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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심층 신경망은 오늘날 이미지 분류나 음성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더 높은 인식률을 얻기 

위하여 보다 깊고 보다 넓은 네트워크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더 높은 연산 능력과 메모리 저장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IoT 디바이스나 임베디드 시스템에 큰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크기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인식률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고, 이에 네트워크 압축 방법 중 하나인 지식 증류법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낮은 층의 압축률을 높이고 높은 층의 압축률을 낮추는 

tapered-ratio compression을 제안하였다. 수직선이나 수평선과 같은 

단순한 특징들은 낮은 층에서 그 특징들이 추출되고 단순한 특징들은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층의 압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는 레지듀얼 경로 (residual path)를 가지는 레지듀얼 

네트워크 (residual network; ResNet)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보였다.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대하여 tapered-ratio compression을 적용하여, 

모든 층에 대하여 일정하게 압축률을 적용하는 uniform-ratio 

compression에 비해 더 적은 곱셈 연산 수와 더 작은 양의 메모리 

접근만을 가지고도 높은 인식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학습 될 student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teacher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식 증류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이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Student 네트워크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인식률을 가지는 teacher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지식 증류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전 연구 born again neural network에서 

보여준 같은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식 

증류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고, 이에 더 나아가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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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보다 작은 teacher 네트워크를 적용하였을 때도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보여주었다. 이 때, 로스 (loss) 분석을 통하여 지식 증류법이 

regularizer로 동작함을 보였고, 이에 더하여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간의 

지식 증류법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간의 지식 증류법 또한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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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오늘날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s; DNNs)은 이미지 

분류와 음성 인식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1, 2]. 더 높은 인식률을 얻기 위하여 보다 넓고 

보다 깊은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더 높은 연산 능력과 더 

큰 메모리 대역폭과 저장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보다 깊은 

네트워크는 더 높은 레벨의 특징들을 입력 데이터들로부터 추출할 수 

있고, 이는 이미지 분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 그리고 더 넓은 

네트워크는 더 많은 수의 필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최적의 지점 

(optimal point)을 찾아가기 위한 더 나은 기회를 가진다 [2]. 그러나 

IoT (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나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작은 메모리 저장소와 낮은 연산 능력으로 인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런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크기는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은 인식률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이러한 제약이 있는 시스템에 심층 

신경망을 이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은 학습 된 네트워크들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필터들을 

가지고 있고 [3], 그러한 불필요한 필터를 제거하여 네트워크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 5].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압축 방법 중, 지식 증류법 (knowledge distillation; KD) [6]을 이용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tapered-ratio compression과 지식 

증류법의 다양한 적용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끝으로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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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제 1 절 네트워크 아키텍처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지듀얼 네트워크 (residual 

network), VGG 네트워크 (VGG network)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mobile network)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1. 레지듀얼 네트워크 (residual network; ResNet) [1] – 2015년에 

발표된 네트워크로, 레지듀얼 경로 (residual path)를 이용하여 

gradient vanishing 문제를 해결하여, 네트워크를 매우 깊게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은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블록을 보여준다. 이전에 있던 네트워크들과 다르게 

비선형성 (non-linearties)의 ‘F(x)’만이 아니라 추가로 

identity mapping으로 이전 층에서 전파된 ‘x’를 합하여 

‘F(x)+x’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블록을 

구현하였다. 이 네트워크로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ompetition (ILSVRC) 2015에서 우승하였다. 

 

그림 1. 레지듀얼 네트워크 빌딩 블록. 

 

Weight layer

Weight layer

x

x identity
F(x) ReLu

ReLu
F(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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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GG 네트워크 (VGG network) [7]- 2014년에 발표된 

네트워크로 AlexNet [8]이 사용하던 필터들보다 작은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고, 층을 깊게 쌓아 효과를 얻은 네트워크이다. 

여러 개의 작은 필터들을 사용하면 큰 필터와 동일한 수용 영역 

(receptive field)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더 적은 수의 

가중치 파라미터 (weight parameter)로 표현 가능하고, 더 깊은 

층들을 통해서 더 많은 비선형성을 얻고자 하였다. 그림 2는 

VGG-16의 구조를 보여준다. 콘볼루션 (convolution) 층과 

풀링 (pooling) 층을 쌓았고, classifier로 fully-connected (FC) 

층을 사용하였다. 콘볼루션 층과 FC 층 수를 합쳐 뒤에 숫자로 

표기한다. 

 

그림 2. VGG-16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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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네트워크 (mobile network; MobileNet) [9] - 2017년에 

발표된 네트워크로, 모바일이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네트워크이다. 일반적인 콘볼루션  

연산을 depthwise separable 콘볼루션으로 바꾸어 연산량을 줄 

일 수 있도록 제안된 네트워크이다. 일반적인 콘볼루션은 

depthwise 콘볼루션과 pointwise (1×1) 콘볼루션으로 나누어 

치환할 수 있다. 이 후 2018년에 MobileNet에 레지듀얼 경로를 

추가하고 inverted 콘볼루션을 적용한 MobileNet-V2 [10]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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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네트워크 압축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식 증류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네트워크 압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1. 프루닝 (pruning) – 필터 (filter)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학습된 

네트워크는 압축될 수 있다 [3, 11]. 프루닝을 통해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해내지 못하는 필터와 다른 필터와 중복되는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들이 제거되거나 합쳐질 수 있다. 대부분의 프루닝 

방법들은 중요하지 않은 필터들을 반복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다. 

이러한 필터 프루닝 방법은 쉽게 네트워크 사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필터의 중요도를 

체크하거나 필터를 삭제하는 기준 (criteria)들을 정해야 하고, 

실제로 어떤 필터가 중요한 것인지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전 연구로는 weight pruning [5], ThiNet [12] 등이 있고, 

최근 논문에서는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RL)을 

사용하여 필터를 줄이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13]. 

2. 퀀타이제이션 (quantization) - 다른 한 편으로는 가중치 

파라미터와 액티베이션 (activation)의 표현법을 32-비트 

부동소수점보다 낮은 비트 수를 사용하는 표현법으로 줄이는 

퀀타이제이션이 있다.  낮은 비트 수만으로도 기존 인식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전 연구로는 

ternary weight networks (TWN) [14], binary neural networks 

(BNN) [15], XNOR-Net [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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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 증류법 (knowledge distillation; KD) – 또 다른 네트워크 

압축  방법으로 지식 증류법이 있다 [6]. 지식 증류법은 teacher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미리 학습된 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student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작은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학습 

(training) 과정 동안, student 네트워크는 큰 teacher 

네트워크의 행동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 이 지식 

증류법을 통하여, teacher 네트워크는 student 네트워크에 

지식을 전달하고, student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역전파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만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학습한 경우보다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logit (pre-

activation of softmax value)을 이용하여 teacher 네트워크의 

정보를 student 네트워크에 전달하게 되며, 사람이 필터의 

중요도를 따질 필요없이 압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3은 지식 

증류법을 간단히 도식화 하여 보여준다. 입력되는 이미지에 

대하여 이미 학습되어 있는 teacher 네트워크의 logit을 student 

네트워크의 학습에 이용한다. 이전 연구로는 지식 증류법을 

이용한 네트워크 압축 방법을 개선하거나 [17], 지식 증류법을 

이용하여 low-precision 네트워크의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연구 

등이 있다 [18]. 

 

그림 3. 지식 증류법의 간단한 도식화.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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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IFAR 데이터세트 
 

 

    본 논문에서는 CIFAR-10 / CIFAR-100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다. 

CIFAR는 80,000,000개의 작은 이미지 중에 일부를 Alex Krizhevsky, 

Vinod Nair, 그리고 Geoffrey Hinton이 수집하여 공개한 이미지 

데이터세트이다. CIFAR-10은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 

개구리, 말, 배, 트럭 (airplane, automobile, bird, cat, deer, dog, frog, 

horse, ship, truck)의 10개의 라벨을 가지는 이미지 세트로 32×32의 

50,000개의 학습용 데이터세트와 10,000개의 테스트용 데이터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CIFAR-100은 10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클래스 당 6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CIFAR-100도 50,000개의 

학습 데이터세트 (training dataset)와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세트 

(test dataset)로 구성되어 있다. https://www.cs.toronto.edu/~kriz/ 

cifar.html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19]. 

  

 

그림 4. CIFAR-10 이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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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본    론 
 

 

제 1 절 Tapered-ratio compression 
 

 

    지식 증류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압축할 때는 student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student 네트워크 목표 크기를 정하고 나면, 그 정해진 하나의 압축률이 

모든 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이를 uniform-ratio 

compression이라 불렀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teacher 네트워크의 

절반 크기의 네트워크를 얻고 싶다면, 압축률을 2.00으로 세팅하고, 이 

2.00의 압축률은 모든 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압축률 2.00은 2배 압축 (2× compression)을 의미하며, student 

네트워크의 채널 수가 teacher 네트워크의 채널의 수의 50%가 됨을 

의미한다. 압축률이 4.00이라면, student 네트워크의 채널 수가 teacher 

네트워크의 25%가 된다. 

    그림 5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네트워크에 대한 uniform -

ratio compression 간단한 예제이다. Student 네트워크의 압축률은 바닥 

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모두 동일하게 2.00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그림 5. Uniform-ratio compression 예제. 

channel 100%

Layer1

(bottom)

Layer2

Layer3

(top)

channel 100%

channel 100%

Teacher

Logits

50%

Student

50%

50%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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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네트워크의 채널 수는 teacher 네트워크의 50%가 되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바닥 층 (bottom layer)은 입력 층 그리고 꼭대기 

층 (top layer)은 출력 층을 의미한다. 

    그림 6 (image source: [20])은 추출되는 특징들의 모습의 예시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수평선이나 수직선 같은 단순한 특징들은 보다 

낮은 층 (lower layer - 바닥 층과 가까운 층)에서 그 특징이 추출되고, 

보다 복잡한 특징들은 높은 층 (upper layer - 꼭대기 층과 가까운 

층)에서 그 특징이 추출된다. 이를 기반으로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대하여 꼭대기 층 (출력에 가까운)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덜 압축하는 

방식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압축률의 

모양을 본 따, tapered-ratio compression이라 불렀다. 그림 7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네트워크에 대한 tapered-ratio compression 

간단한 예제이다. 그림 5와는 다르게 student 네트워크의 압축률이 

바닥 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각각 [3.33 / 2.00 / 1.43]가 적용되었다. 

 

그림 6. 추출되는 특징들의 모습 예시. 

 

그림 7. Tapered-compression ratio 예제. 

channel 100%

Layer1

(bottom)

Layer2

Layer3

(top)

channel 100%

channel 100%

Teacher

Logits

70%

50%

30%

Student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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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student 네트워크의 채널 수는 바닥 층부터 teacher 

네트워크의 30%, 50% 그리고 70%가 된다. 참고로 원래 teacher 

네트워크도 필터 수 측면에서 보면 tapered 형태를 띄지만, 압축률 

측면에서 보면 모든 층이 100%로 동일하다. 

    거기에 더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낮은 층에는 더 

많은 액티베이션들이 존재하고, 만약 tapered-ratio compression을 

적용하여 액티베이션들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메모리 접근 

측면에서 보다 많은 감소 (reduction)를 이룰 수 있다. 

    추가로, 보다 높은 인식률을 얻기 위하여 hint-training [17]과 

비슷하게, teacher 네트워크의 logit 값과 주어진 입력 이미지에 따른 

라벨 정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지식 증류법을 적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student 네트워크는 주어진 두 개의 로스 (loss)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된다. 

 

𝐿𝐾𝐷 = 𝐿𝑀𝑆𝐸(𝑙𝑜𝑔𝑖𝑡𝑇 , 𝑙𝑜𝑔𝑖𝑡𝑆) +  𝐿𝐶𝐸(𝑦𝑡𝑟𝑢𝑒 , 𝑙𝑜𝑔𝑖𝑡𝑆)   ⸱⸱⸱⸱⸱⸱ (1) 

 

    수식 (1)의 LKD는 학습에 사용한 손실 함수 (loss function)를 

보여준다. 여기서 LMSE는 logits에 대한 mean square error (MSE)를, 

LCE는 입력 이미지에 대한 정답 라벨을 이용한 cross-entropy (CE) 

로스를 나타낸다.  

표 1. ResNet-32와 ResNet-56의 블록 별 액티베이션 수 

ResNet-32 on CIFAR-100 

 # of Activations 

Basic Block 1 ~ 6 32,768 

Basic Block 7 ~ 11 16,384 

Basic Block 12 ~ 15 8,192 

ResNet-56 on CIFAR-100 

 # of Activations 

Basic Block 1 ~ 6 32,768 

Basic Block 7 ~ 11 16,384 

Basic Block 12 ~ 15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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𝐿𝑀𝑆𝐸 =
1

𝑁
||𝑙𝑜𝑔𝑖𝑡𝑇 − 𝑙𝑜𝑔𝑖𝑡𝑆||2

2    ⸱⸱⸱⸱⸱⸱ (2) 

 

    LMSE를 자세히 나타내면 수식 (2)과 같이 되고, 여기에서 N은 출력 

뉴런의 개수, logitT와 logitS는 각각 teacher 네트워크와 student 

네트워크의 logit 값을 나타낸다.  

 

𝐿𝐶𝐸 = − ∑ 𝑦𝑖⦁𝐶
𝑖=1 log (

𝑒𝑙𝑜𝑔𝑖𝑡𝑖

∑ 𝑒𝑙𝑜𝑔𝑖𝑡𝑖
)     ⸱⸱⸱⸱⸱⸱ (3) 

 

    LCE를 자세히 나타내면 수식 (3)과 같이 되고, 여기서 C는 클래스 

수, yi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정답 라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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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 Tapered-ratio compression 
 

 

    ResNet-32, ResNet-56 [1]과 WideResNet-28-10 [2]을 이용

하여 하여 CIFAR-10과 CIFAR-100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은 PyTorch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xavier initializer

와 nesterov momentum을 이용한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optimizer를 이용하여 teacher 네트워크와 student 네트워크를 학습시

켰다. 

    그림 8은 곱셈 연산 수의 관점에서 tapered-ratio compression과 

uniform-ratio compression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x축은 

곱셈 연산수를 나타내고, y축은 테스트 인식률을 나타낸다. 적색 선 (범

례 상의 Tapered)은 tapered-ratio compression 결과를 나타내고, 청

색 선 (범례 상의 Uniform)은 uniform-ratio compression 결과를 나

타내고, 그리고 흑색 선 (범례 상의 Backprop)은 지식 증류법을 사용하

지 않고 일반적인 역전파 알고리즘만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슷한 수의 곱셈 연산을 가지는 지

점에서 Tapered의 경우가, 다른 두 경우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가진다. 

그래프 상의 지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숫자를 살펴보면 teacher 네

트워크로 사용 된 네트워크의 인식률은 69.18%이고, 1.25로 uniform-

ratio compression을 적용하였을 때, 68.97%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

 

그림 8. Tapered와 Uniform의 곱셈 연산 수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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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때의 곱셈 연산 수는 45,155,904를 가진다. 반면에 압축률을 

[4.00 / 2.00 × 5 / 1.33 × 5 / 1.00 × 5]와 같이 tapered-ratio 

compression을 적용하였을 때 (참고로, ResNet-32는 첫 번째 콘볼루

션 층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층을 가지고 있으므로 16개의 압축률 세

팅을 하였다.) 69.96%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때의 곱셈 연산 

수는 40,405,248이다. 이 둘을 비교하여 보면, 인식률 측면에서는 

Tapered의 경우가 Uniform의 경우보다 0.99%p 높고, 심지어 곱셈 연

산 수는 Tapered는 Uniform의 89.47% 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tapered-ratio compression의 경우가 uniform-ratio compression에 

비해 더 적은 곱셈 연산 수를 가지고도 더 높은 인식률을 달성할 수 있

다. 게다가 이 Tapered의 경우, 크기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teacher 네트워크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달성하였다. 

    그림 9는 추론 (inference) 과정 동안 메모리 접근 양의 관점에서 

tapered-ratio compression과 uniform-ratio compression의 비교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 8와 마찬가지로 적색 선 (범례 상의 Tapered)은 

tapered-ratio compression 결과를 나타내고, 청색 선 (범례 상의 

Uniform)은 uniform-ratio compression 결과를 나타낸다. x축은 메모

리 접근 양을 나타내고, y축은 테스트 인식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메모리 

접근 양은 “배치의 크기 x 액티베이션 + 가중치 파라미터”로 계산하였

고, 본 실험에서는 한 배치의 크기는 64로 설정되었다. 그래프에서 볼 

 

그림 9. Tapered와 Uniform의 메모리 접근 양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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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바와 같이 비슷한 인식률을 가지는 지점에서 Tapered의 경우

가 Uniform의 경우보다 더 작은 메모리 접근 양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 상의 포인트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숫자를 살펴보면 1.25

로 uniform-ratio compression을 적용하였을 때, 68.97%의 인식률을 

66.0MB 메모리 접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반면에 압축률을 [4.00 

/ 2.00 × 5 / 1.33 × 5 / 1.00 × 5]로 tapered-compression ratio로 설정

하였을 때는 69.96%의 인식률을 오직 52.1MB 메모리 접근을 통해 얻

을 수 있었다. 이 둘을 비교하면 Tapered의 경우, Uniform의 경우의 약 

78.93%의 메모리 접근 양만으로 더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Tapered-ratio compression을 적용하는 데는 조합에 따라 여러 

개의 후보 (candidate)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을 바꿔가

면서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압축률의 변화가 적고, 높은 층의 남아 있는 채널 수가 많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에서 [4.00 / 2.00 × 5 / 1.33 × 5 / 1.00 × 

5]의 경우가 인식률은 69.96%으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곱셈 연산 

수는 40,405,248로 5개 중 가장 많은 수는 아니다. 그리고 wide 

residual network (WRN)의 실험에서는 꼭대기 층의 압축률을 1.00까

표 2. ResNet-32에 대한 여러 가지 압축률에 대한 압축 결과 (CIFAR-100) 

Accuracy Compression Ratio Multiplcations 

68.73 [10.00 / 3.33 × 5 / 1.18 × 5 / 1.00 × 5] 40,039,424 

69.05 [10.00 / 2.22 × 5 / 1.25 × 5 / 1.00 × 5] 41,051,392 

69.96 [ 4.00 / 2.00 × 5 / 1.33 × 5 / 1.00 × 5] 40,405,248 

69.25 [ 2.22 / 1.67 × 5 / 1.33 × 5 / 1.11 × 5] 40,099,328 

68.75 [ 1.67 / 1.33 × 5 / 1.33 × 5 / 1.25 × 5] 40,40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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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낮추면 (즉, 압축을 하지 않으면) uniform-ratio compression과 비

슷한 곱셈 연산 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꼭대기 층을 1.00까지 압

축률을 낮출 수 없어서 [10.00 / 10.00 × 4 / 4.00 × 4 / 2.22 × 4]를 적

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한 tapered-ratio compression은 

uniform-ratio compression과 비슷하거나 적은 곱셈 연산 수를 가지도

록 적용하였다. 

    표 3은 CIAFR-10과 CIFAR-100 데이터세트에 대한 ResNet-

32, ResNet-56과 WRN-28-10에 대한 네트워크 압축 결과를 보여준

다. 첫 번째 열은 베이스라인 (teacher 네트워크)의 결과를 보여주고, 

두 번째 열은 지식 증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역전파 알고리즘만을 

표 3. 여러 네트워크에 대한 압축 결과 (CIFAR-10 / CIFAR-100) 

CIFAR-10 

 ResNet-32 ResNet-56 WRN-28-10 

Accuracy 

(Mult / Mem) 

Accuracy 

(Mult / Mem) 

Accuracy 

(Mult / Mem) 

BL 92.44  

(69.1M / 81.7MB) 

93.48  

(125.8M / 139.3MB) 

95.54  

(5243.3M / 757.8.MB) 

BP 91.71  

(45.2M / 66.0MB) 

92.67  

(82.1M / 112.4MB) 

94.40  

(477.8M / 204.3MB) 

UNI 92.04  

(45.2M / 66.0MB) 

93.04  

(82.1M / 112.4MB) 

94.84  

(477.8M / 204.3MB) 

TPRD 92.24  

(40.4M / 52.1MB) 

93.14  

(74.7M / 90.6MB) 

94.96  

(475.3M / 143.7MB) 

CIFAR-100 

 ResNet-32 ResNet-56 WRN-28-10 

Accuracy 

(Mult / Mem) 

Accuracy 

(Mult / Mem) 

Accuracy 

(Mult / Mem) 

BL 69.18 

(69.1M / 81.7MB) 

70.32 

(125.8M / 139.3MB) 

81.11 

(5243.3M / 757.8MB) 

BP 67.10 

(45.2M / 66.0MB) 

67.71 

(82.1M / 112.4MB) 

75.81 

(477.8M / 204.3MB) 

UNI 68.97 

(45.2M / 66.0MB) 

71.05 

(82.1M / 112.4MB) 

78.79 

(477.8M / 204.3MB) 

TPRD 69.96 

(40.3M / 52.1MB) 

71.91 

(74.7M / 90.6MB) 

78.87 

(475.3M / 143.7MB) 
* M: MILLION / MB: MEGA BYTE 

* BL, BP, UNI와 TPRD는 baseline, back-propagation, uniform, 그리고 tapered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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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세 번째 열은 uniform-ratio compression의 

결과를, 그리고 마지막 열은 tapered-ratio compression의 결과를 보여

준다. CIFAR-10에 대한 ResNet-32 결과를 보면, 인식률 관점에서는 

uniform-ratio compression 보다 0.2p% 높지만, 곱셈 연산 수 관점에

서는 uniform-ratio compression의 약 89.4% 수준, 그리고 메모리 접

근 양 관점에서는 uniform-ratio compression의 약 78.9% 수준을 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CIFAR-100에 대한 ResNet-32의 결과

를 보면, tapered-ratio compression이 인식률 관점에서는 uniform-

ratio compression 보다 0.99p% 높지만, 곱셈 연수 관점에서는 

uniform-ratio compression의 약 89.2% 수준, 그리고 메모리 접근 양 

관점에서는 uniform-ratio compression의 약 78.9% 수준을 가진다. 

ResNet-32뿐만 아니라 ResNet-56, 그리고 WideResNet-28-10 모

두 tapered-ratio compression이 uniform-ratio compression 보다 더 

적은 수의 곱셈 연산 수와 더 작은 양의 메모리 접근을 가지고도 보다 

높은 인식률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 VGG-16에 대한 압축 결과 (CIFAR-10 / CIFAR-100) 

CIFAR-10 

Case Compression ratio Mult Acc 

Baseline - 313.5M 93.04 

Uniform 2.0 78.9M 91.85 

Tapered-cand1 [3.33 × 4 / 2.00 × 6 / 1.00 × 3] 78.0M 90.04 

Tapered-cand2 [2.50 × 4 / 2.00 × 6 / 1.67 × 3] 72.0M 90.55 

Tapered-cand3 [2.50 × 2 / 2.00 × 8 / 1.67 × 3] 77.2M 90.80 

Tapered-cand4 [2.22 × 2 / 2.00 × 8 / 1.82 × 3] 78.0M 91.57 

CIFAR-100 

Case Compression ratio Mult Acc 

Baseline - 313.5M 71.90 

Uniform 2.0 78.9M 69.43 

Tapered-cand1 [3.33 × 4 / 2.00 × 6 / 1.00 × 3] 78.0M 68.00 

Tapered-cand2 [2.50 × 4 / 2.00 × 6 / 1.67 × 3] 72.0M 68.69 

Tapered-cand3 [2.50 × 2 / 2.00 × 8 / 1.67 × 3] 77.2M 69.29 

Tapered-cand4 [2.22 × 2 / 2.00 × 8 / 1.82 × 3] 78.0M 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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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ered-ratio compression를 레지듀얼 경로가 없는 네트워크에

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하여 VGG-16에 적용을 해 보았다. 표 4

는 CIFAR-10와 CIFAR-100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

를 보면 물론 uniform-ratio compression이 가장 많은 곱셈 연산 수를 

가지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ResNet 결과들에서 보이는 양상과 같

은 tapered-ratio compression으로 인식률이 향상 되는 것은 관찰할 

수 없었다. 특히, Tapered-cand1는 곱셈 연산 수가 다른 tapered-

ratio compression 경우들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식률

을 보인다. 이는 VGG-16 네트워크는 낮은 층의 압축률을 높였을 경우

에 레지듀얼 네트워크처럼 손실된 정보를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

률 저하가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ILSVRC 데이터세트를 

위한 VGG-16과 다르게 CIFAR-100 데이터세트를 위한 VGG-16 네

 
 

그림 10. CIFAR-100을 위한 VGG-16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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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구조는 그림 1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feature extractor 부분

은 동일하지만, classifier 부분은 CIFAR-100에 적합하도록 FC 층의 

가중치 파라미터 수를 4096개에서 512개로 줄이고, FC 층 하나를 제외

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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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식 증류법의 다양한 적용 방법 
 

 

    지식 증류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압축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

로 큰 teacher 네트워크을 이용하여 작은 student 네트워크를 학습시키

는데, 이뿐만 아니라 같은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와 student 네트워

크 간의 지식 증류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압축 방법 [21], 심지어 작은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에서 teacher 보다 큰 student 네트워크로 학

습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실험하고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지식 증류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습시키는 

student 네트워크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student 네트워크보다 큰 

teacher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식 증류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student 네트워크의 크기가 teacher 네트워크와 동일하더라도 

지식 증류법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1]. 이에 더하여 student 네트워크 보다 작은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를 사용한 지식 증류법 방식을 제안하고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11은 그 3가지 경우를 간략

히 보여준다. (가)는 일반적인 student 네트워크의 크기가 teacher 네트

워크보다 작은 경우, (나)는 student 네트워크의 크기가 동일 한 경우, 

그리고 (다)는 student 네트워크의 크기가 큰 경우를 보여준다. 

    그리고 student 네트워크를 더 잘 학습시키기 위하여 그림 12에서 

 

 
 

        (가) T > S     (나) T = S     (다) T < S 

 

그림 11. Student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3가지 지식 증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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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는 바와 같이 두 단계의 학습 과정을 사용하였다. 먼저 teacher 

네트워크의 정보를 이용하여 student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MSE 로스와 CE 로스를 합한 손실 함수 (수식 (1)) 사용하여 student 

네트워크의 가중치 파라미터들을 학습시켰다 (step 1; KD). 그 후 

student 네트워크를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CE 로스만을 이용하여 미

세 조정 (fine-tuning; FT)한다 (step 2; FT). Step 1에서 teacher 네

트워크가 전달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student 네트워크는 좋은 local 

minimum을 찾게 되고, step 2는 local minimum에서 시작하여 미세조정

을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한다.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을 통하

여 step 1만 진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갖도록 학습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타입의 네트워크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종 간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ResNet과 MobileNet-V2)의 지식 증류법을 적

용하고 그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12. 두 단계로 구성된 지식 증류법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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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결과 - 지식 증류법의 다양한 적용 방법 
 

 

    본 실험에서는 CIFAR-100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고, ResNet과 

MobileNet-V2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를 학습하였다. 앞서 언급한 크

기가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3가지 경우를 모두 보여주기 위하여, 

ResNet은 20, 32, 그리고 56 층 총 세 가지를 사용하였고, 

MobileNet-V2는 20, 29, 그리고 56 층을 사용하였다. Pytorch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였으며, 각 네트워크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xavier 

initializer와 nesterov SGD optimizer를 사용하였고, 학습률 (learning 

rate)은 0.1에 weight decay는 0.0001로 설정하였다. 매 60 에폭 

(epoch)마다 학습률을 절반으로 줄였고, 총 200 에폭 동안 학습을 진

행하였다. 미세조정 단계에서는 학습률을 0.0008, weight decay를 

0.0002로 설정하였고, 30 에폭에서 학습률을 절반으로 줄였고, 총 60 

에폭 동안 학습 하였다. CIFAR-100 데이터세트는 4-pixcel zero-

padding, random cropping, 그리고 horizontal flipping을 사용하는 

standard data augmentation을 사용하여 로드하였다. 

    표 5는 큰 teacher 네트워크에서 작은 student 네트워크로의 지식 

증류법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sNet과 

MobileNet-V2 뒤에 붙는 숫자는 층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MobileNet-20은 20 층을 가지는 MobileNet-V2를 의미한다. 이 절에

서의 베이스라인은 역전파 알고리즘만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를 의미하

며, KD+FT는 앞서 제시한 step 1와 step 2 두 단계 학습 과정을 적용

한 결과이다. ResNet-32로 ResNet-20을 학습 시킨 결과를 보면 

student 네트워크를 역전파 알고리즘만으로 학습 시킨 인식률은 66.48% 

이지만, KD+FT는 이보다 1.58%p 높은 68.06%을 나타내었고, 이는 

teacher 네트워크의 67.74% 인식률보다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그

리고 MobileNet-29로 MobileNet-20을 학습 시킨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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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네트워크의 베이스라인 결과는 63.65%이지만, KD+FT는 이보

다 높은 2.35%p 높은 66.00%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teacher 네트워

크의 65.02% 인식률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ResNet과 MobileNet 

모두 KD+FT가 student 네트워크의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인식률을 보

여준다. 

    표 6은 student 네트워크와 동일한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를 사

용하여 지식 증류법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전 연구 born 

again neural networks [21]에서 보여준 결과처럼 student 네트워크를 

역전파 알고리즘만으로 학습시킨 결과보다 같은 크기의 네트워크일지라

도 teacher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증류법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더 높은 

인식률을 보여준다. ResNet-20을 지식 증류법 없이 역전파 알고리즘만

을 가지고 학습시켰을 때는 66.48%의 인식률을 가지지만, 같은 크기의 

학습 된 ResNet-20을 teacher 네트워크로두고 KD+FT로 학습시키면 

표 6. 동일한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에서 student 네트워크로의  

지식 증류법 적용 결과 

Teacher Baseline KD+FT 

ResNet-20 66.48 68.68 

ResNet-32 67.74 69.52 

ResNet-56 70.32 71.96 

MobileNet-20 63.65 64.52 

MobileNet-29 65.02 66.83 

MobileNet-56 66.98 68.93 

 

표 5. 큰 teacher 네트워크에서 작은 student 네트워크로의  

지식 증류법 적용 결과 

Teacher Student Base(T) Base(S) KD+FT 

ResNet-32 ResNet-20 67.74 66.48 68.06 

ResNet-56 ResNet-20 70.32 66.48 68.87 

ResNet-56 ResNet-32 70.32 67.74 70.65 

MobileNet-29 MobileNet-20 65.02 63.65 66.00 

MobileNet-56 MobileNet-20 66.98 63.65 65.50 

MobileNet-56 MobileNet-29 66.98 65.02 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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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2.2%p 높은 68.68%의 인식률을 보여준다. 그리고 MobileNet-

20을 지식 증류법 없이 역전파 알고리즘만을 가지고 학습시켰을 때는 

63.65%의 인식률을 가지지만, 학습 된 MobileNet-20을 teacher 네트

워크로 두고, KD+FT로 학습시키면 이보다 0.87%p 높은 64.52%의 인

식률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표 7은 student 네트워크보다 작은 크기의 teacher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식 증류법으로 학습시킨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student 네트워크보다 크고 

더 높은 인식률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teacher 네트워크로 써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student 네트워크보다 작은 크기의 네트워크를 

teacher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베이스라인보다 더 나은 인식률

을 나타내었다. ResNet-32의 경우, 베이스라인은 67.74%의 인식률을 

보였지만, 66.48%의 더 낮은 인식률을 가지는 ResNet-20을 teacher 

네트워크로 두고 KD+FT를 진행한 경우에도 1.66%p 높은 69.40%의 

인식률을 보여준다. 그리고 MobileNet-29의 경우에도 베이스라인 인식

률은 65.02%이지만, 이보다 작은 MobileNet-20을 teacher 네트워크

로 두고 KD+FT를 진행한 경우에도 0.29%p 높은 65.31% 인식률을 

보여주었다. 실험적으로 student 네트워크보다 작은 크기의 teacher 네

트워크를 사용하여 지식 증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student 네트워크

의 인식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작은 teacher 네트워크에서 큰 student 네트워크로의  

지식 증류법 적용 결과 

Teacher Student Base(T) Base(S) KD+FT 

ResNet-20 ResNet-32 66.48 67.74 69.40 

ResNet-20 ResNet-56 66.48 70.32 70.60 

ResNet-32 ResNet-56 67.74 70.32 70.19 

MobileNet-20 MobileNet-29 63.65 65.02 65.31 

MobileNet-20 MobileNet-56 63.65 66.98 67.52 

MobileNet-29 MobileNet-56 65.02 66.98 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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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학습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식 증류법과 베이스라인의  

cross-entropy 로스 비교 (ResNet-32). 

 

 

 

 

 

 
그림 4. 학습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식증류법과 베이스라인의  

cross-entropy 로스 비교 (ResNet) 

 

 

 
 

그림 14. 학습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식 증류법과 베이스라인의  

cross-entropy 로스 비교 (MobileNe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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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과 그림 14는 ResNet과 MobileNet의 학습 과정에서 에폭

에 따른 cross-entropy 로스 변화를 나타내었다. 베이스라인의 경우, 

최종 에폭의 로스를 표기하여 기준점으로 두었고, KD+FT의 경우는 미

세 조정 (FT) 스텝의 에폭 기준으로 로스를 표기하였다. 그림 13과 그

림 14를 보면, 모두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로스를 가진 상태에서 학습된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cross-entropy 로스는 주어진 정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증류법을 적용한 경우에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세트에 대

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IFAR-10 데이

터세트를 사용했다고 하면 학습용 데이트 세트에서 한 이미지에 대하여 

[1, 0, 0, 0, 0, 0, 0, 0, 0, 0, 0]의 정답을 주었다고 하였을 때, 베이스라

인의 소프트맥스 (softmax) 결과 값이 [0.9, 0.1, 0, 0, 0, 0, 0, 0, 0, 0]

의 결과를 보인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지식 증류법을 사용하면 학습

용 데이터세트에 [0.7, 0.2, 0.1, 0, 0, 0, 0, 0, 0, 0]과 같이 완화된 결과

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식 증류법의 학습용 데이터세트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만,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한 인식률은 더 높다는 것은, 주어진 학

습 데이터세트에 과도하게 학습되는 것 (over-fitting)을 막아주어, 베

이스라인보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을 높여주는 regularization 

효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 증류법은 teacher 네

트워크의 그 상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regularizer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작은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를 사용할수록 더 강한 regularizer로 동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

를 보여준다. 지식 증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학습 데이터마다 

그 logit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adaptive regularizer로 동작하게 되

고, 이는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더 높은 인식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regularization의 효과를 보기 위

하여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한 베이스라인과 지식 증류법의 cross-

entropy 로스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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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식 증류법과 베이스라인의  

cross-entropy 로스 비교 (ResNet-32). 

 

 

 

표 1.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간의 지식증류법 결과 (ResNet / MobileNet)

 
그림 10.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식증류법과 베이스라인의  

cross-entropy 로스 비교 (ResNet) 

 

 

 
 

그림 16.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한 지식 증류법과 베이스라인의  

cross-entropy 로스 비교 (MobileNe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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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와 그림 16은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한 로스 비교를 보여준다. 

테스트 데이터세트의 경우, KD+FT의 경우의 로스가 더 낮음을 볼 수 

있다. 즉, regularization의 효과가 실제 학습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 

out-sample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세트의 cross-entropy 로스를 더 

줄 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앞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지식 증류법이 teacher 네트워크와 student 

네트워크가 크기가 다르더라도 효과적으로 regularizer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 간의 지식 증류법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간의 지식 증류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8은 ResNet을 이용하여 MobileNet을, 

MobileNet을 이용하여 ResNet을 지식 증류법으로 학습한 인식률을 보

여준다. MobileNet-20을 단독으로 역전파 알고리즘만으로 학습시켰을 

때는 63.65%의 인식률을 보였지만, MobileNet이 아닌 ResNet-20을 

teacher 네트워크로 두고 지식 증류법을 적용시켰을 때도, 1.55%p 높은 

표 8.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간의 지식 증류법 결과  

(ResNet <-> MobileNet) 

Teacher Student Base(T) Base(S) KD+FT 

ResNet-20 MobileNet-20 66.48 63.65 65.20 

ResNet-20 MobileNet-29 66.48 65.02 66.75 

ResNet-20 MobileNet-56 66.48 66.98 68.60 

ResNet-32 MobileNet-20 67.74 63.65 65.17 

ResNet-32 MobileNet-29 67.74 65.02 66.35 

ResNet-32 MobileNet-56 67.74 66.98 68.61 

ResNet-56 MobileNet-20 70.32 63.65 64.90 

ResNet-56 MobileNet-29 70.32 65.02 67.35 

ResNet-56 MobileNet-56 70.32 66.98 70.08 

MobileNet-20 ResNet-20 63.65 66.48 68.11 

MobileNet-20 ResNet-32 63.65 67.74 69.34 

MobileNet-20 ResNet-56 63.65 70.32 70.05 

MobileNet-29 ResNet-20 65.02 66.48 68.50 

MobileNet-29 ResNet-32 65.02 67.74 70.15 

MobileNet-29 ResNet-56 65.02 70.32 70.47 

MobileNet-56 ResNet-20 66.98 66.48 68.72 

MobileNet-56 ResNet-32 66.98 67.74 70.17 

MobileNet-56 ResNet-56 66.98 70.32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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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의 인식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ResNet-20의 경우에도 

ResNet-20을 단독으로 학습시킨 베이스라인 인식률은 66.48%이지만, 

MobileNet-20을 이용한 지식 증류법을 통해서 1.63%p 높은 68.11% 

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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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논문에서 네트워크 압축 방법 중에 하나인 지식 증류법에 

기반하여, 단순한 특징들이 낮은 층에서 추출이 되며 복잡한 특징들은 

보다 높은 층에서 추출이 되고 단순한 특징들을 추출한 필터들은 중복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에 착안하여, 낮은 층의 필터들을 더 많이 줄이고 

높은 층의 필터들을 좀 더 남겨두는 tapered-ratio compression을 

제안하였다. Tapered-ratio compression은 낮은 층을 높은 압축률로 

압축하였을 때 생기는 정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ResNet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볼 수 있었고, 추가적인 레지듀얼 경로가 없는 

VGG-16 네트워크에서는 uniform-ratio compression 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pered-ratio compression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많은 수의 액티베이션들이 낮은 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 양 측면에서도 더 많은 감소를 얻을 수 있었고, 더 

적은 곱셈 연산 수를 가지고도 더 높은 인식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teacher 네트워크, student 네트워크 조합 

(student 네트워크의 크기가 teacher 네트워크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작거나)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여 그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teacher 네트워크를 student 네트워크보다 크고 높은 인식률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 연구에서 보여준 

같은 크기의 네트워크를 teacher 네트워크로 두고 지식 증류법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teacher 네트워크가 student 네트워크보다 

작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지식 증류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학습 된 student 네트워크의 학습 데이터세트과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로스를 분석하여 지식 증류법이 regularizer의 역할을 하고, 그 

결과로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더 낮은 로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인식률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또한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 간의 지식 증류법뿐만 아니라 이종 네트워크 간의 지식 

증류법 또한 regularization 효과로 인하여 더 높은 인식률에 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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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 증류법은 효과적인 네트워크 압축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 단점도 존재한다. 하나는 미리 학습 된 

teacher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는 teacher 네트워크나 student 네트워크를 어떤 

타입과 어떤 크기의 네트워크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사전 

지식 (prior-knowledge)이나 heuristic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 증류법을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가 스스로 최적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의 좋은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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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VGG-16의 세부 사항 

압축률 1.00 (1 / 2) 

Layers 
Image 

Height 

Image 

Width 
Channel 

# of 

Filters 

Filter 

Height 

Filter 

Width 
Padding Stride 

Conv1 32 32 3 64 3 3 1 1 

Conv2 32 32 64 64 3 3 1 1 

Pooling 32 32 64 0 2 2 0 2 

Conv3 16 16 64 128 3 3 1 1 

Conv4 16 16 128 128 3 3 1 1 

Pooling 16 16 128 0 2 2 0 2 

Conv5 8 8 128 256 3 3 1 1 

Conv6 8 8 256 256 3 3 1 1 

Conv7 8 8 256 256 3 3 1 1 

Pooling 8 8 256 0 2 2 0 2 

Conv8 4 4 256 512 3 3 1 1 

Conv9 4 4 512 512 3 3 1 1 

Conv10 4 4 512 512 3 3 1 1 

Pooling 4 4 512 0 2 2 0 2 

Conv11 2 2 512 512 3 3 1 1 

Conv12 2 2 512 512 3 3 1 1 

Conv13 2 2 512 512 3 3 1 1 

Pooling 2 2 512 0 2 2 0 2 

FC1 1 1 512 512 1 1 0 1 

FC2 1 1 512 100 1 1 0 1 

Softmax 1 1 10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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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VGG-16의 세부 사항 

압축률 1.00 (2 / 2) 

Layers # of PARAMS Activations # of MAC # of MULT 

Conv1 1,728  65,536  65,536  1,769,472  

Conv2 36,864  65,536  65,536  37,748,736  

Pooling 0  16,384  0  0  

Conv3 73,728  32,768  32,768  18,874,368  

Conv4 147,456  32,768  32,768  37,748,736  

Pooling 0  8,192  0  0  

Conv5 294,912  16,384  16,384  18,874,368  

Conv6 589,824  16,384  16,384  37,748,736  

Conv7 589,824  16,384  16,384  37,748,736  

Pooling 0  4,096  0  0  

Conv8 1,179,648  8,192  8,192  18,874,368  

Conv9 2,359,296  8,192  8,192  37,748,736  

Conv10 2,359,296  8,192  8,192  37,748,736  

Pooling 0  2,048  0  0  

Conv11 2,359,296  2,048  2,048  9,437,184  

Conv12 2,359,296  2,048  2,048  9,437,184  

Conv13 2,359,296  2,048  2,048  9,437,184  

Pooling 0  512  0  0  

FC1 262,144  512  512  262,144  

FC2 51,200  100  100  51,200  

Total 15,023,808  308,324  277,092  313,50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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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VGG-16의 세부 사항 

압축률 2.00 (1 / 2) 

Layers 
Image 

Height 

Image 

Width 
Channel 

# of 

Filters 

Filter 

Height 

Filter 

Width 
Padding Stride 

Conv1 32 32 3 32 3 3 1 1 

Conv2 32 32 32 32 3 3 1 1 

Pooling 32 32 32 0 2 2 0 2 

Conv3 16 16 32 64 3 3 1 1 

Conv4 16 16 64 64 3 3 1 1 

Pooling 16 16 64 0 2 2 0 2 

Conv5 8 8 64 128 3 3 1 1 

Conv6 8 8 128 128 3 3 1 1 

Conv7 8 8 128 128 3 3 1 1 

Pooling 8 8 128 0 2 2 0 2 

Conv8 4 4 128 256 3 3 1 1 

Conv9 4 4 256 256 3 3 1 1 

Conv10 4 4 256 256 3 3 1 1 

Pooling 4 4 256 0 2 2 0 2 

Conv11 2 2 256 256 3 3 1 1 

Conv12 2 2 256 256 3 3 1 1 

Conv13 2 2 256 256 3 3 1 1 

Pooling 2 2 256 0 2 2 0 2 

FC1 1 1 256 512 1 1 0 1 

FC2 1 1 512 100 1 1 0 1 

Softmax 1 1 10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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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VGG-16의 세부 사항 

압축률 2.00 (2 / 2) 

Layers # of PARAMS Activations # of MAC # of MULT 

Conv1 864  32,768  32,768  884,736  

Conv2 9,216  32,768  32,768  9,437,184  

Pooling 0  8,192  0  0  

Conv3 18,432  16,384  16,384  4,718,592  

Conv4 36,864  16,384  16,384  9,437,184  

Pooling 0  4,096  0  0  

Conv5 73,728  8,192  8,192  4,718,592  

Conv6 147,456  8,192  8,192  9,437,184  

Conv7 147,456  8,192  8,192  9,437,184  

Pooling 0  2,048  0  0  

Conv8 294,912  4,096  4,096  4,718,592  

Conv9 589,824  4,096  4,096  9,437,184  

Conv10 589,824  4,096  4,096  9,437,184  

Pooling 0  1,024  0  0  

Conv11 589,824  1,024  1,024  2,359,296  

Conv12 589,824  1,024  1,024  2,359,296  

Conv13 589,824  1,024  1,024  2,359,296  

Pooling 0  256  0  0  

FC1 131,072  512  512  131,072  

FC2 51,200  100  100  51,200  

Total 3,860,320  154,468  138,852  78,92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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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ResNet-32의 세부 사항 

압축률 1.00 (1 / 2) 

Layers 
Image 

Height 

Image 

Width 
Channel 

# of 
Filters 

Filter 

Height 

Filter 

Width 
Padding Stride 

Conv1 32 32 3 16 3 3 1 1 

BB 
Conv1 32 32 16 16 3 3 1 1 

Conv2 32 32 16 16 3 3 1 1 

BB 
Conv1 32 32 16 16 3 3 1 1 

Conv2 32 32 16 16 3 3 1 1 

BB 
Conv1 32 32 16 16 3 3 1 1 

Conv2 32 32 16 16 3 3 1 1 

BB 
Conv1 32 32 16 16 3 3 1 1 

Conv2 32 32 16 16 3 3 1 1 

BB 
Conv1 32 32 16 16 3 3 1 1 

Conv2 32 32 16 16 3 3 1 1 

BB 

Conv1 32 32 16 32 3 3 1 2 

Conv2 16 16 32 32 3 3 1 1 

Conv 1×1 32 32 16 32 1 1 0 2 

BB 
Conv1 16 16 32 32 3 3 1 1 

Conv2 16 16 32 32 3 3 1 1 

BB 
Conv1 16 16 32 32 3 3 1 1 

Conv2 16 16 32 32 3 3 1 1 

BB 
Conv1 16 16 32 32 3 3 1 1 

Conv2 16 16 32 32 3 3 1 1 

BB 
Conv1 16 16 32 32 3 3 1 1 

Conv2 16 16 32 32 3 3 1 1 

BB 

Conv1 16 16 32 64 3 3 1 2 

Conv2 8 8 64 64 3 3 1 1 

Conv 1×1 16 16 32 64 1 1 0 2 

BB 
Conv1 8 8 64 64 3 3 1 1 

Conv2 8 8 64 64 3 3 1 1 

BB 
Conv1 8 8 64 64 3 3 1 1 

Conv2 8 8 64 64 3 3 1 1 

BB 
Conv1 8 8 64 64 3 3 1 1 

Conv2 8 8 64 64 3 3 1 1 

BB 
Conv1 8 8 64 64 3 3 1 1 

Conv2 8 8 64 64 3 3 1 1 

GAP 8 8 64 0 8 8 0 1 

FC1 1 1 64 100 1 1 0 1 

Softmax 1 1 10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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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ResNet-32의 세부 사항 

압축률 1.00 (2 / 2) 

Layers 
# of 

PARAMS 
Activations # of MAC # of MULT 

Conv1 432  16,384  16,384  442,368  

BB 
Conv1 2,304  16,384  16,384  2,359,296  

Conv2 2,304  16,384  16,384  2,359,296  

BB 
Conv1 2,304  16,384  16,384  2,359,296  

Conv2 2,304  16,384  16,384  2,359,296  

BB 
Conv1 2,304  16,384  16,384  2,359,296  

Conv2 2,304  16,384  16,384  2,359,296  

BB 
Conv1 2,304  16,384  16,384  2,359,296  

Conv2 2,304  16,384  16,384  2,359,296  

BB 
Conv1 2,304  16,384  16,384  2,359,296  

Conv2 2,304  16,384  16,384  2,359,296  

BB 

Conv1 4,608  8,192  8,192  1,179,648  

Conv2 9,216  16,384  8,192  2,359,296  

Conv1×1 512  8,192  8,192  131,072  

BB 
Conv1 9,216  8,192  8,192  2,359,296  

Conv2 9,216  8,192  8,192  2,359,296  

BB 
Conv1 9,216  8,192  8,192  2,359,296  

Conv2 9,216  8,192  8,192  2,359,296  

BB 
Conv1 9,216  8,192  8,192  2,359,296  

Conv2 9,216  8,192  8,192  2,359,296  

BB 
Conv1 9,216  8,192  8,192  2,359,296  

Conv2 9,216  8,192  8,192  2,359,296  

BB 

Conv1 18,432  4,096  4,096  1,179,648  

Conv2 36,864  8,192  4,096  2,359,296  

Conv1×1 2,048  4,096  4,096  131,072  

BB 
Conv1 36,864  4,096  4,096  2,359,296  

Conv2 36,864  4,096  4,096  2,359,296  

BB 
Conv1 36,864  4,096  4,096  2,359,296  

Conv2 36,864  4,096  4,096  2,359,296  

BB 
Conv1 36,864  4,096  4,096  2,359,296  

Conv2 36,864  4,096  4,096  2,359,296  

BB 
Conv1 36,864  4,096  4,096  2,359,296  

Conv2 36,864  4,096  4,096  2,359,296  

GAP 0 64  0 0 

FC1 6,400  100  100 6,400  

Total 442,112  327,844  315,492  69,13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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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ResNet-32의 세부 사항 

압축률 2.00 (1 / 2) 

Layers 
Image 

Height 

Image 

Width 
Channel 

# of 

Filters 

Filter 

Height 

Filter 

Width 
Padding Stride 

Conv1 32 32 3 8 3 3 1 1 

BB 
Conv1 32 32 8 8 3 3 1 1 

Conv2 32 32 8 8 3 3 1 1 

BB 
Conv1 32 32 8 8 3 3 1 1 

Conv2 32 32 8 8 3 3 1 1 

BB 
Conv1 32 32 8 8 3 3 1 1 

Conv2 32 32 8 8 3 3 1 1 

BB 
Conv1 32 32 8 8 3 3 1 1 

Conv2 32 32 8 8 3 3 1 1 

BB 
Conv1 32 32 8 8 3 3 1 1 

Conv2 32 32 8 8 3 3 1 1 

BB 

Conv1 32 32 8 16 3 3 1 2 

Conv2 16 16 16 16 3 3 1 1 

Conv 1×1 32 32 8 16 1 1 0 2 

BB 
Conv1 16 16 16 16 3 3 1 1 

Conv2 16 16 16 16 3 3 1 1 

BB 
Conv1 16 16 16 16 3 3 1 1 

Conv2 16 16 16 16 3 3 1 1 

BB 
Conv1 16 16 16 16 3 3 1 1 

Conv2 16 16 16 16 3 3 1 1 

BB 
Conv1 16 16 16 16 3 3 1 1 

Conv2 16 16 16 16 3 3 1 1 

BB 

Conv1 16 16 16 32 3 3 1 2 

Conv2 8 8 32 32 3 3 1 1 

Conv 1×1 16 16 16 32 1 1 0 2 

BB 
Conv1 8 8 32 32 3 3 1 1 

Conv2 8 8 32 32 3 3 1 1 

BB 
Conv1 8 8 32 32 3 3 1 1 

Conv2 8 8 32 32 3 3 1 1 

BB 
Conv1 8 8 32 32 3 3 1 1 

Conv2 8 8 32 32 3 3 1 1 

BB 
Conv1 8 8 32 32 3 3 1 1 

Conv2 8 8 32 32 3 3 1 1 

GAP 8 8 32 0 8 8 0 1 

FC1 1 1 64 100 1 1 0 1 

Softmax 1 1 10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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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CIFAR-100에 대한 ResNet-32의 세부 사항 

압축률 2.00 (2 / 2) 

Layers 
# of 

PARAMS 
Activations # of MAC # of MULT 

Conv1 216  8,192  8,192  221,184  

BB 
Conv1 576  8,192  8,192  589,824  

Conv2 576  8,192  8,192  589,824  

BB 
Conv1 576  8,192  8,192  589,824  

Conv2 576  8,192  8,192  589,824  

BB 
Conv1 576  8,192  8,192  589,824  

Conv2 576  8,192  8,192  589,824  

BB 
Conv1 576  8,192  8,192  589,824  

Conv2 576  8,192  8,192  589,824  

BB 
Conv1 576  8,192  8,192  589,824  

Conv2 576  8,192  8,192  589,824  

BB 

Conv1 1,152  4,096  4,096  294,912  

Conv2 2,304  8,192  4,096  589,824  

Conv1×1 128  4,096  4,096  32,768  

BB 
Conv1 2,304  4,096  4,096  589,824  

Conv2 2,304  4,096  4,096  589,824  

BB 
Conv1 2,304  4,096  4,096  589,824  

Conv2 2,304  4,096  4,096  589,824  

BB 
Conv1 2,304  4,096  4,096  589,824  

Conv2 2,304  4,096  4,096  589,824  

BB 
Conv1 2,304  4,096  4,096  589,824  

Conv2 2,304  4,096  4,096  589,824  

BB 

Conv1 4,608  2,048  2,048  294,912  

Conv2 9,216  4,096  2,048  589,824  

Conv1×1 512  2,048  2,048  32,768  

BB 
Conv1 9,216  2,048  2,048  589,824  

Conv2 9,216  2,048  2,048  589,824  

BB 
Conv1 9,216  2,048  2,048  589,824  

Conv2 9,216  2,048  2,048  589,824  

BB 
Conv1 9,216  2,048  2,048  589,824  

Conv2 9,216  2,048  2,048  589,824  

BB 
Conv1 9,216  2,048  2,048  589,824  

Conv2 9,216  2,048  2,048  589,824  

GAP 0 64  0 0 

FC1 6,400  100  100 6,400  

Total 115,328  164,004  157,796  17,39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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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Neural Networks (DNNs) are widely used for many applications 

such as image classification and voice recognition due to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 However, the deeper and wider networks 

require the higher computing power and larger memory space and 

bandwidth. It is not easy for IoT devices or embedded system to 

adopt such networks due to their small memory space and low 

computing power. Thus, if one can obtain a smaller network even with 

higher accuracy, it will be very useful for integrating DNNs into such 

a system. In this thesis, we study network compression method base 

on knowledge distillation. 

    First, we propose tapered-ratio compression which applies 

lower compression ratio toward top layer (output side). Generally, 

simple features like horizontal line or vertical edge are extracted in 

lower layers (close to the bottom layer) and more complex features 

are extracted in upper layers (close to the top layer). Simple features 

are more likely to have redundancies than complex features.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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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pect that more filters in lower layers can be removed than those 

in upper layer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apered-ratio 

compression can be applied effectively for residual network. By 

applying tapered-ratio compression into residual network, student 

networks achieve higher accuracy in spite of fewer multiplications 

and smaller amount of memory access than uniform-ratio 

compression cases. 

    Second, we analyze the results of knowledge distillation with 

teacher networks of several sizes and different types. In general, a 

knowledge distillation with a bigger teacher network which has higher 

accuracy is commonly used. However, as shown in previous work 

called born again neural networks, a knowledge distillation with a 

teacher network which has the same size as the student network or 

even with a teacher network smaller than the student network can be 

applied effectively too. Base on analysis of loss, we show that 

knowledge distillation works as a regularizer. We also show that 

knowledge distillation can be applied successfully to different types 

of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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