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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메모리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Pooling Layer가 MAC에 통합된 구조의 최적화된 CNN가속기를 설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메모리와 데이터 전달 회로의 최소화를 위해 MNIST를 이용하여 학습된 32bit 부동소수점 가중

치 값을 8bit로 양자화하여 사용하였다. 가속기칩 크기의 최소화를 위해 MNIST용 CNN 모델을 1개의 Convolutional 
layer, 4*4 Max Pooling, 두 개의 Fully connected layer로 축소하였고 모든 연산에는 근사화 덧셈기와 곱셈기가 들어

간 특수 MAC을 사용한다. Convolution 연산과 동시에 Pooling이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내장 메모리를 94% 만큼 축

소하였으며, pooling 연산의 지연 시간을 단축했다. 제안된 구조로 MNIST CNN 가속기칩을 TSMC 65nm GP 공정으

로 설계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의 절반 크기인 0.8mm x 0.9mm = 0.72의 초소형 가속기 설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안된 CNN 가속기칩의 테스트 결과 94%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100MHz 클럭 사용시 MNIST 이미지당 

77us의 빠른 처리 시간을 획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NN accelerator which is optimized Pooling layer operation incorporated in Multiplication And 
Accumulation(MAC) to reduce the memory size. For optimizing memory and data path circuit, the quantized 8bit integer 
weights are used instead of 32bit floating-point weights for pre-training of MNIST data set. To reduce chip area, the 
proposed CNN model is reduced by a convolutional layer, a 4*4 Max Pooling, and two fully connected layers. And all 
the operations use specific MAC with approximation adders and multipliers. 94% of internal memory size reduction is 
achieved by simultaneously performing the convolution and the pooling operation in the proposed architecture. The 
proposed accelerator chip is designed by using TSMC65nmGP CMOS process. That has about half size of our previous 
paper, 0.8*0.9 = 0.72 . The presented CNN accelerator chip achieves 94% accuracy and 77us inference time per an 
MNIS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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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또는 ConvNet)
는 심층 신경 네트워크의 한 종류로, 시각 이미지 분석

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1]. CNN은 ANN과 같은 

이미지를 바로 평탄화시키는 것이 아닌 여러 필터를 사용

하여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평탄화시켜 Fully connected 
Layer(FC Layer)를 통해 분류하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

에 더 특성화된 AI 알고리즘이다.
CNN은 이미지의 연산 범위가 넓고 사용되는 레이어 

개수에 비례하여 가중치 값의 양이 증가한다. 기존에 존

재하는 YOLO, RCNN 에서도 최소 10개 이상의 레이어

를 갖고 있어 하나의 이미지를 판단하는데에도 수 만개

의 가중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중치 값들을 모두 칩 

내부에 메모리를 할당하여 저장하게 된다면 하드웨어

의 면적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기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CNN 모델을 그대로 구형

하여 여러 개의 Convolution 레이어의 구현을 요구한다. 
또한, Convolution과 Pooling을 별도의 하드웨어로 나누

어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가속기를 설계한

다[2, 3]. 이는 판단 속도에 영향을 주며 하드웨어의 사

이즈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의 CNN 연산과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한 통일된 MAC 하드웨어 구조와 최적화된 메

모리 Bus 구조 및 근사화 Convolution 연산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하드웨어 면적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유지

하기 위해 아래의 구조 및 세부 설계를 제안한다. 
1) 외부 메모리와 인터페이스 버스를 최적화한다. [4] 
2) 연산 순서에 맞게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병

렬 구조의 내장 RAM을 설계하여 병렬 데이터를 가

져오고자 한다.
3) 높은 정확도를 위해 요구되는 높은 데이터의 비트 수

에 따른 연산기 복잡도의 과도한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근사화 덧셈기와 곱셈기를 도입하여 연산기 크

기를 최소화한다. 
4) Convolution 연산과 Pooling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메

모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순서를 reodering 하여 

처리속도를 크게 개선한다. 
5) 모든 레이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적화된 

Multiplier and Accumulator (MAC)을 설계하여 제안

하는 CNN 가속기의 구조를 간략화 시킨다.

본 연구의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제안된 CNN 가속

기 구조를 MNIST 데이터 셋 기반 CNN model을 FPGA 
및 SoC로 구현하고 하드웨어 복잡성 감소 및 성능 분석 

결과를 보인다.

Ⅱ. 본  론

2.1. CNN 모델 최적화

그림. 1은 Keras를 기반으로 한 MNIST용 CNN 모델

이고[5], 그림. 2는 본 연구를 위해 최적화시킨 MNIST 
CNN 모델을 나타낸다. 첫째로 기존 모델에서는 

Convolution 레이어를 2개를 사용하고 Pooling을 2x2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모델에서는 하나의 Convolution 레

Fig. 1 Original MNIST CNN Model

Fig. 2 Optimized MNIST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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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와 4x4 Max Pooling을 통해 FMap의 사이즈를 맞춰

주었다. 둘째로 Convolution에 사용되는 Filter의 개수를 

24배 줄이고 Hidden layer에서 사용되는 노드의 개수를 

100배 줄여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주었다. 셋째로 최적

화된 모델의 확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NIST 데이터

셋 뿐만이 아닌 4개의 연산기(+,-,x,÷)를 같은 양의 학습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시켜주었다. 그 결과, 연산기까지 

클레스에 추가해주었음에도 기존 모델의 약 0.07%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 및 판단 과정을 진행하여도 최

종 정확도가 99.34 － 95.4 = 약 3.9%만 줄어든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2. 이미지 판단을 위한 가중치 양자화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회로를 줄이고 가

속기 회로의 간략화를 위해 학습 과정에서 얻은 가중치 

값을 8비트의 정수로 양자화하였다. 학습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가중치는 부동소

수점 형식이다. 이를 양자화 시키기 위해 가중치의 범위

를 조사하고 절댓값이 최대치인 값의 지수부를 확인한

다. 최대 절댓값의 로그 2를 취한 후 올림하여 7에서 빼

준다. 그 수를 지수로 하고 2를 밑으로 하여 값을 구하면 

가중치의 최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값을 얻게 된다. 
이 값을 모든 가중치에 곱해주어 이미지 판단을 위한 정

수형태의 가중치를 구하였다.

2.3. CNN 가속기의 전체 구조

상기에서 설명한 대로 최적화된 MNIST CNN model

을 구동하기 위한 가속기 하드웨어는 1개의 Conv Layer
와 4×4 Max Pooling을 사용하고 두 개의 Fully connected 
Layer를 가지고 있다 [6].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NN 가속기 구조의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여기서 Hidden Layer와 

Filter memory를 제외하고 모든 메모리는 RAM의 구조

를 갖는다. Conv Layer의 가속기 구조에 4개의 filter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각 filter 마다 MAC과 Max 
Pooling 계산을 위한 비교기를 포함 시켰다. 4개의 MAC 
구조를 병렬로 설계하였다. Conv Layer는 처리 결과인 

Fmap 데이터를 Famp 메모리에 저장한다. FC Layer는 

Conv layer의 Fmap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받아 4개의 

MAC을 이용하여 1개의 Hidden layer 노드 값을 만들고 

이를 반복하여 총 10개의 Hidden Layer 노드 값을 생성

한다. 이를 위해 10개의 노드를 위한 모든 가중치 값들

은 4개의 메모리에 나누어 저장하였다. 노드 값을 메모

리에 저장한 후 두 번째 FC Layer로 전달한다. 두 번째 

FC Layer의 가속기는 하나의 MAC 연산기를 반복적으

로 이용하여 객체 prediction 값을 만든다. 이 결과로 계

산된 10개의 객체 prediction 값들을 비교하여 최댓값을 

가지는 객체 노드를 최종 선택된 객체 결과로 반환한다.

2.4. Convolutional Layer 설계

Convolutional Layer(Conv layer)는 4개의 MAC과 비

교기 블록들로 구성되며, 그림. 4에 이 MAC과 비교기 

블럭의 내부 구조를 보인다. 본 논문의 목표 CNN의 

Conv layer는 3×3 Filter를 사용하므로, Conv layer 가속

Fig. 3 CNN　ful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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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아래와 같이 3×3 filter를 구현하도록 MAC 연산기

를 설정한다. 이미지 메모리와 가중치 메모리에서 픽셀

과 가중치 값을 각각 연속으로 9개를 받아서 서로 곱한 

후 누적하는 절차를 9번 반복하여 Conv layer Feature 
map 값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 결과를 MAX register에 

저장시킨 후 다음의 결괏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Max 
Pooling 연산을 준비한다. 다음 픽셀값과 가중치 값이 

들어와 결과를 만들게 되면 이전 결괏값과 비교하여 새

로운 MAX 값을 구한다. 본 연구의 목표인 MNIST 
CNN에서는 4×4 Max Pooling을 사용하므로 상기 절차

를 총 16번 반복하여 최종 Fmap 결과를 도출한다. 이미

지와 가중치 메모리는 매 클럭 마다 새로운 픽셀값과 가

중치를 보내주기 때문에 상기 연산 절차가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연속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결괏값들

을 Feature map 메모리에 저장한 후 다음 Layer인 1번째 

FC Layer의 입력으로 전달한다. 

2.5. Fully-connected Layer 설계

그림. 5는 Hidden Layer의 연산을 처리하는 1번째 FC 
Layer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각 Fmap 메모리에서 픽

셀값을 하나씩 받고 가중치가 저장된 메모리에서도 하

나씩 값을 받아 결과를 생성한다. 여기서 Hidden Layer
의 메모리는 SRAM 대신 register file 구조로 설계하여 

데이터 입출력을 고속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메모리 접

근이 많을수록 전체 성능을 저하시키고 하드웨어의 

utilization을 낮추기 때문에 Fmap 메모리에 접근하는 

횟수를 제한시킬 수 있는 Input stationary 방식을 사용하

였다 [7, 8]. 즉, Fmap Pixel 값은 메모리에서 한번 불러

와서 10 클럭 동안 유지되고 가중치 값은 10개의 노드를 

위한 값들이 번갈아 MAC에 입력된다. 그 결과는 Hidden 
Layer의 각 노드에 누적하여 저장되고 다시 반환되어 

다음 MAC 결과와 누적하여 최종 노드 데이터를 만들게 

된다. 
그림. 6은 마지막 FC Layer의 가속기로서 하나의 

MAC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FC Layer의 Result 메모리

는 RAM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메모리에 접근을 최소

화하고자 Output stationary 방식을 사용하였다. Hidden 
Layer의 노드 값과 가중치 값을 MAC에 입력하여 누적

한 후 하나의 객체 값을 만들어 Result 메모리에 저장하

고 이를 모든 10개의 객체를 위해 10번 반복하여 모든 

객체 값을 얻는다.
마지막 단계는 비교기를 사용하여 객체 중 최댓값을 

찾아 그 주소 값을 최종 객체 판단 결과로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CNN 가속기의 SoC 검증을 위해 모든 

메모리로부터 Host CPU가 데이터를 읽어 낼 수 있도록 

Fig. 4 MAC of Convolutional Layer

Fig. 6 Fully-connected Layer 2

Fig. 5 Fully-connected Lay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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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여 모든 계산 과정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각 

연산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2.6. Approximate Adder and Multiplier

MAC 연산기의 크기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CNN 가속기의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모든 MAC은 논문[9]의 근사화(Approximate) 
덧셈기와 근사화 곱셈기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근사

화 연산기 중 덧셈기는 Or 게이트를 이용하여 근사화 시

켰고 곱셈기는 상위 비트와 하위비트를 나누어 연산하

여 곱셈기의 게이트 수를 줄여 근사화시켰다. 표준 연산

기를 일반적인 MAC 연산기 대비 본 연구의 근사화 

MAC은 약 0.98%의 작은 정확도 손실을 보이며 94.1%
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반면에, CNN 가속기 전체 하드

웨어 크기의 비교 결과, 근사화 MAC 연산기의 도입으

로 CNN 가속기 크기의 15%를 감소시킬 수 있다[9].

Ⅲ. RTL 설계 및 성능 분석

3.1. Convolutional Layer

그림. 7과 그림. 8은 Conv Layer의 RTL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은 Image와 Pixel의 값이 들어와서 곱

해져서 누적되는 값을 보여주고 상단의 신호는 MAC을 

초기화시켜주는 신호로 다음 stride의 convolution 연산

이 시작되는 신호이다. 그림. 8은 Max Pooling 비교기의 

동작 결과를 보이는 파형 그래프이다. 상단의 신호는 

MAC을 초기화시켜주는 신호이고 하단의 신호는 16번
의 Convolution 연산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

다. 3번째 라인에서 보면 41과 20이 Convolution 연산의 

결과로 나온다. 4번째 라인의 MAX register의 값이 이 

두 수치보다 커서 값의 변동이 없고 Convolution이 16번 

진행됐다는 의미의 5번째 라인의 신호를 통해 최종 

Pooling 결과를 내보내게 된다. 이때 그림. 7의 누적된 

값과 그림. 8의 Convolution 결괏값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판단이 진행될수록 값의 비트 수가 커져 

칩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결과를 

8bit를 잘라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10]. 이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메모리 사용 없이 Pooling 연산의 처리가 가능

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Convolution의 결과를 저장

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입출력 메모리를 제외할 경우 전

체 메모리의 사이즈의 94%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장 메

모리의 크기를 94% 줄일 수 있다. 표. 1은 Max Pooling
의 사이즈에 따른 메모리 감소량을 보여준다. Pooling의 

사이즈가 클수록 FMap의 사이즈가 작아져 데이터 저장 

메모리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ooling kernel 2 x 2 4 x 4

Convolution result 4 16

Pooling result 1 1

Reduction in memory
compared with

no Max Pooling case
80% 94%

Table. 1 Rate of pixel size

3.2. Fully connected Layer

그림. 9는 Input stationary 방식의 Fully connected 
Layer의 RTL 실험 결과 파형 그래프이다. 상단의 FMap 
데이터가 유지되면서 가중치 값이 매 클럭마다 바뀌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 후 이 계산 값이 최하단의 Hidden 
Layer의 노드에 하나씩 저장된다. 이후 다음 FMap 데이

터를 가지고 가중치 값을 바꿔가며 Hidden layer에 값을 

누적시켜 최종 노드 값을 만들게 된다.
그림. 10은 Output stationary 방식의 Fully connected 

Layer의 결과로 값이 누적되다가 10번이 누적되면 메모

리 wr_en 신호가 들어와 누적된 객체 값을 메모리에 저

장하는 절차의 실험 결과이다. 

Fig. 7 Pipeline Convolution Result

Fig. 8 Comparator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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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PGA 검증 및 테스트칩 제작

4.1. FPGA 구현 및 성능 테스트

설계한 칩의 성능 확인을 위해 Zynq Ultrascale+ 
FPGA 보드를 사용하였다. 이미지 입력을 위해 SPI 회
로를 이용하여 Host PC(Raspbarry Pi)와 통신하도록 설

계하였다. 첫 번째로 제안한 CNN 구조의 순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 연산기 (덧셈기, 곱셈기)을 사용할 

경우의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약 95.12%의 성능을 보여

주었으며 Logic analyzer를 사용하여 실제 판단 시간을 

확인한 결과 한 이미지 당 약 77us (시스템 클럭 100Mhz 
사용시)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근사화 연산

기 (덧셈기와 곱셈기)을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확인

한 결과 판단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정확도는 1.12%
가 낮은 약 94%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표. 2는 표준 연산기와 근사화 연산기를 사용하는 가

속기의 Result Layer의 객체 prediction 값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이다. 최대 10 정도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

지만 모든 객체의 값을 비교했을 때 최댓값이 객체 0의 

값인 것을 확인하여 근사화 연산기가 판단 결과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lass Conventional 
Arithmetic

Approximate 
Arithmetic

0 58 61

1 -96 -98

2 8 10

3 -15 -12

4 -43 -44

5 -2 2

6 17 17

7 -9 -17

8 14 15

9 -18 -19

Table. 2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Prediction Results

4.2. 테스트 칩 제작 결과

본 논문의 제안된 CNN 가속기를 TSMC 65nm 공정 

PDK를 이용하여 Synopsys Design Compiler로 Synthesis 
하고 IC compiler로 Full chip Place & Route 설계를 완

성하였다. 아래와 같이 2개의 CNN 가속기 칩을 설계한 

결과를 비교한다. 표준 연산기를 사용한 CNN 가속기칩

의 총면적이 0.403  인 반면, 근사화 연산기를 사용

한 CNN 가속기 칩의 총 면적은 0.401로 감소됨을 

Fig. 10 Fully connected Layer Output stationary

Fig. 9 Fully connected Layer Input sta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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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개별 MAC operator의 크기는 표준 연산기 

사용 시는 994.68   인 반면 근사화 연산기 사용 시는 

921.3   로서 약 7.3%의 면적의 감소를 제공한다. 
기존 논문[9]의 경우 근사화 연산기를 사용하여 전체 

면적의 약 15%를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유사한 구조의 근사화 연산기를 사용하지만, 
칩 전체 면적의 감소가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CNN 가속기에서는 요구되는 근

사화 연산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띠라

서 근사화 연산기가 칩 전체 면적 감속에 기여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설명한다. 표. 3은 덧셈기와 곱

셈기 수의 차이를 논문[6]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표이다.
본 연구 단계에서의 칩 구현은 내장 메모리들을 작은 

크기의 다수의 메모리 블럭으로 설계하여 SRAM module 
대신 flip-flop으로 구현하였다. 향후에 SRAM module
로 구현할 경우 위에서 상기의 총면적은 더욱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SMC 65nm 공정으로 제작된 CNN 가속기 칩의 총 

면적은 Pad ring을 포함하여 0.8mm x 0.9mm = 0.72

이며, 그림. 11에 제작된 CNN 가속기의 Full Chip Layout 
설계 결과를 보인다.

Paper[6][9] Proposed 
Architecture

Adder 47 9

Multiplier 53 9

Table. 3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ithmetic operators

Fig. 11 Full Chip Layout 설계 결과 (TSMC 65nm GP 공정)

Ⅴ. 결  론

본 연구는 MNIST 데이터셋 기반 이미지 객체 판별 

CNN 가속기의 최적화 구조 및 근사화 MAC 연산기 기

반 설계 결과를 소개한다. CNN 가속기의 구조 최적화

를 위해 Convolution 연산과 Pooling을 동시에 진행하여 

Convolution 연산 결과의 저장을 위한 대규모 온칩 메모

리를 제거할 수 있어 총 내장 메모리의 94% 까지 획기적

으로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근사화 연산기 회로

를 설계하여 정확도의 큰 손실 없이 개별 MAC operator
의 크기를 7.3%만큼 축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하

는 MNIST CNN 가속기 칩을 TSMC 65nm GP 공정으

로 개발하여 MPW칩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칩은 내장 

메모리를 포함하여 0.72의 초소형 면적을 갖고, 약 

30mW 저전력에 이미지 당 77us의 초고속 판단 속도를 

제공하며, 94%의 높은 MNIST 객체 판별 정확도의 성

능을 보장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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