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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비대해져가는 뉴럴 네트워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에서 압축 기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압축률을 높일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델을 압축하기 앞서 압축률과 정확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불러와 가변의 크기로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점진적 압축 기법을 뉴럴 네트워크에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하나의 파일에서 저용량-저정확도의 모델부터 고
용량-고정확도의 모델까지 단계적 복원이 가능하다.

1 서론

가중치 행렬을 구성하는 부동소수점 데이터를 더 적은 비트로 표현
하는 것으로, 이미 TensorFlow Lite[7] 등의 프레임워크에서 사용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
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델의 복잡도 또한 올라가고 있다. 높

되고 있는 보편적인 기법이다. 특히 양자화를 이용하면 효과적으
로 뉴럴 네트워크의 점진적 압축을 구현할 수 있다.

은 모델의 복잡도는 곧 모델의 크기 증가로 이어지는데, 주요 모델
들인 GoogLeNet[1], ResNet[2], Mask-R-CNN[3]의 경우 각각 학
습된 모델의 용량이 26MB, 150MB, 250MB에 달한다. 모델의 큰

2 가중치 행렬의 양자화

용량은 특히 모바일이나 웹 등 네트워크를 거쳐야 하는 환경에서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 행렬 W ∈ Rm×m 을 구성하는 n × m

문제가 되는데, 모델의 다운로드 시간과 네트워크 비용 등이 사용 개의 스칼라 w ∈ R1×mn 는 일반적으로 32-비트의 부동소수점으
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로 표현된다. 가중치 행렬의 양자화는 w를 32-비트의 부동소수점
학계에서는 이를 완화하고자 다양한 압축 기술[4, 5]이 제안되고 대신 k-비트 (k는 16, 8, 6, 4 등의 값을 가짐)의 정수로 표현하는
있다. 하지만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의 압축은 필연적으로 정확도 기법으로, 양자화 시 가중치 행렬의 크기를 k/32 로 줄일 수 있다.
손실을 일으키며, 특히 압축률이 높아질수록 정확도 손실 또한 함

수식 (1)은 스칼라 wi 를 k-비트의 양자화된 값 qi (k)로 바꾸는
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6].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 제품 절차를 보여준다. 행렬의 최댓값과 최솟값 사이를 폭이 일정한 2k
에 적용하기 앞서 압축률과 정확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델을 얼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 구간을 부호가 없는 정수로 표현하는 균
마나 압축할지를 정해야 하지만, 아키텍처의 종류와 학습된 데이터 등 양자화를 사용하였다. 이때 은 충분히 작은 값으로, floor 함수
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기에 압축률을 일반화하여 정하기는 쉽지 를 적용하기 전의 스칼라 범위를 [0, 2k )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않다.
 
qi (k) = f loor 2k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압축 기법을 뉴럴 네트워크에 도입하여 가
변의 압축을 가지는 단일 모델 표현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모델 압

wi − min W
max W − min W + 


(1)

양자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할 때에는 수식 (2)를 이용하며, 행렬

축은 학습된 모델 배포 시 고정된 압축률로 한 번 이루어지고 이후

에 항상 같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와야 했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복호화를 위해서 별도의 메타 정보로 저장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불러와 압축을 해제하여 모델 어야 한다. 이 경우 양자화로 인한 추가적인 메타 데이터가 요구되
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점진적 압축 기법을 사용하면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행렬 당 2개로 매우 적으므로
추가되는 용량 없이 하나의 파일에서 저용량-저정확도의 모델부터 무시할만하다.
고용량-고정확도의 모델까지 단계적 복원이 가능하다.
wi =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양자화(quantization)를 이용한 가중치 행렬의 압축 방법을 도입하였다. 양자화는
1)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9-0-01158, (SW 스타랩) 3차원 기하 모델
프로세싱 프레임워크 개발).

qi (k)
(max W − min W ) + min W
2k

(2)

가중치 행렬의 양자화는 위와 같은 균등 양자화 이외에도 k-평
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를 이용한 방법, 곱 양자화(Product
Quantization)를 이용한 방법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4]. 다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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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TensorFlow Lite[7] 등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성 델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그다음 0.25N 부분만을 추가로 불러온
능이 검증된 균등 양자화를 바탕으로 한 압축 방법을 채택하였다.

후 이전 0.25N 의 데이터와 합쳐 모델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본 모델이 필요하다면 앞서 받아온 데이터에 새로운 0.5N 의 데
이터를 결합하여 모델을 복원할 수 있고, 이때 전체 다운로드 크기

3 제안 방법

는 1N 으로 원본과 같다.
제안하는 방법인 점진적 압축은 상황에 따라 다른 압축률로 압

그림 1은 가중치 행렬의 점진적 압축 모델의 개념을 간략하게 요

축된 모델을 하나의 파일로부터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기

약한 것으로, 1,2,4-비트 압축 시의 데이터를 모두 가짐에도 전체

존의 압축 방식은 행렬의 각 부동 소수점 데이터를 몇 비트로 압축

용량은 커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법이 가능한

할지 사전에 결정해야 하지만, 점진적 압축 방식은 하나의 파일로

이유는 양자화된 데이터가 정리 1을 따르기 때문이다.

부터 여러 압축률로 모델 복원이 가능하며, 필요한 만큼만 파일을
다운로드해 모델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
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저용량-저정확도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먼
저 다운로드한 이후 고용량-고정확도의 모델을 이용하고 싶을 때,

정리 1. 수식 (1)을 통해 양자화된 k-비트의 데이터의 앞에서부터
m(m < k)개의 비트를 연이어 추출한 값과 같은 스칼라를 m-비트
로 양자화 값은 서로 동일하다.

전체 데이터가 아닌 적은 용량만 추가적으로 받아온 후 이미 다운

증명 먼저 바닥 함수 f loor는 수식 (3)을 만족한다. 이를 수식 (1)

로드한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고정확도의 모델을 복원할 수 있다.

에 대해서도 적용해보면 qi (m)가 수식 (4)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qi (m)은 부호가 없는 정수이므로, 수식 (5)와 같이 비
트 시프트 연산으로 표현될 수 있고, 수식 (5)는 다시 수식 (6)로
쓰여질 수 있다. 이는 qi (k)의 앞 m-비트를 추출한 값이 qi (m)과
같음을 의미한다.

f loor(x) = f loor(
qi (m) = f loor(

f loor(2x)
)
2

qi (m + 1)
)
2

(3)
(4)

qi (m) = qi (m + 1) >> 1

(5)

qi (m) = qi (k) >> (k − m)

(6)

복호화 가중치 행렬 데이터를 4단계 걸쳐 점진적으로 불러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선 k를 32로 고정한 후 수식 (1)을 이용하여
부동 소수점 데이터를 부호가 없는 정수로 양자화하고 이를 이진수
b0∼31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b0∼31 의 앞에서부터 4, 4, 8, 16비트
를 순차적으로 읽었을 때 단계별로 수식 (7) ∼ (10)을 이용하여 복
호화 할 수 있다. 수식에서 S, M 은 각각 max W −min W , min W
을 지칭한다.
b28∼31
)+M
24

(7)

b24∼27
b28∼31
+
)+M
24
28

(8)

b28∼31
b24∼27
b16∼23
+
+
)+M
4
8
2
2
216

(9)

wi (4) = S(
그림 1: 가중치 행렬의 일반 압축 방법과 점진적 압축을 비교한 모습
wi (8) = S(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원래 크기를 N 이라고 하자. 일반
적인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세 단계(25%, 50%, 100%)로 압축된 모
델을 순차적으로 불러온다면 0.25N +0.5N +1N = 1.75N 의 파일
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는 원본인 N 보다 더 많은 크기를 요구한
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점진적 압축은 0.25N +0.25N +0.5N =

wi (16) = S(
wi (32) = S(

b28∼31
b24∼27
b16∼23
b0∼15
+
+
+ 32 ) + M
24
28
216
2

(10)

이때 정리 1에 따르면 wi (4), wi (8), wi (16), wi (32)는 원본 스칼

1N 만큼의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다시 말해 0.25N 만큼의 데이터 라 wi 를 각각 4, 8, 16, 32-비트로 양자화했다가 복호화 한 값과 같
를 불러와서 25%로 압축된 모델을 복원한 이후에 50% 압축된 모 다. 즉, 수식 (1)을 이용하여 임의의 k-비트로 양자화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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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양한 압축률을 담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가 늘어나지만, 점진적 압축 기법에서는 원본과 크기 차이가 없

그림 2는 가중치 행렬을 구성하는 두 스칼라 a, b를 32-비트로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화한 후 점진적 복호화가 가능하도록 직렬화 한 모습이다. 각
스칼라는 서로 4, 4, 8, 16-비트씩 교차하는 형태로 저장되었고, 앞

모델

원본

에서부터 점진적으로 8, 16, 32, 64-비트를 읽으면서 각각 수식 (7)

GoogLeNet [1]
MobileNet [6]

25.35MB
16.15MB

∼ (10)을 이용하여 두 스칼라의 값을 복원할 수 있다. 실제 뉴럴

4단계의 점진적 다운로드 시
일반 압축
점진적 압축
47.74MB
25.35MB
30.38MB
16.15MB

네트워크를 압축할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n × m개의 스칼라를 양 표 2: 표 1의 모델에 대해 4단계(12.5%, 25%, 50%, 100%) 점진 다운로드
자화한 이후 교차하는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면, 낮은 정확도의 가 시 일반 압축과 점진적 압축 사용 시의 크기 비교
중치 행렬부터 높은 정확도의 가중치 행렬까지 순차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전체 크기는 32nm-비트로 원본과
같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압축이라는 개념을 뉴럴 네트워크에 도입

하여 하나의 파일에서 다양한 압축률로 모델을 저장 및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불러와 가변의 압축률로 압축된 모델을 복원
할 수 있다. 특히 점진적 압축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모델의 전체
용량이 늘어나거나 부수적인 정확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모델의 긴 다운로드 시
그림 2: 양자화된 데이터 a, b를 직렬화하여 저장한 모습으로, 정사각형

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점진적 압축 기법을 통해 줄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하나는 1비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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