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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큰 크기의 심층 신경망을 압축하기위해 네트워크 수준의 가중치 공유방법인 Global Weight 

패러다임을 최초로 제시한다. 기존의 가중치 공유방법은 계층별로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Global 

Weight 는 기존 방법과 달리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중치를 공유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Global Weight 를 

사용하여 학습되는 새로운 컨볼루션 연산인 Global Weight Convolution(GWConv)연산과 GWConv를 적용한 Global 

Weight Networks(GWNet)을 제안한다. CIFAR10 데이터셋에서 실험한 결과 2.18 배 압축에서 85.64%, 3.41 배 

압축에서 85.46%의 정확도를 보였다. Global Weight 패러다임은 가중치 공유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했던 

중복되는 가중치를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며,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서론
지난 몇 년간의 연구로 심층 신경망이 고도로 발전되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을 

사용하여 놀라운 성능을 보여왔다[13, 16]. 그러나 대부분의 

CNN 은 매개변수가 지나치게 많게 설계되어 있다. 즉, 매우 큰 

크기의 매개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과 같은 

비교적 제한적인 저장공간, 제한적인 계산 성능을 보이는 

장치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압축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가지치기(pruning)[1, 2, 3], 가중치 공유(weight 

sharing)와 양자화(quantization)[4, 5, 6], 가중치 예측(weight 

prediction)[7] 등이 그 방법들이며, 실질적으로 모델의 크기를 

압축하는데 좋은 해결책이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가중치 공유방법은 CNN 의 매개변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증명되었다. Deep Compression[4]과 Filter 

Pruning[1]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CNN 에서 필터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은 가중치 

공유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기존에도 가중치 공유를 이용하여 모델을 압축하는 연구[8, 9, 

10]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레이어 단위의 가중치

공유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레이어 안에서만 가중치가 공유되며, 

레이어가 다르면 새로운 가중치를 학습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성도 줄이는 것이 네트워크를 더 

압축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중치 공유가 네트워크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Global Weight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사용한 새로운 컨볼루션 연산인 Global Weight 

Convolution(GWConv)을 제안하고 이를 사용한 Global Weight 

Networks(GWNet)의 압출율과 성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이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 최초로 네트워크 수준의 가중치 공유 방법인 Global 

Weight 를 제안한다. 

⚫ Global Weight 를 사용한 효율적인 컨볼루션 연산인 Global 

Weight Convolution 과 이를 사용한 Global Weight 

Networks 를 제안한다. 

⚫ Global Weight Networks 의 적당한 학습방법을 설명하고 

효율성과 성능을 실험으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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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단순히 한 번 정의된 레이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이전에도 많이 존재하였다. 반면, 최근 논문들은 

단순히 레이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한 레이어 안에서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새롭게 제안한다. 

WSNet[8]에서는 Epitome 방법[10]에서 제안한 겹침 패턴 

가중치 공유방식을 확장하여, 1D CNN 을 위한 압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1D CNN 을 위한 방법이어서 

근사화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D 

CNN 으로 직접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 이에 FSNet[9]은 2D 

CNN 에서 사용 가능한 1D 가중치 방식인 Filter Summary(FS)를 

제안하였고, 이를 사용한 컨볼루션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위해 

FSFC(Filter Summary Fast Convolution) 방식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필터를 재구성할 때 공유되는 위치가 

고정적이어서 유연하게 가중치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NES[9] 또한 Epitome[11]에서 영감을 받아 겹침 패턴 

가중치 방법을 2D CNN 에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각 레이어 

안에서 공유되는 Epitome Kernel 이 존재하고, 원래의 커널을 재 

구성하기위해 Epitome Kernel 에서의 위치를 학습하는 Index 

Learner 를 두어 학습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학습시에 

추가적인 Index Learner 를 두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제안하는 방법

3. 1 Global Weight

기존의 논문들은 모두 레이어 별 가중치 공유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레이어 간의 가중치 공유를 

할 수 없어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공유가능한 가중치인 Global Weight 를 최초로 

제안한다. Global Weight 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가중치의 중복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네트워크의 매개변수도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3.2 Global Weight Convolution 

Global Weight Convolution(GWConv)은 Global Weight 를 

사용한 컨볼루션 연산이다. 이 연산은 Global Weight 로부터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될 커널의 구성을 학습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Global Weight 로부터 커널을 구성하는데 위치가 

고정적[9]이거나, 위치를 학습하는 추가적인 레이어[10]를 두어야 

했지만, GWConv 는 동적으로 커널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레이어 없이 매우 적은 매개변수만을 추가하여 

학습한다. 또한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WConv 의 매개변수: GWConv 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는 

크게 두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실제 커널의 가중치인 GW, 다른 

하나는 커널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Selector이다. GW는 L 의 

크기를 갖는 임의의 3D 커널 집합이며, 커널 크기가 K 이고 

길이가 L 인 GW 의 크기는 K×K×L 이 된다. 예를 들어 3×3 커널을 

사용하고 길이가 512 인 경우 3×3×512 의 크기를 갖는다. GW 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하나만 존재하며, 모든 레이어에서 공유되어 

사용된다. Selector 는 각 레이어에서 개별적인 커널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변수로 채널 별로 어떤 위치의 커널을 사용할 

지를 나타내는 즉, 위치를 학습하는 매개변수이다. GWConv 의 

입력 채널을 𝐶𝑖𝑛 , 출력 채널을 𝐶𝑜𝑢𝑡 이라 했을 때, Selector 는 

𝐶𝑖𝑛 ×𝐶𝑜𝑢𝑡  크기를 갖는다. 예를 들어 입력 채널이 64 출력 채널이 

128 인 경우 64×128 의 크기를 갖는다. 다양한 GW 크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Selector 는 0~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학습된 후 

GW 의 길이(L)를 곱해 사용된다. 

그림 1 GWConv 에서 Local Kernel 을 구성하는 방법. 

Local Kernel 은 Selector 와 Global Weight 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Selector 는 각 채널에서 사용될 Global 

Weight 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학습한다. 학습된 

Selector 에 GW 의 크기 L 을 곱하고 반올림하여 

선택해야하는 위치를 계산한다. 이를 이용해 GW 에 위치한 

커널을 가져와 Local Kernel 을 구성한다.  

Local Kernel 선택하는 법: 실제 컨볼루션 연산을 위해서는 

컨볼루션 연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Local Kernel 을 생성해야 

한다. Local Kernel 은 GW 와 Selector 를 이용해 구성된다. 그림 

1 은 Local Kernel 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Selector 의 값(0~1)에 GW 의 길이(L)를 곱하고 반올림하여 각 

채널에서 사용될 커널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커널 

위치를 기반으로 GW 에서 해당 위치의 커널을 가져와서 Local 

Kernel 을 구성한다. 이 과정은 곱셈이나 덧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동작시에 매우 빠르게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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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or를 학습하는 방법: GWConv에서 Selector는 단순히 

위치를 지정하는 연산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울기 계산이 되지 

않아 학습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Selector 가 적합한 위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Selector 를 학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Selector 를 위한 기울기 추정 함수를 추가하여 

Selector 가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Selector 의 기울기 추정은 

[12]에서 score 를 학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여 선택이 

되지 않은 커널도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GWConv 의 압축비: GWConv 의 압축비(Compression 

Ratio)는 GW 의 길이 L 에 달려있다. L 의 크기가 매우 크면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사용한 네트워크보다 매개변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적당하게 설정하면 매개변수가 충분히 작으면서 

성능 하락을 적게 유지할 수 있다. N 을 컨볼루션 레이어 수, K 를 

컨볼루션의 커널 크기, In 을 n 번째 컨볼루션의 입력 채널 수, 

On 을 출력 채널 수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컨볼루션의 매개변수 

크기는 수식(1)과 같다. 

∑  𝐾𝐼𝑛𝑂𝑛

𝑁

𝑛

                     (1) 

L 을 GW 의 길이로 표시하면, GWConv 의 파라미터 크기는 

수식 (2)와 같다. 

𝐾𝐿 + ∑ 𝐼𝑛𝑂𝑛

𝑁

𝑛

                (2) 

즉, 단일 컨볼루션 레이어의 매개변수는 K 배 만큼 

줄어들고 전체 매개변수에 GW 의 크기인 KL 만큼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압축비(CR, Compression Ratio)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𝑙𝑒𝑡)  ∑ 𝐼𝑛𝑂𝑛

𝑁

𝑛

= 𝐻 

𝐶𝑅 =
𝐾𝐻

𝐾𝐿 + 𝐻

 =  
1

𝐿
𝐻

+
1
𝐾

 ≈  
𝐻

𝐿

여기서 K 는 일반적으로 1, 9, 25 정도로 사용되어 L 과 

H 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즉 GWConv 의 

압축비는 기존 컨볼루션의 입출력 채널이 많을 수록, 

GW 의 길이가 작을수록 많이 압축된다. 

3.3 Global Weight Networks 

Global Weight Networks(GWNet)은 GW 패러다임을 적용한 

네트워크이다. GWConv 모듈은 추가적인 연결이나 학습에서만 

사용되는 매개변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을 바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CNN 모델에서 단순하게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을 GWConv 로 변경한 것을 GWNet 이라고 

할 수 있다. 

Model # Params Top-1 CR 

ResNet-20 272,474 92.02% 1 

GWNet-10000 124,810 85.64% 2.18 

GWNet-7500 102,310 85.73% 2.66 

GWNet-5000 79,810 85.46% 3.41 

GWNet-2500 57,310 84.36% 4.75 

GWNet-1000 43,810 80.96% 6.22 

GWNet-500 39,310 78.30% 6.93 

표 1 CIFAR10 에서 GW 의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 변화. GW 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압축비(Compression Ratio, CR)와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 CIFAR10 에서 실험한 GWNet 결과. Model Size 별 

Accuracy 를 나타낸다. 모델 크기가 60K 이하로 떨어지면 

정확도도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4 실험 결과 

GWConv 의 효율성과 압축비를 입증하기 위해 이미지 분류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CIFAR10 데이터셋으로 

총 60000 장의 이미지가 있고 그 중 50000 장은 학습 데이터셋 

10000 장은 검증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의 종류는 

10 가지로 각각은 학습 데이터셋 5000 장, 검증 데이터셋 

1000 장으로 되어있다[14]. 

Baseline 모델은 ResNet20[13]을 사용하였다. 모델 전체의 

초기 학습율은 0.01 로 하였고 총 300 epochs 학습하였다. 300 

epoch 중 50%, 75%에서 학습율을 0.1 씩 곱하면서 학습하였다. 

selector 의 학습율은 0.001 로 하였고, 30epoch 마다 0.1 씩 

곱하면서 학습하였다. Weight Decay 는 전체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Selector 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Global Weight 는 Kaiming 

normalization[15]을 사용하여 초기화 하였고, Selector 는 

0~1 사이의 랜덤 값으로 uniform distribution 을 이용해서 

초기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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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의 크기를 500~10000 까지 변화해 가며 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표 1 에 있다. L 이 10000 일 때 약 2 배 정도 압축됨을 볼 

수 있었고 L 을 줄임에 따라 GWNet-500 에서 약 7 배 압축되었다. 

정확도는 압축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GWNet-10000 의 경우 압축비 2.18 배, 정확도 85.64%로 

baseline 인 ResNet-20 과 약 6.4% 정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확도는 압축비가 약 2배에서 5배일 때 까지는 80% 

중반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80%이하까지 떨어졌다. 

5 결론 

이 논문은 심층 신경망의 압축을 위한 가중치 공유방법의 

하나인 Global Weight 패러다임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Global 

Weight 는 네트워크 수준의 가중치 공유방법으로 기존의 레이어 

수준 가중치 공유방법보다 중복성을 낮출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Global Weight 를 적용한 

새로운 컨볼루션 연산인 GWConv 와, 이를 적용한 GWNet 도 

제안하였다. GWNet 은 CIFAR10 데이터셋에서 압축비에 따라 

2.18 배 압축에서 85.64%, 3.41 배 압축에서 85.46%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각각 baseline 보다 6.38%, 6.56% 낮아진 수치이다. 

6. 향후 연구

GWConv 의 GW 는 각 가중치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

Epitome[11], WSNet[8], FSNet[9], NES[10]에서 사용된 방법인 

겹친 패턴 가중치 공유방식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더 압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가중치 증강의 일종으로 GW 를 90, 180, 

270 도 회전시키는 방식의 가중치 증강을 시도하여 약 4 배 더 

압축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양자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압축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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