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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인코더를 통한 딥러닝 모델의 정수 가중치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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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모델을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CNN 모델은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하기에는 가중치의 크기가 크고 연산복잡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의 표현 비트를 낮추는 가중치 양자화를 포함한 여러 경량화 방법들이 등장하였다. 많은 방법들이 다양
한 모델에서 적은 정확도 손실과 높은 압축률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압축 모델들은 정확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재학습 과정을 포
함시켰다. 재학습 과정은 압축된 모델의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지만 많은 시간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Weight Quantiza- 
tion이후 각 층의 가중치는 정수형 행렬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지의 형태와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Weight Quantization이후 각 층
의 정수 가중치 행렬을 이미지의 형태로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여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ImageNet과 Places365 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VGG16, Resnet50, Resnet18모델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모델에서 2%이
하의 정확도 손실과 높은 압축 효율을 달성했다. 또한, 재학습 과정을 제외한 압축방법인 No Fine-tuning Pruning(NFP)와 ThiNet과의
성능비교 결과 2배 이상의 압축효율이 있음을 검증했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lightweight methods fo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models in mobile devices have emerged. 
Weight quantization, which lowers bit precision of weights, is a lightweight method that enables a model to be used through 
integer calculation in a mobile environment where GPU acceleration is unable. Weight quantization has already been used in 
various models as a lightweight method to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model size with a small loss of accuracy. 
Considering the size of memory and computing speed as well as the storage size of the device and the limited network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compressing integer weights after quantization using a video codec as a metho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VGG16, Resnet50, and Resnet18 models trained 
with ImageNet and Places365 datasets. As a result, loss of accuracy less than 2% and high compression efficiency were achieved 
in various models.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similar compression methods, it was verified that the compression 
efficiency was more than dou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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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에서의 딥러닝 모델 사용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면서 모델 경량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모
바일 환경은 연산성능, 메모리, 저장 공간, 네트워크 대역폭

등이 제한되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량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딥러닝 모델은 주로 행렬의 곱셈연산으

로 구성되는데, 대다수의 모델은 32비트의 실수형 변수

(float32)를 통해 각 가중치를 표현한다. GPU 가속을 이용

할 수 있는 서버환경과 달리 모바일 환경은 float32형 행렬

의 곱셈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

라 딥러닝 모델을 구성하는 가중치를 32비트 실수형이 아

닌 8비트 혹은 그 이하의 정수형 변수로 가중치를 변환하는

가중치 양자화(Weight quantization) 기법이 등장했다[1]. 
가중치 양자화는 모델을 구성하는 가중치의 표현 비트를

낮추는 과정과 활성 함수도 가중치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

으로 구성되는 경량화 방법이다[2]. 가중치 양자화는 다양한

모델에 적용할 수 있으며 모델의 크기, 연산복잡도와 메모

리 요구량을 감소시켜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록 만든다[3]. 8비트 정수로 양자화하는 경우 모델 가중치의

크기는 25%로 압축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송하기에 부담되기 때문에 추

가적인 압축이 요구된다.
모바일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모델의

크기와 연산복잡도를 낮추려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

다. 모델의 경량화는 정확도에 주는 영향이 적은 가중치나

연산을 간소화 혹은 제거하는 것으로 정확도는 보존하며, 
모델의 요구 자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eep 
Compression[4]은 값이 작은 가중치를 0으로 변경하여 해당

값의 연산을 생략하는 Network pruning과 가중치를 공유하

여 총 가중치의 수를 줄이는 Weight sharing을 적용하여 가

중치를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Deep Compression은
유사한 가중치의 수를 줄이기 위해 K-means clustering 알
고리즘을 사용했다. 그 결과 다양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모델을 정확도의 손실 없이 압축하는 성능

을 나타냈다. Q-CNN[5]은 코드북의 형태로 가중치를 압축

하고 압축된 가중치와 입력 데이터의 Sub-vector의 연산을

통해 원본 모델의 추론 결과를 근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가중치를 Discrete Cosine Transform(DCT)[6]을 통해 주파

수 영역으로 변환했을 때, 고주파 영역의 가중치를 제거하

여 모델을 압축하거나[7] 모델의 연산 과정을 주파수 영역에

서 진행하여 압축된 상태의 가중치를 그대로 추론에 사용

하는 경량화 방법도 제안되었다[8].
본 논문은 영상압축 코덱을 이용하여 양자화된 정수 가

a)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Department of Computer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류은석(Eun-Seok Ryu) 
 E-mail: esryu@skku.edu

Tel: +82-2-760-0677 
ORCID: http://orcid.org/0000-0003-4894-6105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SIT(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under the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IITP-2021-2017-0-01630) supervised by the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Manuscript received August 19, 2021; Revised October 18, 2021; 
Accepted October 18, 2021.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구조도
Fig. 1. Architecture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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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 추가로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하

는 압축방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Quantization Step은 원본 가중치의 범위와 출력결과를 계

산하고 정수로 양자화하는 단계를, Compression Step은 정

수 가중치를 비디오 인코더를 통해 압축하는 과정을, 
Inference Step은 압축된 모델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과정

을 각각 나타낸다.

Ⅱ. 관련연구

본 장은 기존의 연구된 가중치 압축이나 경량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본 장은 먼저 기존의 방법들이 포함

하고 있는 Fine-tuning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Fine- 
tuning을 제거한 압축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2는 본 장에서

소개하는 방법들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을 간소화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1. 기존의 압축 방법의 Fine-tuning 과정

서론에서 언급한 가중치의 압축방법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중치의 연산복잡도와 메모리 요구량을 크게 낮추는

높은 압축 성능을 보였지만,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 Fine-tuning 혹은 Retraining이라고 하는 재학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Deep Compression[4]의 경우 pruning 
이후 양자화를 거쳐 압축하는 방법으로 그림 2의 (a)처럼

다수의 재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Model Pruning을 통

한 경량화 방법은 경량화 이후 Fine-tuning 과정을 포함하

고 있다[9]. 위 압축방법들은 Fine-tuning 과정을 제외하고

성능을 평가할 경우 큰 정확도 감소가 나타난다.
Fine-tuning 과정은 구체적으로 경량화 이후 네트워크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재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Fine-tun-
ing 과정도 모델의 학습 과정처럼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셋

을 필요로 하는데, 이 데이터 셋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전체 혹은 특성이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한다[10]. Fine-tun-
ing 과정은 경량화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최근 연구되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

셋은 대용량의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데이터

셋인 ImageNet 데이터 셋[11]의 학습 데이터의 크기는

138GB로 모바일 환경은 물론 대부분의 PC환경에서도 부

담되는 크기이다. 또한, 모든 데이터 셋이 모두가 언제나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수집한 데이터 셋이나 민

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셋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

근이 제한되어 Fine-tuning 역시 제한된다. 최근 Fine-tun-
ing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최적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

그림 2. 다른 가중치 압축 방법들(a~d)과 제안하는 방법(e)의 개요도
Fig. 2. Diagram of the weight compression methods (a~d) and the proposed method (e)

(a) Deep Compression (b) Network sliming (c) AWC (d) DeepCABAC (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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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었지만[12], 딥러닝 모델의 학습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으로 모델을 압축하는 단계에 비해 연산복잡

도가 큰 과정이다. 따라서 압축 알고리즘을 범용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Fine-tuning 과정이 간소화 혹은 제거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No Fine-tuning Pruning

Pruning 기법은 일부 레이어를 제거하거나 레이어 내부

의 일부 채널을 제거하여 연산을 생략하는 경량화 기법이

다. 레이어의 채널을 제거하는 경우, scale factor()를 L1 
Loss[13]를 통해 모델의 손실함수에 반영하여 학습한다[14]. 
아래는 Pruning을 위한 손실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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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기존 손실함수를 나타내며, 는

scale factor()의 L1 손실함수를 나타낸다. Network Slim- 
ing은 를 정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Batch Normalization(BN)[15,16]의 factor를 가져오는 방법을

제안했다[14]. 딥러닝 모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위인

Batch별입력 값과 출력 값의 분포를 정규화하기 위한 BN
의 출력()은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위 수식에서 scale factor()와 shift factor()는 학습 가

능한 변수로 보정 정도를 조절한다. BN은 딥러닝 모델에서

하나의 레이어로 동작하는데, Network Sliming은 모델에

포함된 BN의 학습된 를 pruning 과정에서 손실함수의

scale factor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줄이는 Pruning 
방법이다. Network Sliming을 VGG16 모델[17]에 적용한 결

과 정확도 감소는 0.1%이하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50% 압
축했다. 하지만 Network Sliming은 Pruning 이후 Fine-tun-
ing을 수행하는 과정을 여러번반복하는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압축과정에서 Fine-tuning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o Fine-tuning Pruning(NFP)은
scale factor()뿐만 아니라 shift factor()를 반영한 Prun- 
ing 방법을 제안했다[18]. NFP는 기존 방법에서  

를 추가

로 저장하여 Fine-tuning을 생략하고 정확도를 유지했다. 
NFP를 Resnet50[19]에 적용한 실험결과 모델 크기의 34%를

압축하고 73.12%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NFP는 재학습 과정 없이 연산에 사용하는 가중치의 수

를 직접 줄여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지만, Batch Normali- 
zation Layer의 값인 와 를 이용하기 때문에 Batch 
Normalization을 포함하지 않는 모델에는 적용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가중치의

수를 줄이는 Pruning이 아닌 각 가중치의 크기를 줄이는

Weight Quantization을 기반으로 압축하여 Batch Normali- 
zation을 포함하지 않는 VGG16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적응적 가중치 압축

순방향 신경망 모델(Feedforward neural networks)의 학

습은 마지막 레이어 출력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각 가중

치를 수정하는 과정이다. 각 가중치()의 수정은 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

은 모델 전체의 오류를, 는 Learning rate를 나타낸다. 
이때 Gradient()는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모델의

오류의 변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적응적 가중

치 압축(Adaptive Weight Compression, AWC)은 Fully- 
Connected Layer(FCL)들로 구성된 Multi-Layer Perceptron 
(MLP) 모델을 이미지 압축 기술인 JPEG을 사용하여 압축

하는 방법이다[21]. 학습 과정에서 계산된 가중치의 Gradient 
값을 활용하면 해당 가중치의 손실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할 수 있고, 각 가중치의 손실률을 조절할 수 있다. 
AWC는 JPEG 압축과정에서 품질과 손실률을 조절하는

Quality Factor(QF)[20]를 Gradient에 따라 변경하여 효율적

인 압축 성능을 달성했다. AWC는 가중치의 행렬에서 64개
단위로 가중치를 자른다음, ×의 형태로 변형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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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 block들을 JPE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축하

는데, 이때 각 block 내의 Gradient 값의 평균이 임계값 이

하면 낮은 QF를, 그렇지 않으면 높은 QF를 적용하여 압축

한다. 각 Block의 사용된 QF는 이진 값으로 QF map을 통

해 저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가중치를 저장할 때, 

Gradient 값은 학습과정이 종료되고 성능을 실험하거나 가

중치를 저장할 때 제거된다. 따라서 AWC를 비롯한 가중치

의 Gradient를 활용하는 압축 방법들은 학습과정부터 이후

압축 과정에서 Gradient 값이 활용될것을 가정하고 Gradi- 
ent를 보존하여 이용한다. 만약 Gradient가 제거된 가중치

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Gradient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학습 과정과마찬가지로, 높은 연산 자원을 요구한다. 
또한 Gradient는 가중치의 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가중치

의 크기만큼 Gradient를 위한 공간이 추가로 요구된다. 따
라서 이 Gradient를 이용한 압축 방법은 모델의 학습부터

압축단계를 고려하여 Gradient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효율

적으로 압축할 수 있지만, 학습이 완료된 가중치만 존재하

는 경우에는 높은 연산복잡도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제안하는 방법은 HEVC를 이용하여 한 레이어 전체를 한

번에 압축하며, 다양한 장치에서 압축을 수행할 수 있도록

Gradient 제외하고 압축을 수행한다. 

4. DeepCABAC

Context-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CABAC)은
영상 압축에 사용되는 산술 부호화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24]. CABAC은 이진 코드를 압축하기 위해 압축하는 데이

터의 통계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압축을 수

행한다[28]. DeepCABAC은 이러한 CABAC를 이용하여 원

본 가중치의 분포를 추정하며 압축하는 방법이다[29]. 영상

압축을 포함한 손실압축 알고리즘은 부호화후 복호화된신

호의 왜곡률과 부호화된 신호의 길이를 계산하여 모드를

선택한다. 이때 왜곡률은 원본신호와 복구된신호의 차이

를 계산한 값이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 압축에서는 원본 가

중치와의 차이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DeepCABAC은 복구된 모델의 정확도를 고려한 양자화및

CABAC를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압축하는 방법

이다. DeepCABAC은 fine-tuning을 포함하지 않고 높은 압

축 성능을 나타냈다. 특히 VGG16을 8.7MB까지 정확도의

저하없이 압축하는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DeepCABAC의
양자화는 CABAC을 통한 압축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

된 양자화 방법으로 실제 모델 사용에 최적화된 양자화 방

법은 아니다. 또한, DeepCABAC은 float32로 구성된 원본

가중치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복구된 가중치 역시 float32 
가중치이다. 따라서 압축 후 복구된 모델의 연산복잡도는

원본 모델과동일하여, 모바일 장비를 포함한 고성능 GPU
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모델의 사용이 제한된다. 

Ⅲ. 가중치의 양자화 방법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압축 방법은 행렬의 형태로 나타난

가중치를 정수로 양자화하고, 이를 비디오 인코더를 통해

추가로 압축하는 방법이다. 모바일 장치에서 압축한 가중

치를 복호화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자화된 상태에서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장에서는 가중치를 정수로 양자

화하는 방법들과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양자화 방법을 서

술한다. 또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양자화 가중치를

비디오 인코더를 통해 압축하는데, 비디오 인코더는 8비트, 
10비트, 12비트를 지원한다[24]. 하지만 가중치의 양자화는

4비트의 배수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4비트, 
8비트, 16비트를 주로 사용한다[1,2]. 따라서 본 논문은 8비
트 가중치를 채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학습 후 양자화

가중치 양자화는 적용하는 단계에 따라 학습 후 양자화

(Post-training Quantization)와양자화인식훈련(Quantization- 
aware training, QAT)으로 구분된다[22,23]. QAT는 가중치의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 단계부터 양자화 후의 결과

를 예측하며 학습을 진행하고 Post-training quantization은
float32형으로 학습이완료된 가중치에직접 양자화를 수행

한다. 정확도의 경우 학습단계부터 양자화를 고려한 QAT
가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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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부분을 재학습하는 경우에는 QAT를 적용하는 것이

좋지만, 재학습 과정은 관련연구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

다. 본 논문은 다양한 환경에서 압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 후 양자화를 적용한다.

2. 텐서별 양자화

32비트 실수형의 원본 가중치 와 양자화된 정수 가중

치 의 관계는 다음과같이 표현된다. 는 Zero point를, 

는 가중치의 범위를 조절하는 Scale 값을 나타낸다[1].

 × (4)

양자화에 사용된 와 는 활성함수와 행렬 연산을 보정

하는 과정에 이용한다. 가중치 양자화는 해당 변수들을 계

산하는 단위에 따라 채널별 양자화(Per-Channel quantiza-
tion)와 텐서별 양자화(Per-Tensor Quantization)로 구분된

다. 채널별로 와 를 저장하면 텐서 전체에 하나의 와

를 적용할 때보다 내적연산에 대해 더 세밀하게 연산이

가능하며 그 결과 압축 후 정확도가 증가한다[22]. 하지만 채

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 채널의 수만큼 와 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압축 효과를 감소시킨다. 또한, 보정과정

은 실수연산을 포함하고 있어 채널별로 해당 연산을 수행

하는 것은 연산복잡도가 증가하며 모바일 기기에서의 성능

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텐서별 양자화를 적용하

여 추가적인 자원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3. 양자화의 범위

앞에서 언급한 가중치의 양자화 과정은 처리하는 가중치

의 범위에 따라 비대칭(Asymmetric)과 대칭(Symmetric) 양
자화로 구분된다[2]. 와 은 각각 원본 가중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나타내며, 절댓값은 가 더 크다고

가정한다. 대칭 양자화의 경우, 를 0으로 고정하여 절댓

값이 더 큰 부터 의 가중치 범위를 정수로 사

상한다. 비대칭 양자화의 경우, 대칭점을 0에서 만큼 이

동하여 원본 가중치의 범위인 부터 의 가중치

범위를 정수로 사상한다. 비대칭양자화를 적용할 경우, 대
칭 양자화에 비해 정확한 범위를 변환하기 때문에 분산이

더 높게 나타나고 정확도도 더 높게 나타난다[2]. 하지만 가

중치의 가 0이 아닐 때 와 Sclae 값을 곱하는 연산이

발생한다.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대칭 양자화를 수행하면

해당 연산을 생략하여 연산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FCL에 포함된 가중치에 대칭 양자화를 적용한

다.
표 1은 Imagenet으로 학습된 VGG16 모델을 위에서

언급한 양자화 방법들을 적용하여 실험한 표이다. 표 1에
서 FCL1은 VGG16의 첫 번째 FCL에서 Bias를 제외한

Weight에 필요한 와 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자화 방법에 따라 정확도차이는 0.1% 이
하로 나타나지만, 텐서별 대칭 양자화를 수행하면 추가 정

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텐서별대칭양자

화를 적용한다.

Ⅳ. HEVC를 통한 양자화 가중치 압축
 
본 논문이 제안하는 가중치의 압축과정은 그림 3과같다. 

먼저 학습된 원본 가중치를 8비트 정수형으로 변환하는텐

서별 양자화를 수행한다. 이후 8비트 정수로 구성된 각

Quantization Method Accuracy Additional Data FCL1 Weight

Unit Range Top 1 Top 5 Scale Zero Point Scale Zero Point

Per-Tensor Asymmetric 70.81% 90.06% 1 per tensor 1 per tensor 1 1

Per-Tensor Symmetric 70.71% 89.95% 1 per tensor 0 1 0

Per-Channel Asymmetric 70.71% 90.03% 1 per channel 1 per channel 4096 4096

Per-Channel Symmetric 70.72% 90.03% 1 per channel 0 4096 0

표 1. VGG16 양자화 방법에 따른 추가 정보과 정확도
Table 1. Additional data and accuracy of the VGG16 quant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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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의 가중치를 이미지들로 취급하여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 인코더를 통해 압축한다[24]. HEVC
는 기존 H.264(AVC)를 개선한 비디오 압축 표준으로

H.264에 비해 평균적으로약 50%의 비트율 감소율을 나타

냈다[25]. 특히 HEVC는 CTU 크기의 증가와 Intrapicture 
prediction의 예측 방향 증가로 인해 8K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을 압축할 때 AVC에 비해 높은 성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압축하는 FCL은 2K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응되기 때문에 HEVC를 이용하여 압축한다. 압축된 모델

을 사용하는 경우는 HEVC 디코더를 통해 FCL을 디코딩하

고 Convolutional Layer와 함께 사용한다. 또한, HEVC는
Quantization Parameter(QP)를 통해 압축률과 손실률을 조

절할 수 있다[24]. 낮은 QP를 적용하면 원본을 보존하는 대

신압축률이 감소하고, 높은 QP를 적용하면 압축률은 증가

하지만, 데이터의 손실이 커진다.

Ⅴ.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은 3개의 CNN 모델과 2개의 데이터 셋의 조합으로

총 6가지 가중치를 사용한다. 데이터 셋으로 ImageNet 데
이터 셋[11]과 Places365[26] 데이터 셋을 사용한다. ImageNet 

데이터 셋은 1000가지 종류의 물체로 구성되어 종류마다

50개의 검증 데이터를 제공한다. Places365는 365가지 장

소의 사진으로 구성된 데이터 셋으로종류별로 100개의 검

증 데이터를 제공한다. 모델은 VGG16[17], Resnet50[19], 
Resnet18을 사용한다.
실험에 사용한 서버는 CPU로 Intel Xeon E5-2620v3 2

개, 64GB 메모리로 구성되었다. 비디오 인코더의 경우

GPU를 통한 가속이 가능하지만, GPU 성능의 영향을 배

제하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GPU 가속은 사용하지 않

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압축과 테스트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는 Pytorch를 사용한다. 실험 과정에서 성능

은 모델의 추론 결과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값과 정답을

비교한 Top1 정확도와 확률이 가장 높은 5개의 값 중에

서 하나라도 정답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Top5 정확도

로 평가한다.

1. Convolution Layer의 압축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3에서처럼 FCL을 대상

으로 추가압축을 수행한다. Convolution Layer의 경우 양자

화 이후 추가 손실에 민감하게 정확도가 감소하여 8비트로

양자화된 상태 그대로 전송한다. Convolution Layer는 주로

그림 3. 제안하는 압축 방법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the proposed compre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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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 Top1 Acc Top5 Acc

Original 71.10% 90.20%

Quant 70.65% 89.93%

21 65.77% 86.94%

22 63.86% 85.85%

23 59.82% 82.86%

표 2. 합성곱 레이어의 압축 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convolutional layers

(3,3)에서 (7,7)의 작은 크기의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는
VGG16 모델의 Convolution Layer의 필터를 연결하여 하나

의이미지를 생성한후 압축한실험결과이다. 양자화만 수행

한 경우보다 적은 QP로 원본을 보존하여 압축하여도 정확도

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onvoution Layer는 추가압축을 수행하지 않는다.

2. VGG16을 압축한 실험 결과

ImageNet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VGG16의 가중치는 사

용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Pytorch에서 제공하는 사전 학

습된 가중치를 사용했다. Places365[26]의 경우 사전 학습된

가중치의 형식이 실험에 사용하기 부적절하여 직 접 학습

을 진행하였다. 학습 결과 Top1 정확도는 53.64%, Top5 정
확도는 83.96%로 나타났다. VGG16에 대한 압축 실험 결

과는 표 3과 같다.

ImageNet으로 학습한 경우 모델의 크기는 원본 모델의

6.25% 수준으로 압축되었으며 Top1 정확도 손실은 0.6%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양자화만 수행한 경우보다약 4배의

압축효율을 보였다. Places365로 학습한 경우는 원본 모델

의 4.8% 수준의 크기로약 0.2%의 Top1 정확도 손실이 나

타났다. 특히 압축을 적용한 FCL의 경우 원본에 비해 2%
수준까지 압축된 것을 확인했다. 표 3과 같이 VGG16은
FCL의 비율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경우에 비해 높

은 압축효율이 나타났다. 또한, QP를 36으로 설정할 경우

정확도 손실은 1.36%로 더 높게 나타나지만, FC1은 QP가
32일 때에 비해서 60%의 크기가 감소했다.

3. Resnet50을 압축한 실험 결과

Resnet50은 ImageNet 데이터 셋과 Places365 데이터 셋

모두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
험 결과는 표 4와같다. Resnet50의 경우 VGG16보다 FCL
의 크기가 작은 모델로 모델전체의 압축효율은 VGG보다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FCL의 경우 원본에 비해 ImageNet
에서 5.3%, Places365에서 6.3%수준으로 크기가 압축되며

정확도 손실은 약 1.5%로 나타났다. Resnet50에서 압축한

FCL은 모델의 출력 레이어로 정확도에 대한 영향이 높은

레이어이기 때문에 정확도 손실도 VGG16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QP
VGG16 + ImageNet VGG16 + Places365

Top1 Acc Top5 Acc FC1 FC2 Model Size Top1 Acc Top5 Acc FC1 FC2 Model Size

Original 71.10% 90.20% 392 MB 64 MB 528 MB 53.64% 83.96% 392 MB 64 MB 518 MB

Quant 70.75% 90.00% 98 MB 16 MB 132 MB 53.33% 83.84% 98 MB 16 MB 129 MB

22 70.66% 89.93% 32.9 MB 8.5 MB 59 MB 53.53% 83.87% 33 MB 7 MB 55 MB

24 70.59% 89.97% 28.3 MB 7.7 MB 54 MB 53.53% 83.85% 28 MB 6 MB 50 MB

26 70.59% 89.90% 23.7 MB 7.0 MB 49 MB 53.61% 83.87% 24 MB 6 MB 45 MB

28 70.59% 89.86% 19.4 MB 6.2 MB 44 MB 53.58% 83.89% 20 MB 5 MB 40 MB

30 70.51% 89.89% 14.9 MB 5.5 MB 38 MB 53.57% 83.82% 15 MB 4 MB 35 MB

32 70.54% 89.85% 10.6 MB 4.7 MB 33 MB 53.53% 83.77% 11 MB 3 MB 30 MB

34 70.24% 89.78% 7.0 MB 3.9 MB 29 MB 53.43% 83.77% 7 MB 3 MB 25 MB

36 69.74% 89.62% 4.2 MB 3.1 MB 25 MB 53.31% 83.61% 4 MB 2 MB 22 MB

표 3. VGG16 압축 성능 실험 결과
Table 3. Compression results using VG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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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net18을 압축한 실험 결과

Resnet18은 ImageNet 데이터 셋과 Places365 데이터 셋

모두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Resnet50과 유사하게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Resnet50과
Resnet18은 모델의 구조가 유사하지만 Convolution Layer
의깊이가 더깊은 Resnet50에서 추출한 Feature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 후 감소하는 정확도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5. FCL의 압축효율 비교

본 논문은 모델 전체를 양자화한 후 FCL을 영상압축 코

덱을 통해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모델에 따라 FCL의 비중이 다르므로 모델

전체의 압축률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는 모델별

FCL의 크기와 Top1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
서 FCL은 모든 모델에서 원본 모델(Original)에 비해 낮

은 정확도 손실과 높은 압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자

화만 실시한 경우(Quant)에 비해서도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QP에 따른 정확도 손실은 모델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했다. VGG16의 경우 모든 QP에서 2% 이하의 정확

도 차이가 나타났지만, Resnet50와 Resnet18의 경우에는

QP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6. ThiNet과 NFP와의 성능 비교 결과

본 절에서는 Fine-tuning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딥러닝

모델 압축방법인 NFP[18], ThiNet[27]과 성능을 비교한다. 실
험에서 사용한 모델은 ImageNet으로 학습된 Resnet50이며

각각 압축된 가중치의 크기와 정확도를 비교한다. Baseline
은 각 압축방법 실험에서 사용한 원본 모델로 학습 방법이

나테스트 데이터에 따라 조금씩다르게 나타났다.  본 실험

에서 사용한 QP는 24로 표 4를 기준으로 정확도가 급감하

기 전의 QP를 사용했다. 표 6은 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같은 정확도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모델 크기가약 2배가량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P
Resnet18 + ImageNet Resnet18 + Places365

Top1 Acc Top5 Acc FC Model Size Top1 Acc Top5 Acc FC Model Size

Original 68.93% 88.83% 2000 KB 44.59 MB 53.69% 83.78% 731 KB 43.34 MB
Quant 68.25% 88.41% 500 KB 11.70 MB 53.10% 83.51% 185 KB 10.83 MB

22 68.06% 88.26% 210 KB 10.86 MB 52.67% 83.41% 72 KB 10.72 MB
24 67.81% 88.18% 187 KB 10.84 MB 52.56% 83.20% 64 KB 10.72 MB
26 67.34% 88.09% 167 KB 10.82 MB 52.13% 83.00% 55 KB 10.71 MB
28 66.66% 87.72% 143 KB 10.79 MB 51.57% 82.55% 46 KB 10.70 MB

표 5. Resnet18 압축 성능 실험 결과
Table 5. Compression results using Resnet18

QP
Resnet50 + ImageNet Resnet50 + Places365

Top1 Acc Top5 Acc FC Model Size Top1 Acc Top5 Acc FC Model Size

Original 75.58% 92.78% 8003 KB 97.49 MB 54.77% 84.93% 2921 KB 92.5 MB
Quant 74.83% 92.37% 2000 KB 24.37 MB 54.28% 84.65% 737 KB 23.1 MB

22 74.45% 92.25% 525 KB 22.93 MB 53.84% 84.47% 186 KB 22.6 MB
24 74.05% 92.02% 430 KB 22.84 MB 53.18% 83.85% 152 KB 22.5 MB
26 73.37% 91.77% 339 KB 22.75 MB 52.93% 83.92% 119 KB 22.5 MB
28 72.17% 91.45% 253 KB 22.67 MB 51.02% 82.87% 88 KB 22.5 MB
30 67.83% 89.94% 167 KB 22.58 MB 47.11% 80.14% 55 KB 22.4 MB

표 4. Resnet50 압축 성능 실험 결과
Table 4. Compression results with Resne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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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op1 Acc Model Size

ThiNet-70
Baseline 72.88% 97.49 MB

Compressed 66.28% 64.03 MB

NFP
Baseline 73.45% 97.49 MB

Compressed 73.12% 64.03 MB

Proposed (QP:24)
Baseline 75.58% 97.49 MB

Compressed 74.05% 22.84 MB

표 6. ThiNet과 NFP와의 성능 비교 결과
Table 6. Comparison result with ThiNet and NFP

7. AWC와의 성능 비교

위 관련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AWC는 효율은 가중

치의 Gradient에 의존한다. 그림 5는 Gradient 정보가 없을

때 Resnet50 모델의 FCL에 AWC가 제안하는 JPEG을 통

해 압축 방법(Single QF)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압축 방법

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압축 방법 모두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양자화 방법을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본 논문

   

   

 

   

    그림 4. FCL의 크기와 Top1 정확도
    Fig. 4. Size of FCL and top1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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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AWC와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비교
Fig. 5.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WC and proposed method

또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학습이 완료된 가중치

파일만 이용해서 압축이 가능하며, Block 단위로 나누는 등

의 연산은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미 최적화된 비디오 코덱

의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CNN 모델의 가중치의 크기를 압축하는 방법

으로 8비트 정수로 양자화된 가중치를 이미지들로 처리하

여 비디오 인코더를 통해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

법은 원본 모델의 복잡도와 메모리 요구량은 8비트 정수로

양자화를 통해 감소시키고, 기기에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가중치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은 비디오 코덱으로 압

축한다. 기존의 모델 압축방법들은 높은 압축률과 낮은 정

확도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재학습 과정을 통해 정확도를

복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재학습 과정은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이나 데이터 셋의 통계정보가 필

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압

축하는 과정에서 재학습과정이나 보정 과정을 제거하여 연

산성능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압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

델에 사용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또한, 이 압축

방법은 압축된 모델의 비트스트림을 비디오 디코더를 통해

디코딩하고 정수 가중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조

건에서 실험한 결과로, 정확도를 심하게 감소시키지 않으

면서 FCL의 크기는 원본 모델의 10% 이하로 압축되는 결

과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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