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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accurate NPU 시뮬레이터 및

데이터 접근 방식에 따른 NPU 성능평가
(Cycle-accurate NPU Simulator and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Data Acces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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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ly,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applying deep neural networks (DNNs) in the embedded

domain such as classification and object detection. The DNN processing in embedded domain often requires custom

hardware such as NPU for acceleration due to the constraints in power, performance, and area. Processing DNN

models requires a large amount of data, and its seamless transfer to NPU is crucial for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cycle-accurate NPU simulator to evaluate diverse NPU microarchitectures. In addition, we propose a novel

technique for reducing the number of memory accesses when processing convolutional layers 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on the NPU. The main idea is to reuse data with memory interleaving, which recycles the

overlapping data between previous and current input windows. Data memory interleaving makes it possible to quickly

read consecutive data in unaligned locations. We implemented the proposed technique to the cycle-accurate NPU

simulator and measured the performance with LeNet-5, VGGNet-16, and ResNet-50. The experiment shows up to

2.08x speedup in processing one convolutional layer, compared to the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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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DNN (Deep Neural Network)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DNN에는 시각 자료 처

리를 위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자연어처

리를 위한 RNN (Residual Neural Network) 등이 있다.

NPU (Neural Processing Unit)란 DNN 모델을 빠르고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한 장치를 말한다 [1]. NPU는

DNN 학습 및 추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행렬과 벡터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어 [2], 인공지

능 애플리케이션의 가속을 위한 보조 프로세서로 사용된다.

NPU의 예로는 구글의 TPU (Tensor Processing Unit), arm

의 Ethos, NVIDIA의 Tensor Core, DEEPX 사의 DX 등이

있다 [3-6].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기반 CCTV를 비

롯한 임베디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이

러한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임베디드 시스

템을 위한 NPU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은

임베디드 환경을 위한 TPU의 개량판인 Edge TPU를 발표

하였으며, Arm, 삼성 등의 기업도 모바일 및 임베디드 환경

에 맞춘 NPU를 연구 및 출시하고 있다 [4, 7, 8].

하지만 아직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NPU를 사용하는 것에

는 많은 제약이 있다. DNN 처리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데

이터에 접근해야 하는데, 메모리의 데이터 버스 폭이 작으

면 메모리 접근 횟수의 증가로 인해 처리 속도가 지연된다.

메모리의 데이터 버스 폭을 키우면 처리 속도는 빨라지지만,

NPU의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여 임베디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메모리 버스 폭을 키우지 않으면서 메모리 접

근으로 인한 처리 속도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DNN 모델의

특징을 활용하여 사용한 데이터를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 없

이 재사용하는 NPU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NPU microarchitecture에 따른 CNN 가속

성능평가를 위해 cycle-accurate NPU 시뮬레이터를 개발하

였다.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CNN 모델인 Lenet-5,

VGGNet16, ResNet50의 첫 번째 Convolution layer 처리에

서 NPU 구조에 따른 성능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CNN 모

델의 핵심 계층인 convolution layer 처리할 때, 데이터 재사

용 및 메모리 인터리빙에 따른 실행시간의 차이를보여준다.

이를 위해 NPU 내 페치 코어의 커널 분할 전략, 메모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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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하드웨어의 적용 및 크기 변경, 메모리 인터리빙 적용

등에 따른 NPU의 성능 변화를 시뮬레이션 및 분석한다.

Ⅱ. 관련 연구

임베디드 시스템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DNN 연산을 가

속하기 위해 다양한 NPU가 연구 및 개발되었다 [3, 4,

7-10]. 구글 TPU는 다수의 코어와 큰 HBM (High

Bandwidth Memory)을 이용하여 행렬 및 벡터의 연산을 빠

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NPU로, 최근에는 임베디드 시스

템을 위한 개량형인 Edge TPU를 출시하였다 [3, 7]. Edge

TPU는 2TOPS/W의 효율을 보였다. Arm은 임베디드 시스

템을 위한 마이크로 NPU 제품군인 Ethos를 출시하였다 [4].

Ethos는 온칩 SRAM과 공유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MAC (Multiply-ACcumulate) 엔진에서 행렬 및 벡터의 연

산을 수행하여 DNN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Ethos 제

품군 중 하나인 Ethos-n78은 최대 10TOPS의 성능을 보였

다 [9]. 삼성은 모바일 플래그십을 위한 NPU를 연구했다

[8]. 삼성의 NPU는 8-bit 정수형 곱셈 연산과 덧셈 트리를

이용하여 MAC 연산을 수행하여, 행렬 및 벡터의 연산을 가

속한다. 또한 값이 0인 입력 활성 값의 연산을 생략하여

DNN의 연산을 가속한다. 삼성의 NPU는 최대 13.6TOPS/W

의 효율을 보였다. Y. Wang은 엣지 디바이스를 위한 NPU

인 PL-NPU를 설계하였다 [10]. PL-NPU는 DNN의 학습에

중점을 둔 NPU로, 32-bit 부동 소수점 및 16-bit 부동 소수

점을 혼합한 MAC 연산을 통해 DNN을 처리한다. 또한 메

모리 접근을 줄이기 위해 채널 간/채널 내 재사용 데이터플

로우를 제안하였다. PL-NPU는 최대 3.87TFLOPS/W의 효

율을 보였다.

convolutional layer의 특성을 이용하여 메모리 접근 횟수

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1-14]. L. Lu는

여러 개의 FIFO (First In First Out)에 convolutional layer

의 인풋 피처 맵 데이터를 적재하고, 필요한 인풋 활성 데

이터를 FIFO에서 MAC 유닛으로 불러오는 방법으로 데이

터를 재사용하였다 [11]. 이 방법으로 convolution 연산 시

모든 인풋 피처 맵 데이터에 두 번 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였다. Y. H. Chen은

convolutional layer 연산의 인풋 피처 맵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row stationary 기법을 제안하였다 [12]. 행렬의 계

산을 위해 MAC 연산을 수행하는 PE 내부에 인풋, 필터, 부

분합을 저장하기 위한 스크래치패드 메모리를 배치하여 스

크래치패드 메모리 내부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재사용한

다 [12, 13]. K. Prabhu는 Chimera AI 가속기에 입력 활성

값을 저장하고 재사용 할 수 있는 Stride Register 구조를

적용하였다 [14]. 이를 이용하여 3x3 커널을 이용한

convolution 연산 시 입력 활성 값을 재사용하여 입력 버퍼

에 대한 접근을 3배 줄였다. 본 논문에서는 convolutional

layer의 입력 활성 값을 재사용하여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

이되, convolutional layer 연산의 처리 과정과 위의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FIFO 하드웨어로 데이터 재사용

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convolutional layer이 아닌 DNN

의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손실을 줄였다. 또한 데이

터 재사용을 통해 특정 convolution 연산만이 아닌 모든

convolution 연산을 가속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데이터의 크

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드웨어를 설계하였다. 추가로 메모

리 하드웨어 구조를 변경하여, 연속된 데이터에 더욱 빠르

게 접근해 메모리 접근으로 인한 지연을 줄였다.

Ⅲ. Cycle-accurate NPU 시뮬레이터

1. Cycle-accurate 시뮬레이터

Cycle-accurate 시뮬레이터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사이클

단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cycle-accurate 시뮬레이터는 모든 순차회로가 같은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값을 갱신한다. 시뮬레이터는 조합회

로와 순차회로 부분이 나누어져 있으며, 둘의 연산은 별개

로 이루어진다. 그림 1은 cycle-accurate 시뮬레이터의 한

사이클 동작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시뮬레이터를 한

사이클 실행하면, 조합회로의 값을 더는 변하지 않을 때까

지 갱신한다. 조합회로의 값이 더는 변하지 않으면 순차회

로의 값을 한 번만 갱신한다. 이 방식을 통해 조합회로의

값은 항상 갱신되고, 순차회로의 값은 클럭이 변할 때만 갱

신되는 하드웨어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ycle-accurate NPU 시뮬레이터는 초기화 단계에서 온칩

메모리의 크기, 데이터 버스 폭, NPU의 곱셈기 개수 및 배

치, 데이터 재사용 하드웨어의 버퍼 수, 곱셈과 덧셈 시 사

용할 데이터의 자료형, 누산 시 사용할 스크래치패드 메모

리의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 하드웨어 구조

그림 2-(a)는 cycle-accurate NPU 시뮬레이터의 전체 구

조도이다. NPU는 명령어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NPU 엔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PU 엔진은 명령어를 해석하여 제

어 신호를 보내는 명령어 디코더 (Instruction Decoder), 연

그림 1. Cycle-accurate 시뮬레이터의 한 사이클 동작

Fig. 1. A cycle of cycle-accurat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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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NPU 하드웨어 구조도 (b) PE (Processing Element) 구조

Fig. 2. (a) NPU Hardware Architecture (b) PE (Processing Element) Architecture

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이터 페처 (Data

Fetcher), 행렬의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IPA (Inner Product

Array), 연산이 완료된 데이터에 추가적인 처리 후 메모리

로 전달하는 후처리 유닛 (Postprocessing Unit)으로 이루어

져 있다.

2.1 명령어 디코더

명령어 디코더는 NPU 명령어를 해석하여, 실행이 가능한

조건을 파악하고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명령어 실행을 연기

하는 하드웨어이다. 또한 명령어 디코더는 해석한 명령어를

기반으로 다른 하드웨어에 제어 신호를 전달한다.

2.2 IPA

IPA는 행렬의 곱셈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로, 여러 개의

PE (Processing Element)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b)는

PE의 하드웨어 구조이다. 각각의 PE는 여러 개의 곱셈기

(Multiplier)와 하나의 덧셈 트리 (Adder Tree), 그리고 하나

의 누산기 (Accumulator)로 이루어져 있다. IPA는 8-bit 정

수형 곱셈 및 32-bit 정수형 누산을 통해 행렬의 곱셈을 계

산한다. 본 논문에서 IPA는 가중치는 곱셈기 내부에 저장되

고, 부분 합은 누산기 내부의 스크래치패드 메모리

(Scratchpad Memory)에 저장되는 weight stationary와

output stationary가 혼합된 데이터플로우를 사용하여 행렬

의 곱셈을 연산한다.

곱셈기는 가중치를 저장하는 가중치 버퍼와 연결되어 있으

며, 8-bit 정수형 곱셈을 수행한다. 가중치 버퍼는 여러 가중

치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며, 명령어 디코더에서 보낸 제어 신

호인 버퍼 선택 신호에 따라 저장된 값 중 하나를 곱셈기로

전달한다. 8-bit 정수형 곱셈 하드웨어는 인풋으로 받은 8-bit

정수형 값과 버퍼에서 불러온 가중치 값을 곱해 출력한다. 곱

셈기에서 출력한 값과 데이터 페처로부터 전송받은 편향치

값은 덧셈 트리를 통해 모두 더해진다. 더해진 값은 플립플롭

에 저장되어 다음 클럭 사이클에 누산기로 전달된다.

누산기에는 DNN 연산의 부분합 값을 저장하기 위한

1KiB 스크래치패드 메모리가 있으며, 누산기는 명령어 디코

더에서 보낸 주솟값을 이용하여 스크래치패드 메모리에 저

장된 부분합 값을 읽는다. 다음 클럭 사이클에 덧셈 트리에

서 출력된 새로운 부분합이 누산기로 전달되면, 명령어 디

코더에서 보낸 제어 신호에 따라 스크래치패드 메모리에서

읽은 기존 부분합과 더하거나, 기존 부분합 값을 덮어쓰기

위해 더하지 않고 새로운 부분합을 그대로 전송한다. 이렇

그림 3. 후처리 유닛 구조

Fig. 3. Postprocessing Unit Architecutre

게 처리된 값은 PE의 외부로 출력되어 후처리 유닛으로 전

달되며, 제어 신호에 따라 스크래치패드 메모리의 기존 부

분합을 읽어왔던 주소에 다시 저장할 수 있다. 스크래치패

드 메모리에 연산 중인 부분합을 모두 저장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분합을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한다.

2.3 후처리 유닛

그림 3은 후처리 유닛의 구조이다. 후처리 유닛은 IPA로

부터 32-bit의 후처리되지 않은 아웃풋 활성 값 또는 부분

합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받아 후처리 후 데이터 메모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후처리 유닛은 5개의 벡터 연산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8-bit로 양자화된 아웃풋 활성

값 벡터를 출력한다. 각각의 벡터 모듈은 32-bit 정수형 곱셈

과 덧셈, 산술 시프트 연산 등을 통해 역 양자화, ReLU, 정

규화, 양자화 연산을 수행한다. 배치 정규화 이후 활성 함수

를 거치는 DNN 모델과 활성 함수를 거친 후 배치 정규화를

실행하는 DNN 모델을 모두 지원하기 위하여, ReLU 모듈은

정규화 모듈의 앞, 뒤로 2개가 존재한다. 각각의 ReLU 모듈

은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NPU 엔진은 스크래치패드 메모리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연산이 필요한 32-bit 부분합 값을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하고, 추후 연산 시 다시 불러온다. 또한 convolution 연

산이 완료되었을 경우 출력값 생성기에서 양자화된 8-bit

아웃풋 활성 값을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한다. 두 경우를 모

두 처리하기 위해, 후처리 유닛은 벡터 연산 하드웨어를 거

친 8-bit 데이터 묶음 또는 입력받은 32-bit 데이터 묶음 중

일부를 선택하여 데이터 메모리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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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렬되지 않은 인풋 피처 맵 예시

Fig. 4. Example of Unaligned input feature map

2.4 데이터 메모리

Convolutional layer의 연산 시 커널이 상하좌우로 이동하

므로, 읽고자 하는 데이터의 시작 주소가 메모리의 읽기 대

역폭과 정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속된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임에도 메모리에서 읽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그림 4는 2x2 크기의 커널로 convolution 연산을 실행

할 때 존재하는 정렬되지 않은 인풋의 예시이다. 일반적인

메모리의 경우 와 가 같은 읽기 블록에 들어있지 않아,

연속된 위치에 저장되어 있음에도 2번의 데이터 접근을 통

해 읽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모리 인터리빙을

적용한 데이터 메모리는, 하위 메모리 인터리빙을 통해 주

소 0과 주소 1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

에 저장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동시에

접근하여 와  값을 동시에 읽어, 정렬되지 않은 임의의

시작 주소로부터 연속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DNN 연산에 필요한 연속된

데이터 접근을 가속하고, 메모리 접근으로 인한 지연을 줄

인다. 또한, 메모리 접근으로 인한 전력 소비의 감소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메모리는 온칩 메모리인 메모리 뱅크 2개와 비정

렬 데이터 핸들러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메모리 인터리빙

을 적용한 데이터 메모리는 읽으려는 데이터의 크기가

k-bit고 메모리 뱅크의 읽기 대역폭이 n × k-bit인 경우,

각각의 메모리 뱅크에 한 번씩 접근하는 것으로 (n+1) ×

k-bit의 연속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뱅크의 읽기 대역폭이 4바이트이고 읽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1바이트라면 데이터 메모리는 각각의 메모리 뱅크에

한 번씩 접근하는 것으로 5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Ⅵ 부록 1. 데이터 메모리의 연속

된 데이터 읽기에 대한 증명에 작성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온칩 메모리의 연속된 위치에 저장된 인풋 피처 맵, 커널

등의 데이터에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5. 예시 #1: 데이터 메모리의 5개 데이터 읽기

Fig. 5. Example #1: Read 5 data from Data Memory

그림 6. 예시 #2: 데이터 메모리의 8개 데이터 읽기

Fig. 6. Example #2: Read 8 data from Data Memory

그림 5는 데이터 메모리가 페치 코어로부터 데이터의 시

작 주소와 크기를 전달받아, 연속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

정을 나타낸다. 그림 5에서 메모리 뱅크는 1바이트 데이터

를 저장하고 있으며 메모리 뱅크의 읽기 대역폭은 4바이트

이다. 데이터 메모리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정

렬 데이터 핸들러가 1바이트 기준으로 정해진 읽기 시작 주

소와 읽을 바이트 크기를 전달받는다. 비정렬 데이터 핸들

러는 전달받은 주소를 변환하여 각 메모리 뱅크에 읽어야

하는 메모리 뱅크 주소를 전달한다. 몇 사이클 후에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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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페처 구조

Fig. 7. Data Fetcher Architecture

메모리 뱅크가 전달받은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 4바이트를

비정렬 데이터 핸들러에게 전달하면, 비정렬 데이터 핸들러

는 전달받은 2개의 4바이트 데이터를 합쳐서 출력한다. 또

한 8비트 enable 신호를 통해, 출력한 데이터 중 요청받은 5

개 데이터의 위치를 표시한다.

메모리 인터리빙을 적용한 데이터 메모리는 시작 주소가

읽는 데이터 크기에 정렬된 데이터를 읽을 경우,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5와 같은

데이터 메모리가 페치 코어로부터 4바이트로 정렬된 데이터

의 시작 주소와 크기를 받고, 연속된 8바이트 데이터를 출

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해 가중치나 완전 연결

계층의 인풋 활성 값 등, 1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불러

올 때 더욱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2.5 데이터 페처

그림 7은 데이터 페처의 구조이다. 데이터 페처는 1개의

페치 코어와 2개의 서브 페처로 이루어져 있다. 페치 코어

는 명령어 디코더로부터 불러올 데이터의 위치, 크기, 데이

터를 전달할 서브 페처 등의 정보를 받아 데이터 메모리로

부터 필요한 값을 읽고, 읽은 값을 서브 페처에 전달한다.

각각의 서브 페처는 8-bit 데이터 묶음과 32-bit 데이터 묶

음을 IPA로 전달한다. PS 서브 페처는 페치 코어를 통해

32-bit의 부분합 또는 편향치 값을 받아 벡터로 재구성하여

IPA로 전달한다. IFM 서브 페처는 페치 코어를 통해 8-bit

의 가중치 또는 인풋 활성 값을 받아 벡터로 재구성하여

IPA로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FIFO를 이용한 서브 페처를 NPU에 적용

하여 convolutional layer 처리를 가속할 것을 제안한다. 서

브 페처는 convolutional layer의 연산 시, 직전 convolution

연산에서 사용한 인풋 활성 값과 이번 연산에서 사용할 인

풋 활성 값 중 겹치는 영역을 재사용하여, 인풋 활성 값을

불러오기 위한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인다. 이를 통해 메모

리 접근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모의 감소 역

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완전 연결 계층을 비롯한 다른

DNN 계층을 계산할 때도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성

그림 8. 예시 #1: IPA가 준비되었을 때 IFM 서브페처의 동작

Fig. 8. Example #1: IFM SubFetcher Movement when IPA is ready

능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하였다. 서브 페처는 플러시,

푸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FIFO와 제어 블록으로 이루

어져 있다. 특히 FIFO의 플러시, 푸시 사이즈를 상황에 맞

게 바꿀 수 있게 하여, 커널의 크기가 다른 다양한

convolution 연산을 모두 가속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림 8은 커널의 크기가 2x2이고 stride가 1인

convolution 연산을 위해 필요한 인풋 활성 값을 공급하는

IFM 서브 페처의 동작을 묘사한 것이다. IFM 서브 페처는

행 단위로 불러온 IFM 데이터를 FIFO에 푸시하고, FIFO에

가장 먼저 들어온 4개의 데이터를 IPA에 전달한다. 제어 블

록은 몇 개의 데이터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하여 FIFO의 푸

시 사이즈를 결정하고, 다음 convolution 연산에 재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고려하여 FIFO 내부에 저장된 데이

터를 플러시한다.

이때 사이클 3과 사이클 4 사이에 커널이 우측으로 이동

하게 되면, 메모리 접근이 필요한 데이터인 과 이 온칩

메모리의 서로 떨어진 주소에 저장되어 있다. 이 경우, 각각

의 데이터에 따로 접근하게 되어 메모리 접근으로 인한 지

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사

용하는 NPU는 커널을 아래로 이동하며 convolution 연산을

실시한다. 이 경우 convolution 연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인 과 이 메모리 공간상에서 연속된 주소에 배치되어

있어, 메모리 인터리빙을 적용한 데이터 메모리를 이용하여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수 있다.

IPA는 명령어 디코더가 보내는 제어 신호에 따라, 연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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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예시 #2: IPA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IFM 서브페처의

동작

Fig. 9. Example #2: IFM SubFetcher Movement when IPA is

not ready

결과를 후처리 유닛이 처리하여 메모리로 전달하는 동안 출

력값을 유지하며 대기한다. 이 경우 IPA는 연산을 수행할 수

없기에, 페처 모듈에 IPA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다. 그림 9는 그림 8과 같은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는 상

황에서, IPA 하드웨어가 연산을 수행할 수 없을 때 IFM 서

브 페처의 동작을 나타낸다. 사이클 3에서 IPA가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제어 블록은 FIFO에 있는 데이터를 플러시하지

않고 데이터를 유지한다. 동시에 다음 연산에 필요한 인풋

활성 값을 FIFO에 미리 푸시하여 나중에 메모리 접근으로

인해 발생할 지연을 최소화한다. 사이클 7에서 IPA가 준비되

었다는 신호를 받으면, 제어 블록은 IPA가 이번 사이클에 전

달한 인풋 활성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다음 인풋 활

성 값을 준비하기 위해 재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플러시한

다. 이때 서브 페처의 FIFO 크기가 클수록 IPA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미리 불러올 수 있으므로, 추후

데이터 접근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서브 페처는 8-bit 인풋 활성 값과 32-bit 편향치 값 또는

부분합 값을 IPA에게 전달한다. IPA의 PE는 전달받은 인풋

활성 값을 이용하여 벡터의 내적을 연산한다. 이때 한 사이

클에 처리할 수 있는 벡터의 최대 원소 개수는 PE 내부의

곱셈기 수이다. 예를 들어, PE 내에 곱셈기가 16개 있다면,

PE 하나는 한 사이클에 원소의 개수가 최대 16개인 벡터의

내적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커널의 크기가 이보다 크다면

PE는 한 번의 연산으로 해당 커널을 이용한 convolution 연

산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여러 번의 연산으로 나누어

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페치 코어는 convolutional

layer의 커널을 IPA에서 연산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고, 서.

그림 10. (a) 2개의 5x5 커널을 합쳐 구성한 10x5 커널의

너비 우선 커널 분할

(b) 2개의 5x5 커널을 합쳐 구성한 10x5 커널의 높이 우선

커널 분할

Fig. 10. (a) Width-based Kernel Split of 10x5 Kernel

Composed by Combining 2 5x5 Kernel

(b) Height-first Kernel Split of 10x5 Kernel Composed by

Combining 2 5x5 Kernel

브페처가 나누어진 형태에 맞춘 인풋 활성 값을 IPA로 보

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림 10-(a), (b)는 페치 코어가 5x5 커널 2개를 합쳐 구

성한 10 x 5 커널을 나누는 방법의 예시이다. 그림 10-(a)는

너비 우선 커널 분할로, 커널을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한 번

에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너비를 기준으로 기둥 형태로 나눈

뒤에, 해당 기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커널의 원소 수만큼 나

누는 방법이다. 그림 10-(b)는 높이 우선 커널 분할로, 커널

을 한 번에 PE에서 연산할 수 있는 크기가 되도록 기둥 형

태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때 기둥의 폭이 데이터 메모리가

보낼 수 있는 인풋 데이터의 수보다 커지면 데이터 메모리에

대한 접근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Ⅵ 부록 2. 높이 우선 분할법에서 기둥 폭의 최댓값에 대한

증명에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기둥의 폭의 최댓값은 데이터

메모리가 보낼 수 있는 인풋 데이터의 수로 설정한다.

3. 양자화

본 논문에서는 NPU 시뮬레이터의 검증 및 실험을 위해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해 32-bit 부동 소수점 데이터로

학습한 LeNet-5 및 ImageNet 데이터셋을 이용해 32-bit 부

동 소수점 데이터로 학습한 VGGNet-16, ResNet-50을

8-bit 및 32-bit 정수형으로 양자화하여 사용하였다 [15-19].

가중치는 8-bit 정수로, 편향치 및 배치 정규화 파라미터는

32-bit 정수로 스케일 양자화하였다.

스케일 양자화는 소수로 표현된 값에 스케일 팩터를 곱하

여 정수형으로 변경하는 양자화 기법이다 [17]. 본 논문에서는

CNN의 한 계층 단위로 스케일 팩터를 계산하여 양자화를 실

시하였다. 이때 스케일 팩터 연산을 위한 가중치  값은 양자

화하는 데이터의 최대 절댓값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  ⋯  } 를 -bit로 양자화하기 위해 사용한 스케일 팩

터 와 그 값을 이용한 스케일 양자화 식은 다음과 같다 [20].

ma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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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1 Accuracy Top-5 Accuracy

Original Scale Quantization 0.7379 0.9171

   0.7395 0.9187

 max   0.7391 0.9163

 min   0.0010 0.0050

표 1.  계산법에 따른 양자화한 ResNet-50 테스트 정확도

Table 1. Test Accuracy of Quantized ResNet-50 by Calculation

Method of 

양자화를 적용하여 계산한 값을 이용하여 양자화되지 않

은 아웃풋 활성 값인  값을 구하는 것을 역 양자화라고

한다. 스케일 양자화의 역 양자화 식은 다음과 같다 [20].

 
  



∙≈ ∙ 



  



 ∙  (2)

인풋 활성 값의 스케일 팩터 값인 의 경우, 인풋 활성

값이 DNN의 추론을 진행할 때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스케일 팩터  역시 추론을 진행할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인풋 활성 값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 또는 인풋 피처 맵을 모두 저장할 거대한 버퍼가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로 인한 성능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정 스케일 양자화를 제안한다.

고정 스케일 양자화는 인풋 활성 값의 최대 절댓값으로

구해지는 를, DNN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 사용한 인풋 활

성 값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추론 단계에서 스케일 팩터 값을 갱신하지 않아 인풋 활성

값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을 없앨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고정된 값인 을 ResNet-50의 ImageNet 데이터셋

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할 때의 인풋 활성 값을 이용하여 구

한 의 평균, 최댓값, 최솟값으로 추정하여 그에 따른 정확

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양자화는 32-bit 부동 소수점 데이터

를 가중치와 인풋 활성 값은 8-bit로, 편향치 및 배치 정규

화 파라미터는 32-bit 정수로 변경하였다. 표 1은 PyTorch

로 실험한 의 계산법에 따른 테스트 셋에 대한 ResNet-50

모델의 정확도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된 값인 을 평균 또는 최

댓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경우, 기존의 스케일 양자화와 비

교하여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이용하여 인풋 활성 값을 8-bit 정수형으로

양자화하여 사용하였다.

Ⅳ. 데이터 접근 전략에 따른 NPU 성능 평가

1.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NPU 시뮬레이터를 MNIST 데이

터셋으로 학습한 LeNet-5 및 ImageNet 데이터셋으로 학습

그림 11. 실험을 위해 설정한 내부 메모리 크기 및 데이터

버스 크기

Fig. 11. Internal Memory Size and Data Bus Width Setting

for Experiments

한 VGGNet-16, ResNet-50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

연산을 통해 검증 및 실험하였다 [15-19]. 그림 11은 실험을

위해 설정한 내부 메모리 및 메모리 버스 크기를 나타낸다.

NPU 데이터 메모리의 두 메모리 뱅크의 크기는 각각

512KiB로 설정하여, 총 1MiB의 온칩 메모리를 사용하였다.

메모리 뱅크의 대역폭 크기는 4바이트로 설정하였다. 누산

기 내부의 스크래치패드 메모리의 크기는 각각 1KiB로 설

정하였다. 필터 값을 저장하는 weight buffer의 사이즈는

16B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풋 피처 맵과 필터의 값은 8-bit

정수형으로 설정하였고, 편향치 및 기타 파라미터는 32-bit

정수형으로 설정하였다. PE 내의 곱셈기의 수와, IPA 내의

PE의 수는 각각 16 x 64, 32 x 32, 64 x 16개로 설정을 변

경하여 총 곱셈기의 수를 1,024개로 유지하며 실험하였다.

데이터 재사용 및 데이터 메모리 인터리빙에 따른 성능 향

상을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

우를 실험하였다. 데이터 재사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서브 페처의 FIFO에 값을 미리 불러올 수는 있되, 한 번 연

산에 사용한 값은 모두 플러시하는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데이터 메모리 인터리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메모리

버스 폭이 8바이트인 단일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

러오도록 구현하였다.

2. Cycle-accurate NPU 시뮬레이터 검증

표 2, 3, 4는 NPU에 적용한 데이터 접근 기법에 따른

ResNet-50, LeNet-5. VGGNet-16의 첫 convolutional layer

를 연산하는 데 소요된 총 사이클 수를 나타낸다. 또한 곱

셈기의 수를 1024개로 유지하면서, PE 내부의 곱셈기의 수

와 PE의 수에 따른 변화 역시 확인하기 위해 3가지 IPA를

실험하였다. Convolution 연산을 마친 아웃풋 데이터는 역

양자화, ReLU, 배치 정규화, 양자화를 거쳐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는데, 이 값을 PyTorch로 구현한 동일한

convolutional layer를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NPU의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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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emory Interleaving No Memory Interleaving

ME/PE

x PE

FIFO

Size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16x64

128 457,559 455,016 486,532 458,119 567,998 547,547

192 454,007 453,573 485,366 454,567 565,944 546,134

256 450,344 452,241 484,201 450,904 563,780 544,690

32x32

128 456,149 506,123 651,787 519,445 631,943 726,887

192 452,375 503,459 649,679 515,005 627,835 724,501

256 449,045 500,573 647,681 510,565 623,507 722,171

64x16

128 607,697 607,697 1,101,137 809,001 809,001 1,251,113

192 602,369 602,369 1,096,921 800,785 800,785 1,246,341

256 596,597 596,597 1,092,925 792,129 792,129 1,241,681

표 2. ResNet-50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 연산 총 사이클

수 (커널 사이즈 7x7)

Table 2. Total number of cycles for computing the first layer in

ResNet-50 (Kernel Size 7x7)

Data Memory Interleaving No Memory Interleaving

ME/PE

x PE

FIFO

Size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16x64

128 2,480 2,480 4,822 2,805 2,805 6,058

192 2,480 2,480 4,822 2,748 2,748 5,998

256 2,480 2,480 4,822 2,709 2,709 5,960

32x32

128 1,690 1,690 4,822 1,713 1,713 6,058

192 1,690 1,690 4,822 1,704 1,704 5,998

256 1,690 1,690 4,822 1,704 1,704 5,960

64x16

128 1,690 1,690 4,822 1,713 1,713 6,058

192 1,690 1,690 4,822 1,704 1,704 5,998

256 1,690 1,690 4,822 1,704 1,704 5,960

표 3. LeNet-5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 연산 총 사이클 수

(커널 사이즈 5x5)

Table 3. Total number of cycles for computing the first layer in

LeNet-5 (Kernel Size 5x5)

3. 데이터 재사용 및 메모리 인터리빙 평가

표 2, 3, 4에서 데이터 재사용 적용 및 커널 분할 전략에

따른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2와 13는 FIFO의 크기

가 128인 cycle-accurate NPU simulator에서 데이터 재사용

및 메모리 인터리빙을 적용했을 때의 가속을 나타낸다. 데

이터 메모리 인터리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데이

터 재사용 적용에 따라 성능이 1.03배～3.54배 향상된 모습

을 보였다.

데이터 재사용 전략 없이 메모리 인터리빙만 적용했을 경

우, 적용 전과 비교해 최대 1.26배 성능이 향상되었다. 데이

터 메모리 인터리빙과 데이터 재사용 전략을 같이 적용했을

경우, 데이터 메모리 인터리빙만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1.06배～2.85배, 어떠한 데이터 접근 전략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1.21배～3.58배 성능이 향상되었다.

표 2의 16개의 곱셈기 x 64개의 PE를 사용한 NPU의 경

Data Memory Interleaving No Memory Interleaving

ME/PE

x PE

FIFO

Size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16x64

128 853,816 853,816 999,657 873,721 873,721 999,657

192 853,816 853,816 996,508 869,707 869,707 996,508

256 853,816 853,816 993,359 865,359 865,359 993,359

32x32

128 904,043 904,043 1,195,725 943,685 943,685 1,195,725

192 904,043 904,043 1,189,427 935,657 935,657 1,189,427

256 904,043 904,043 1,183,129 926,961 926,961 1,183,129

64x16

128 1,004,497 1,004,497 1,587,861 1,083,613 1,083,613 1,587,861

192 1,004,497 1,004,497 1,575,265 1,067,557 1,067,557 1,575,265

256 1,004,497 1,004,497 1,562,669 1,050,165 1,050,165 1,562,669

표 4. VGGNet-16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 연산 총 사이클

수 (커널 사이즈 3x3)

Table 4. Total number of cycles for computing the first layer in

VGGNet-16 (Kernel Size 3x3)

그림 12. FIFO 크기를 128로 설정하였을 때 데이터 재사용

단독 적용에 따른 가속

Fig. 12. Speedup with Data Reuse Alone when FIFO Size is

128

그림 13. FIFO 크기를 128로 설정하였을 때 데이터 재사용과

메모리 인터리빙 적용에 따른 가속

Fig. 13. Speedup with Data Reuse and Memory Interleaving

when FIFO Size is 128

우, 너비 우선 커널 분할 전략으로 데이터를 재사용하면 성

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너비 우선 탐색 시, 분할된 커널의 한 행의 최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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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emory Interleaving No Memory Interleaving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Height First Width First No Reuse

ResNet-50 1st Layer

(7x7 Kernel)
1.006×~1.019× 1.015×~1.019× 1.005×~1.008× 1.016×~1.021× 1.007×~1.021× 1.005×~1.008×

LeNet-51
st

Layer

(5x5 Kernel)

1×

(no speedup)

1×

(no speedup)

1×

(no speedup)
1.005×~1.035× 1.005×~1.035× 1.016×

VGGNet-161
st

Laye

(3x3 Kernel)

1×

(no speedup)

1×

(no speedup)
1.006×~1.016× 1.010×~1.031× 1.010×~1.031× 1.006×~1.016×

표 5. FIFO 크기를 128에서 256으로 늘렸을 때의 가속

Table 5. Speedup by Increasing FIFO Size from 128 to 256

가 5로 제한된다.

2) 메모리 인터리빙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5바이트 데

이터를 한 번의 데이터 메모리 접근으로 읽을 수 없는 경우

가 생긴다.

이는 메모리 인터리빙을 적용하여 5바이트 데이터를 한

번의 메모리 접근으로 읽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표 2

에서 메모리 인터리빙을 적용한 경우, 너비 우선 커널 분할

전략의 총 연산 사이클 수가 메모리 인터리빙만 적용하고

재사용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적다.

표 2에서 ResNet-50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를 64

개의 곱셈기가 들어있는 16개의 PE로 구성된 IPA에서 연산

하는 경우와 표 3, 4에서 LeNet-5와 VGGNet-1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를 모든 IPA에서 연산하는 경우 두 커널

분할법이 같은 성능을 보인다. 그 이유는 두 커널 분할법이

커널을 같은 모양으로 분할하기 때문이다. ResNet-50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를 64개의 곱셈기가 들어있는 16개

의 PE로 구성된 IPA에서 연산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하겠

다. 실험 조건에서 메모리 뱅크의 대역폭 크기가 4바이트이

고, 인풋 활성 데이터 하나의 크기가 8-bit이므로, 데이터 메

모리는 한 사이클에 5개의 연속된 인풋 활성 데이터를 데이

터 페처에게 전송할 수 있다. 그림 14-(a)는 이 경우 7x7 커

널을 너비 우선 커널 분할법으로 나눈 예시이다. 페치 코어

는 커널을 먼저 폭이 5인 기둥으로 나눈다. 이때, 커널의 높

이가 7이므로 분할된 커널의 크기는 35가 된다. 하나의 PE

에 곱셈기가 64개 들어있으므로, 이 분할된 커널은 추가 분

할 없이 PE에서 연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커널을 추가로

나누지 않고 그림 14-(a)와 같이 커널이 분할하여 연산한다.

그림 14-(b)는 같은 경우 7x7 커널을 너비 우선 커널 분할

법으로 나눈 예시이다. 높이 우선 커널 분할법의 경우 커널

을 기둥으로 나누게 되는데, 기둥의 폭의 최댓값이 5이므로

분할된 커널은 폭이 5인 기둥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두 커

널 분할법이 같은 방식으로 커널을 나누기 때문에 결과가

같아지게 된다.

표 2, 3, 4와 그림 12, 13에서 볼 수 있듯이, 메모리 인터리

빙과 함께 적용하였을 경우 두 커널 분할 전략은 성능에서

어느 하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

NPU의 페치 코어가 커널 분할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결정

하기 위해서는 전력, 면적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14. (a) 너비 기반 커널 분할 예시 #2

(b) 높이 기반 커널 분할 예시 #2

Fig. 14. (a) Example #2 of Width Fisrt Kernel Split

(b) Example #2 of Height First Kernel Split

4. 서브 페처 FIFO 크기와 성능 평가

표 2, 3, 4에서 서브 페처 FIFO 크기에 따른 ResNet-50,

LeNet-5, VGGNet-16의 첫 convolution 연산에 소요된 총 사

이클 수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표 5는 실험에 사용한 3종

류의 IPA에서 서브 페처 FIFO 크기가 128에서 256으로 증가

하였을 때 연산의 가속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 FIFO 크

기가 큰 경우, 작은 경우와 비교하여 연산 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FO 크기가 크면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이

유는, IPA가 연산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불러올 수 있는

인풋 활성 값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으로 인한

지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메모리 인터리빙을 적용한

LeNet-5의 모든 경우와 메모리 인터리빙과 데이터 재사용을

VGGNet-16의 경우에는, 커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FIFO의 크기가 128일 때에도 인풋 활성 값을 미리 필요한

만큼 불러올 수 있으므로 FIFO의 크기가 증가해도 성능의

향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FIFO의 크기가 2배로 증가하여

도 성능증가가 4% 미만이므로, 성능 외에도 전력, 면적과 같

은 추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cycle-accurate NPU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NPU 하드웨어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설계한 시뮬레이터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MNIST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LeNet-5, ImageNet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VGGNe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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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50의 첫 번째 convolutional layer 연산을 실행하였

다. 이를 통해 convolution 연산의 가속을 위한 데이터 재사

용 하드웨어 구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연속 데이터

에 빠르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 메모리 인터리빙 방식의 성

능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학습 데이터에서 추정한 파라미

터를 사용하여 추론 중 양자화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양자

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데이터 재사용 기법을 통해

인풋 활성 값의 중복된 부분을 재사용하는 하드웨어로

convolutional layer의 데이터 접근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한 데이터 메모리 인터리빙을

통해 연속 데이터 접근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Sparsity를 고려한 NPU 하드

웨어를 설계 및 평가할 계획이다.

Ⅵ. 부 록

1. 데이터 메모리의 연속된 데이터 읽기에 대한 증명

데이터 메모리 구조에서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는 데이터

의 형태가 n × k -bit이고, 읽으려는 데이터의 크기가

k-bit인 경우, 데이터 메모리는 동시에 수행되는 메모리 접

근으로 (n+1) × k bit의 연속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데이터 메모리 내의 임의의 데이터 서브 주소 에 대하

여, 해당 서브 주소가 포함된 주소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

이제 임의의 n 이하의 자연수 에 대해 서브 주소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서브 주소 이 포함된 주

소 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4)

(3)과 (4)의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다.

×≦ × (5)

 ×≦  × (6)

이제 1보다 큰 정수 에 대하여   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4)의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 ×× (7)

이때   이므로, ×이 된다. (5)의 우측 부

등식과, (7)의 좌측 부등식을 합성하면

××≦ ×
× ×

(8)

이 되어 모순이다. 그러므로 ≦이다.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자명하다. 이로 인해, 서브

주소  ,  ,  , ⋯ ,  은 모두 주소 또는

 에 해당하는 위치에 포함되어 있다. 즉, 와  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으로 부터  까지의 연속

된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읽어올 수 있다. 와

 은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n+1

개의 연속된 위치에 저장된 8bit 데이터를 한 메모리 뱅크에

두 번 접근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높이 우선 분할법에서 기둥 폭의 최댓값에 대한 증명

데이터 메모리에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인풋 데이터 수

가 , 커널의 폭이 , 기둥의 폭이 이며 라고 하

자. 그러면 커널의 한 행에 대응하는 인풋 활성 값을 읽어오

는 데 필요한 데이터 메모리 접근의 개수는 식 (9)와 같다.

⌈⌉⌊⌋⌈mod ⌉ (9)

기둥의 폭 k를 n으로 했을 때의 한 행에 대응하는 인풋

활성 값을 읽어오는 데 필요한 데이터 메모리 접근의 개수

는 식 (10)과 같다.

⌈⌉ (10)

이때   일 경우, (9)의 식을 통해 얻는 값

은 3, (10)의 식을 통해 얻는 값은 2이다. 그러므로 식 (9)의

값이 식 (10)의 값보다 큰 경우가 존재한다.

이제 모든 경우, 식 (9)의 값이 (10)의 값보다 큼을 증명

하자. 이므로  라 하

자(, , , 는 0 이상의 정수, , ). 와 가 각각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경우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9)≧

(10) 임을 증명할 수 있다.

   
 
 ⌈⌉⌊⌋⌈mod ⌉
⌈⌉⌊⌋⌈⌉
 ⌈⌉⌈⌉
∴   →≧

(11)

   ≠

 ⌈⌉∙⌊⌋⌈mod ⌉
⌈⌉∙⌊⌋⌈⌉
⌈⌉
⌈⌉⌈⌉
⌈⌉
∴  →≧

(12)

 ≠ 
 
 ⌈⌉∙⌊⌋⌈mod ⌉
⌈⌉∙⌊⌋⌈⌉

⌈⌉⌈⌉
⌈⌉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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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od ⌉
⌈⌉∙⌊⌋⌈⌉
⌈⌉
⌈⌉⌈⌉
⌈⌉
→⌈⌉≦⌈⌉⌈⌉
∴≦⌈⌉
∴ ≧

(14)

그러므로 기둥의 폭이 데이터 메모리에서 읽을 수 있는

인풋 데이터 수보다 커지면, 메모리 접근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높이 우선 분할법에서 기둥 폭의 최댓값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인풋 데이터의 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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