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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경망 이론은 그 특성상 각각의 뉴런과 신경들 사이의 병렬적인 처리에 의해 Input에 대

한 Output을 계산해 낸다. 하지만, 현대 컴퓨터들은 CPU를 통한 순차처리 방식으로 정보를

취급하기에 그 근본 구조가 달라 병렬구조를 모사하기 위해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 학습을 NVIDIA사에서 제공한 CUDA를 사용하여 병렬 컴

퓨팅 구조로 수행함으로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서론

병렬 컴퓨팅은 주어진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처리함으로 주어진 큰 문제

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병

렬 컴퓨팅은 기존에는 슈퍼컴퓨터와 같이 손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수한 장비 중 하나로 분류되었지만, GPU의 발

달로 기존에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만 동작하던 병렬 프로

세서들을 CUDA를 사용하여 손쉽게 병렬 컴퓨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CUDA는 NVIDIA에서 공개한 아키텍처로서,

GPU의 연산 코어를 프로그래머가 의도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API이다. GPU는 3D영상의 계산을 돕

기 위해, 수많은 병렬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다면 병렬처리의 특성에 맞는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경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패턴인식에 자주 사용되

는 알고리즘이다. 이는 인간의 신경구조를 수학적 모델로

단순화하여 뇌의 처리특성과 유사성을 띄도록 나타낸 알

고리즘으로서,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진 층의 연산을 통

해 입력 값에 대한 출력을 구한다. 하지만, 각 층의 뉴런

개수에 따라 층과 층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숫자는 매우

커지는데, 이는 순차처리방식의 컴퓨터가 모사하기에 상당

한 시간을 요구한다. 신경망은 각 층의 뉴런이 병렬적으로

반응하여 다음 층으로 전파되므로, 이러한 구조를 병렬 컴

퓨팅을 통해 구현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수십

만 번 이상의 신경망 연산이 반복되는 학습 알고리즘에서,

이러한 시간단축은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CUDA를 사용한 신경망 학습에 소요되는 시

간 측정에 관한 것으로, Hidden Layer의 뉴런수를 조절하

여, 연산량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른 시간 소요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단일 프로세서의 처리속도와 비교하여 그

효율성을 증명하고, CUDA로 구현한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의 수행에 각 단계별로 수행속도를 비교함으로서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CUDA를 사

용한 병렬 컴퓨팅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연

구재료 및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신경망 학습

에 대하여 CPU와 GPU의 수행 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

여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과 간단한 고찰로써 논문을 

마무리한다.

2. 관련연구

국내에서는 CUDA를 사용한 많은 연구사례가 있다. 김

등은 CUDA를 사용하여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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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1], 임 등은 CUDA를 이용한

SEED 알고리즘의 고속화를 연구하였고[2], 서 등은

CUDA기술을 이용한 유동해석을 연구하였다[3]. 또한 장

등은 CUDA를 이용하여 H264/AVC 부호화의 속도를 경

감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4].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연구 사례로는 박 등은 신경

망 알고리즘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CUDA 및 OpenMP를 신경망 알고리즘에 접목시켜 성능

을 개선하는 연구가 있다[5]. 이는 CUDA를 사용한 병렬

컴퓨팅으로 성능을 개선한 연구 사례이지만, 이를 학습에

적용한 내용이 없다. 해외의 경우, CUDA를 사용한 신경

망의 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Xavier

등은 CUDA를 이용한 back-projection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6], Stefano등은 음성 인식을 위한

신경망 알고리즘을 CUDA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7-8].

3. 연구방법

3.1. 실험재료 및 개발 환경

본 실험에서는 다층퍼셉트론(MLP)을 사용하고, 학습에

는 Back-Propagation, 활성화 함수로서 sigmoid 함수를

사용한다. 입력으로 16x24의 일반화된 숫자 필기 정보를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분류, 총 10개의 출력으로 처리 결

과를 나타낸다.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는 16x24의 일반화

된 숫자의 필기 정보 데이터를 4인으로부터 10개의 숫자

를 각각 10회씩 받아 총 4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개발 하드웨어는 8G DDR3 RAM, Intel Core I7 프로세

서 2670QM, NVIDIA Geforce GTX 560M이 탑재된

Hansung Bossmonster lv.63을 사용하였다. 주 개발 언어

로는 C++, CUDA C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필기

패턴을 입력받기 위해 MFC를 사용하여 별도의 툴을 작

성하였다.

3.2. 구현 방법 및 수행과정

신경망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산 및 학습

절차를 거친다.

그림 1. 신경망 알고리즘의 동작

그림 1의 각 층의 뉴런들은 다음 뉴런과 연결된 시냅스

를 통해 그 값이 전파되며, 이때 뉴런의 값과 시냅스의 값

을 곱해 다음 뉴런으로 그 값을 전달한다.

표 1. 신경망 동작의 수학적 표현

● Run

Step 1 : Compute output of hidden layer

   ·

   

Step 2 : Compute output

   ·

   

표 1은 신경망 동작을 수학적인 연산과정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동작 메커니즘은 각각의 뉴런과 시냅스들의 값

을 행렬식으로 표현하여,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다. 행렬의

곱으로 구해진 다음 층의 입력 값은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각각의 뉴런의 발현 여부를 결정하며 이렇게 구해진 값들

은 다시 똑같은 과정을 통해 다음 층의 뉴런으로 전달된

다.

이와 같이 Output Layer까지 뉴런의 값이 나오면, 이 값

으로 오차를 구하고 이러한 오차는 다시 역순으로 전파되

어 학습과정이 이루어진다.

표 2. Back-Propagation을 사용한 신경망 학습 과정

● Training

Step 1 : Compute error signal of output layer

    ′ 
Step 2 : Compute error signal of hidden layer

  ′ ·
  





Step 3: Update weights

  

 

여기서 신경망에서 사용된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표 3. 단극성 시그모이드 함수

● Sigmoid

 
 


′   

3.3. 데이터 추출

학습에 필요한 필기 데이터 추출에는 그림 2와 같은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로부터 글자를 입력받고, 이 데이터를 일반화하여 디스크

에 파일로 저장, 차후에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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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패턴 추출 및 인식 테스트 프로그램

3.4. 측정

학습 알고리즘을 표4와 같이 4등분하여 구분하고, 각각

영역을 초단위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표 4.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Phase 별로 나눈 모습

Phase 1 : Input Pattern Copy

Memory Copy(Device to Device)

Phase 2 : Neural Network Run

cublasSgemm / CUDA Kernel Call

Phase 3 : Error Calculate & Check

Memory Copy(Device to Host) and CPU works
Phase 4 : Back-Propagation Works

cublasSgemm / CUDA Kernel Call

4.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은 CPU만을 사용 한 경우와 GPU를 함께 사용한

경우를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데이터들은 800회의

학습을 수행하며 산출된 수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X축은 각각 Hidden Layer의 뉴런을 개수를 표기하였으

며, Y축은 1회 학습 시 소요되는 초 단위의 시간을 나타

낸다.

4.1. CUDA와 CPU 사이의 학습 알고리즘 수행 속도 비교

그림 3. CPU와 CUDA를 함께 사용한 경우의 수행속도 비교

그림 3에서 Hidden Layer의 뉴런이 10개인 경우 큰 차

이가 없었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340개 일 경우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CUDA를 사용한 학습 알고리즘에서의 시간소요 분석

그림 4. CPU만 사용할 경우 단계별 소요시간

그림 4는 CPU만 사용 할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메모리

복사와 고정횟수 데이터 계산이 이루어지는 Phase 1,3 단

계의 연산을 Hidden Layer의 뉴런 개수의 증가와 무관하

게 동일한 연산시간을 소비하였다. 하지만 신경망의 수행

과 학습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데이터의 수량에 비례하

여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CUDA를 사용할 경우 단계별 소요시간

그림 5는 CUDA를 사용 한 경우로서 Phase 1,3에서 소

요되는 시간은 Hidden Layer의 뉴런 개수의 증가에 따라

조금씩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Phase2는 Phase 4의 절반 수준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그림 6. CPU와 CUDA의 Phase 1,3 의 경우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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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그림4, 5에서 나타난 Phase 1,3의 소요시간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GPU에서의 Phase 1,3의 소요시간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CUDA를 사용한 병렬 컴퓨팅 방식의 신

경망 학습은 데이터의 수량이 커질수록 효과적으로 시간

을 단축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연산량이 많아질수록

CUDA를 사용한 병렬 컴퓨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것

은 영상인식에 신경망이 사용될 때, 수행시간을 단축시키

므로, 대용량의 이미지의 처리에 응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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