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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파이킹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 SNN)은 스파이킹 

뉴런(Spking Neuron)을 사용하여 뇌의 생물학적 동작 방식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의 한 

종류이다. 스파이킹 뉴런은 생물학적 뉴런을 모델링한 것으로 

스파이크를 이용해 상호작용한다. 인공 지능 분야에서 스파이킹 

신경망은 뇌를 사실적으로 모방한다는 점에서 뇌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스파이크 신호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의 제한과 뇌의 정확한 학습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공 신경망 대비 낮은 정확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ANN-converted-SNN)은 

인공 신경망을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후, 인공 

뉴런을 스파이킹 뉴런으로 변환한 신경망이다. 학습된 신경망을 

스파이킹 뉴런의 가중치와 파라미터에 적용하여 신경망을 변환한다. 

인공 신경망의 학습된 가중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공 신경망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점차 다양한 인공 신경망 구성요소들을 

스파이킹 신경망으로 변환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조와 기능을 아날로그 

회로 혹은 VLSI를 이용하여 모방한 전기적 장치이다. 뇌의 동작 특성을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때문에 뇌 시뮬레이션이나 스파이킹 신경망 가속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뉴로모픽 하드웨어로 IBM에서 개발한 TrueNorth가 

있다. 백 만개 뉴런과 2억개 시냅스 간 빽빽한 연결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TrueNorth는 뚜렷한 목적 워크로드가 

부족하다. 그 일환으로 TrueNorth는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과 같이 인공 지능 분야에서 사용하는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하는데 부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RSTN (Rate-coded Spiking neural network 

TrueNorth) 가속기는 기존 TrueNorth 가속기의 구조를 변형하여 비율 

코딩 기반 스파이킹 신경망 가속을 가능하게 한다. 가속기 구조 

디자인을 위해 먼저 스파이킹 신경망을 하드웨어 상에서 돌릴 때 

고려해야하는 디자인 포인트들을 정의한다. 정의한 디자인 포인트들을 

이용하여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한 후 

RSTN을 디자인 한다. 기존 TrueNorth 구조를 변형하여 비율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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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가속기(RSTN-

baseline)를 제안한다. 그 후 입력 스파이크 처리 방식을 최적화하여 온 

칩 메모리 크기를 줄인 입력 스파이크 처리 방식 최적화 가속기 

(RSTN-IS)를 제안한다. 그에 더해 0의 값을 갖는 가중치들에 대한 

연산을 건너뛰어 연산과 메모리 접근에 소모되는 에너지 및 지연시간을 

절약한 가중치 희소성 활용 가속기(RSTN-ISWS)를 제안한다. 각 

가속기를 타이밍 시뮬레이터로 구현하여 최적화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입력 스파이크 처리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RSTN-IS가 RSTN-baseline 대비 평균 0.92배 적은 온 칩 메모리를 

가졌다. 가중치 희소성을 활용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 RSTN-ISWS가 

RSTN-IS 대비 평균 0.34배 에너지 이득과 0.10배 지연시간 이득을 

보였다. 

 

주요어 :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 뉴로모픽 하드웨어 

학   번 : 2019-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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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스파이킹 신경망은 스파이킹 뉴런을 이용해 뇌의 생물학적 동작 

방식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이다 [1]. 스파이킹 

뉴런은 생물학적 뉴런을 컴퓨터로 모델링한 뉴런이다. 스파이크 신호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내부 상태(internal state)를 

가지고 있다. 내부 상태가 특정 역치 값(threshold)보다 커질 경우 

스파이크를 발생시킨다.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부 상태 변화를 모델링 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의 스파이킹 

뉴런이 존재한다. 사용하는 스파이킹 뉴런에 따라 스파이킹 신경망의 

동작 특성도 달라진다. 이처럼 뇌의 동작 방식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스파이킹 신경망은 신경 과학 분야의 브레인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거나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제3세대 인공 신경망으로 

사용된다. 특히 인공 지능 분야에서 스파이킹 신경망은 뇌를 사실적으로 

모방한다는 점에서 뇌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은 인공 신경망을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후, 인공 뉴런을 스파이킹 뉴런으로 변환한 

신경망이다 [2]. 스파이킹 뉴런을 구성하는데 인공 신경망에서 학습된 

가중치 값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스파이킹 신경망들과 달리 인공 

신경망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Rueckauer[6]은 

비율 코딩과 IF(Integrate and Fire) 뉴런 모델을 사용하는 스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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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을 이용하여 컨볼루션 신경망을 변환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조와 기능을 아날로그 회로나 VLSI를 

이용하여 모방한 전기적 장치를 뉴로모픽 하드웨어라 한다 [23].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성요소인 뉴런이나 시냅스를 

하드웨어로 구현하여 뇌의 동작 과정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인공 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스파이킹 

신경망을 위한 뉴로모픽 하드웨어가 개발된 사례는 적다. IBM의 

TrueNorth[15]는 백만 뉴론과 2억 시냅스가 서로 빽빽하게 연결된 

높은 에너지 효율의 칩을 개발했다. 하지만 스파이킹 신경망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스파이킹 신경망을 돌리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Intel의 Loihi[24] 역시 비동기적, 이벤트 기반 

하드웨어로써 많은 수의 뉴런과 시냅스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지만, 

스파이킹 신경망 가속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즉 스파이킹 신경망 

가속을 위한 뉴로모픽 하드웨어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비율 코딩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을 위한 TrueNorth 기반 뉴로모픽 가속기인 RSTN(Rate coding 

based Spiking neural network TrueNorth)을 제시하였다. RSTN 

디자인을 위해 먼저 스파이킹 신경망을 하드웨어에 돌릴 때 

고려해야하는 하드웨어 디자인 포인트들을 정의하였다. 정의한 디자인 

포인트 들은 첫 째, 하드웨어 자원의 스파이킹 신경망 논리적 

구성요소들(뉴런, 시냅스)에 의한 시간적 공유 여부 둘 째, 여러 코어에 

스파이킹 신경망을 매핑하기 위한 신경망 분할 방식이다. 정의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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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들을 이용하여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RSTN 가속기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먼저 비율 

코딩 기반 스파이킹 신경망을 돌릴 수 있도록 기존 TrueNorth 가속기 

구조를 변형한 베이스라인 RSTN(RSTN-baseline)을 제시하였다. 그 

후 입력 스파이크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형하여 가속기 온 칩 메모리 

크기를 줄인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RSTN(RSTN-IS)을 

제시하였다. 입력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입력 스파이크와 연결된 출력 

뉴런들의 각기 다른 입력 시냅스 위치에 스파이크 정보를 기록하여 큰 

온 칩 메모리를 차지하던 출력 뉴런과 입력 시냅스 간 연결 정보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큰 온 칩 메모리 요구량으로 

베이스라인 RSTN에서 구현이 불가능 했던 신경망들이 구현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가중치를 저장하고 연산하는 방식을 변형하여 값이 0인 

가중치들에 대한 연산 및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인 가중치 희소성 활용 

RSTN(RSTN-ISWS)을 제안하였다. 0이 아닌 가중치들만 저장하고 각 

가중치 들에 대해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하나의 비트로 표현(0이 아니면 

1, 0이면 0)한 인덱스 벡터를 따로 저장하여 가중치 저장에 필요한 온 

칩 메모리 크기를 줄였다. 또 연산할 때 인덱스 벡터를 이용하여 값이 

0인 가중치들에 대한 연산을 건너뛰게 하여 값이 0인 가중치들에 대한 

연산 및 메모리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했다. 

RSTN의 에너지 소모 및 지연시간 측정을 위해 각 가속기들을 

타이밍 시뮬레이터(Timing simulator)로 구현하였다. 데이터 접근에 

소모되는 에너지 및 지연시간은 cacti 도구에서 구한 값을 사용했다. 

연산에 소모되는 에너지 및 지연시간은 Synopsys Design Compiler에서 

구한 값을 사용했다. 그 결과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가속기(RSTN-IS)가 베이스라인 가속기(RSTN-baseline) 대비 온 칩 

메모리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0.92배 감소함을 보였다. 또 가중치 희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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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속기(RSTN-ISWS)가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가속기 

대비 평균 0.34배 에너지 이득과 0.10배 지연시간 이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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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파이킹 신경망 

 

 

제 1 절 생물학적 뉴런 

 

스파이킹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은 스파이킹 뉴런(spiking 

neuron)을 사용하여 뇌의 생물학적 동작 방식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한 종류이다 [1]. 스파이킹 

뉴런은 다른 인공 신경망에서 사용하는 인공 뉴런(artificial neuron) 

보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뉴런의 동작 방식을 모방한다. 여기에서는 

생물학적 뉴런의 구조 및 동작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의 뇌는 수십~수백억 개의 생물학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뉴런은 스파이크(spike) 신호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동작한다. 

생물학적 뉴런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수상돌기(dendrite)와 수신한 신호를 처리하여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는 세포체(soma), 발생한 스파이크를 다른 

뉴런들에 전달하는 축삭돌기(axon)로 이루어져 있다 [2]. 특정 뉴런의 

수상돌기와 다른 뉴런의 축삭돌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시냅스(synapse)라 한다. 

스파이크 신호가 발생하여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뉴런 간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스파이크 신호는 펄스 

형태의 전기화학적 신호이다. 뉴런은 세포 막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의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일정 수준의 전위 

차이(막전위)를 유지한다. 특정 자극이 발생하면 막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이 이동하여 막전위가 조금씩 증가한다. 자극의 세기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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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전위가 일정 수준(역치) 이상이 되면, 화학물질의 이동에 양의 

피드백이 작용하여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막전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일정시간이 지나 화학물질의 

이동이 멈추면 막전위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펄스 형태의 

전기화학적 신호가 생성되는데 이 신호를 스파이크 신호라 한다. 뉴런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한 스파이크 형태의 급격한 막전위 변화는 인접한 

부위의 막 내부와 외부 화학물질 이동을 야기한다. 화학물질의 이동은 

막전위를 변화시켜 인접한 부위로의 스파이크 전달을 이뤄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뉴런에서 발생한 스파이크가 수상돌기까지 전달되면 

시냅스로 연결된 다음 뉴런의 축삭돌기에 신호를 전달한다. 시냅스를 

통해 뉴런 간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수상돌기에 

스파이크 신호가 도달하면 시냅스에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을 

분비시킨다.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은 연결된 다음 뉴런 축삭돌기에 막 

사이 화학물질 이동을 야기한다. 화학물질의 이동은 막전위를 

변화시키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스파이크 신호를 전달한다. 

뉴런의 시냅스는 신호 전달 시 다음 뉴런의 막전위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로 나뉜다. 흥분성 시냅스는 스파이킹 신호가 전달되면 다음 

뉴런의 막전위를 증가시키고, 억제성 시냅스는 감소시킨다.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는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뉴런의 시냅스마다 앞선 뉴런의 수상돌기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후방 뉴런 축삭돌기의 막전위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 또 같은 

시냅스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다음 뉴런의 막전위 활성화 정도가 점점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시냅스의 연결 

강도 변화는 뇌의 학습에 의한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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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파이킹 뉴런 모델 

 

스파이킹 뉴런은 생물학적 뉴런을 컴퓨터로 모델링한 뉴런으로 

스파이킹 신경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2]. 스파이킹 뉴런은 

스파이킹 신경망뿐만 아니라 뇌를 정밀하게 컴퓨터로 모델링하여 뇌의 

동작 원리를 연구하는 뇌 시뮬레이션(brain simulation)에도 사용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스파이킹 뉴런 모델들에 대해 소개한다. 

Hodgkin-Huxley(HH) 모델은 생물학적 뉴런의 동작을 가장 

사실적으로 모사한 스파이킹 뉴런 모델이다 [3]. HH 모델은 뉴런의 

막전위 변화를 저항-축전지 회로(RC 회로)로 모델링 한다. 세포막을 

정전 용량, 이온 채널을 전기 전도도, 전기화학적 차이에 의한 이온의 

흐름을 전압원으로 모델링한다. 전기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뉴런의 동작 특성을 모델링한 것이 HH 모델이다. 

Leaky Integrate and Fire(LIF) 모델은 실제 생물학적 뉴런의 

동작을 단순화 시켜 모델링한 뉴런 모델이다. HH 모델의 높은 연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LIF 모델은 뉴런을 누설 

저항(leaky register)과 축전지(capacitor)의 평행한 조합으로 모델 

한다 [4].  

 

제 3 절 뉴럴 코딩 

 

스파이크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들은 스파이크 신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따라서 스파이크 신경망을 이용하여 심화 

학습(deep learning)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e.g., 32-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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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소수점 값(32-bit floating point value))를 스파이크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스파이크 신호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뉴럴 

코딩(neural coding) 이라고 한다 [5]. 여기서는 대표적인 뉴럴 코딩 

방법들에 대해 소개한다.  

비율 코딩(rate coding)은 뉴런이 스파이크를 발생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정보를 나타낸다 [5].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뉴런에서 발생한 

스파이크의 총 횟수를 측정한 시간 길이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비율 

코딩을 사용한 예로 인공 신경망에서 정규화된 실수 값 a를 갖는 

뉴런을 rmaxa(rmax: 최대 스파이킹 비율)만큼의 스파이킹 비율을 갖는 

뉴런으로 치환하는 연구가 있다 [6]. 비율 코딩은 방식이 직관적이고 

간단하여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 와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뉴럴 코딩 방식이다. 하지만 스파이킹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 연산해야 하고 스파이크의 개수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시간 코딩(temporal coding)은 뉴런이 스파이크를 발생시킨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값을 표현한다. 대표적인 시간 코딩 중 하나인 최초 

스파이크 발생 시각 코딩(time to first spike coding(TTFS))은 값이 

클수록 스파이크를 먼저 발생시키는 코딩 방법이다. 이 코딩 방법을 

스파이킹 신경망에 적용하여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를 

처리할 경우 마지막 층에서 가장 먼저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는 뉴런을 

선택하기 때문에 추론 (inference)시간이 짧다. 시간 코딩은 하나의 

스파이크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 

위상 코딩(phase coding)은 시간을 여러 개의 위상(phase)으로 

나누고 각 위상이 다른 가중치(weight)를 가지도록 하여 값을 표현하는 

뉴럴 코딩이다 [7]. 스파이크로 나타내려는 값을 이진 수로 표현했을 때 

각 자리 수를 각 위상에 대응시켜서 값이 1인 자리 수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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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들에 대해 해당 시간에 스파이크를 발생시킨다. 위상 코딩은 

스파이크로 표현하는 전체 시간 창(time window)의 크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값의 log2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e.g., 8-비트 정수 => 8개 시간 

창) 추론 시간이 짧다.  

버스트 코딩(burst coding)은 여러 개의 스파이크를 한 번에 집중 

발생 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표현한다 [5]. 버스트 코딩은 발생한 

스파이크의 개수와 스파이크의 빈번함(frequency)을 표현하는 값에 

비례하게 설정한다. 버스트 코딩은 하나 이상의 스파이크로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파이크로 값을 표현하는 시간 코딩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오류에 강한(error tolerant) 소통 방식이다. 

 

제 4 절 스파이킹 신경망 

 

스파이킹 신경망은 스파이킹 뉴런 들로 이루어진 신경망이다. 뇌의 

생물학적 동작 방식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신경망이기 때문에 

신경과학분야에서 뇌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뇌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거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공 신경망으로 사용된다. 스파이킹 신경망에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전방향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 출력이나 내부 상태가 

다시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귀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전방향 신경망과 재귀 신경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신경망(hybrid 

neural network)이 있다 [2]. 스파이킹 신경망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공 신경망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전방향 신경망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전방향 신경망 중 은닉 층(hidden layer)의 개수가 많아 깊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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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신경망을 심층 스파이킹 신경망(deep spiking neural 

network)이라고 한다. 심층 스파이킹 신경망 중에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으로 구성된 스파이킹 

컨볼루션 신경망도 존재한다 [8]. 

스파이킹 신경망 중에는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일반 인공 신경망을 같은 구조의 스파이킹 신경망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신경망이 존재한다 [6], [7], [10], [11], [12]. 학습된 인공 

신경망의 가중치를 스파이킹 신경망의 가중치 및 매개변수에 적용하여 

변환한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converted spiking neural network)들은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는 다른 스파이킹 신경망들과 달리 일반 인공 신경망과 비교될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13].  

비율 코딩을 기반으로 한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6]. 비율 코딩 기반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은 인공 신경망과 동일한 뉴런, 시냅스 연결 구조를 가진 

스파이킹 신경망을 구성한 후 각 뉴런의 스파이크 발생 비율로 인공 

신경망의 실수 값을 표현한다. 시냅스 가중치의 경우 각 층 별로 

최대값에 정규화 시킨 가중치를 사용한다. 스파이킹 뉴런 모델은 

Integrate and Fire 모델을 사용한다. 신경망을 구성하는 각 뉴런은 매 

시각마다 입력 시냅스들 중 스파이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스파이크가 발생한 입력 시냅스들에 대응하는 시냅스 가중치를 막전위 

값에 더한다. 모든 입력 시냅스들에 대해 막전위 계산을 마치면 역치 

값인 1과 비교해 막전위가 역치보다 크면 스파이크를 각 뉴런의 목적 

뉴런에 전달하고 막전위 값에서 1을 뺀 값을 저장한다. 막전위 값이 

역치보다 작은 경우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지 않고 막전위 값을 저장한다. 

모든 뉴런이 매 시각 마다 위의 행위를 반복하여 마지막 층의 뉴런들 중 



 

 11 

전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스파이크를 발생시킨 뉴런에 해당하는 

클래스(class)가 입력 사진에 대한 추론 결과이다. 

 

제 5 절 뉴로모픽 하드웨어 

 

스파이킹 신경망 가속을 위한 하드웨어를 뉴로모픽 하드웨어라 한다. 

스파이킹 신경망은 i) 많은 수의 연산 단위인 뉴런이 평행하게 동작하고, 

ii) 연산을 하는 각 뉴런 마다 연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냅스가 

지역적으로 위치하고, iii)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에만 연산을 수행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이러한 스파이킹 

신경망들의 특징을 위해 기존의 본-노이만 아키텍처(Von-Neumann 

architecture) 형태의 하드웨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아키텍처를 

갖는다. 여기서는 뉴로모픽 하드웨어의 특징과 대표적인 뉴로모픽 

하드웨어들에 대해 살펴본다.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뉴런 역할을 하는 수십~수백만 개의 연산 

장치와 시냅스 역할을 하는 작은 크기의 메모리가 가까이 지역적으로 

위치한다. 각 연산 장치는 실행하고자 하는 스파이킹 뉴런 모델의 

동작을 수행한다.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큰 특징인 

스파이크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 온 칩(networks-on-chip) 기술을 

사용한다. 네트워크 온 칩은 라우터들의 네트워크로 라우터는 

라우터끼리 공유하는 버스(bus)를 이용해 스파이크 정보가 담긴 

패킷(packet)을 전달하고 전달받는다 [13]. 뉴로모픽 하드웨어의 

또다른 특징으로 비동기 이벤트 기반 연산(asynchronous event driven 

computation)이 있다.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기존의 하드웨어들이 

글로벌 클락(global clock)에 동기화하여 동작하는 것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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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개의 신경 시냅스 코어(neurosynaptic core)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신경 시냅스 코어에는 256개의 뉴런과 256개의 입력 

축삭돌기(input axon), 65536개의 시냅스 크로스바(synaptic 

crossbar)가 존재한다. 신경 시냅스 코어 하나는 두뇌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뉴런들이 서로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 피질 기둥(cortical column) 

하나를 모델링 한다. TrueNorth는 LLIF 스파이킹 뉴런 모델을 

지원한다. LLIF 스파이킹 뉴런 모델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각 뉴런이 

매 시각 마다 뉴런과 연결된 입력 축삭돌기들 중 해당 시각에 

스파이크를 발생시킨 입력 축삭돌기들에 대해 해당하는 시냅스 가중치 

값들을 모두 막전위에 더하고, 마지막으로 누설 상수(leakage constant) 

값을 빼 선형 누설(linear leakage)을 적용한다. 막전위 변화를 모두 

계산하고 나면 역치 값(threshold)과 비교하여 역치 값을 넘으면 

스파이크를 발생시킨 후 막전위 값에서 역치 값을 뺀 후 연산을 마치고, 

역치 값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연산을 마친다. TrueNorth는 뉴런 별 

연산에 필요한 정보(e.g., 막전위, 각 입력 축삭돌기에 대한 시냅스 

가중치(synaptic weight))들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신경 시냅스 코어 

마다 존재하는 비-본노이만 아키텍처 형태를 가진다. 스파이크 통신의 

경우 신경 시냅스 코어 내부에 라우터가 존재해 2D-메쉬(2D-mesh) 

형태의 온 칩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특정 신경 시냅스 코어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상, 하, 좌, 우 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도착 

코어까지 이동한다. TrueNorth는 모든 신경 시냅스 코어가 1kHz의 

글로벌 클락 신호에 동기화 되어 동작한다. 글로벌 클락 신호가 

들어오면 각 코어는 해당 시간에 수행해야하는 모든 연산을 수행하고 

다음 글로벌 클락을 기다린다. 한 글로벌 클락 내에서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다가 연산을 수행할 때만 로컬 클락 신호를 생성하여 동기적으로 

연산을 처리한다. 따라서 신경 시냅스 코어는 글로벌 비동기식,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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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식(globally asynchronous, locally synchronous)으로 동작한다.  

여기서는 TrueNorth 칩을 구성하는 신경 시냅스 코어의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1). 신경 시냅스 코어는 라우터, 스케줄러 

(scheduler), 토큰 컨트롤러(token controller), 뉴런 블락(neuron 

block), 코어 램(core sram)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우터는 2D-메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스파이크를 통신한다. 스파이크에 가로축, 

세로축으로 움직여야하는 횟수와 목적지 코어에서 몇 번째 입력 

축삭돌기에 전달되어야 하는지, 어떤 시각에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인접한 혹은 지역 코어 로부터 스파이크가 들어오면 

정보를 분석하여 상, 하, 좌, 우 중 하나의 인접한 코어로 스파이크를 

전달한다. 스파이크가 목적지 코어에 도달했을 경우 스케줄러로 보낸다. 

스케줄러는 코어로 들어오는 스파이크를 받아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입력 축삭돌기에 스파이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입력 축삭돌기 개수 

× 시간 창(time window) 크기의 메모리가 존재하여 라우터로부터 

스파이크가 전달되면 (목적 입력 축삭돌기, 전달 시각) 스파이크의 해당 

위치 bit을 1로 설정한다. 토큰 컨트롤러에서 특정 시각에 대한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요청하면 특정 시각에 해당하는 입력 축삭돌기 개수 

크기의 열 벡터(vector)를 토큰 컨트롤러에 보내고 해당 행을 

메모리에서 삭제한다. 코어 램은 뉴런 연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각 입력 축삭돌기와 각 뉴런에 대한 연결 정보(입력 

축삭돌기 개수 × 뉴런 개수)와 각 뉴런의 각 입력 축삭돌기에 대한 

시냅스 가중치를 저장한다. 또 각 뉴런이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전달 

될 목적 입력 축삭돌기에 대한 위치 정보와 연산에 필요한 막전위 값, 

역치 값, 누설 상수 값들을 저장한다. 뉴런 블락은 뉴런 연산을 하는 

모듈로 코어 중 유일하게 동기적 방식으로 동작한다. 토큰 

컨트롤러로부터 로컬 클락 신호와 함께 연산에 필요한 값들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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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연산을 한 뒤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발생하면 스파이크를 생성하여 라우터에 전달한다. 토큰 컨트롤러는 

코어를 컨트롤하는 모듈로 1kHz의 글로벌 클락이 들어오는 모듈이다. 

글로벌 클락이 전달되면 스케줄러로부터 해당 시각에 처리해야하는 

스파이크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 각 뉴런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연산을 처리하는데 먼저 코어 램으로부터 처리하고 있는 뉴런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 입력 스파이크와 각 입력 축삭돌기에 대한 연결 

여부를 확인하여 둘다 만족시키는 경우 뉴런 블락에 로컬 클락 신호와 

함께 연산에 필요한 값들을 전달한다. 뉴런 블락으로부터 해당 뉴런에 

대한 연산을 마쳤다는 신호를 받으면 다음 뉴런에 대한 연산을 반복한다. 

모든 뉴런에 대한 연산을 마치면 다음 글로벌 클락이 전달될 때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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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디자인 포인트 

 

 

본 논문에서는 비율 코딩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하는 TrueNorth 기반 뉴로모픽 가속기 구조를 제안한다. 

본 장에서는 TrueNorth와 같이 인공 지능 분야를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뉴로모픽 하드웨어에 스파이킹 

신경망을 돌릴 때 고려해야하는 하드웨어 디자인 포인트 들에 대해 

소개한다.  

 

제 1 절 공간적 확장 v.s. 공간적 접힘 

 

 

그림 2. 신경망 논리적 구성요소들의 하드웨어 매핑 과정 

 

스파이킹 신경망을 하드웨어에 돌리기 위해서는 신경망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을 하드웨어의 물리적 자원에 매핑해야한다. 그림 2는 

신경망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뉴런과 시냅스가 각각 하드웨어 뉴런(①)과 

하드웨어 시냅스(❶)에 매핑되는 예시를 보여준다. 스파이킹 신경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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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구성요소를 하드웨어의 물리적 자원에 매핑시키는 방법에는 

공간적 확장(spatially expanded) 방식과 공간적 접힘(spatially folded) 

방식이 있다.  

공간적 확장 방식은 모든 논리적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물리적 

자원에 매핑 되는 방식이다. 하드웨어 코어에 각 뉴런에 대응하는 연산 

유닛과 각 시냅스에 대응하는 메모리 유닛이 하나씩 존재하도록 

매핑한다. 기존 인공 신경망에서는 매핑 방식에 따라 하나의 뉴런을 

동시에 두개 이상의 하드웨어 유닛에 매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파이킹 신경망의 경우 매 시각(tick) 마다 연산을 마친 후 각 뉴런의 

스파이크 발생여부를 확인해야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뉴런을 두개 

이상의 하드웨어 유닛에 매핑하면 매 시각 마다 내부 상태 값을 

공유하고 합산하여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적, 에너지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스파이킹 신경망의 각 

뉴런과 시냅스는 동시에 최대 한 개의 하드웨어 유닛에 매핑 되도록 

설계한다. 모든 논리적 구성요소를 개별적인 하드웨어 유닛에 매핑하는 

공간적 확장 방식은 직관적인 매핑방법으로 실제 뇌와 비슷하게 특정 

시각에 특정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온 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목적 뉴런에 스파이크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뇌의 동작 방식을 

사실적으로 모방하고자 하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매핑 방식이다. 하지만 모든 논리적 구성요소를 위한 개별적인 

하드웨어 유닛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면적, 메모리 크기와 같은 물리적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 또, 큰 물리적 자원으로부터 많은 정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릴 수 있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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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드웨어 뉴런의 논리적 뉴런 공유 과정 

 

 

그림 4. 하드웨어 시냅스의 논리적 시냅스 공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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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접힘 방식은 스파이킹 신경망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이 

하드웨어의 물리적 자원들을 시간적으로 공유(time-shared)하는 

매핑방식이다 (그림 3, 4). 뉴런과 시냅스 모두 각각의 물리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뉴런의 경우 제한된 하드웨어에 전체 신경망 중 한 번에 매핑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신경망을 매핑 시킨 후 매핑한 부분 신경망에 대한 

연산이 끝나면 신경망의 다음 부분을 매핑 시킨다 (그림 3). 하드웨어의 

물리적 뉴런에 시간 간격을 두고 스파이킹 신경망의 서로 다른 논리적 

뉴런을 매핑함으로써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한다 (그림 3- ). 한 번 

매핑 시킨 신경망은 전체 시간(Tmax)에 대한 연산이 끝난 후에만 전체 

신경망의 다음 부분을 매핑 시킨다. 전체 시간에 대한 연산이 다 끝나기 

전에 다른 부분 신경망을 같은 하드웨어 유닛에 매핑하면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연산을 마저 하기 위해 이전 부분 신경망을 다시 

매핑해야하는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매핑 

시킬 수 있는 부분 신경망의 최소 단위는 전체 신경망의 한 층(layer)이 

되도록 설계한다. 

시냅스의 경우 특정 뉴런이 하드웨어에 매핑 되면 해당 뉴런과 

연결된 논리적 시냅스 또한 시냅스 하드웨어 유닛에 매핑 된다. 따라서 

특정 하드웨어 유닛이 여러 뉴런에 대해 시간적으로 공유되면 그 

하드웨어 유닛과 연결된 시냅스 하드웨어 유닛 또한 뉴런과 연관된 

논리적 시냅스들에 의해 시간적으로 공유된다 (그림 3-❶). 뉴런 

하드웨어의 공유로 인해 물리적 시냅스 유닛이 공유 되는 경우 이외에 

하나의 뉴런에 대한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냅스 하드웨어 유닛이 

시간적으로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4). 이러한 경우는 특정 뉴런이 

하드웨어 코어에 매핑 되었을 때, 해당 코어가 보유한 물리적 시냅스 

유닛의 개수보다 특정 뉴런의 논리적 시냅스 개수가 더 많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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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은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보다 스파이킹 

신경망에서 더 큰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의 경우 

특정 뉴런의 입력 시냅스들을 물리적 시냅스 유닛 개수 만큼씩 분할한 

후 각 입력 시냅스 그룹들을 순차적으로 하드웨어에 매핑하여 해당 

뉴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다. 하나의 논리적 시냅스 그룹이 물리적 

시냅스 유닛에 매핑 되면, 매핑 된 논리적 시냅스들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들을 연산 장치의 로컬 메모리(local memory)에 로드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의 경우 각 논리적 시냅스 그룹이 매핑 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들을 로컬 메모리에 로드 해주는 작업이 

동반된다. 스파이킹 신경망의 경우 특정 뉴런에 대한 연산을 할 때 매 

시각 마다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매 시각 모든 

입력 시냅스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다. 때문에 특정 입력 시냅스 그룹이 

물리적 시냅스 그룹에 한 번 매핑 되었을 때 해당 입력 시냅스들에 대한 

연산을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각에 다시 매핑 되어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하드웨어에 매핑 된 논리적 시냅스 

그룹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들을 로컬 메모리에 로드 해주는 작업을 각 

논리적 시냅스 그룹마다 스파이킹 신경망 전체 연산 시간(Tmax)만큼 

반복해야한다. 이는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은 TrueNorth 기반 뉴로모픽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특정 뉴런이 하드웨어 유닛에 

매핑 되었을 때 항상 물리적 시냅스 자원이 해당 뉴런의 논리적 

시냅스들을 시간적 공유 없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공간적 접힘 매핑 방법은 물리적 자원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신경망을 돌릴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을 하드웨어의 

물리적 구성요소에 매핑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매핑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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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논리적 구성요소에 개별적인 하드웨어 유닛을 대응시키는 공간적 

확장 방식과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을 여러 뉴런, 시냅스가 시간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적 접힘 방식이 있다. 본 절에서는 매 시각 마다 각 

뉴런에 대한 연산을 마친 후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스파이킹 

신경망 고유의 연산 특징으로 인한 몇가지 설계 포인트들을 정의했다. 

본 절에서 정의한 설계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번 하드웨어에 

매핑 시킨 논리적 뉴런은 전체 시간(Tmax)에 대한 연산을 마칠 때까지 

해당 하드웨어에서 매핑 해제 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논리적 뉴런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하드웨어 뉴런에 매핑 될 수 없다. 셋째, 스파이킹 

신경망이 한 번에 하드웨어에 매핑 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층이 되도록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뉴런이 하드웨어에 매핑 되었을 때 항상 

논리적 뉴런의 입력 시냅스 개수보다 하드웨어 뉴런의 물리적 시냅스 

유닛 개수가 더 많아야 한다. 

 

제 2 절 신경망 분할 매핑 

 

 

그림 5. 신경망 분할 방법1 (가로축, 세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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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경망 분할 방법2 (채널축) 

 

스파이킹 신경망을 층 단위로 뉴로모픽 하드웨어에 매핑할 때 

하나의 코어에 한 층의 모든 출력 뉴런을 매핑시키면 코어의 크기가 

매우 커져 구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작은 코어에 스파이킹 

신경망을 분할 매핑해야한다. 본 절에서는 부분(혹은 전체) 스파이킹 

신경망을 하드웨어의 여러 코어에 매핑할 때 신경망을 분할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스파이킹 신경망을 하드웨어에 분할하여 

매핑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축 분할과 채널(channel) 축 분할 두 

가지가 있다. 그림 5, 6은 입력 뉴런(Win×Hin×Cin)과 

가중치(R×S×Cin×Cout)를 컨볼루션해 출력 뉴런(Wout×Hout×Cout)을 

계산하는 컨볼루션 층(convolutional layer)의 출력 뉴런을 분할 

매핑하는 두 가지 방법을 표현한 그림이다. 입력 뉴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력 스파이크의 경우 입력 뉴런이 매핑 된 다른 하드웨어로부터 

전달되거나 함께 매핑 되지 못한 경우 이전 층을 연산할 때 발생한 

스파이크를 모아놓은 버퍼로부터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입력 뉴런의 

매핑 방식은 현재 층의 입력 뉴런이 이전 층의 출력 뉴런이기 때문에 

출력 뉴런의 매핑 방식만 고려해도 충분하다. 출력 뉴런을 분할 하는 

방법에 따라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총 가중치의 크기나 입력 스파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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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각 방식을 소개하고 

각 방식의 특징 및 장, 단점을 분석한다. 

첫 번째로 출력 뉴런을 가로, 세로 축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그림 

5). 본 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파이킹 신경망의 경우 뉴런 한 개가 

하드웨어에 매핑이 되면, 매핑 된 하드웨어의 물리적 시냅스 자원이 

논리적 뉴런의 모든 입력 시냅스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뉴런을 가로, 세로 축으로 분할하면 한 코어에 매핑 된 부분 출력 

뉴런들과 연결된 입력 뉴런도 분할된다. 따라서 한 코어의 스케줄러 

모듈에서 입력 스파이크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가져야하는 최소 

크기가 작아진다. 시냅스 가중치의 경우 각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이 

모든 출력 채널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코어가 컨볼루션 층의 

전체 시냅스 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요약해서, 모든 출력 

뉴런을 하나의 코어에 매핑할 때와 여러 코어에 분할 매핑할 때의 전체 

물리적 자원 소모량을 비교해보면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저장하는 

스케줄러 모듈 메모리의 경우 출력 뉴런이 분할 되면 그와 연결된 입력 

뉴런 또한 분할되므로 변함이 없다. 시냅스 가중치 값의 경우 코어 마다 

모든 시냅스 가중치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분할 된 부분 출력 뉴런 

개수만큼 시냅스 가중치 값이 중복 저장된다. 

두 번째는 출력 뉴런을 채널 축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그림 6). 

출력 뉴런을 채널 축으로 분할하면 한 코어에 매핑 된 출력 채널의 

개수가 분할된다. 따라서 한 코어에서 필요로 하는 시냅스 가중치의 

값도 분할된다. 입력 시냅스의 경우 한 코어에 가로, 세로 축으로 모든 

출력 뉴런이 매핑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층의 전체 입력 뉴런이 모든 

코어와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케줄러 모듈의 입력 스파이크를 

저장하는 메모리 또한 모든 입력 뉴런에 대해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해서, 모든 출력 뉴런을 하나의 코어에 매핑할 때와 여러 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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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매핑할 때의 전체 물리적 자원 소모량을 비교해보면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저장하는 스케줄러 모듈 메모리의 경우 모든 코어가 컨볼루션 층 

전체 입력 뉴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므로 분할 된 부분 출력 뉴런 

개수만큼 중복된 메모리가 필요하다. 시냅스 가중치의 경우 채널 축으로 

출력 뉴런이 분할되면 각 코어마다 필요로 하는 시냅스 가중치의 값도 

분할되므로 전체 시냅스 가중치 저장 메모리의 크기는 변함없다. 

본 절에서는 출력 뉴런을 분할 매핑하는 방식에 따라 중복되는 

물리적 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로, 세로 축 분할의 경우 시냅스 

가중치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코어 마다 중복된다. 채널 축 분할의 

경우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코어 마다 중복된다. 

매핑시키는 스파이킹 신경망 층의 특징에 따라 중복되는 물리적 자원이 

적은 방향으로의 분할 매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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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TrueNorth 기반 가속기 구조 최적화 

 

 

본 장에서는 비율 코딩 기반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을 

위한 TrueNorth 기반 가속기 RSTN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비율 코딩 

기반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을 돌리기 위해 기존 

TrueNorth 가속기 구조를 조금 변형한 베이스라인 RSTN(RSTN-

baseline)의 구조와 연산 과정을 소개한다. 2절에서는 입력 스파이크 

처리 방법을 변경하여 온 칩 메모리 크기를 줄이는 입력 시냅스 메모리 

구조 최적화 기술을 소개한다. 그리고 RSTN-baseline에 입력 

스파이크 처리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RSTN-IS를 소개한다. 3절에서는 

가중치의 희소성(weight sparsity)을 활용할 수 있는 가중치 메모리 

구조 및 연산 방식을 소개한다.  더 나아가 가중치 희소성 활용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RSTN 가속기(RSTN-ISWS)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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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베이스라인 가속기 아키텍쳐 

 

 

그림 7. RSTN-baseline 아키텍처 

 

그림 7은 TrueNorth 뉴로모픽 가속기 구조를 비율 코딩 기반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을 처리하는데 알맞게 변형한 베이스라인 

가속기(RSTN-baseline) 구조와 RSTN-baseline을 이용하여 

컨볼루션 층을 연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입력 

뉴런(Win×Hin×Cin)과 가중치(R×S×Cin×Cout)의 컨볼루션 결과인 출력 

뉴런(Wout×Hout×Cout) 이 하나의 코어에 매핑 된 상황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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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뉴런의 뉴런 연산에 적용될 때까지 최대 16 시간 스텝(time 

step)을 지연시킬 수 있다. 비율 코딩을 사용하는 스파이킹 신경망은 

다른 뉴럴 코딩 방식을 사용하는 스파이킹 신경망과 다르게 특정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목적 뉴런이 뉴런 연산을 하는데 지연 

없이 바로 다음 시각에 전달된다. 따라서 베이스라인 가속기의 스케줄러 

메모리는, 특정 뉴런이 연산을 하기 위해 스케줄러 메모리에서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읽는 동시에 다음 시각에 처리될 입력 스파이크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저장할 수 있도록 시간 창의 크기를 2로 설정한다. 3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드웨어 코어의 물리적 시냅스 유닛 개수가 

매핑 된 논리적 뉴런의 입력 시냅스 개수 보다 항상 많아야 한다. 

컨볼루션 층의 출력 뉴런 전체가 하나의 코어에 매핑 되면,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들과 연결 된 서로 다른 입력 뉴런의 개수가 

Hin×Win×Cin이기 때문에 스케줄러 메모리의 크기는 최소 

Hin×Win×Cin×2가 되도록 설계한다 (그림 7-Scheduler Mem). 

가로축, 세로축 분할 매핑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코어에 출력 뉴런을 

분할 매핑 하면, 한 코어에 매핑 된 부분 출력 뉴런과 연결된 입력 뉴런 

또한 분할되기 때문에 스케줄러 메모리의 크기가 분할 된 크기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된다. 

TrueNorth 코어에서 코어 램은 코어에 매핑 된 뉴런들이 매 시각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e.g., 막전위, 역치 값, 누설 상수, 입력 

시냅스 별 시냅스 가중치, 입력 시냅스 별 연결 여부)을 저장한다. 

우리는 비율 코딩 기반 스파이킹 신경망을 돌리기 위해 두 종류의 

메모리 구조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시냅스 가중치 값들을 저장하는 

가중치 램(weight ram) 이다 (그림 7-Wram). 기존 TrueNorth 

코어의 경우 뉴런 마다 시냅스 가중치 값이 다르고 가중치 하나의 비트 

수가 작은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코어 램에 각 뉴런 별 시냅스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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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을 저장한다. 하지만 컨볼루션 층의 경우 뉴런 마다 가지고 있는 

가중치의 크기가 크고, 또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들 중 같은 채널에 

해당하는 뉴런들은 가중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뉴런 마다 가중치를 

저장하지 않고 연산에 필요한 서로 다른 가중치 값들을 1개씩 저장한다. 

한 코어에 k개의 채널에 해당하는 출력 뉴런이 매핑 되어 있다면 

R×S×Cin×k 만큼의 가중치를 가중치 램에 저장한다. 두 번째는 뉴런 

별 뉴런 연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뉴런 램(neuron ram) 이다 

(그림 7-Nram). RSTN-baseline의 뉴런 램에서 뉴런 별 저장하는 

정보는 막전위, 입력 시냅스 별 연결 정보가 있다. 비율 코딩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의 경우 모든 뉴런의 역치 값으로 

1.0을 사용하기 때문에 뉴런 별 역치 값을 따로 저장하지 않는다. 

뉴런의 입력 시냅스 별 연결 정보는 한 개 비트를 이용해 연결 되었을 

경우 1, 안되었을 경우 0으로 저장한다. 컨볼루션 층은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들 중 채널 축에서의 위치만 다르고 가로축, 세로축 상에서의 

위치가 같은 뉴런들에 대해서 전체 입력 뉴런(Win×Hin×Cin)들 중 같은 

입력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코어에 wout×hout×cout 만큼의 

출력 뉴런이 매핑 되었을 때 매핑 된 모든 출력 뉴런(wout×hout×cout) 

별 입력 시냅스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이 

동일한 출력 뉴런들을 제외한 wout×hout 만큼의 출력 뉴런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저장한다 (i.e., 총 (wout×hout)×(Win×Hin×Cin)) (그림 7-

Synaptic Connectivity). 

TrueNorth 코어는 연산 장치인 뉴런 블락(neuron block)이 한 개 

존재하여 코어에 매핑 된 뉴런들에 대한 뉴런 연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컨볼루션 층의 경우 코어에 매핑되는 뉴런의 수가 많고 

하나의 뉴런과 연결된 입력 시냅스 수도 많기 때문에 RSTN-

baseline에서는 한 코어가 여러 개의 뉴런 블락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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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Neuron Blocks). 

RSTN-baseline에서 컨볼루션 층을 연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클락이 컨트롤러에 전달되면 컨트롤러가 스케줄러에 해당 

글로벌 클락에 대한 정보(글로벌 클락을 2로 나눈 나머지)를 전달하여 

해당 시각에 전달될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받아온다 (그림 7-❶). 

베이스라인 가속기 코어는 다음 글로벌 클락이 들어오기 전까지 코어에 

매핑 된 모든 출력 뉴런에 스케줄러로부터 받은 입력 스파이크들을 

전달하여 내부 상태를 업데이트 한다. 코어는 매핑 된 출력 

뉴런(Wout×Hout×Cout)을 채널축(C), 가로축(W), 세로축(H) 순으로 

순차적으로 연산한다. 컨트롤러는 뉴런 램으로부터 연산을 할 출력 

뉴런의 가로축, 세로축 인덱스(wout, hout)를 전달하여 인덱스에 해당하는 

출력 뉴런의 입력 시냅스 연결 정보를 전달 받는다 (그림 7-❷). 이 때 

전달되는 연결 정보는 매핑 된 출력 뉴런들 중 가로축, 세로축 인덱스를 

공유하는 Cout개 출력 뉴런(wout, hout, 1~Cout)에 대한 시냅스 연결 

정보이다. 시냅스 연결 정보가 Cout개의 뉴런에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컨트롤러가 스케줄러와 뉴런 램으로부터 각각 입력 스파이크 

정보와 시냅스 연결 정보를 전달받으면 두 비트 벡터를 논리 곱 연산 

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는 출력 뉴런들(wout, hout, 1~Cout)과 연결된 

동시에 스파이크가 들어온 입력 시냅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7-❸). 

두 비트 벡터에서 값이 모두 1인 입력 시냅스가 존재하면, 출력 

뉴런들에 대한 뉴런 연산을 하기 위해 해당 입력 시냅스의 인덱스(xin, 

yin, cin)와 입력 시냅스와 연결된 가중치의 인덱스(r, s, cin)를 계산한다. 

두 비트 벡터에서 값이 모두 1인 입력 시냅스를 처음 발견한 경우 뉴런 

램에 처리 중인 출력 뉴런의 인덱스(wout, hout)를 보내고, 뉴런 

램으로부터 인덱스에 해당하는 Cout개 출력 뉴런들(wout, hout, 1~Cout)중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출럭 뉴런 개수 p(i.e., 뉴런 블락 개수)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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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 정보를 뉴런 블락으로 보낸다. 베이스라인 가속기 코어는 p개의 

뉴런 블락을 이용하여 동시에 최대 p개 출력 뉴런에 대한 뉴런 연산을 

수행한다. 두 비트 벡터에서 값이 모두 1인 입력 시냅스가 처음이 아닌 

경우 이미 뉴런 블락이 처리하는 출력 뉴런들에 대한 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한다. 뉴런 블락에 뉴런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입력 시냅스와 연결된 가중치의 인덱스(r, s, cin)를 

가중치 램에 보내 인덱스에 해당하는 Cout개의 가중치 값들(r, s, cin, 

1~Cout) 중 현재 처리중인 출력 뉴런(wout, hout, m~m+p-1) 개수 

만큼의 가중치 값을 뉴런 블락으로 보낸다 (그림 7-❹). 컨트롤러에서 

모든 입력 시냅스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뉴런 블락에 끝 신호(end 

signal)를 보내 해당 출력 뉴런의 뉴런 연산에 필요한 가중치 값을 모두 

보냈음을 알린다 (그림 7-❺). 뉴런 블락은 가중치 램으로부터 전달 

받은 모든 가중치에 대한 연산을 마치면 컨트롤러에서 보낸 끝 신호를 

통해 끝났음을 인지하고 뉴런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뉴런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은 최종 막전위 값을 역치 값(1.0)과 비교하여 

막전위 값이 큰 경우 최종 막전위 값에서 역치 값을 뺀 값을 뉴런 램에 

업데이트 하고 막전위 값이 작은 경우 최종 막전위 값을 뉴런 램에 

업데이트 한다. 뉴런 램에 뉴런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컨트롤러에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보낸다 (그림 7-❻). 컨트롤러에서 뉴런 

블락으로부터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알리는 신호(GenSpike)를 받으면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출력 뉴런에 대한 스파이크 패킷(spike 

packet)을 만들어 라우터에 보낸다 (그림 7-❼). 스파이크에 대한 

처리를 마치면 다음 출력 뉴런 그룹을 처리한다. 이 때 만약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의 출력 채널(Cout)이 뉴런 블락 개수(p)보다 큰 경우 

다음 출력 채널 그룹에 대한 연산을 진행하고 모든 출력 채널에 대한 

연산을 마쳤을 경우 뉴런 인덱스 상에서 가로축, 세로축 순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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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뉴런에 대한 연산을 진행한다. 위의 과정과 독립적으로 다른 

코어나 버퍼에서 스파이크가 전달되면 라우터가 스케줄러에 전달하여 

입력 스파이크를 저장한다 (그림 7- ). 

 

제 2 절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본 절에서는 입력 스파이크를 저장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코어의 온 

칩 메모리 크기(on-chip memory size)를 줄이는 최적화 기법과 기법을 

적용한 가속기 RSTN-IS를 제시한다. RSTN-baseline의 시냅스 

연결성(Synaptic Connectivity) 메모리는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과 

입력 시냅스 간의 연결 정보를 저장한다. 연결성이 서로 다른 출력 뉴런 

마다 특정 입력 시냅스와 연결이 되었을 경우 1, 연결이 안되었을 경우 

0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출력 뉴런 개수 × 입력 시냅스 개수의 크기를 

가진다 (e.g., 컨볼루션 층: (Wout×Hout)×(Win×Hin×Cin)). 하지만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는 신경망 층의 종류, 신경망 분할 방식에 따라 온 

칩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컨볼루션 

신경망 층의 경우,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 크기는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의 너비, 높이(Wout, Hout)와 입력 뉴런 너비, 높이(Win, Hin)에 

비례한다. 입력 뉴런의 너비, 높이는 매핑 된 출력 뉴런과 연결된 입력 

뉴런의 크기이기 때문에 출력 뉴런의 너비, 높이에 비례한다. 따라서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 크기는 출력 뉴런 너비, 높이(혹은 입력 뉴런 

너비, 높이) 각각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뉴런(혹은 

입력 뉴런)의 너비, 높이가 큰 신경망 층을 처리하는 경우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 크기가 수십~수백 메가 바이트에 이른다 (5장 2절). 

출력(혹은 입력) 뉴런의 크기가 큰 신경망 층도 효과적으로 가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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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를 대체하는 있는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다. 

 

 

그림 8. 컨볼루션 층 입력 스파이크와 출력 뉴런들 간 연결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를 대체하기 위해 코어의 모든 출력 뉴런이 

채널 한 개 가중치 크기(R×S×Cin) 만큼의 입력 시냅스와 연결되는 

점을 이용한다. 입력 뉴런 하나는 각 출력 뉴런의 연결된 입력 

시냅스들(R×S×Cin)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 그림 8은 특정 입력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들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스파이크의 효과를 적용하는지 나타낸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입력 뉴런 채널 크기는 1로, 가중치의 너비, 높이는 3으로 

가정한다 (i.e., Cin = 1, R = 3, S = 3). 그림에서 모든 출력 뉴런은 출력 

뉴런 하나의 값을 연산하는데 관여되는 R×S×Cin(9)개의 서로 다른 

입력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출력 뉴런 마다 R×S×Cin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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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할 수 있다. 그림에서처럼 특정 입력 뉴런은 연결 된 출력 뉴런들의 

R×S×Cin개 입력 시냅스 들 중 각기 다른 위치에서 연결된다. 따라서 

특정 입력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해당 뉴런과 연결 된 출력 

뉴런 별 해당 입력 뉴런이 연결된 입력 시냅스 위치에 스파이크 발생 

정보(1)를 저장해야 한다. 그림 8은 특정 입력 뉴런에서 발생한 

스파이크가 총 9개 출력 뉴런(O1~O9)의 각기 다른 입력 시냅스 위치에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출력 뉴런 개수 × 연결 입력 시냅스 

개수 크기 메모리에 스파이크 발생시 해당 스파이크와 연결된 출력 

뉴런들의 알맞은 시냅스 위치에 정보를 저장하면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에 출력 뉴런과 입력 시냅스의 연결성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림 9. RSTN-IS 아키텍처 

 

그림 9는 앞서 설명한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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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의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Wout×Hout)×(Win×Hin×Cin))를 2×(Wout×Hout)×(R×S×Cin) 

크기 스케줄러 메모리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마다 연결 된 출력 뉴런들의 

알맞은 시냅스 위치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이 기술을 

통해 출력 뉴런(혹은 입력 뉴런)이 큰 신경망 층에 대해서도 구현 

가능한 온 칩 메모리 크기로 가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적화 기술의 

자세한 온 칩 메모리 축소 효과는 5장 2절에서 다룬다.  

RSTN-IS의 신경망 층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컨트롤러에 

글로벌 클락이 들어오면, 스케줄러에 시각 정보와 연산을 할 출력 

뉴런의 인덱스(wout, hout)를 보내 해당 시각에 해당 출력 뉴런에 전달될 

입력 스파이크 정보(R×S×Cin)를 전달받는다 (그림 9-❶). 컨트롤러는 

가로축, 세로축 순으로 출력 뉴런을 연산한다 (i.e., (wout, 

hout)=>(wout+1, hout)). 컨트롤러는 전달 받은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처리하면서 해당 시각에 전달할 스파이크가 있을 경우 뉴런 램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출력 뉴런의 인덱스(wout, hout)을 보내 해당 인덱스를 

갖는 Cout개 출력 뉴런들((wout, hout, 1~Cout)) 중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뉴런 만큼의 (뉴런 블락 개수(p)) 뉴런 정보를 뉴런 블락으로 

보낸다. 그와 동시에 입력 스파이크와 연결된 출력 뉴런 입력 시냅스 

위치(r, s, cin)를 계산하여 가중치 램에 보내 인덱스에 해당하는 Cout개 

가중치 값(r, s, cin, 1~Cout)들 중 현재 연산하고 있는 p개 출력 뉴런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을 뉴런 블락으로 보내게 한다 (그림 9-❷). 모든 

입력 스파이크에 대한 가중치 값을 뉴런 블락으로 보내면 뉴런 블락에 

끝 신호를 보내 연산할 모든 가중치를 보냈음을 알린다 (그림 9-❸). 

뉴런 블락에서 연산을 마치면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컨트롤러에 보내고 

새로 계산한 뉴런 정보를 뉴런 램에 보내 업데이트 한다 (그림 9-❹). 

컨트롤러는 뉴런 블락으로부터 전달 받은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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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스파이크 발생시 해당 출력 뉴런에 대한 정보(wout, hout, cout)를 

바탕으로 스파이크 패킷을 만들어 라우터에 전달한다 (그림 9-❺). 

입력 시냅스에 대한 연결성 정보를 공유하는 Cout개의 출력 뉴런들(wout, 

hout, 1~Cout)에 대한 연산이 모두 끝나면 스케줄러로부터 다음 출력 

뉴런 인덱스(wout+1, hout)에 해당하는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불러오면서 

다음 출력 뉴런들에 대한 연산을 시작한다. 이 과정과 별개로 인접한 

코어에서 라우터로 특정 입력 뉴런, 특정 시각(win, hin, cin, t)에 해당하는 

스파이크가 전달 되면 해당 스파이크와 연결 된 출력 뉴런들의 알맞은 

입력 시냅스 위치를 계산하여 스케줄러 메모리의 해당 위치 비트를 1로 

저장한다 (그림 9- ).  

 

제 3 절 가중치 희소성을 활용한 메모리 구조 최적화 

 

본 절에서는 가중치 희소성을 활용한 메모리 구조와 연산 방법을 

통해 연산 시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최적화 기법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가속기(RSTN-ISWS) 구조를 제안한다. 

최근 인공 지능 분야에서 신경망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학습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신경망을 압축해 학습시간을 줄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7], [18], [19], [20], [21], [22]. 대표적인 예로 학습이 끝난 

신경망의 일부 가중치 값을 0으로 만드는 가지치기(pruning) 기법이 

있다. 이렇듯 현재 사용되는 인공 신경망에는 0의 값을 갖는 가중치가 

일정 비율 존재한다. 스파이킹 신경망에서 접근한 가중치 값이 0일 경우 

막전위에 0을 더하기 때문에 결과 값이 변하지 않아 연산을 건너 뛸 수 

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가속기와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가속기에서는 0의 값을 갖는 가중치들에 대해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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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중치와 동일하게 연산한다. 따라서 접근한 가중치 값이 0일 때 

결과적으로 뉴런의 막전위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하나의 가중치를 

접근하고 연산하는데 드는 에너지와 지연시간을 소모한다.  

 

 

그림 10. RSTN-ISWS 아키텍처 

 

본 절에서 제시하는 가중치 희소성을 활용한 가속기 RSTN-

ISWS는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가속기 구조에서 가중치 값을 

저장하는 방식과 연산 방식을 변형한다 (그림 10). RSTN-ISWS는 i) 

0이 아닌 가중치 값만을 저장하여 온 칩 메모리 크기를 줄이고, ii) 

가중치 값이 0인 경우에 대한 연산을 건너 뛰어 가중치 접근 및 연산에 

드는 에너지와 지연시간을 절약한다. 가중치 값을 저장하는 방식의 경우 

0이 아닌 가중치 값만을 저장하고 (그림 10-Wram Data), 저장한 

가중치 값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비트 벡터 형태로 따로 저장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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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Wram Index). 예를 들어 2, 0, 5, 6, 0 다섯 개의 가중치 값이 

있다면, 데이터는 2, 5, 6만을 저장하고 각 가중치 값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1비트로 표현한(0이면 0, 0이 아니면 1) 1, 0, 1, 1, 0 비트 

벡터를 따로 저장한다. 가중치 위치 정보는 각 가중치 값 마다 

1비트만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큰 메모리 오버헤드가 아니다. 여러 

데이터셋과 신경망, 여러 매핑 방법에 대해 0의 값을 갖는 가중치를 

저장하지 않아서 절약된 메모리가 위치 정보를 추가로 저장한 메모리에 

비해 컸다 (5장 2절).  

RSTN-ISWS가 변형한 가중치 저장 방식을 이용하여 0이 아닌 

가중치에 대해 연산을 건너 뛰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러에 

글로벌 클락이 전달되면 스케줄러에 연산할 출력 뉴런의 인덱스(wout, 

hout)를 보내 해당 출력 뉴런에 대한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받아온다 

(그림 10-❶). 그와 동시에 컨트롤러는 스케줄러에서 가져올 시냅스 

연결성 정보를 공유하는 Cout개의 출력 뉴런들(wout, hout, 1~Cout) 중 

연산할 뉴런의 출력 뉴런 인덱스(cout)를 가중치 램으로 보내 해당 

채널에 대한 가중치 인덱스 비트 벡터(cout, 1~R×S×Cin)를 가져온다 

(그림 10-❷). 이 때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출력 뉴런 개수(뉴런 블락 

개수(p))만큼의 서로 다른 출력 채널 인덱스(ci~ci+p-1)를 가중치 램에 

보내 각각에 대해 이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입력 스파이크 정보와 

특정 출력 채널에 대한 가중치 인덱스 벡터가 도착하면 두 벡터를 

논리곱 연산 하면서 두 벡터 값이 모두 1인, 즉 스파이크도 전달되고, 

가중치 값도 0이 아닌 입력 시냅스들을 찾아 가중치 인덱스(r, s, cin)를 

계산한다 (그림 10-❸). 계산한 가중치 인덱스를 가중치 램에 보내 

입력 시냅스의 가중치 값을 뉴런 블락으로 보낸다 (그림 10-❹). 그와 

동시에 만약 두 비트 벡터에서 값이 모두 1인 입력 시냅스를 처음 

찾았을 경우에만 뉴런 램에 출력 뉴런에 대한 인덱스 정보(wout, 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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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t)를 보내 연산에 필요한 뉴런 정보(e.g., 막전위)를 뉴런 블락으로 

보낸다 (그림 10-❹). 두 비트 벡터에 대한 논리곱 연산이 끝나면 뉴런 

블락에 끝 신호를 보내 연산에 필요한 모든 가중치 값들을 보냈음을 

알린다 (그림 10-❺). 뉴런 블락에서 연산을 끝내고 컨트롤러로부터 끝 

신호를 받으면 스파이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발생 여부에 따라 

막전위를 계산한 뒤 컨트롤러에는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뉴런 램에는 

업데이트할 뉴런 정보를 보낸다 (그림 10-❻). 컨트롤러가 뉴런 

블락으로부터 스파이크 발생 여부 신호를 전달받은 후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출력 뉴런에 대한 인덱스 정보(wout, hout, cout)를 

스파이크 패킷 형태로 만들어서 라우터에 보낸다 (그림 10-❼). 한 

출력 뉴런에 대한 연산을 마치면, 시냅스 연결성 정보를 공유하는 Cout개 

출력 뉴런들 중 다음 채널 뉴런에 대한 가중치 인덱스 벡터를 가중치 

램으로부터 가져와 연산을 시작한다. 만약 모든 Cout개 뉴런에 대한 

연산을 마쳤을 경우 다음 출력 뉴런 인덱스(wout+1, hout)에 대한 입력 

스파이크 정보를 스케줄러로부터 가져와 해당 출력 뉴런들에 대해 위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과 별개로 인접한 코어에서 라우터로 특정 

입력 뉴런, 특정 시각(win, hin, cin, t)에 해당하는 스파이크가 전달 되면 

해당 스파이크와 연결 된 출력 뉴런들의 알맞은 입력 시냅스 위치를 

계산하여 스케줄러 메모리의 해당 위치 비트를 1로 저장한다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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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최적화 기법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타이밍 시물레이터를 이용하여 RSTN의 각 최적화 

기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속기 별 온 칩 메모리 크기를 비교한다. 가중치 

희소성 활용 최적화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속기 별 연산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비교한다. 

 

제 1 절 실험 준비 

 

RSTN-baseline, RSTN-IS, RSTN-ISWS을 평가하기 위해 각 

가속기 구조를 타이밍 시물레이터로 구현하였다. 정적 램(Static 

random-access memory, SRAM)과 관련된 비용은 CACTI 6.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5]. 논리 곱 연산이나 비교 연산과 관련된 

비용은 Synopsys Design Compiler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으로는 CIFAR10과 IMAGENET [26]을 

사용하였다. CIFAR10 데이터셋은 32×32×3 크기 이미지를 10종류의 

사물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셋이다. 50000개의 

학습 데이터와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IMAGENET은 224×224×3 크기 이미지를 1000종류의 사물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셋이다. 약 120만개의 학습 

데이터와 5만개의 검증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인공 신경망으로 VGG 16과 alexnet_v2가 있다. 

각 인공 신경망을 스파이킹 신경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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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스파이킹 신경망을 하드웨어 상에 돌릴 때 설정한 

하드웨어 디자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한 번에 한 개의 신경망 층을 

하드웨어에 매핑하는 공간적 접힘 상황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하드웨어에 매핑 된 신경망 층의 연산으로 생긴 스파이크들을 버퍼에 

저장한 후 다음에 매핑 될 신경망 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체 

신경망을 연산하였다. 하나의 신경망 층을 하드웨어에 매핑 할 때 총 

64개의 물리적 코어에 분할 매핑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할 하는 

방식은 출력 뉴런의 가로축 분할 개수_세로축 분할 개수_채널 축 분할 

개수로 표현하였다. 즉 1_1_64 분할 방식은 출력 뉴런을 채널 축으로 

64등분하여 각 물리적 코어에 매핑하는 방식을 뜻한다. 1_1_64, 4_4_4, 

8_8_1 세가지 분할 방식에 대해 비교하였다. 

 

제 2 절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가속기 별 온 칩 메모리 크기 비교를 통해 입력 

스파이크 저장 방식 최적화 기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그림 11. 층 별, 분할 방식 별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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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이미지넷(imagenet)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vgg_16 

신경망을 RSTN-baseline 위에서 돌릴 때 층 별, 분할 방식 별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 크기를 나타낸다. 평균 적으로 가속기의 온 칩 메모리로 

허용 가능한 범위가 수 메가바이트 이내인 것을 고려 했을 때 대부분의 

신경망 층에서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가 구현에 부적합한 크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출력 뉴런의 가로축, 세로축으로는 분할을 하지 

않아 한 코어에 매핑 된 출력 뉴런의 너비, 높이가 큰(e.g., 224) 

1_1_64 매핑 방식의 경우 최대 19.8 기가 바이트까지 차지한다. 코어당 

매핑되는 출력뉴런의 너비, 높이가 가장 작은 8_8_1 분할 방식에서도 

비교적 입력 뉴런의 크기가 큰 초반 신경망 층에서 최대 5.6 메가 

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림 12. 분할 방식 별 온 칩 메모리 크기 분석 

 

그림 12는 분할 방식 별 각 가속기의 온 칩 메모리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 비현실적인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를 갖는 1_1_64 분할 방식은 제외했다. 모든 데이터셋-신경망 

조합에서 RSTN-baseline, RSTN-IS, RSTN-ISWS 순으로 총 온 칩 

메모리 크기가 감소한다.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를 스케줄러 메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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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한 효과로 RSTN-IS의 온 칩 메모리 크기가 RSTN-baseline에 

비해 평균 0.92배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셋의 입력 크기가 

클수록 시냅스 연결성 메모리를 대체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추가로 

값이 0인 가중치 값들을 저장하지 않는 RSTN-ISWS은 RSTN-IS에 

비해 평균 0.93배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절 가중치 희소성 활용 최적화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가속기 별 에너지 소모 및 지연시간 소모를 비교하여 

가중치 희소성 활용 최적화 기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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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lexnet_v2의 이미지넷 처리시 에너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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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에너지 소모량은 가중치 램에서 가중치를 읽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다. 0의 값을 갖는 가중치에 대한 연산과 메모리 접근을 건너뛰는 

효과가 RSTN-ISWS에서 가중치를 읽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 활용 최적화 기법에서 0이 아닌 

가중치에 대해서만 접근하기위해 추가된 가중치 인덱스를 읽는데 

소모되는 에너지 비율이 증가했다. 출력 뉴런의 채널(가중치 개수)의 

크기가 큰 후반 신경망 층으로 갈수록 가중치 인덱스의 크기가 증가하여 

가중치 희소성 활용 최적화 기법의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일부 후반 

신경망 층(conv4, conv5)에서 가중치 접근을 줄이는 이득보다 가중치 

인덱스 접근 손해가 더 커 RSTN-IS가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후반 신경망 층으로 갈수록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빈도가 감소하여 절대적인 에너지 소모량이 작아 전체 소모 

에너지는 RSTN-ISWS가 여전히 더 작았다. 0의 값을 갖는 가중치에 

대한 연산 건너뜀으로 인해 RSTN-ISWS가 RSTN-IS에 비해 

평균적으로 0.34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림 14. 신경망 층 별 RSTN-IS 대비 RSTN-ISWS 지연 시간 

 

그림 14는 데이터셋 별로 각 신경망 층을 RSTN-ISWS 위에서 

돌릴 때 지연시간을 RSTN-IS 지연시간에 정규화 시킨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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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경망 층에서 

RSTN-ISWS이 RSTN-IS보다 적은 시간을 소모했다. 하지만 0값을 

갖는 가중치에 접근하지 않는 대신 가중치 인덱스에 접근하는 

오버헤드가 존재한다. 가중치 인덱스의 크기가 큰 일부 후반부 

신경층(e.g., conv4, conv5)에서 가중치 인덱스 접근 오버헤드가 가중치 

접근을 건너뛰는 이득보다 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후반부 신경망층이 전체 소요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종합적으로는 가중치 희소성 활용 최적화 기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0의 값을 갖는 가중치에 대한 연산 건너뜀으로 인해 RSTN-

ISWS가 RSTN-IS에 비해 평균적으로 0.10배 적은 시간을 소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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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율 코딩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을 가속할 수 있는 뉴로모픽 가속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RSTN은 

TrueNorth 가속기 구조를 기반으로 입력 스파이크 처리 방식을 

변형하고(RSTN-IS), 가중치 희소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중치 

메모리 구조(RSTN-ISWS)를 제안하여 효율적인 비율 코딩 스파이킹 

신경망 가속을 가능하게 했다. RSTN-IS는 입력 스파이크가 도착하면, 

해당 입력 스파이크와 연결된 출력 뉴런들의 알맞은 입력 시냅스에 

정보를 기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온 칩 메모리 크기를 줄였다. RSTN-

ISWS는 이에 더해 0이 아닌 가중치 값들만 저장하고 저장된 가중치 

값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따로 저장하여 가중치 저장에 필요한 온 칩 

메모리 크기를 줄였다. 또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접근하고자 하는 

가중치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0이면 연산을 건너뛰는 방식을 

통해 가중치 연산과 메모리 접근에 소모되는 에너지와 지연시간을 

절약했다. RSTN-ISWS는 효율적인 인공 신경망 변환 스파이킹 신경망 

가속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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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ueNorth Based Accelerator 

Architecture for Rate Coded 

Spiking Neural Network 
 

Seungho Le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piking Neural Network i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hat 

emulates the biological behavior of the human brain. SNN consists of 

spiking neurons, which is the computational model of a biological 

neuron, communicating through spike signals. In t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SNNs are expected to show high energy efficiency 

similar to human brain level, since they mimic the brain realistically. 

However, SNN faces a low accuracy problem due to the spike signal’s 

lack of representation variety and the under-discovered principle of 

the human brain. 

   ANN-converted-SNN is a neural network converted from a 

trained ANN using a backpropagation algorithm. It converts a 

network by applying trained parameters to the weight and parameters 

of spiking neurons. ANN-converted-SNN can achieve high accuracy 

similar to that of ANN, since it exploits ANN’s trained parameters. 

Researchers are trying to convert more various types of ANN 

components into SNN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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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morphic hardware is an electrical device that emulat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 biological neural network using an analog 

circuit or VLSI. Since it implements the working mechanism of the 

human brain on hardware, it has been used for accelerating brain 

simulation or spiking neural networks. IBM’s TrueNort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neuromorphic chips. It successfully implements a 

densely connected neural network with 1 million neurons and 256 

million synapses in a single chip. However, TrueNorth lacks target 

workloads. As part of that, TrueNorth has an inefficient structure for 

accelerating ANN-converted-SNNs. 

   This paper proposes a novel architecture, RSTN (Rate-coded 

Spiking neural network TrueNorth), which enables accelerating the  

ANN-converted-SNNs by modifying TrueNorth architecture. We 

define the necessary hardware design poi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running SNNs on hardware. We design the RSTN 

after setting the specific running environment through our defined 

design points. We propose baseline accelerator architecture(RSTN-

baseline) for ANN-converted-SNN, by modifying TrueNorth. Then, 

we optimize the input spike receiving process to reduce the on-chip 

memory capacity of RSTN-baseline, and named it as RSTN-IS. Next, 

we propose an additionally optimized architecture, RSTN-ISWS, 

which saves energy and latency from RSTN-IS by skipping the 

computation of zero-valued weights. We measure the hardware 

metric of accelerators by implementing a time-accurate simulator for 

each RSTN. The evaluation shows that RSTN-IS reduces 92% of 

RSTN-baseline’s on-chip memory capacity by replacing synaptic 

connectivity memory with scheduler memory. Moreover, RSTN-

ISWS saves 34% energy and 10% latency from RSTN-IS by utilizing 

the sparsity of zero-valued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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