식 [5], 

[6] 등의 기능 수행에 있어 기계학습을 대체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SNN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과 입력이 동일하더라도 뉴런이 만들어내는 

스파이크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뉴런 행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7]. 

예를 들어,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 변수인 막전위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뉴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정 뉴런에서는 

변화가 없으며, 다른 뉴런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막전위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 뉴런은 스파이크 발생 빈도가 더 낮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NN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종류의 

뉴런 행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뉴런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프레임워크는 

중앙처리장치(CPUs) [8], [9], [10], [11], [12], 그래픽처리장치(GPUs) 

[13], [14], [15] 등의 다목적 프로세서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내부 상태 업데이트의 높은 오버헤드를 해결하지 못해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못한다.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SNN에 존재하는 모든 뉴런이 입력 스파이크를 처리하고 상태를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예로 GPU 기반 프레임워크는 

CPU보다 높은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SNN 시뮬레이션의 

처리시간의 많은 부분은 매 단위 시간마다 처리해야 하는 내부 상태 

업데이트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뉴런의 내부 상태 업데이트의 오버헤드를 반드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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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몇몇 프레임워크는 FPGAs(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 [16], [17] 또는 ASICs(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5], [11], [18], [19]을 사용하여 내부 

상태 업데이트를 가속한다. 커스텀 프레임워크는 목표로 하는 뉴런 

모델을 가속할 수 있지만, 고정된 모델만 지원하는 설계(모델-중심 

설계)는 뉴런 모델이 고정되어 다양한 뉴런 행동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Ambroise et al. [16]과 IBM의 TrueNorth [5]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뉴런 모델(선형 감쇠 IF(integrate-and-Fire) 모델)만 지원할 수 있어 

생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ASIC의 또 다른 예로 더 복잡한 뉴런 모델을 

지원하는 Neurogrid가 있다 [19]. 하지만 Neurogrid는 복잡한 

모델만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IBM TrueNorth가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뉴런 모델을 지원하지 못한다. 즉, 기존의 모델 주도형 방식의 

SNN 시뮬레이션 가속기 설계는 다양한 뉴런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뉴런 모델을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SNN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디지털 뉴런인 Flexon을 

제시하였다. Flexon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뉴런에서 

공유되는 12개의 생물학적으로 공통되는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징들은 조합되어 다양한 뉴런 모델을 구성한다. 그리고 분석된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실행하는 데이터패스인 Flexon을 만들었다. 그 

후 중복되는 연산 유닛들을 제거하여 베이스라인 Flexon보다 필요한 칩 

크기가 작은 공간 집약적 (spatially folded) Flexon을 만들었다. 조절 

신호를 이용하여 동일한 연산 유닛에 서브연산을 스케줄링하여 구조적 

해저드를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정확도를 유지하며 베이스라인 

Flexon과 동일한 종류의 뉴런 행동을 지원할 수 있었다. 뉴런 모델보다 

더 작은 단위인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이용하여 Flexon은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기존 하드웨어에 쉽게 추가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 집약적 Flexon의 하드웨어적 한계를 개선하여 가장 

복잡한 모델인 Hodgkin-Huxley 모델을 근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HH-Flexon 설계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HH-Flexon은 공간 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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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on과 비교하여 하드웨어 변경 점은 적으나, 유연성은 크게 높일 수 

있었다. 

Flexon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Flexon을 위한 베릴로그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레지스터-전달 레벨(RTL)로 TSMC 45nm 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 결과, Flexon은 기존 다목적 

프로세서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였다. 12-뉴런 Flexon 배열의 

에너지 효율성은 서버 수준의 CPU, GPU보다 각각 6,186배, 442배 

높아졌다. 공간 집약적 Flexon의 칩 크기는 매우 줄어, 72-뉴런 공간 

집약적 Flexon (7.62 mm2)과 12-뉴런 Flexon (9.26 mm2)의 칩 크기가 

비슷했다. 공간 집약적 Flexon 배열은 2단계 파이프라인 설계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뉴런 연산 시간을 서버 수준의 CPU, GPU와 

비교하여 각각 122.45배, 9.83배 줄일 수 있었다. 즉, 이 결과는 

Flexon이 효율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해결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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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파이킹 기반 신경망 

 

제 1 절 생물학적 뉴런 
 

 

그림 1. 생물학적 뉴런과 뉴런 간 상호작용 

 

두뇌는 수십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뉴런은 

전기화학적 신호인 스파이크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생물학적 뉴런은 

수상돌기(dendrite), 신경세포체(soma), 축삭돌기(axon)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20].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발생한 스파이크를 

입력받아 그 정보를 신경세포체에 전달한다. 신경세포체는 입력 

스파이크의 시간 기록이라 볼 수 있는 막전위(membrane potential) 

변화를 관리한다. 입력 스파이크의 존재와 관계없이 막전위는 시간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며, 오랜 기간 입력을 받지 않게 되면 정상상태 

(steady state)에 이르게 된다. 막전위가 임계 전위라 불리는, 일정 

정도의 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신경세포체는 스파이크를 발생시키고 이는 

축삭돌기를 따라 다른 뉴런으로 전달된다. 

스파이크는 뉴런 사이의 물리화학적 채널인 시냅스(synapse)를 

통해 전달된다. 어떤 뉴런이 다른 뉴런으로부터 스파이크를 받게 되면 

스파이크가 전달되는 통로인 시냅스의 타입에 따라 막전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며, 변화량은 시냅스의 강도(strength)에 의해 결정된다. 

시냅스의 타입은 스파이크를 받은 뉴런의 막전위가 높아지는 흥분성 

시냅스와 막전위가 낮아지는 억제성 시냅스 두 가지로 분류된다. 

시냅스의 강도는 시냅스 가중치 (synaptic weight)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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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로 인한 뉴런의 막전위 변화의 전체적인 과정은 신경 동역학 

(neuronal dynamics)라 부른다 [21]. 

뉴런의 시간에 따른 행동과 상호작용을 표현하여 정확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추상화된 SNN 모델에 시간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절 Hodgkin-Huxley 모델 
 

생물학적 신경망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뉴런 모델이 

제안되었다. 이 모델 중 Hodgkin-Huxley (HH) model이 높은 모델링 

정확도로 알려졌다 [22]. HH model은 저항-축전지 회로 (RC 회로)를 

이용하여 뉴런의 막전위 변화를 모델링한다. RC 회로 기반 HH 모델은 

뉴런의 막전위, 입력에 의한 막전위 증감, 막전위 감쇠를 포함하고 있다. 

HH 모델은 여러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뉴런의 다양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매우 정확하게 생물학적 뉴런을 모델링한다. 

 

 

그림 2. 뉴런 막과 Hodgkin-Huxley 모델의 구조 

 

HH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표현된다.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세포막(membrane) 의해 안과 밖이 구분되어 막전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세포막은 RC 회로의 축전지로 표현이 되며 축전지 양단의 

전위차가 막전위로 표현된다. 외부 전류 I가 들어오게 되면 축전지가 

충전이 된다. 이는 세포막에서 나트륨 이온(Na+) 또는 칼륨 이온(K+)이 

채널을 통해 이동하여 막전위가 형성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각 

이온의 채널은 RC 회로에서 저항으로 표시된다 (그림 2-(b)). Na+와 K+ 

채널은 현재 막전위에 따라 투과도가 달라지므로 가변 저항으로 

표시된다. 세포막을 사이에 둔 채 특정 이온의 농도가 달라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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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에 의한 Nernst 전위가 생성된다. 이는 RC 회로에서 가변 저항 

옆에 붙어 있는 전지로 표현되었다. 세포막에는 Na+과 K+외에 염소 

이온(Cl-) 등의 이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온이 미치는 영향은 Na+와 

K+에 비해 작으므로 통칭되어 표현된다 [21]. 

외부전류 I는 축전지, Na+ 채널, K+ 채널 등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이온 채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𝐼(𝑡) = 𝐼𝐶(𝑡) +∑𝐼𝑘(𝑡)

𝑘

             (1) 

축전지의 용량 𝐶는 정의에 의해 𝑞/𝑣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𝑞는 

전하량, 𝑣 는 전위차를 의미한다. 전류는 전하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므로 𝐼𝐶(𝑡) = 𝐶 𝑑𝑣/𝑑𝑡 가 되어 최종적으로 전위차의 미분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𝐶
𝑑𝑣

𝑑𝑡
= −∑𝐼𝑘(𝑡)

𝑘

+ 𝐼(𝑡)          (2) 

저항 𝑅은 전도도 𝑔의 역수이며 𝐼는 Ohm의 법칙에 의해 𝐼𝐿 = 𝑔𝐿(𝑣 −

𝐸𝐿)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며, 전위차에 따라 달라지는 

저항값을 고려하여 통문 변수(gating variable)을 추가하면 Hodgkin-

Huxley 모델이 완성되고 식은 다음과 같다. 

∑𝐼𝑘
𝑘

= 𝑔𝑁𝑎𝑚
3ℎ(𝑣 − 𝐸𝑁𝑎) − 𝑔𝐾𝑛

4(𝑣 − 𝐸𝑘) − 𝑔𝑙(𝑣 − 𝐸𝑙)         (3) 

 

HH 모델에는 세 개의 통문 변수 𝑚, 𝑛, ℎ가 있으며 𝑚과 𝑛은 각 

Na+, K+채널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ℎ는 Na+ 채널의 

비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따라서 𝑚, 𝑛이 커지면 각 채널이 

열려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Na+ 채널이 활성화되면 

막전위가 증가하며 K+ 채널이 활성화되면 막전위가 감소한다. Na+ 

채널은 일정이상 활성화되면 비활성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 역할을 변수 

ℎ 가 수행한다. 각 변수를 기술하는 방정식과 상수는 실험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23]. 

 

𝑑𝑚

𝑑𝑡
= 𝛼𝑚(𝑣)(1 − 𝑚) − 𝛽𝑚(𝑣)𝑚 

𝑑𝑛

𝑑𝑡
= 𝛼𝑛(𝑣)(1 − 𝑛) − 𝛽𝑛(𝑣)𝑛 

𝑑ℎ

𝑑𝑡
= 𝛼ℎ(𝑣)(1 − ℎ) − 𝛽ℎ(𝑣)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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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𝛼𝑚 =
0.1(𝑣 + 35)

1 − exp (−
𝑣 + 35
10

)
,     𝛽𝑚 = 4.0 exp (−

𝑣 + 60

18
) 

𝛼𝑛 =
0.01(𝑣 + 50)

1 − exp (−
𝑣 + 50
10

)
,     𝛽𝑛 = 0.125 exp(−

(𝑣 + 60)

80
) 

𝛼ℎ = 0.07 exp(−
(𝑣 + 60)

20
) ,     𝛽ℎ =

1

1 + exp (−
𝑣 + 30
10

)
           (4) 

 

제 3 절 Integrate-and-Fire 모델 
 

 
그림 3. LIF 모델의 동작과 특징 

HH 모델의 모델링 정확도는 높지만 많은 연산량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4]. HH 모델의 높은 연산 

오버헤드를 피하고자 신경과학 연구자들은 Leaky Integrate-and-Fire 

(LIF)이라는 모델로부터 유도된 간단한 뉴런 모델을 만들어 사용한다. 

LIF 모델은 HH 모델의 Na+ 채널, K+ 채널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채널만 사용하는 보다 간단한 형태의 뉴런 모델이다. 따라서 대응되는 

RC 회로에서도 저항을 하나만 사용한다 [25] (그림 3). 또한, 명시적인 

임계전위과 휴지전위를 두어 Na+ 채널에 의한 막전위 상승을 

임계전위와 비교 후 스파이크 발생으로, K+ 채널에 의한 막전위 하강을 

휴지 전위로 초기화하는 등 HH 모델과 비교하여 간단하게 모델링하여 

복잡도를 낮추었다. 따라서 1) 뉴런의 막전위를 표현하는 변수, 2) 

지수적 감쇠를 위한 미분 방정식, 3) 감쇠율 (𝜏 = 𝑅𝐶)과 임계 전위 (𝜃), 

휴지 전위 ( 𝑣0 )의 세 개의 상수만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뉴런을 

시뮬레이션한다. LIF 모델은 수학적으로 방정식 5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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𝜏
𝑑𝑣

𝑑𝑡
= 𝑣0 − 𝑣 + 𝐼             (5) 

만약 𝑣 > 𝜃이면,스파이크 발생,그리고 𝑣 = 𝑣0 

𝑣는 막전위, 𝐼는 입력 스파이크 전류를 나타낸다. 

LIF 모델을 디지털 회로로 구현하기 위하여 방정식 5의 미분 

방정식을 오일러법을 이용하여 이산 형태로 바꾸었다.  

𝑣t = 𝑣𝑡−1 +
Δ𝑡

𝜏
(𝑣0 − 𝑣𝑡−1 + 𝐼𝑡)             (6) 

만약 𝑣 > 𝜃이면,스파이크 발생,그리고 𝑣 = 𝑣0 

Δ𝑡는 이산화된 시간 단위이다 (예, 1 ms). 방정식 6의 𝑣 (𝑣𝑡)의 아래 첨자 

𝑡 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 변수라는 뜻이다. 𝐼𝑡 는 시간 t에 

들어오는 스파이크 전류이며, 𝐼𝑡 = ∑ 𝑊𝑖𝐴𝑖
𝑛−1
𝑖=0 로 표시할 수도 있다. 𝑛은 

시냅스의 개수이며, 𝑊𝑖는 𝑖번째 시냅스의 시냅스 가중치 값이고 𝐴𝑖는 

𝑖번째 시냅스를 통해 들어오는 스파이크의 존재 여부이다. 만약 입력 

스파이크가 있다면 𝐴𝑖 = 1이며 없다면 𝐴𝑖 = 0이다. 

LIF 모델은 HH 모델과 비교하여 연산 오버헤드가 낮기 때문에 

신경과학자가 많이 이용하는 다른 뉴런 모델의 기반으로 많이 활용된다 

[21], [26]. LIF 기반 모델은 낮은 연산 오버헤드를 가져 SNN 

시뮬레이션 설계에 많이 활용된다. 앞서 말한 LLIF 모델은 지수적 

막전위 감쇠를 선형적 감쇠로 바꾼 것이다 [27]. 그 예로 Nere et al. 

[28]이나 IBM TrueNorth는 [5] LLIF 모델을 SNN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여 연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였다. 대부분 연구자의 목적은 LIF 

모델을 확장해 더 정확한 생물학적 뉴런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그 예로 

최근의 Smith 연구 [29]에서는 LLIF 모델과 LIF를 확장하여 세 가지의 

LIF-기반 모델을 만들었다. 단계적 입력을 지원하는 SLIF 모델, 0차 

스파이크 반응 모델 (SRM0 모델), 시냅스 전도도의 감쇠를 지원하는 

DLIF 모델이다. 

 

제 4 절 스파이킹 기반 신경망의 단위 시간 시뮬레이션 
 

신경과학자는 SNN을 이용하여 신경계를 모델링하고, SNN의 작동 

모델을 통해 신경계의 거시적인 동작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작동 

모델은 매시간마다 막전위가 업데이트되는 등의 시간 개념을 포함하여 

작동하는 신경계의 뉴런의 도작 방식과 닮았다. SNN에서 뉴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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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마다 스파이크를 받고, 발생시킨다. 발생한 출력 스파이크는 

딜레이라 불리는 몇 개의 단위 시간을 거친 후 연결된 시냅스를 통해 

다른 뉴런으로 전달된다. 각 뉴런은 스파이크가 전달된 시간에 맞춰 

막전위 정보를 갱신한다. 

SNN은 작동 모델에는 시간 개념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SNN 

시뮬레이션은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위 시간으로 나누어 연산을 

수행한다. 각 단위 시간에서 일어나는 연산은 크게 3가지(자극 발생, 

뉴런 연산, 시냅스 연산)로 분류할 수 있다. 

자극 발생. 이 단계에서는 SNN 외부의 스파이크 자극 또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극 (스파이크 패턴, 난수 생성기) 등에 의해 입력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특정 조건에 따라 지정된 스파이크 

패턴을 읽거나 단위 시간마다 외부에서 스파이크가 주입된다. 생성된 

스파이크는 특정한 뉴런 집합에 한정되어 주어지며, 시냅스 연산 

단계에서 처리된다. 

뉴런 연산. 이 단계에서는 각 뉴런의 내부 상태(예, 막전위) 변경을 위한 

연산이 일어나며,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각 뉴런은 시간 

경과와 누적 가중치 값을 이용하여 내부 상태 값을 계산, 변경한다. 이 

계산은 뉴런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그 후 뉴런은 갱신된 막전위와 임계 

전위를 비교하여 스파이크 발생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시켰으면 

스파이크를 발생시킨다 

시냅스 연산. 이 단계에서는 발생된 스파이크를 표적 뉴런에 따라 

분류하고, 각 시냅스의 가중치 값을 합한다. 뉴런 또는 자극 발생 

단계에서 생성된 스파이크를 모은 후, 스파이크가 통과하는 시냅스의 

가중치 값을 가져온다. 그 후 이 가중치 값을 누적하여 표적 뉴런에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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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계 및 설계 목표 

 

제 1 절 높은 뉴런 연산 오버헤드 
 

표 1. 기존 신경과학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SNN의 구조 및 특징 

이름 구조 뉴런 모델 기타 

Brette et al. [30] 
2.4 k 뉴런 

2.4 M 시냅스 
DLIF RKF45 

Brunel [31] 
5 k 뉴런 

2.5 M 시냅스 
IF_psc_alpha Euler 

Destexhe-LTS [32] 
500 뉴런 

20 k 시냅스 
AdEx RKF45 

Destexhe-UpDown 

[32] 

2.5 k 뉴런 

100 k 시냅스 

변형된 

AdEx 
RKF45 

Izhikevich [33] 
10 k 뉴런 

10 M 시냅스 
Izhikevich GPU 

Muller et al. [34] 
1,728 뉴런 

762 k 시냅스 

IF_cond_exp_ 

gsfa_grr 
RKF45 

Nowotny et al. [35] 
1,220 뉴런 

202 k 시냅스 
Izhikevich GPU 

Potjans-Diesmann 

[36] 

8 k 뉴런 

3 M 시냅스 
DSRM0 Euler 

Vogels et al. [37] 
10 k 뉴런 

1.92 M 시냅스 
DLIF RKF45 

Volges-Abbott [38] 
4 k 뉴런 

320 k 시냅스 
DLIF RKF45 

 

SNN 시뮬레이션에서 성능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기 

위하여 CPU와 GPU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이전의 신경과학 연구 논문을 

조사하였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end-to-end SNN의 다양한 구조를 

수집하였다 (표 1). 수집한 SNN은 다양한 뉴런과 시냅스 수, 뉴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SNN 프레임워크는 미분방정식을 해결함에 

있어 생물학적 정확도를 높이는 Runge-Kutta-Fehlberg 방법(RK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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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9]을 사용하거나 연산량을 줄이는 오일러법을 사용하였다. 그 

후 Intel Xeon E5-2630 v4 CPU (12-core, 2.2 GHz)와 NVIDIA Titan X 

(Pascal) GPU를 이용하여 SNN 시뮬레이션 실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PyNN [40]으로 구현된 SNN을 사용하였으며 CPU에서의 시뮬레이션은 

NEST [9], GPU에서 시뮬레이션은 GeNN [15]을 사용하였다. 각 

SNN의 단위 시간은 0.1 ms이며 100,000 단위 시간을 사용하였다. (즉, 

생물학적 시간 10 s) 

 

 

그림 4. SNN 시뮬레이션 실행시간 프로파일링 

 

시뮬레이션 프로파일링 결과는 CPU와 GPU 기반의 SNN 

시뮬레이션에서 연산 단계가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20]. SNN 구현에 사용된 미분 방정식 해법이나 사용된 

다목적 프로세서에 관계없이 뉴런연산 시간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RFK45 방법 대신 오일러법을 사용하거나 (예. Brunel) 높은 

처리속도를 가진 GPU를 사용하면 (예, Izhikevich, Nowothy et al.) 

뉴런연산의 비율은 감소한다. 하지만 뉴런연산은 최소 32.2%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빠르고 효율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뉴런연산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2]. 

뉴런연산의 높은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는 뉴런 

모델을 FPGA [16], [17]나 ASIC [11], [18], [19], [41], [42]으로 

구현하였다. 특정 SNN 모델에 특화된 가속기를 사용하는 것은 실행 

시간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의 SNN 시뮬레이션 효율을 크게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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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모델 중심 디지털 뉴런은 다양한 뉴런 행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로 IBM의 선형 감쇠를 하는 간단한 뉴런 모델을 

지원하는 커스텀 보드인 TrueNorth [42]는 곱셈 연산기가 없어 지수적 

감쇠를 표현하지 못한다. Neurogrid [19]는 IBM TrueNorth가 지원하지 

못하는 복잡한 뉴런 모델을 지원하지만 Neurogrid는 IBM TrueNorth와 

같은 선형 감쇠 모델을 지원하지 못한다. 다양한 뉴런 행동을 지원하며 

높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SpiNNaker [11]는 저전력 ARM CPU 

코어를 뉴런 연산에 이용한다. 하지만 SpiNNaker는 CPU 코어에 

제한되어 여전히 높은 연산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다. 

 

제 2 절 디자인 목표 
 

CPU와 GPU 기반의 프레임워크의 높은 뉴런연산 오버헤드와 기존 

SNN 시뮬레이션 가속기의 제한된 뉴런 모델 지원이 기존의 한계였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뉴런은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디자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디지털 뉴런은 효과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LIF 모델 기반의 다양한 뉴런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갖추어야한다. 두 번째, 다양한 뉴런 모델을 지원하지만 그 

방식이 모델-중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뉴런은 다양한 뉴런이 공유하는 더 세분화된 특징을 활용한다. 

세번째, 유저가 지원되지 않는 모델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뉴런은 기존 하드웨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기존 CPU, GPU 구조에 데이터패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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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Flexon: 유연한 디지털 뉴런 

 

이 장에서는 여러 뉴런 모델이 공유하는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활용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뉴런인 Flexon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먼저 뉴런 모델의 분석을 통해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분석, 추출한 후 

각 특징 별 데이터패스를 설계한다. 그리고 이를 Flexon 디자인에 

활용한다. 

 

제 1 절 생물학적 공통 특징 
 

표 2. 뉴런 모델 분석 결과 얻은 생물학적 공통 특징에 관한 요약. 

베이스라인 뉴런 모델인 LIF 모델에서 사용하는 특징은 볼드체로 

표시되었다. LIF 모델은 스파이크 개시, 스파이크 유도전류, 불응기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카테고리 이름 약자 

막전위 감쇠 지수적 EXD 

선형적 LID 

입력 스파이크 누적 전류-기반 CUB 

전도도-기반 (지수적) COBE 

전도도-기반 (알파 함수) COBA 

반전전위 REV 

스파이크 개시 이차함수 QDI 

지수적 EXI 

스파이크 유도 전류 적응 ADT 

임계 이하 진동 SBT 

불응기 절대적 AR 

상대적 RR 

 

다양한 뉴런 모델의 분석을 통하여 뉴런 모델들은 몇 가지 공통되는 

생물학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특징들을 조합하여 LIF 모델과 같은 완성된 뉴런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특징의 조합을 통해 LLIF 모델과 같은 LIF 기반의 다른 

뉴런 모델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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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 모델을 베이스라인 뉴런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뉴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기준으로 하여 특징을 다섯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다. 특징은 막전위 감쇠 (membrane decay), 입력 스파이크 

누적 (input spike accumulation), 스파이크 개시 (spike initiation), 

스파이크-유도 전류 (spike-triggered current), 불응기 (refractory)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그림 5. 생물학적 공통 특징 – 막전위 감쇠 

 

1) 막전위 감쇠: 이 카테고리에는 시간에 따른 뉴런의 막전위 

감쇠의 변화에 따라 지수적 감쇠 (exponential decay, EXD)와 선형적 

감쇠 (linear decay, LID)의 두 가지 생물학적 특징이 존재한다. EXD는 

막전위 감쇠가 지수적 형태를 띄지만 LID에서는 막전위의 변화가 

선형을 띈다 (그림 5). 베이스라인인 LIF 모델에서 유도된 대부분의 

뉴런 모델은 EXD를 활용하지만 [26] LLIF 모델은 EXD 대신에 LID를 

활용하여 LIF 모델에서 연산량을 추가로 감소시켰다. LLIF 모델은 

막전위 감쇠를 추상화하여 선형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몇몇 SNN 시뮬레이션 가속기에서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예, Nere et al. [28] IBM TrueNorth [5], [42], 

[43], [44]) LLIF 모델은 곱셉 연산 유닛이 없으며 이벤트-유발 실행에 

적합하여 하드웨어 비용과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LID를 지원하기 위하여 LIF 모델의 방정식 6을 확장시키면 아래와 같다. 

  

𝑣𝑡 = {
𝑣𝑡−1 +

𝛥𝑡

𝜏
(𝑣0 − 𝑣𝑡−1 + 𝐼𝑡) EXD

𝑣𝑡−1 + 𝐼𝑡 − 𝑉𝑙𝑒𝑎𝑘 LI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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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𝑉𝑙𝑒𝑎𝑘은 선형 감쇠 상수를 의미한다.  

 

 

 

 

그림 6. 생물학적 공통 특징 - 입력 스파이크 누적 

 

2) 입력 스파이크 누적: 뉴런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시냅스를 통해 

스파이크를 받을 때 시냅스의 가중치 값에 기반하여 막전위를 갱신한다. 

베이스라인 LIF 모델은 막전위에 가중치 값을 누적하는 전류-기반 

누적(Current-based accumulation, CUB)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몇몇 

다른 모델(예, DLIF 모델 [29])은 간접적 누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6). 이 방식에서는 전도도를 매개로 막전위가 갱신된다. 각기 다른 입력 

스파이크 누적 방식에 따라 뉴런은 같은 입력에도 다른 출력 스파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입력 스파이크 누적 카테고리에는 4가지 특징이 포함된다. 첫 

번째는 LIF 모델에 포함되는 CUB 방식으로 뉴런은 스파이크를 받는 

즉시 시냅스 가중치 값을 막전위에 반영한다. 두 번째는 전도도-기반 

누적(conductance-based accumulation, COB)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모델에 들어오는 입력 스파이크는 방정식 6의 전류 함수에 영향을 주어 

막전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중치 값이 막전위가 아닌 

전도도에 더해지며, 전도도가 막전위에 영향을 미친다. 전류 함수의 

타입에 따라 지수 함수를 사용하는 것(COBE)과 알파 함수( 𝛼(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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𝐸−𝑛(𝑧) )를 사용하는 것(COBA)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는 

반전전위(reversal voltage, REV)로 이 특징은 현재 막전위와 반전전위 

값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막전위 값의 변화량을 감소시킨다. 막전위가 

반전전위에 가까워지면 막전위의 변화량이 줄어든다.  

CUB을 제외한 COBE와 COBA, REV은 베이스라인 LIF모델에 

시간에 따른 변수가 추가된다. 이 추가변수를 활용하여 LIF 모델을 

확장하면  

𝑦𝑡,𝑖 = (1 − 𝜀𝑔,𝑖)𝑦𝑡−1,𝑖 + 𝐼𝑡,𝑖 

𝑔𝑡 = {

𝐼𝑡,𝑖 w/ CUB

(1 − 𝜀𝑔,𝑖)𝑔𝑡−1,𝑖 + 𝐼𝑡,𝑖 w/ COBE

(1 − 𝜀𝑔,𝑖)𝑔𝑡−1,𝑖 + 𝑒𝜀𝑔,𝑖𝑦𝑡,𝑖 w/COBA

     

 

𝑣𝑟𝑒𝑣,𝑖 = {
1 w/o REV

𝑣𝑔,𝑖 − 𝑣𝑡−1 w/ REV, (cannot be used w/ CUB) 
              (8) 

𝑣𝑡 = 𝑣𝑡−1 +
Δ𝑡

𝜏
(𝑣0 − 𝑣𝑡−1 +∑𝑣𝑟𝑒𝑣,𝑖 𝑔𝑡,𝑖

𝑖

 

여기서 𝜀𝑔,𝑖 와 𝑣𝑔,𝑖 는 각각 𝑖번째 시냅스 타입의 전도도 감쇠 상수와 

반전전위 상수이고, 𝑒 는 자연 상수이다. 추가적인 상태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시냅스 타입을 모델링할 수 있다. 대부분의 

SNN은 두 가지 시냅스 타입(억제성, 흥분성 시냅스)를 사용하고 몇몇은 

더 세분화된 모델링을 위해 세 가지 시냅스 타입(GABA, AMPA, 

NMDA)를 사용한다. 

 

3) 스파이크 개시: LIF 모델에서는 뉴런의 막전위가 임계 전위(𝜃)에 

달하면 즉시 스파이크를 발생시키고 막전위를 휴지 전위(𝑣0)로 설정한다. 

반면 이차 IF 모델(Quadratic IF, QIF) [19]과 적응형 지수 IF 

모델(Adaptive exponential IF, AdEx) [45] 과 같은 몇몇 뉴런 모델은 

임계 전위에 도달한 즉시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뉴런 

모델은 대체 함수를 이용하여 막전위가 임계 전위에 도달한 이후의 

전위를 조절한다 (그림 7). 따라서 이 뉴런 모델은 막전위가 임계 

전위를 초과하더라도 스파이크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 (예, 

스파이크 발생 전위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한 스파이크를 받지 못한 경우,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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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생물학적 공통 특징 - 스파이크 개시 

 

이차 개시(Quadratic, QDI)와 지수 개시(Exponential, EXI) 두 가지 

특징이 이 카테고리에 속하며, QDI와 EXI는 이차 함수와 지수 함수를 

대체 함수로 이용한다. QDI와 EXI를 지원하기 위해 LIF 모델을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다. 

 

𝑓(𝑡) = {𝑣0 − 𝑣𝑡−1 + Δ𝑇𝑒
𝑣𝑡−1−𝜃
Δ𝑇 EXI

(𝑣0 − 𝑣𝑡−1)(𝑣𝑐 − 𝑣𝑡−1) QDI
 

𝑣𝑡 = 𝑣𝑡−1 +
Δ𝑡

𝜏
(𝐼𝑡 + 𝑓(𝑡)) 

만약 𝑣𝑡 > 𝑣𝜃이면,스파이크 발생,그리고 𝑣𝑡 = 𝑣0           (9) 

𝑣𝜃는 스파이크 발생 전위이며 임계 전위 𝜃보다 그 값이 크다. 𝛥𝑇는 

샤프니스 인자이며, 𝑣𝑐는 문턱 전위이다. 스파이크 개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뉴런은 막전위가 𝜃 를 넘었을 때가 아닌 𝑣𝜃 를 넘었을 때 

스파이크를 발생시킨다. 

 

4) 스파이크 유도 전류: AdEx와 같은 몇몇 뉴런 모델은 스파이크를 

발생시킨 직후에 스스로 막전위의 상승을 억제한다 [21]. 이러한 

스파이크 발생후 억제는 LIF 모델에 존재하지 않는 특징으로 스파이크 

유도 전류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스파이크 유도 전류는 스파이크가 

발생 후에 만들어내는 역전류를 의미한다. 역전류로 인해 스파이크 발생 

후 막전위 상승폭이 작아진다. 이 카테고리에는 적응(adaptation, 

ADT)과 임계 이하 진동 (subthreshold oscillation, SBT) 두 가지 

특징이 포함된다 (그림 8). 먼저 ADT는 짧은 시간 시간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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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를 많이 받게 되면 스파이크 발생 빈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ADT가 포함된 뉴런 모델은 시간에 따른 정보를 추가로 인코드할 수 

있게 된다 [7]. 두 번째로 SBT는 특정 전위 근처에서 막전위가 

진동하게 한다. SBT가 포함된 뉴런 모델은 특정 시간 간격으로 

스파이크를 보내는 대역 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7]. 

 

 

 

그림 8. 생물학적 공통 특징 - 스파이크 유도 전류 

 

LIF 모델에서 ADT와 SBT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전류 상태 변수 

𝑤𝑡가 추가되어 막전위 값에 더해지게 된다. 

 

𝑤𝑡 = {

(1 − 𝜀𝑤)𝑤𝑡−1 ADT

(1 − 𝜀𝑤)𝑤𝑡−1 +
Δ𝑡

𝜏
𝑎(𝑣𝑡−1 − 𝑣𝑤) SBT

 

𝑣𝑡 = 𝑣𝑡−1 +
Δ𝑡

𝜏
(𝑣0 − 𝑣𝑡−1 + 𝐼𝑡) + 𝑤𝑡              (10) 

만약 𝑣𝑡 > 𝜃이면,스파이크 발생,그리고 𝑣𝑡 = 𝑣0, 𝑤𝑡 = 𝑤𝑡 − 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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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𝜀𝑤는 적응 감쇠 상수이며 𝑎는 문턱 이하 진동 상수, 𝑏는 유도 

전류 세기이다. ADT와 SBT에 사용되는 역전류는 스파이크 발생에 의해 

생성되므로 𝑤𝑡는 이에 반응하여 값이 변하게 된다.   

 

5) 불응기: 생물학적 공통 특징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불응기이다. 

불응기는 짧은 시간내에 뉴런이 너무 많은 수의 스파이크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스파이크-유도 전류와 유사하나 긴 

시간에 걸쳐 적용되는 유도 전류와 달리 불응기는 짧은 시간 동안 더 

강하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9. 생물학적 공통 특징 - 불응기 

 

이 카테고리에는 절대적 불응기(Absoulte refractory, AR)와 상대적 

불응기(Relative refractory, RR), 두 가지 특징이 포함된다 (그림 9). 두 

특징 모두 뉴런의 스파이크 발생율을 제한하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AR은 짧은 시간동안 뉴런이 입력 스파이크를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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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한다. 따라서 AR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LIF 모델에 카운터를 

추가하여 스파이크가 막전위에 반영되는 것을 제한한다. 뉴런이 

스파이크를 발생시켰을 때 카운터는 미리 설정된 값으로 초기화된다. 

카운터는 매 단위 시간마다 1씩 감소하며 값이 0초과일 때는 뉴런이 

스파이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카운터가 0일 때는 뉴런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AR을 포함하여 LIF 모델을 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if 𝑐𝑛𝑡𝑡−1 > 0, then 𝐼𝑡 = 0 

𝑐𝑛𝑡𝑡 = max(0, 𝑐𝑛𝑡𝑡−1 − 1) 

𝑣𝑡 = 𝑣𝑡−1 +
Δ𝑡

𝜏
(𝑣0 − 𝑣𝑡−1 + 𝐼𝑡) 

만약 𝑣𝑡 > 𝜃이면,스파이크 발생,그리고 𝑣𝑡 = 𝑣0, 𝑐𝑛𝑡𝑡 = 𝑐𝑛𝑡𝑚𝑎𝑥         (11) 

여기서 𝑐𝑛𝑡𝑚𝑎𝑥는 뉴런이 스파이크를 발생한 후 스파이크를 받지 않을 

단위 시간의 수이다. 

이러한 AR과 다르게 RR은 매우 강한 역전류를 이용하여 뉴런의 

막전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 기능한다. 스파이크-유도 전류와 유사하나 

세기가 강하고 지속시간이 짧다는 차이가 있다. 이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LIF 모델을 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𝑟𝑡 = (1 − 𝜀𝑟)𝑟𝑡−1 

𝑤𝑡 = (1 − 𝜀𝑤)𝑤𝑡−1 

𝑣𝑡 = 𝑣𝑡−1 +
Δ𝑡

𝜏
(𝑣0 − 𝑣𝑡−1 + 𝐼𝑡) + 𝑟𝑡(𝑣𝑟𝑟 − 𝑣𝑡−1) + 𝑤𝑡(𝑣𝑎𝑟 − 𝑣𝑡−1) 

만약 𝑣𝑡 > 𝜃이면,스파이크 발생,그리고 𝑣𝑡 = 𝑣0, 𝑟𝑡 = 𝑟𝑡 − 𝑞𝑟, 𝑤𝑡 = 𝑤𝑡 − 𝑏 (12) 

여기서 𝜀𝑟은 상대적 불응기 감쇠 상수이며, 𝜀𝑤는 적응 감쇠 상수, 𝑣𝑎𝑟은 

적응 역전전압, 𝑞𝑟은 상대적 불응기 크기이다. 

 

제 2 절 특징들을 이용한 다양한 뉴런 모델 시뮬레이션 
 

12개의 생물학적 공통 특징은 생물학적 뉴런의 다양한 행동을 

표현한다. 따라서 특징의 조합을 통해 서로 다른 뉴런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 예로 CUB와 EXD의 조합으로 베이스라인 LIF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LLIF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지수적 감쇠를 선형 감쇠로 

바꾸면 된다. 즉 CUB와 LID의 조합을 사용하면 된다. 12개의 특징 중 

7개의 특징을 조합하여 복잡한 형태를 가진 AdEx 모델 또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따라서 완성된 뉴런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세분화된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조합하여 효율적인 디지털 뉴런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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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표 3. 기존 연구에서 시뮬레이션한 다양한 뉴런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12가지 생물학적 공통 특징의 조합. 

뉴런 모델 
특징 

EXD LID CUB COBE COBA REV QDI EXI ADT SBT AR RR 

선형 감쇠 Integrate-and-Fire 

(LLIF) [5], [27], [28], [29] 
 O O        O  

단계형 입력 추가 IF (SLIF) [29] O  O        O  

DSRM0 [29] O   O       O  

DLIF [29] O   O  O     O  

이차 Integrate-and-Fire (QIF) 

[19] 
O   O  O O    O  

지수 Integrate-and-Fire (EIF) 

[46] 
O   O  O  O   O  

Izhikevich [33] O   O  O O  O  O  

적응형 지수 Integrate-and-Fire 

(AdEx) [45] 
O   O  O  O O O O  

COBA형 AdEx [45] O    O O  O O O O  

IF_psc_alpha (PyNN 모델 [40]) O    O      O  

IF_cond_exp_gsfa_grr 

(PyNN 모델 [40]) 
O   O  O     O O 

 

이와 같은 특징-중심 디지털 뉴런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디자인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넓은 범위의 제4장 제1절에서 

설명한 뉴런 행동과 표 3의 모델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 높은 유연성을 

가진다. 두 번째로 특징-중심 디지털 뉴런은 특징이라는 빌딩 블록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모델-중심 설계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세 번째, 

Smith [29] 등이 제안한 기존의 디지털 뉴런과 유사하게 특징-중심 

디지털 뉴런은 특화된 데이터패스를 가져 뉴런 시뮬레이션을 가속하며, 

기존의 프로세서에 쉽게 합쳐질 수 있다.  

다양한 뉴런 모델로부터 분석한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이용하여 각 

특징에 맞는 데이터패스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Flexon을 

디자인하였다. 

 

1) 기본 하드웨어 최적화 

데이터패스를 디자인할 때 소수점 이동 및 크기 조절과 잘라내기, 

두 가지 압축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산 유닛의 최상 경로(critical 

path)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몇 가지 최적화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최적화 후에도 SNN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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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정확도 측정은 Coincidence 인자 Γ 를 이용하였다 (제6장 

제1절). 

소수점 이동 & 크기 조절. 베이스라인 뉴런 모델은 LIF 모델이며 LIF 

모델로부터 유도된 모든 뉴런 모델은 휴지전위 𝑣0 와 임계전위 𝜃 를 

가진다. 또는 스파이크 발생 전위 𝑣𝜃를 가진다. 따라서 𝑣0 = 0  그리고 

𝜃 = 1이 되도록 값을 이동시키고 크기를 조정하여 뉴런에서 반복되는 

𝑣0와 𝜃 값을 제거하였다 [29]. 추가로, 𝑣0와 관련된 덧셈 연산을 제거할 

수 있었다. 

고정 소수점. 고성능 저전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 소수점 연산 대신 

고정 소수점 연산을 활용하였다. Γ = 1.0으로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하는 비트 수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정수부 10 bit, 소수부 22 bit, 총 32 bit의 경우 정확도 손실이 

없었다.  

잘라내기. 𝜃 = 1.0이 되면 모든 뉴런의 막전위 값은 항상 0.0과 1.0 

사이가 된다. 따라서 막전위 변수의 정수부는 제거할 수 있어, 뉴런 

변수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32 bit 고정소수점 중 

10 bit가 정수부이다. 이를 통해 막전위 상태 변수의 저장공간을 31.3% 

줄일 수 있었다. 

최상 경로 실행시간 최소화. 최상 경로(critical path)를 파악한 후 동시에 

실행되는 연산을 병렬적으로 배치해 전체 연산의 최상 경로를 

최적화하여 실행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예로 Flexon의 EXI는 최상 경로 

상에 위치하는 연산으로 (그림 11), EXI를 연산 과정의 최상단에 

위치시켜 최상 경로를 단축했다. 추가로 지수화 유닛에 근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행 시간을 빠르게 하였다 [47]. 사용한 알고리즘의 식은 

다음과 같다. Shift 연산과 간단한 곱셈으로 이루어져 최상 경로 실행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exp(𝑦 + 𝛾) = 2𝑘 (1 +
𝑦

ln(2)
− 𝑘) ,where 𝑘 ≡ ⌊

𝑦

ln(2)
⌋       (13) 

여기서 𝛾 ≡ 𝑐 ∙ ln(2)/220이며 ⌊𝑢⌋는 𝑥 ≤ 𝑢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이다. 

𝑐 는 실험적으로 결정하며, 본 논문에서는 RMS가 가장 작은 𝑐 =

60,801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확도 손실을 최소로 하며, 지수화 

유닛의 연산 시간과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다. 

 

2) 특징별 데이터패스 

생물학적 공통 특징에 기반하여 10가지 특징별 데이터-패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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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그림 10) [20]. 데이터패스는 𝑣0 = 0 , 𝜃 = 1.0으로 하여 

방정식 7에서 12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UB과 EXD, LID는 하나의 데이터패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0a) LIF 모델 또는 LLIF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몇몇 

데이터패스는 다른 특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패스의 일부로 활용된다. 

예로, COBA는 COBE의 수학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서 데이터패스 

역시 COBA가 COBE를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수학적 

정의의 유사함을 활용하기 위하여 몇몇 특징은 논리적으로 두 단계로 

분리되어 있다. ADT는 두 개의 하위 데이터패스로 구분되어 각각 

SBT와 RR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10가지 특징별 데이터패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동적 디지털 뉴런, Flexon을 만들 수 있었다. 

Flexon은 특징별 데이터패스를 합쳐 만든 싱글 사이클 설계로 다양한 

뉴런 모델을 지원할 수 있다. Flexon은 멀티플렉서(MUX)를 활용하여 

여러 특징이 충돌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예로 MUX는 스파이크 

개시에서 서로 정의가 충돌되는 QDI와 EXI 중 하나만 선택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COBA와 COBE에서는 포함관계로 인하여 

MUX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MUX를 활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모듈을 비활성화함으로써 동적 파워의 소비를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Flexon은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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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위한 데이터패스. 그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정식 7에서 12까지 사용된 용어를 간단히 하여 

표시하였다.  

𝜺𝒎 =
𝚫𝒕

𝝉
, 𝜺𝒎
′ = 𝟏 − 𝜺𝒎, 𝜺𝒈,𝒊

′ = 𝟏 − 𝜺𝒈,𝒊, 𝚫𝑻
−𝟏 =

𝟏

𝚫𝑻
, 𝜺𝒘
′ = 𝟏 − 𝜺𝒘, 𝜺𝒓

′ = 𝟏 − 𝜺𝒓 

 

 

그림 11. Flexon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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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간 집약적 Flexon 

 

이 장에서는 공통 연산단위를 이용하여 작은 칩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줄인 공간 집약적 Flexon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그림 12. 공간 집약적 Flexon 아키텍쳐 

 

제 1 절 공통 연산단위  
 

Flexon은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이용하여 뉴런 연산 단계의 연산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중요한 설계 측면 중 하나인 성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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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높였지만 다른 측면인 크기에서는 비효율이 존재하였다. Flexon은 

특징마다 완전히 독립적인 데이터패스 모델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복되는 하드웨어 유닛이 존재하였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칩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공통 특징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은 연산단위를 이용한다면 

중복 연산 유닛을 제거할 수 있다. 예로 AR을 제외한 모든 특징은 

곱셈기를 사용하여 동일한 연산기가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덧셈기와 지수 연산기에서도 나타나 연산기를 합침으로써 칩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간 집약적 Flexon은 곱셈기, 덧셈기 등 공통으로 나타나는 

연산기를 제거하여 칩 크기를 크게 줄이게 되었다 (그림 12) [20]. 싱글 

사이클 설계이던 Flexon과 달리 공간 집약적 Flexon은 다중사이클, 

2단계 파이프라인 설계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 단계에서는 

입력 스파이크에 의한 막전위 변화 등의 뉴런의 상태 변수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단계에서는 뉴런의 스파이크 발생 여부에 

관한 결정을 수행한다. 공간 집약적 Flexon은 버퍼와 래치를 이용하여 

특징과 관련된 상수들 또는 중간 결과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상태 

변수는 공간 집약적 Flexon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제 2 절 조절 신호 
 

공간 집약적 Flexon은 같은 연산기를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클별 스케쥴링이 필요하다. 기존 

Flexon에서는 곱셈기와 같은 연산 유닛이 여러 특징에 산재하였지만, 

공간 집약적 Flexon에서는 제한된 개수의 곱셈기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예로 QDI는 2개의 곱셈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사이클이 할당되어야 한다 (그림 10-e). 이러한 이유로 스케쥴링이 

없다면 모델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공간 집약적 Flexon이 수행해야 하는 연산에 대응되는 

조절 신호를 정의하였다 (표 4). 각 조절 신호는 해당 연산 유닛이 

활성화되는지를 결정하거나, 어떤 연산자 또는 피연산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한다. 

조절 신호를 이용하여 공간 집약적 Flexon은 기존 Flexon이 

지원하는 모든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지원할 수 있다 (표 5).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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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해저드로 인한 충돌이 생기는 

때에만 조절 신호를 이용한다. 예로 CUB, EXD만 포함되는 LIF 모델을 

시뮬레이션할 때에는 연산기 간의 구조적 충돌이 없으므로 오로지 

1개의 조절 신호만 필요하다. 따라서 2개의 파이프라인 단계 진행을 

위해 2 사이클의 연산이 필요하다. 다른 예로 QDI를 시뮬레이션 할 

때에는 2개의 조절 신호가 있어 1개의 곱셈기를 2회에 걸쳐 사용하며 

파이프라인 단계로 인해 3개의 사이클의 연산을 해야 한다. 

 

표 4. 공간 집약적 Flexon의 조절 신호 

신호 설명 인자 값 

a 곱셈(MUL)의 피연산자의 타입을 

선택한다. 

0: 상수 

1: tmp 레지스터 

ca[3:0] MUL의 피연산자 타입이 상수이면 

(즉 a==0), 사용할 상수를 

선택한다. 

0-15: 상수 색인 

b[1:0] 덧셈(ADD)의 피연산자 타입을 

선택한다. 

0: 0 

1: 상수 

2: 입력 

3: tmp 레지스터 

cb[2:0] ADD의 피연산자 타입이 상수이면 

(b==1), 사용할 상수를 선택한다. 

0-7: 상수 색인 

type[1:0] 스파이크 입력 누적에서 해당되는 

시냅스 타입을 선택한다. 

0: 흥분성 

1: 억제성 

2-3: 기타 

s[3:0] MUL의 상태 변수를 선택한다 0-15: 상태 변수 색인 

exp MUL-ADD 출력의 지수화를 

수행하게 한다. 

0: 지수화 미수행 

1: 지수화 수행 

s_wr 값이 설정되면, s[3:0]에 의해 

선택된 상태 변수 레지스터에 값을 

기록한다 

0: 미기록 

1: 기록 

v_acc 값이 설정되면 MUL-ADD의 

출력값을 막전위에 누적한다 

0: 누적 미수행 

1: 누적 수행 

 

 

표 5. 공간 집약적 Flexon에서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실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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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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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평가 

 

제 1 절 실험 준비 
 

베이스라인과 공간 집약적 Flexon을 평가하기 위하여 베릴로그를 

이용하여 레지스터-전달 수준(Register-transfer level, RTL)으로 

구현하였다. CPU 기반 SNN 시뮬레이터인 Brian [10]에서 뉴런 모델을 

위한 테스트벤치를 실행하여 RTL 구현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정확도는 Coincidence 수치 측정법을 이용하였으며 계산 식은 아래와 

같다 [29]. 

Γ =  α
𝑁𝑐𝑜𝑖𝑛𝑐 − 〈𝑁𝑐𝑜𝑖𝑛𝑐〉

0.5(𝑁𝑑𝑎𝑡𝑎 +𝑁𝑚𝑜𝑑𝑒𝑙) 
          (14) 

여기서  𝑁𝑑𝑎𝑡𝑎는 실제로 발생한 스파이크 개수이며, 𝑁𝑐𝑜𝑖𝑛𝑐는 예상되는 

𝑁𝑑𝑎𝑡𝑎 의 스파이크 개수, 𝑁𝑚𝑜𝑑𝑒𝑙 은 두 스파이크 기록에서의 스파이크 

개수, 𝛼 는 최대 값을 1로 맞추기 위한 정규화 계수, 𝑁𝑐𝑜𝑖𝑛𝑐 는 두 

기록에서 동시에 스파이크가 발생한 경우의 개수를 의미한다. 〈Ncoinc〉은 

푸아송 시행으로 스파이크가 발생되었을 때 동시에 스파이크가 발생할 

경우의 개수이다.  

합성은 Synopsys Design Compiler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TSMC 45nm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시간 제약에 

20%의 여유를 두어 클록 주파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합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Flexon과 공간 집약적 Flexon은 각 250 MHz, 500 

MHz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정적 램(Static random-access 

memory, SRAM)과 관련된 비용은 CACTI 6.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8]. 

신경과학 학술 출판물에서 사용한 신경망을 벤치마크로 차용해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표 1). 8개의 CPU 기반 벤치마크는 NEST 

[9]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나 GPU 기반 GeNN [15]에서 사용한 

벤치마크는 NEST와 호환되지 않았다. 따라서 GeNN의 CPU 모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목적 프로세서인 CPU와 GPU는 

서버수준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CPU는 Intel Xeon 

E6-2630 v4 CPU (12 코어, 2.2 GHz), GPU는 NVIDIA Titan X (Pascal) 

GPU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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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연하고 낮은 오버헤드를 가진 디지털 뉴런 
 

표 6. 12-뉴런 Flexon과 72-뉴런 공간 집약적 Flexon 배열의 칩 크기 

오버헤드와 전력 소모량 

디지털 뉴런 배열 구성요소 크기 [mm2] 전력 [W] 

Flexon 

(12 뉴런) 

뉴런 1.188 0.130 

SRAM 8.070 0.751 

총합 9.258 0.881 

공간 집약적 Flexon 

(72 뉴런) 

뉴런 1.294 0.305 

SRAM 6.324 1.179 

총합 7.618 1.484 

 

 

그림 13. 특징 별 데이터패스와 Flexon, 공간 집약적 Flexon의 전력 

소모와 칩 크기 오버헤드. 

실험을 통해 Flexon과 공간 집약적 Flexon의 하드웨어 비용을 

측정하였다. Flexon의 기본 빌딩 블록인 특징별 데이터패스의 비용도 

함께 측정하였다. 그림 13은 회로의 전력 소비와 칩 크기 오버헤드를 

보여준다. 특징별 데이터패스는 매우 작은 하드웨어 비용을 소모하는데 

이는 생물학적 공통 특징이 완성된 뉴런 모델보다 간단하기 때문이다. 

Flexon은 이러한 특징별 데이터패스를 포함하고 있어 공간 집약적 

Flexon보다 5.84배 큰 칩 공간과 3.44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공간 

집약적 Flexon은 반복되는 연산 유닛을 줄여 하드웨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더욱이 공간 집약적 Flexon의 하드웨어 비용은 몇몇 

특징별 데이터패스(예, EXI, RR)보다 더 작은 하드웨어 공간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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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제 3 절 고효율 SNN 시뮬레이션 
 

 

 

그림 14. SNN 시뮬레이션의 뉴런 연산 단계에서 다목적 프로세서와 

비교하여 12-뉴런 Flexon과 72-뉴런 공간 집약적 Flexon 배열의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실험을 통해 Flexon과 공간 집약적 Flexon 배열이 실제로 SNN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베이스라인 

CPU와 GPU의 하드웨어 비용은 디지털 뉴런의 하드웨어 비용과 비교해 

매우 크기 때문에, 공평한 비교를 위하여 12-뉴런 Flexon 배열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2라는 뉴런의 개수는 베이스라인 CP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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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개수와 일치시킨 것이다. 공간 집약적 Flexon은 Flexon과 비교해 

5.43배 더 작기 때문에 약 6배의 숫자인 72-뉴런 공간 집약적 Flexon 

배열을 활용하였다. 뉴런의 상태 또는 상수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SRAM을 포함하여 배열을 합성하였다. 표 6은 합성 결과를 요약한다. 

두 개의 배열을 유사한 칩 크기를 가지며 CPU, GPU와 비교해서는 크게 

작은 값을 가진다. 

수집한 SNN의 1 단위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두 개의 

뉴런 배열과 CPU, GPU 결과를 뉴런 연산 시간,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결과는 뉴런 배열이 서버 수준의 CPU, GPU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14) [20]. 먼저 두 뉴런 배열은 

수집한 모든 SNN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Flexon의 높은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두 뉴런 배열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수십, 수백 배 낮은 실행 시간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Flexon의 연산 속도는 CPU, GPU와 비교하였을 때 

기하평균이 각 87.4배, 8.19배 빨랐다. 공간 집약적 Flexon은 CPU, 

GPU와 비교하여 각 122.5배, 9.83배 빨라졌다. Flexon 배열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CPU와 GPU에 비하여 각 6,186배, 442배 

높아졌으며, 공간 집약적 Flexon은 각 5,415배, 136배 높아졌다. 

요약하면 Flexon은 효율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Trade-off 분석을 통해 두 뉴런 배열의 실행 시간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비교하였다. 실행시간 측면에서는 공간 집약적 Flexon 배열이 

Flexon 배열에 비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뉴런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Destexhe-LTS나 Destexhe-UpDown SNN과 같은 

경우 간단한 뉴런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1-사이클 설계를 채택한 

Flexon 배열의 수행시간이 더 짧았다. 공간 집약적 Flexon의 경우 다중 

사이클 2단계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간단한 뉴런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도 여러 사이클을 실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Flexon 배열이 SNN 전반에서 더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 

역시 1-사이클 설계로 인한 것으로 공간 집약적 Flexon의 다양한 조절 

신호와 다중 사이클 설계로 인한 동적 전력 소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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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HH-Flexon 

 

Flexon을 이용하여 연산 시간과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공간 집약적 Flexon은 단위 연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훨씬 크다. 이를 활용한다면 가장 복잡한 모델인 HH 모델 또한 크게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Hodgkin-Huxley 모델 식의 변형 
 

HH 모델의 통문 변수 𝑚을 오일러법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방정식 

4가 다음과 같아진다. 

 

𝑚𝑡 = 𝑚𝑡−1 + 𝛼𝑚(𝑣𝑡−1)(1 − 𝑚𝑡−1) − 𝛽𝑚(𝑣𝑡−1)𝑚𝑡−1 

where 𝛼𝑚 =
0.1(𝑣 + 35)

1 − exp (−
𝑣 + 35
10 )

,     𝛽𝑚 = 4.0 exp (−
𝑣 + 60

18
)       (15) 

 

Flexon은 특징별 데이터패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징으로 분류할 수 

없는 HH 모델에는 활용할 수 없다. 공간 집약적 Flexon 역시 이 

수식을 연산할 수 없다. 공간 집약적 Flexon에서 가능한 연산은 덧셈, 

곱셈, 지수화이다. 하지만 𝛼𝑚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나눗셈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나눗셈 연산기를 추가하여 이와 같은 연산이 가능하여도 𝑣 =

−35일 때 분자인 0.1(𝑣 + 35) = 0이며 분모인 1 − exp (−
𝑣+35

10
) = 0이기 

때문에 
0

0
이 된다. 또한 lim

𝑣→−50
𝛼𝑚(𝑣) =0.1이 되기 때문에 낮은 정밀도를 

가진 나눗셈 연산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근사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𝛼𝑚(𝑣𝑡−1) = {
0.1 (1 +

𝑥

2
+
𝑥2

12
−

𝑥4

720
+

𝑥6

30240
)   (𝑥 < 1.0,  Taylor expansion)

0.1𝑥(1 +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𝑥 > 1.0,  Maclaurin series)
  

(16) 

 

여기서 𝑥 = −
𝑣+35

10
이며, 𝛼𝑛 도 이와 유사한 식으로 𝑥 = −

𝑣+50

10
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존재한다. 𝛽ℎ 는 다른 식들과 형태가 달라 다른 

근사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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𝛽ℎ(𝑣𝑡−1) =

{
 

 
1 −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𝑥 < −1.0,  Taylor series)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𝑥 > 1.0,  Laurent series)
1

2
−
𝑥

4
 (−1.0 ≤ 𝑥 ≤ 1.0,  Taylor expansion)

     (17) 

 

대부분의 근사식은 특정 조건에서 정확도가 높아 정확도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구간을 설정하였고, 구간에 따라 다른 근사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원식과 근사식을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통문 변수 𝑚, 𝑛, ℎ의 수식은 아래와 같게 된다. 

𝑚𝑡 = 𝑚𝑡−1 + 𝛼𝑚(𝑣𝑡−1)(1 − 𝑚𝑡−1) − 𝛽𝑚(𝑣𝑡−1)𝑚𝑡−1 

where 𝛼𝑚(𝑣𝑡−1) = {
1 +

𝑥

2
+
𝑥2

12
−
𝑥4

720
+

𝑥6

30240
  (𝑥 < 1.0)

𝑥(1 +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𝑥 > 1.0)

 

𝛽𝑚 = 4.0 exp (−
𝑣 + 60

18
) , 𝑥 =

𝑣 + 35

10
     (18) 

 

𝑛𝑡 = 𝑛𝑡−1 + 𝛼𝑛(𝑣𝑡−1)(1 − 𝑛𝑡−1) − 𝛽𝑛(𝑣𝑡−1)𝑛𝑡−1 

where 𝛼𝑛(𝑣𝑡−1) = {
0.1 (1 +

𝑥

2
+
𝑥2

12
−
𝑥4

720
+

𝑥6

30240
)   (𝑥 < 1.0)

0.1𝑥(1 +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𝑥 > 1.0)

 

𝛽𝑛 = 0.125 exp (−
𝑣 + 60

80
) , 𝑥 = −

𝑣 + 50

10
     (19) 

 

ℎ𝑡 = ℎ𝑡−1 + 𝛼ℎ(𝑣𝑡−1)(1 − ℎ𝑡−1) − 𝛽ℎ(𝑣𝑡−1)ℎ𝑡−1 

where 𝛼ℎ = 0.07 exp (−
𝑣 + 60

20
),  

𝛽ℎ(𝑣𝑡−1) = {

1 −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𝑥 < −1.0)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𝑥 > 1.0)
1

2
−
𝑥

4
 (−1.0 ≤ 𝑥 ≤ 1.0)

  𝑥 = −
𝑣+30

10
 

                                                          (20) 

 

 

제 2 절 하드웨어 변화 
 

그림 16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기존의 공간 집약적 Flexon에서 

추가 또는 변화된 부분이다. HH 모델은 IF 기반 모델들에 비해 

복잡도가 크기 때문에 1개의 임시 레지스터로는 값을 처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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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시 레지스터 개수가 2개로 늘어났으며, 이를 

처리해주기 위하여 MUX 등이 추가되었고, 조절 신호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복잡도로 인하여 필요한 상수 개수가 증가하여 상수 저장 버퍼의 

크기가 2배 커졌으며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버퍼에 접근하는 주소의 

비트 수가 1 bit 증가하였다. 

 

 

그림 15. HH-Flexon 아키텍쳐 

 

HH 모델의 근사식은 특정 조건마다 연산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 두 번째 단계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FG 래치가 추가되었다. FG 래치에 들어 있는 값은 

상태 변수들과 함께 저장된 후 다음 단위 시간 연산에서 활용된다. 조건 

식의 결과는 그림 15의 조건 처리기(Condition Handler, CH)와 함께 

활용된다. CH는 현재 조건에 따른 다른 상수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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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근사식은 기초적으로 다항식 꼴로 그 형태가 유사하다. 이에 상수 

값의 조절로 브랜치 연산 없이 조건에 따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CH가 이 기능을 수행하며 LSB를 현재 조건으로 설정하여 상황에 맞는 

상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수 버퍼의 일부에는 

조건 별 상수를 LSB만 구분하여 저장한다. (그림 15) 

 

그림 16. 조건 처리기(CH)의 구조 및 작동 방식 

 

 

제 3 절 조절 신호 
 

HH 모델은 IF 기반 모델에 비해 복잡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하드웨어 유닛이 추가, 확장되었다. 변화한 하드웨어 유닛을 

조절해주기 위하여 조절 신호 역시 추가, 변경되었으며 이는 표 7과 

같다. 

늘어난 상수 버퍼를 다루기 위해 선택 신호의 비트수가 

증가하였으며,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임시 레지스터를 다루기 위하여 

신호 1 bit가 추가되었다. 기존의 MUL 연산은 상태 변수와 상수 버퍼 

또는 임시 레지스터 간의 연산이었다. 하지만 HH 모델의 고차원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레지스터-레지스터 연산이 추가되었고 

이를 다루기 위한 신호 역시 추가되었다. CH는 조절 신호를 변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신호 또한 추가되었다.  

기존의 공간 집약적 Flexon과 마찬가지로 조절 신호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유닛을 스케쥴링하여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조건을 

실행하더라도 조절 신호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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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HH-Flexon에서 변경, 추가된 조절 신호 

신호 설명 인자 값 

a[1:0] 곱셈(MUL)의 피연산자의 타입을 

선택한다. 

0: 1 

1: 상수 

2: tmp 레지스터 0 

3: tmp 레지스터 1 

b[1:0] 덧셈(ADD)의 피연산자의 타입을 

선택한다. 

0: 상수 

1: 입력 

2: tmp 레지스터 0 

3: tmp 레지스터 1 

sa[4:0] 사용할 상수를 선택한다. 주소 

17-31은 조건 별 상수를 위해 

할당한다. 

0-31: 상수 색인 

sb[4:0] 0-31: 상수 색인 

st MUL 연산의 연산자가 tmp 

레지스터일 때, 사용할 

레지스터를 선택한다. 

0: tmp 레지스터 0 

1: tmp 레지스터 1 

tt 결과를 기록할 임시 레지스터를 

선택한다. 

0: tmp 레지스터 0 

1: tmp 레지스터 1 

t_wr 값이 설정되면, tt에 의해 선택된 

임시 레지스터에 값을 기록한다 

0: 미기록 

1: 기록 

la, lb 값이 설정되면, flag 신호가 sa와 

sb의 LSB를 대체한다. 

0: 일반 명령어 

1: 조건 명령어 

flag 현재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값은 

0이다. 

0: 조건 0 

1: 조건 1 

sv 막전위 값과 비교할 값을 

선택한다. 

0: 임계전위 

1-3: 상수 색인 

 

표 8과 표 9는 𝛼𝑛(𝑣𝑡−1)을 HH-Flexon에서 연산하는 예시이다. 

𝛼𝑛(𝑣𝑡−1)은 총 7개의 o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조건 

별 상수 또는 레지스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연산은 

동일하나 조건에 따라 다른 상수 또는 레지스터를 사용하며 연산의 

형태가 더 간단한 조건 2의 경우 𝑡𝑤𝑟을 0으로 설정하여 더미 연산을 

1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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𝛼𝑛(𝑣𝑡−1) = {
1 +

𝑥

2
+
𝑥2

12
−
𝑥4

720
+

𝑥6

30240
     (condition 1)

𝑥(1 + 𝑒−𝑥 + 𝑒−2𝑥 + 𝑒−3𝑥) (condition 2)

 

where 𝑥 = −
𝑣 + 50

10
    (19) 

 

표 8. HH 모델의 𝜶𝒏을 수행하기 위한 연산 수식 

 

 

표 9. HH 모델의 𝜶𝒏을 수행하기 위한 조절 신호 및 상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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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토론 및 고찰 

 

제 1 절 Integrating to SNN Front-Ends 
  

PyNN [40]과 같은 SNN 프론트 엔드는 API 함수를 제공하기 

떄문에 SNN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SNN을 기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선 SNN 시뮬레이션 가속기에서는 프론트엔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PI 함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사용할 뉴런 모델의 

타입과 뉴런의 개수만 입력하면 SNN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예, 

PyNN의 sim.Population()). 프론트엔드를 이용하여 SNN을 기술하게 

되면 백엔드 디바이스에 맞는 기계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뉴런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론트 엔드 통합이 요구된다. 

Flexon은 프론트 엔드의 수정 없이 기존 프론트 엔드에 통합이 

가능하다. 기존의 하드웨어를 위한 백 엔드와 마찬가지로 Flexon과 

공간 집약적 Flexon, HH-Flexon을 위한 백 엔드만 추가로 작성하면 

프론트 엔드를 활용할 수 있다. 예로, 뉴런 모델(예, LIF 모델)의 번역을 

위한 코드 생성기에서 공간 집약적 Flexon 또는 HH-Flexon을 위한 

조절 신호(예, CUB+EXD를 위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면 프론트 

엔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하게 Flexon은 조절 신호 대신 

MUX 신호를 추가하면 실행할 수 있다. 

 

제 2 절 추가적인 뉴런 모델 
 

다양한 뉴런 모델을 지원하여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 SNN을 만들기 

위하여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이용한 Flexon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LIF 모델에서 유도된 모델만을 지원할 수 있다. 몇몇 

신경과학 논문에서는 SNN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제작한 뉴런 모델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기존의 Flexon에서는 

동작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공간 집약적 Flexon 또는 HH-Flexon의 

경우 적절한 조절 신호의 조합으로 독자적인 뉴런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예로, 입력이 없을 때 항상 흐르는 배경 전류와 같은 특징은 

𝑣′ = 𝑣 + 𝐼𝑏𝑔와 같은 식을 가지는데 이는 추가적인 연산으로 구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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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본 연산단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뉴런 모델의 경우는 다목적 

프로세서에 일을 위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Flexon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러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Flexon에 일을 오프로딩 시켜 SNN 시뮬레이션 전체를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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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관련 연구 

 

SNN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다양한 뉴런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CPU, 

GPU와 같은 다목적 프로세서가 널리 이용된다. 예로 NEURON [8], 

NEST [9], Brian [10], [49], Auryn [12]과 같은 CPU 기반 

프레임워크들이 사용된다. SNN 시뮬레이션을 위해 맞춤 설계한 보드를 

이용하는 SpiNNaker [11], [50], [51], [52], [53] 또한 CPU 기반 

프레임워크로, 저전력 ARM CPU를 이용한다. CARLsim [14], [54], [55], 

[56], [57], NeMo [13], GeNN [15] 등이 포함되는 GPU 기반 

프레임워크는 높은 처리량을 가지는 GPU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들은 어떤 뉴런 모델이라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런 연산에 높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다. (제3장 제1절) 

뉴런 모델. 현재까지도 신경과학자는 추상화된 생물학적 뉴런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다. Hodgkin-Huxley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뉴런의 막전위를 정교한 RC 회로로 모델링한다. 정교한 모델링으로 

인해 연산 오버헤드가 높게 나타나 기존의 다목적 프로세서에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24]. Izhikevic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33]. Izhikevich의 모델은 IF 

모델이 하지 못하는 20가지 뉴런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모델-중심 SNN 시뮬레이션 가속기. 앞선 연구에서는 FPGA 또는 ASIC 

기반 가속기를 이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SNN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IBM TrueNorth [5], [42], [43], [44]는 LLIF 모델을 1백만 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INXS [58]는 시냅스 연산에 memristor를 

이용하여 TrueNorth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Neurogrid [19]와 

Cruz-Albrecht et al. [59]에서는 각 QIF 모델과 DLIF 모델을 지원한다. 

최근의 Smith [29]의 연구에서는 DLIF, DSRM0, SLIF와 LLIF 모델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PSRM0 디지털 뉴런을 제안하여 2-스테이지 

뉴런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Du et al. [60]은 다층 퍼셉트론과 LIF 

모델이 포함된 SNN 가속기를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앞선 연구는 모두 

모델-중심의 설계로 다양한 뉴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Flexon은 특징-중심 설계로 높은 유연성을 얻어 다양한 뉴런 모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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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스파이킹 기반 신경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회로 구조를 제안하였다. Flexon은 다양한 뉴런 모델을 

실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높은 효율성으로 SNN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Flexon은 뉴런 모델마다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공통 특징을 

활용하였고, 이를 데이터패스로 구현함으로써 높은 효율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 집약적 Flexon은 중복된 유닛을 

제거함으로써 칩 크기를 크게 줄였다. 이에 집적도가 높아져 동시에 더 

많은 뉴런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Flexon은 IF-기반 

모델에 맞추어 설계되어 높은 유연성을 가졌지만, 한계점 역시 

존재하였다. HH-Flexon은 하드웨어 개선을 통하여 이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복잡한 뉴런 모델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다. Flexon과 공간 

집약적 Flexon, HH-Flexon 모두 다목적 프로세서의 SNN 특화 

데이터패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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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gital Neuron Architecture for 

Flexible Spiking Neural Network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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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ing Neural Networks (SNNs) are widely used in neuroscience 

research as models for understanding how the nervous system works. 

SNN mimics the nervous system of organisms,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time into neurons and inter-neuron interactions called 

spikes. The internal state of a neuron changes with respect to time 

and input spikes. When the internal state satisfies a certain condition, 

the neuron generates a spike. As the neurons that make up the nervous 

system exhibit different behaviors depending on the type, the SNN 

simulation framework should support these various neuron behaviors. 

Some frameworks rely on a general-purpose processor to support any 

neuron models, but they are inefficient in terms of execution time and 

energy consumption. To overcome this inefficiency, some frameworks 

propose a specialized accelerator. However, existing simulation 

accelerators can only support a limited number of neuron models due 

to the limitations of a model-driven design, which limits the simulation 

of target SN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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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on proposed in this paper enables efficient SNN simulations, 

utilizing biologically common features in various neuron models. We 

analyzed the SNNs used in existing neuroscience research and 

identified a set of biologically common features. Flexon is able to 

support a greater number of neuron behaviors compared to existing 

model-driven designs. In addition, computational primitives can be 

exploited to further reduce the chip area and the complexity of the 

hardware can be enhanced to further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hardware. Flexon, spatially-folded Flexon and HH-Flexon are flexible, 

efficient and can easily be integrated into existing hardware. The 

result of prototyping of Flexon and spatially-folded Flexon using 

TSMC 45 nm shows that the energy efficiency of 12-neuron Flexon is 

improved for 6,186x and 422x compared to CPU and GPU, 

respectively, in a small footprint 9.26 mm2.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72-neuron spatially-folded Flexon is 122.45x, 

9.832x the CPU and GPU repectively, in a smaller footprint 7.62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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