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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반도체

1

•효율적 메모리 관리를 통한 모바일 CNN 가속기의 최적화

월

•머신러닝 가속기 연구 동향

)

•에너지 고효율 인공지능 하드웨어
•인공지능 하드웨어 설계 및 최적화 기술

인(공지능 반
) 도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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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인공지능반도체 NM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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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

2018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비의 납부 및 유효기간
2018년도 회원 연회비는 2017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2018년도 회비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2018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당해연도에 한합니다.
평생회원님 및 이미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께서는 학회에서 정리관계로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고 이 항목은 무시하여
주십시요.
◆ 2018년도 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 회 원： 70,000원 (입회비：1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입회비 면제)
•평생회원： 700,000원
- 평생회비 할인 제도: 학회 홈페이지 안내 참조
- 평생회비 분납 제도(1년 한): 평생회비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회원 담당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백준기
(중앙대학교 교수)

2. 논문지(eBook) 제공
학회지와 논문지(국.영문)가 eBook으로 발간되어 학회 홈페이지(http://www.theieie.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행물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비의 납부방법
신용카드(홈페이지 전자결재) 및 계좌이체 (한국씨티은행, 102-53125-258)를 이용하여 학회 연회비,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부회장 최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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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SK하이닉스㈜ 부회장)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고문 백만기

고문 이상훈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4.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다년 학생회원 가입 및 회비 할인 제도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하여 다년 학생회원 가입 제도 및 회비 할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졸업 및 수료 때까지 학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며 회비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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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및 할인 혜택
- 가입 대상 : 2018년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 할인 내용 : 2년

60,000원(1년당 30,000원) → 2년 50,000원(16.7% 할인)
3년 90,000원(1년당 30,000원) → 3년 70,000원(22.2% 할인)
4년 120,000원(1년당 30,000원) → 4년 90,000원(25% 할인)
5년 150,000원(1년당 30,000원) → 5년 110,000원(26.7% 할인)

5. IEEE 회비 10% 할인(Due 해당액)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IEEE와 MOU체결을 통해 우리학회 회원의 경우 IEEE 회비의 할인(Due 금액의 10%)이 가능하오니, IEEE에 신규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실 때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s://www.ieee.org/membership-catalog/index.html?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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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이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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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배기동 차장(회원담당)
(02-553-0255) /E-mail: biz@theieie.org

소사이어티 회장 전영현

소사이어티 회장 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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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

(군산대학교 교수)

(김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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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교수)

협동부회장 김상태

협동부회장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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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부회장 박찬구

협동부회장 박형무

협동부회장 손보익

협동부회장 송문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대학교 교수)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교수)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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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부회장 유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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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동서울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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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삼성전자㈜ Maste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상임이사 김동규

상임이사 김동식

상임이사 김선욱

상임이사 김소영

상임이사 김수찬

상임이사 김승천

상임이사 김원종

(한양대학교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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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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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사업(IE)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정보화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 논문(CI)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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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 논문(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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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 사업(TC)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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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업
김 상 철 (국민대학교 교수) -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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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 교육		
변 경 수 (인하대학교 교수) - 홍보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정보화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 회원		
유 성 철 (LG히다찌 본부장) - 사업(IE)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사업(CI)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총괄)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 사업(총괄)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 사업(SD)/산학연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제 민 규 (KAIST 교수) - 교육		
채 영 철 (연세대학교 교수) - 재무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 총무/SPC 편집		
강 대 성 (동아대학교 교수) - 지부(부산경남울산)
고 병 철 (계명대학교 교수) - 사업(CI)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기획		
김 만 배 (강원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SP)		
김 준 모 (KAIST 교수) - 국제혐력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 사업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회원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 표준화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 회지		
박 원 규 (한국나노기술원 팀장) - 표준화		
박 형 민 (서강대학교 교수) - 사업(CI)		
변 영 재 (UNIST 교수) - 회지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총괄)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 사업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 회원		
이 우 주 (명지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총괄)		
이 종 호 (가천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TC)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 SPC/학술(추계)		
조 성 현 (힌양대학교 교수) - 사업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SPC 편집
하 정 우 (네이버 Tech Leader) - 홍보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ICCE-Asia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 학술(하계)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 정보화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 사업(SD)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 회지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 홍보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학술(하계)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 산학연
박 철 수 (광운대학교 교수) - SPC 편집
배 준 호 (가천대학교 교수) - 표준화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 기획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 교육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회지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TC)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 기획
이 윤 식 (UNIST 교수) - 홍보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 회지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정 진 곤 (중앙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총괄)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 표준화
최 재 식 (UNIST 교수) - 국제협력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 광주전남지부
강 윤 희 (백석대학교 교수) - 호서지부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광 수 (KAIST 교수) - 국제협력
김 동 현 (ICTK 사장) - 산학연
김 상 완 (아주대학교 교수) - 홍보
김 진 성 (선문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김 현 (서울대학교 교수) - 홍보
류 성 한 (한남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박 성 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 사업(SD)
변 대 석 (삼성전자㈜ Master) - 산학연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정보화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국제협력
오 병 태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사업(총괄)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 교육
이 재 성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이 주 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교육
이 형 민 (고려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정 재 필 (가천대학교 교수) - 산학연
채 관 엽 (삼성전자㈜ 박사) - 학술(추계)
최 재 원 (㈜다음소프트 이사) - 사업(CI)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교육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 사업(CI)

지부장 명단
강 원 지 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울산지부
제 주 지 부
호 서 지 부
미
국
러시아지부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부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대전·충남지부
강 대 성 (동아대학교 교수)
전 북 지 부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충 북 지 부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일
본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Prof. Edis B. TE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The Magazine of the IEIE

위원회 명단

자문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홍 승 홍 (명예회장)
이 문 기 (명예회장)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영 권 (명예회장)
나 정 웅 (명예회장)
박 성 한 (명예회장)
서 정 욱 (명예회장)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충 웅 (명예회장)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태 원 (명예회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윤 종 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임 제 탁 (명예회장)
정 정 화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박 영 준 (한양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기획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백 상 헌 (고려대학교 교수)
양 준 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채 영 철 (연세대학교 교수)

학술연구위원회-하계
위
위

원

장
원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진 성 (선문대학교 교수)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성 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 재 성 (교통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학술연구위원회-추계
위
위

원

장
원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남 일 구 (부산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류 성 한 (한남대학교 교수)
채 관 엽 (삼성전자 박사)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 형 민 (고려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종 호 (가천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김 만 배 (강원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정 진 곤 (중앙대학교 교수)

논문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우 주 (명지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국제협력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유 창 동 (KAIST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최 재 식 (UNIST 교수)

김 상 수 (KAIST 교수)
김 준 모 (KAIST 교수)
엄 우 영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산학연협동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공 준 진 (삼성전자 Master)
김 동 현 (ICTK 사장)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이 영 주 (광운대학교 교수)
최 두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 익 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Master)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정 재 필 (가천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회원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상 철 (국민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회지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 찬 호 (한밭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이 종 호 (가천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강 석 주 (서강대학교 교수)
김 용 운 (옴니C&S 대표)
김 진 태 (건국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신 철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유 성 철 (LG히다찌 본부장)
이 윤 구 (광운대학교 교수)
임 승 옥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재 원 (㈜다음소프트 이사)

고 병 철 (계명대학교 교수)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이 민 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박 형 민 (서강대학교 교수)
오 병 태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최 욱 (인천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이 주 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사업위원회
총괄 위원장
CI위원장
IE위원장
SC위원장
SD위원장
SP위원장
TC위원장
위
원

교육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홍보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강 동 구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상 완 (아주대학교 교수)
김 현 (서울대학교 교수)
변 경 수 (인하대학교 교수)
하 정 우 (네이버 Tech Leader)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윤 식 (UNIST 교수)

표준화위원회
위 원 장
간사/위원
위
원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배 준 호 (가천대학교 교수)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변 지 수 (경북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해 성 (전주대학교 교수)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박 원 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송 영 재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서 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이 종 묵 (SOL 대표)
이 하 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좌 성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 태 수 (국가기술표준원/디스플레이산업협회 표준코디)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정보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이 윤 명 (성균관대학교 교수)
황 진 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진 태 (건국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지부담당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강 대 성 (동아대학교 교수)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백 인천 (AIZU대학교 교수)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Prof. Edis B. TE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교수)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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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포상위원회
위 원 장
간사/위원
위
원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재정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대 근 (실리콘웍스 교수)

인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민 (광운대학교 교수)
김 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SPC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박 철 수 (광운대학교 교수)
강 석 주 (서강대학교 교수)
김 태 석 (광운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JSTS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Hoi-Jun Yoo (KAIST)
Dim-Lee Kwong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Akira Matsuz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yung-Gook Park (Seoul National Univ.)
Chang sik Yoo (Hanyang Univ.)
Deog-Kyoon Jeong (Seoul National Univ.)
Eun Sok Kim (USC)
Hi-Deok Lee (Chungnam Univ.)
Hyoung sub Kim (Sungkyunkwan Univ.)
Jamal Deen (McMaster University, Canada)
Jong-Uk Bu (Sen Plus)
Kofi Makinwa (Delft Univ. of Technology)
Min-kyu Song (Dongguk Univ.)
Nobby Kobayashi (UC Santa Cruz)
Rino Choi (Inha Univ.)
Sang-Sik Park (Sejong Iniv.)
Shen-Iuan Liu (National Taiwan Univ.)
Stephen A. Campbell (Univ. of Minnesota)
Tadahiro Kuroda (Keio Univ.)
Tsu-Jae King Liu (UC Berkeley)
Weileun Fang (National Tsing Hua Univ.)
Yang-Kyu Choi (KAIST)
Yong-Bin Kim (Northeastern Univ.)

Byeong-Gyu Nam (Chungnam National Univ.)
Cary Y. Yang (Santa Clara Univ.)
Chennupati Jagadish (Australian National Univ.)
Dong S. Ha (Virginia Tech)
Gianaurelio Cuniberti (Dresden Univ. of Technology)
Hong June Park (POSTECH)
Hyun-Kyu Yu (ETRI)
Jin wook Burm (Sogang Univ.)
Jun young Park (UX Factory)
Meyya Meyyappan (NASA Ames Research Center)
Moon-Ho Jo (POSTECH)
Paul D. Franzon (North Carolina State Univ.)
Sang-Hun Song (Chung-Ang Univ.)
Seung-Hoon Lee (Sogang Univ.)
Shi ho Kim (Yonsei Univ.)
Sung Woo Hwang (Korea Univ.)
Tae-Song Kim (KIST)
Vojin G. Oklobdzija (Univ. of Texas at Dallas)
Woo geun Rhee (Tsinghua Univ.)
Yogesh B. Gianchandani (Univ. of Michigan, Ann Arbor)
Yuhua Cheng (Peking Univ.)

Society 명단

통신소사이어티
회
부

회

장
장

감
사
협동부회장

이

사

간
사
연구회위원장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오 정 근 (㈜ATNS 대표이사)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김 병 남 (에이스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 연 은 (㈜브로던 대표이사)
김 용 석 (㈜답스 대표이사)
김 인 경 (LG전자 상무)
박 용 석 (㈜LICT 대표이사)
방 승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이 승 호 (㈜하이게인 부사장)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정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김 성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윤 종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 종 창 (홍익대학교 교수)
임 종 태 (홍익대학교 교수)
장 병 수 (이노벨류네트웍스 부사장)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 중 헌 (중앙대학교 교수)
황 승 훈 (동국대학교 교수) - 통신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스위칭 및 라우팅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수) - ITS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정보보안시스템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 군사전자
- 방송ㆍ통신융합기술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무선 PAN/BAN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미래네트워크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김 영 한 (숭실대학교 교수)
류 승 문 ((사)개인공간서비스협회 수석부의장)
연 철 흠 (LG텔레콤 상무)
정 진 섭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노 윤 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성 원 진 (서강대학교 교수)
윤 지 훈 (단국대학교 교수)
이 종 호 (가천대학교 교수)
조 인 호 (에이스테크놀로지 박사)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반도체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수석부회장
감
사
연구담당부회장
사업담당부회장
학술담당부회장
총 무 이 사
편 집 이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 학 이 사

재 무 이 사
회 원 이 사
간
사
연구회위원장

전 영 현 (삼성SDI 사장)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전 민 용 (충남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조 대 형 (스위스로잔연방공대 총장수석보좌관)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강 태 원 (넥셀 사장)
김 경 수 (넥스트칩 대표)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
신 용 석 (케이던스코리아 사장)
안 흥 식 (Xilinx Korea 지사장)
이 서 규 (픽셀플러스 대표)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이 종 열 (FCI 부사장)
정 해 수 (Synopsys 사장)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황 규 철 (삼성전자 상무)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강 석 형 (UNIST 교수)
김 영 민 (광운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오 정 우 (연세대학교 교수) - 반도체재료부품
이 상 신 (광운대학교 교수) - 광파및양자전자공학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SoC설계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 RF집적회로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 PCB&Package

신 윤 승 (삼성전자 고문)
임 형 규 (SK 부회장)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박 성 정 (건국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조 태 제 (삼성전기 마스터)
김 달 수 (TLI 대표)
김 준 석 (ADT 사장)
송 태 훈 (휴인스 사장)
이 도 영 (옵토레인 사장)
이 장 규 (텔레칩스 대표)
최 승 종 (LG전자 전무)
황 정 현 (아이닉스 대표)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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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사이어티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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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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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협동부회장
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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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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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
사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 학 이 사

논문편집위원장
연구회위원장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정 (단국대학교 교수)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신 인 철 (단국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우 운 택 (KAIST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박 성 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이 덕 기 (연암공과대학교 교수)
강 병 권 (순천향대학교 교수)
기 장 근 (공주대학교 교수)
김 진 홍 (성균관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이 석 환 (동명대학교 교수)
정 혜 명 (김포대학교 교수)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강 상 욱 (상명대학교 교수)
권 태 경 (연세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천 식 (세종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한 규 필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한 태 화 (연세대의료원 연구팀장)
김 홍 균 (다스파워 기술고문)
박 세 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 승 창 (㈜유오씨 사장)
조 병 순 (㈜시엔시인스트루먼트 사장)
김 대 휘 (㈜한국정보통신 대표이사) 노 소 영 (월송출판 대표이사)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오 승 훈 (주얼린 대표이사)
유 성 철 (LG히다찌 산학협력팀장)
조 병 영 (㈜태진인포텍 전무)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융합컴퓨팅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신경망/퍼지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 멀티미디어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 휴먼ICT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M2M/IoT
우 운 택 (KAIST 교수) - 증강휴먼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 CPS보안

신호처리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부 회 장
협동부회장

이

사

협 동 이 사

총 무 간 사
연구회위원장

김 창 익 (KAIST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김 문 철 (KAIST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강 동 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CP)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혜 란 (연세대학교 교수)
신 원 호 (LG전자 상무)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오 은 미 (삼성전자 Master)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 인 호 (홍익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강 현 수 (충북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남 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해 광 (세종대학교 교수)
박 구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서 정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강 제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구 형 일 (아주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용 환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김 응 규 (한밭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박 상 윤 (명지대학교 교수)
박 현 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호 종 (광운대학교 교수)
서 영 호 (광운대학교 교수)
신 재 섭 (㈜픽스트리 대표이사)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양 현 종 (UNIST 교수)
이 기 승 (건국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인하대학교 교수)
이 종 설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임 재 윤 (제주대학교 교수)
장 세 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전 세 영 (UNIST 교수)
정 찬 호 (한밭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승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 준 원 (한양대학교 교수)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허 용 석 (아주대학교 교수)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 음향및신호처리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 영상신호처리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 영상이해
예 종 철 (KAIST 교수) - 바이오영상신호처리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회
부

회

장
장

감
사
총 무 이 사
재 무 이 사
학 술 이 사
편 집 이 사
기 획 이 사
사 업 이 사
산학연이사
홍 보 이 사
회 원 이 사

자 문 위 원
연구회위원장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영 진 (생산기술연구원 박사)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김 준 식 (KIST 박사)
최 영 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최 현 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고 낙 용 (조선대학교 교수)
양 연 모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강 대 희 (유도㈜ 박사)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재 병 (전북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권 오 민 (충북대학교 교수)
김 기 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임연구원) 김 종 만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김 지 홍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문 정 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 명 진 (경희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송 철 규 (전북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선문대학교 교수)
이 태 희 (전북대학교 교수)
이 학 성 (세종대학교 교수)
정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최 수 범 (KISTI 연구원)
김 덕 원 (연세대학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 종 국 (경희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오 상 록 (KIST 분원장)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한 수 희 (POSTECH 교수) - 제어계측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 회로및시스템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력전자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 지능로봇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국방정보및제어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 자동차전자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 의료영상시스템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 스마트팩토리

산업전자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단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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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임 이 사

협동상임이사

재 무 이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학연이사
협 동 이 사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최 영 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김 종 부 (인덕대학교 교수)
한 성 준 (아이티센 부사장)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송 도 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최 의 선 (폴리텍아산캠퍼스 교수)
강 현 웅 (핸즈온테크놀로지 대표)
김 진 선 (청파이엠티 본부장)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전 한 수 (세림티에스지 이사)
조 한 일 (에이블정보기술 상무)
강 민 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경 복 (경복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종 오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영 진 (을지대학교 교수)
정 경 권 (동신대학교 교수)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서 병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규 희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강 현 석 (로보웰코리아 대표)
김 연 길 (대보정보통신 본부장)
남 승 우 (상학당 대표)
유 제 욱 (한빛미디어 부장)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윤 한 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교수)
장 철 (우성정보기술 대표)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김 상 범 (폴리텍인천 교수)
김 태 용 (구미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윤 중 현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정 재 필 (가천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세 종 (SJ정보통신 부사장)
김 태 형 (하이버스 대표)
성 재 용 (오픈링크시스템 대표)
유 성 철 (LG히다찌 본부장)
조 규 남 (로봇신문사 대표)
최 석 우 (한국정보기술 상무)
강 희 훈 (여주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이 종 하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 덕 수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이 종 용 (광운대학교 교수)

김 응 연 (인터그래텍 대표)
박 현 찬 (나인플러스EDA 대표)
송 광 헌 (복두전자 대표)
이 영 준 (비츠로시스 본부장)
조 병 용 (태진인포텍 부사장)

김 영 우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오 태 명 (명지전문대학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최 홍 주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고 강 일 (이지테크 대표)
김 창 일 (아이지 대표)
박 정 민 (오므론 과장)
이 요 한 (유성SDI 대표)

김 윤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변 상 준 (대덕대학교 교수)
장 성 석 (영진전문대학 교수)
원 우 연 (폴리텍춘천 교수)
이 종 성 (부천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김 민 준 (베리타스 부장)
김 태 웅 (윕스 부장)
오 재 곤 (세인 부사장)
이 진 우 (글로벌이링크 대표)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주 진 화 (오산대학교 교수)
김 용 중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이 영 종 (여주대학교 교수)
장 경 배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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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성 (동아대학교 교수)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고 요 환 ((주)매그나칩반도체 전무)
고 현 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동 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김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창 용 (삼성전자 DMC 연구소장)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 주 현 (영남대학교 교수)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성 굉 모 (명예회장)
손 광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송 문 섭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송 창 현 (네이버 CTO)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심 대 용 (SK하이닉스 상무)
안 길 초 (서강대학교 교수)
안 승 권 (LG전자 사장)
양 일 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오 성 목 (KT 사장)
우 남 성 ((전)삼성전자 사장)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유 윤 섭 (한경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고 윤 호 (충남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기 남 (삼성전자 사장)
김 달 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실장)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영 권 (명예회장)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김 현 수 (삼성전자 상무)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나 정 웅 (명예회장)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동 일 (현대자동차㈜ 전무)
박 성 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박 항 구 (명예회장)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성 하 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손 광 훈 (연세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우 운 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유 경 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강 봉 순 (동아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기 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 대 환 (국민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선 일 (한양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윤 희 (경희대학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철 동 ((주)세원텔레텍 대표이사)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박 광 석 (서울대학교 교수)
박 래 홍 (서강대학교 교수)
박 성 한 (명예회장)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박 현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서 정 욱 (명예회장)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장)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 회 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이 가 원 (충남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상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윤 종 ((주)동부하이텍 부사장)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종호B (서울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이 천 희 ((전) 청주대학교 교수)
이 태 원 (명예회장)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전 민 용 (충남대학교 교수)
전 영 현 (삼성전자 사장)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정 은 승 (삼성전자 부사장)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조 성 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홍 유 식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
황 승 훈 (동국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진 구 (명예회장)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 현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이 희 국 (㈜LG 상근고문)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임 제 탁 (명예회장)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성 욱 (연세대학교 교수)
정 원 영 (인제대학교 교수)
정 의 영 (연세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제 민 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우 영 (서강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슈)
한 수 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한 재 호 (고려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홍 국 태 (LG전자 연구위원)
홍 승 홍 (명예회장)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병 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이 윤 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이종호A (서울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이 충 웅 (명예회장)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정 정 화 (명예회장)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 명 진 (네이버 박사)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천 경 준 (㈜씨젠 회장)
최 병 덕 (한양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윤 식 (연세대학교 교수)
최 진 성 (SK텔레콤 전무)
한 대 근 ((전)실리콘웍스 대표이사)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사무국 직원 명단
송기원 국장 - 대외업무, 업무총괄, 기획, 자문, 산학연, 선거, 지부
이안순 부장 - 국내학술, 총무, 포상, 임원관련, 시스템및제어소사이어티
배지영 차장 - 국제학술, 국문논문, 교육, 컴퓨터소사이어티, 산업전자소사이어티
배기동 차장 - 사업, 표준화, 용역, 회원관리, 홍보, 신호처리소사이어티
변은정 차장 - 재무(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학회지, 통신소사이어티
김천일 과장 - 정보화, 반도체소사이어티
장다희 서기 - 국제학술, 국제업무, SPC/JSTS영문지 발간

신·년·사

백 준 기 학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대한전자공학회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보통신(ICT) 산업
과 기술의 학문적 기반과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최고의 학회로서의 역할을 규정하
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
어기술은 아직도 세계 최고수준에 못 미치고, 제조업은 중국
의 추월이 눈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
리는 이러한 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해야 하는 ICT산업기술의
대표 학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자 합니다.
첫째, 패배주의를 극복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회도 회원수 감
소, 논문수 감소, 유사학회간 경쟁 심화 등 어려움 속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는 외국 학회에 발표하고 국내 학회에는 수
동적으로 참여하며, 정작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하기에
도 자신이 없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의 대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내
부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학협동의 기반 마련, 정부 및 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타학회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ICT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
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학회 내부에 산적한 문제들에

셋째, 학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활동의 규모와 수준을 획기
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ICEIC-2018(1월, 하와이)와 ICCE-Asia(6월, 제주)
두 개의 국제학술대회를 IEEE Consumer Electronics
Society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발표논문을 IEEE Xplore에 게재하는 동시에 학회 영문 저
널과 연계하여 ICT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겠습니다. 하계종
합학술대회(6월, 제주)는 명실공히 우리 학회의 대표 학술대
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SCIE에 등재되어 있는
영문저널인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JSTS)를 더욱 발전시키고, IEIE Trans. Smart
Processing and Computing (SPC)을 조속한 기간 내에
SCI에 등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학회 회원 모
두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2018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를 의미하
는 무술년(戊戌年)인데, 전통적으로 개는 살아 움직이는 활
발한 기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전자공학회와 회
원 여러분 가정에도 활력이 넘치고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합니다.

대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
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학회 산하에 있는 소사이어티의 발
전과 선거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학회의 모
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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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2018년 단기 계속 교육 강좌
(고속 디지털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1월 4일(목) 오후 6시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과학기술회관 12
층)에서 제 1차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상견례, 임

통신연구회(위원장 : 김광순 교수(연세대))에서는 1월 8일(월)~12일

명장 수여, 그룹별 연간 사업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

(금) 고려대학교 공학관 5층 566호 강당에서 “2018년 단기 계속 교

한 해 학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

육 강좌(고속 디지털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개최하였다.

였다.

이번 단기 강좌에서는 연구소, 산업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게 최신 디지털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단기간에 종합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통신 및 네트워크 전 분
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
들을 모시고 “고속 디지털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진행하였으며,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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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지
www.theieie.org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2018년 1월 1일 ~ 2018년 1월 20일

1. 회의 개최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주요 안건

ICEIC 2018 제6차
운영위원회의

1.10
(7:30)

신라호텔

시스템및제어소사이어티 이사회

1.11
(17:00)

전주시 호남각

컴퓨터소사이어티 이사회

1.12
(17:00)

학회 회의실

- 2018년도 임원 상견례 및 사업계획 논의 외

제1차 회원관리위원회의

1.17
(8:30)

팔래스호텔

- 2018년도 위원 상견례 및 회원 증대 방안 논의 외

제1차 회지편집위원회의

1.19
(17:00)

학회 회의실

- 2018년도 위원 상견례 및 편집기 주제 선정 논의 외

- 학술대회 최종 점검

- 2018년도 사업계획 논의 외

2. 행사 개최
행사 명칭

일시

장소

주관

2018 단기 계속 교육 강좌
-고속 디지털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1.8~1.12

고려대학교 공학관 5층

통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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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편·집·기

AI(인공지능) 반도체

본 호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가속기 의 최적화 (포스텍 이영주 교수 외)”에서는 학습을

가장 중요한 기술중의 하나인 인

위한 효율적인 메모리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최적화 하

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주제를 다

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 인공지

루고자 합니다. 이미 학회지의

능 하드웨어 (DGIST 궁재하 교수)”에서는 방대한 빅 데이터

이전 호에서도 인공 지능 기술에

들에 기반한 대규모 머신 러닝 시스템을 구동시 발생하는 에

대하여 여러 번 다루었지만, 현

너지 소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향 및 기술에 대하여

재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분야

소개합니다.

이기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김동규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는 주요기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기관에서는 두편의 논문이 준비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하드웨어 설계 및 최적화 기술(ETRI 김원종 박사
외)”에서는 최적화된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소개하고, “뉴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인공 신

모픽 컴퓨팅 기술 (KETI 황태호 연구원)”에서는 일반적인

경망(Neural Networks)의 구조(Architecture) 개발 기술,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의 동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딥 –러닝 기술, 빅 데이터 에 기반한 학습 기술, 기타 응용

업체에서의 논문인 “인공지능 반도체 NM500 (Nepes 최기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본 학회지가 아니더라도 관련 동

원 팀장)”에서 실제상용화된 AI 반도체 제품의 소개를 통하

향에 관한 문서들은 여러 곳에서 만나 보실 수 있었을 것 같

여 AI 반도체의 구현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습니다. 본 호에서는 특별히 인공지능을 위한 다양한 구조
의 컴퓨팅 플랫폼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키는 AI 용 반도체 의 기술과 이와 관련한 연
구 동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연말 연시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특집호의 원고를 작성
해 주신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전문가이신 집필진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집호가 인공지능을 위한 컴
퓨팅 플랫폼의 구현에 핵심적인 AI 반도체 의 개발 기술 및

먼저 학계에서는 세편의 논문이 준비되었습니다. “머신

동향에 대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가들

러닝 가속기 연구동향 (연세대 노원우 교수 외)”에서는 머

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어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

신 러닝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속기에 대하여 연구동

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효율적 메모리 관리를 통한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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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가속기 연구 동향

머신러닝 가속기 연구 동향

Ⅰ. 서 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능력을 모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로 컴퓨터 공학 및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
박세훈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향을 주고 있다. 최근 인공신경망 알고리즘과 기계학습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로 인해,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특정 분야에서 그 정
확도가 인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화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알고
리즘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알고리즘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하드웨어 가속기에 대한 연구

김재억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공신경망의 목적은 학습을 통해 기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GPU를 인
공지능 연구를 위한 하드웨어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GPU
는 병렬 연산에 특화된 연산기이니만큼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연산에 있

신현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어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의 활용성이 확산
되고 사용량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전용 연산기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다목적의 GPU에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연
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조의
개발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구글사를 예로 들면, 자체 기계학습 전용
칩인 Tensor Processing Unit (TPU)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1]. 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

노원우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 가속기의 연구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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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자 한다. 2절에는 인공지능의 태동,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의미하는데,

및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배경이 소개될 것이다. 3절에는

이 용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현관문 앞에서 적외선 센

인공신경망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가속기를 통한 해결책

서를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면 조명이 켜지는 시스템부터

과 가속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정보를 활용해 적절히 반응하는 영

최신 학계의 연구 기술과 산업계에서의 응용 기술에 대해

화 속 로봇까지 모두 인공지능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

소개하고 요즘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트렌드에

다.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용어를 세분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화하면, 조명 시스템과 같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을 흉내 내는 프로그램을 약인공지능이라 하고, 영화

Ⅱ. 배 경

속 로봇과 같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실제로 사고하고 해
결하는 프로그램을 강인공지능이라 한다. 여기서 딥러닝

높은 공신력을 가진 IT 분야 리서치 기업 Gartner는

은 약인공지능에 관해서만 발전 중이며 현재까지 강인공

2017년과 2018년 10대 전략 기술 동향에서 1순위에서 3

지능은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속 인공지능

[2-3]

순위까지 인공지능 관련 분야를 선정하였다

. 현재 인

공지능 분야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으며

을 보고 강인공지능이 당장 상용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된 오류이다.

딥러닝은 현시대에 각광 받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대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인

중적인 자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주로

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신경망의 의미와 관계를 알아

사용함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현재 발전 중인 기술과

보겠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조명 시스템과 같

가능성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인간이 직접 설계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법
이 있다. 후자를 기계학습이라 하며 간단한 예로는 <그림
1>의 선형회귀를 들 수 있다. y=ax+b라는 규칙은 인간
이 설계하지만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의 x, y 값을 학
습하여 컴퓨터가 직접 a와 b의 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처음 보는 데이터 x에 대한 y 값을 추론할 수 있
게 된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로 컴퓨터가 <그
림 2>와 같이 인간 뇌의 신경망 형태를 모방하여 입력 층

<그림 1> 선형회귀 모델 및 테스트 데이터 추론

과 출력 층 사이에 있는 은닉 층을 통해 선형 회귀의 a와

<그림 2>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신경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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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다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4가

협력하여 21,841가지 종류에 대한 14,197,122개의 영

지 용어의 관계는 <그림 3>과 같이 인공지능이 기계학습

상을 수집하여 ImageNet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였다[5].

을 포함하고 기계학습이 딥러닝을 포함하며 신경망은 딥

이 중 1000가지 종류에 대한 1,281,167개의 훈련 영상,

러닝에서 사용하는 학습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50,000개의 평가 영상, 그리고 100,000개의 테스트 영상

그럼 이제 현시대 딥러닝이 각광 받는 이유를 파악하기

을 활용해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위해 딥러닝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장 처음 딥러

Challenge (ILSVRC)을 개최했다. ILSVRC는 2010년부

닝의 가능성을 보여준 적용 분야는 영상 분류이다. 1998

터 2017년까지 매년 열리고 있고, 대회의 종 중 영상 분

년 Yann LeCun 교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에 대한 손

류 종목은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Alex Krizhevsky

글씨 영상의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딥러닝으로 구현

는 2012년 처음으로 딥러닝을 이용해 ILSVRC에 참가하

[4]

하여 최대 99.3%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 각 영상은

였고 영상 분류 종목에서 기존 알고리즘의 한계였던 정확

28×28 픽셀이고, 6만개의 훈련 데이터 영상과 1만개의

도 74.2%를 83.6%로 성장시켰다[6]. <그림 4>는 ILSVRC

테스트 데이터 영상을 가진 MNIST 데이터 셋을 사용하

에 참가한 모든 팀의 정확도를 기존 알고리즘과 딥러닝으

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학습 중 하나인 서포트 벡터 머

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ILSVRC 2012에서 영상 분류 종

신이 달성한 정확도 99.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

즉, 정확도 측면에서 기존의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음을 입증하였다. 그 이후, ILSVRC 2013에서 24팀 중

수준의 가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20팀이, ILSVRC 2014부터는 모든 참가 팀이 딥러닝을

이후, 딥러닝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분야가 꾸
준히 발전해왔다. 2009년 Stanford와 Princeton 대학이

사용하면서 딥러닝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딥러닝의 가능성이 알려진 이후 학계에서는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영상 분류 외에도 음성 인식, 기
계 번역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어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딥러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가능
성을 충분히 보여줬지만 인공지능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
려진 것은 구글사의 알파고 덕분이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는 딥러닝을 활용한 바둑 두는 프로그램으
로 2016년 3월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4:1로 승리하며 그
위상을 세상에 알렸다[7].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이
길 수 없다는 통념을 깬 것과 함께 전 세계에 대국을 생중

<그림 3>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관계

계한 것이 대중에게 인공지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큰
계기가 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현재의 딥러닝 발전을 가져온 중요한 요
소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신경망 모델, 빅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연산 능력의 향상이다. 신경망에는 그 특색에 맞
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그림 2>는 신경
망 모델의 기본이 되는 Multi Layer Perceptron (MLP)
을 보여준다. LeCun이 제안한 신경망 모델인 LeNet은

<그림 4> 기존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사용한 ILSVRC 참가 팀의 영상
분류 정확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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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dropout layer를 사용하였다. 이 후에도 batch

산을 위한 가속기의 최신 연구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를

normalization, ReLU 등의 layer가 제안되며 정확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공신경망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딥러닝은 학습 기반의 프

의 연산 과정과 효율적인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의

로그램이기 때문 다양한 훈련 데이터 셋이 필요하다. 데

연구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터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 1998년에서 2009년까지 데이터 셋은 MNIST에서

3.1. 인공신경망 응용의 병목

ImageNet으로 발전하며 대상은 숫자에서 사물로 발전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는 Convolutional

하였고, 종류는 10가지에서 21,841가지로 증가, 데이터

Neural Network (CNN)은 크게 convolution layer와

양은 7만개에서 14,197,122개로 증가, 해상도는 28x28

fully connected layer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연산

픽셀에서 256x256으로 향상되었다. 신경망 모델의 경우

량과 메모리 접근 특성이 상반된다. <표 1>에 나타나듯

정확도를 유지하고 연산량을 줄이는 방향의 연구도 있었

이, convolution 연산은 전체 인공신경망 연산량의 대부

지만 빅데이터의 발전과 함께 정확도를 위해 다시 연산량

분을 차지할 정도로 연산량이 많다. 반면 fully connected

과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layer에서는 신경망의 파라미터, 즉 weight 변수의 사

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연산 능력 또한 딥러닝의 발전

용량이 convolution layer에 비해 월등히 많다. Fully

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고, 이를 해결한 한 가지

connected layer 층들이 전체 인공신경망에서 차지하

[6]

예는 AlexNet에서 2개의 GPU를 사용한 것이다 . GPU

는 비중은 매우 적지만 메모리 접근량은 대부분의 비중

자체의 병렬성을 활용하여 처리량을 높이는 동시에 GPU

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결국 메모리 병목이 나타나 성능

2대를 병렬로 실행하여 실행시간을 크게 줄였다. 딥러닝

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fully

의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은 아직도 연구 과제로 남아

connected layer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로드 후에 1회

있으며 이를 위한 가속기의 필요성 및 동향을 다음 절에

만 사용되어 데이터 재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사용

서 알아보겠다.

되는 양이 많아서 이로 인해 잦은 외부 메모리 접근이 필
요해진다.

Ⅲ. 구현과 기술

현재 인공신경망 연산을 가속하기 위해 GPU를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GPU는 병렬성을 높인 그래

대부분의 학계 및 업계에서 GPU를 이용하여 인공신경

픽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MLP나

망 연산을 수행 중이지만 인공신경망 연산 전용 하드웨

CNN과 같이 병렬연산이 주가 되는 인공신경망 구조의

어 가속기 개발을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가속에 적합하다. 대표적인 GPU 제조사인 NVIDIA는 자

다. GPU는 병렬성이 높은 범용 연산기로 다양한 병렬 연

사의 GPU에 사용되는 언어인 CUDA와 인공신경망 연산

산에 대해서 원활한 수행이 가능 하지만, 인공신경망 특
화 연산에 대한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

<표 1> Convolution Layer 대 Fully Connected Layer의 Parameter/
Operation 비교
Model

비 연산성능 이 더 좋은 가속기 개발의 가능성이 열려있

Param
(M)

Conv
(%)

FC
(%)

Ops
(M)

Conv
(%)

AlexNet

61

3.8

96.2

725

91.9

8.1

다고 볼 수 있다[8].

VGG-F

99

2.2

97.8

762

87.4

12.6

VGG-M

103

6.3

93.7

1678

94.3

5.7

에 인공신경망 연산에 대해서는 GPU에 비해 에너지 대

인공신경망 연산 하드웨어 가속기에 대한 연구는 최근

FC
(%)

VGG-S

103

6.3

93.7

2640

96.3

3.7

VGG-16

138

10.6

89.4

15484

99.2

0.8

서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제안되었다. 본 절에서는 현재

VGG-19

144

13.9

86.1

19647

99.4

0.6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병목과 효율적인 연

GoogLeNet

6.9

85.1

14.9

1566

99.9

0.1

급격하게 관심이 증대하였고, 프로세서 구조 설계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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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라이브
러리인 cuDNN을 제공하여 GPU의 연산을 개선하는 모
습도 보여 준다[10]. 그럼에도 아직까진 인공신경망에 적용
했을 때 위에서 서술한 메모리 접근 문제에 관해서는 최
적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전력 소비량과 발열이 매
우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인공신경망 알고
리즘이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GPU와 같은 범용 프
로세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인공신경망 응용 특화 가속
기를 개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림 5> Convolution Layer의 연산 규칙

3.2. 데이터 재사용 문제
인공신경망의 convolution layer의 연산은 <그림 5>
와 같이 입력으로 2차원의 데이터 배열을 받아 2차원
convolution 연산을 하고 다음 layer로 출력 데이터
를 보낸다. 커널(또는 필터)은 weight 변수를 가지고 있
는 2차원의 배열로 입력으로 들어온 2차원의 배열과
convolution 연산을 하는 피연사자 역할을 하며 layer 내
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산에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
에 인공신경망의 convolution layer 연산에서 활용되는

<그림 6> Cnvlutin 가속기 연산 방식[11]

대부분의 데이터는 fully connected layer와는 다르게 여
러 번 재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GPU의 경우, 작은 cache 용량으로 인해 동일한 데

도는 32비트 또는 64비트 부동소수점을 사용하는데 이는
인공신경망 연산에 사용하기에는 과도하게 정밀하다.

이터를 여러 번 접근하지 못하여 데이터가 원활하게 재

인공신경망 layer 중간에 때때로 있는 ReLU 연산은 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수 값을 모두 0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문

결하기 위해서 불러온 데이터의 재사용을 높이는 Row

에 연산 중 대다수의 데이터 값은 0으로 저장된다. 이러

Stationary (RS) dataflow 기술과 이를 활용한 가속기

한 0 값 데이터들은 인공신경망의 기본 연산인 곱연산 또

구조가 제안되었다

[11]

. RS는 가속기 내의 Processing

는 MAC 연산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연산이 되고 모두

Element (PE)에서 사용된 입력, 커널, 출력 데이터를 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도의 저하를 최소한

음 재사용 될 인접한 PE의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한다. 그

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Sparse Neural Network와 같이

결과 RS 방식은 PE에 필요한 데이터를 재사용하므로, 메

pruning을 하여 불필요한 연산 노드를 생략하거나 소프

모리 접근 횟수가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량 또한 감소하게

트웨어 적인 방법을 통해 bitwidth를 감소시켜 연산하여

된다.

메모리 접근에 대한 병목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연구가
제안된 바 있다[12].

3.3. 불필요한 데이터의 생략

이후에 서술할 Cnvlutin 가속기는 이와 같이 연산생략

인공신경망 연산을 하는데 있어서 인식 정밀도는 16비

이 가능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11]. ReLU

트 부동소수점 이하를 사용하더라도 연산 정확도에 문제

연산이나 pruning 기술은 많은 데이터 값들을 0으로 변

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U의 연산의 경우 정밀

환한다. 연구 결과 인공신경망 layer에서 입력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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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정도는 0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8]

logic layer를 적층 구조로 만들어 PIM을 구현하는 방법

0 값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압출 기술이 제안되었다 .

이 제안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Cnvlutin에서는 <그림 6>과 같이 각 layer의 연산을 수

다[13]. 이러한 구조는 메모리 대역폭이 넓고 <그림 8>과

행하기 전에 이전 layer의 non-zero 값만을 따로 저장하

같은 logic layer의 PE 구조를 인공신경망 연산에 적합

는 버퍼를 추가하여 0 값을 제거한다. 0 값을 제거해주는

하도록 설계하는 등 연산에서 메모리 병목 현상으로 인한

것만으로 반 정도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연산을 수행하지

성능 하락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으로 적합한 모습을 보여

않기 때문에 연산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준다.

3.3. Processor In Memory (PIM)

Ⅳ. 동향 및 응용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메모리에서 불러와야하는 인공
신경망은 메모리 접근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

딥러닝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신경망을 학습하는 트레

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PIM 구조를 활용한 가속기가

이닝 (training) 과정과 학습된 신경망으로 자료 인식 등

제안되었다. PIM은 메모리 내부에 연산 장치를 융합시켜

을 수행하는 인퍼런스 (inference) 과정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연산을 메모리에서 실행하고 데이터의 이동을 최

이 절에서는 최신 인공신경망 인퍼런스 가속 연구 중에서

소화시키는 데이터 중심적 컴퓨터 구조를 실현한다. PIM

특색 있는 결과물들에 대해 소개한다.

기술은 <그림 7>과 같이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 사이의
성능 차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데이터 이동에서 발생
하는 성능 및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4.1. Tensor Processing Unit (TPU)
TPU는 구글이 개발한 딥러닝 인퍼런스 전용 가속기이

PIM 설계의 가장 어려운 점은 대용량 메모리 모듈과

다[1]. 구글은 2009년 무인자동차 개발 때부터 인공지능

연산 모듈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구현하는 것인데, 최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기존 CPU와

근 Hybrid Memory Cube (HMC)와 같은 3D stacking

GPU는 딥러닝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구성하기에 부족

기술의 발전으로 DRAM layer와 연산 장치로 이루어진

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독자적으로 전성비가 높은 딥러
닝 전용 가속기를 개발했다. TPU는 2013년부터 개발되
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구글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었
다. 2016년에 이세돌과 대국한 알파고는 TPU 48개가 사
용되었다.
TPU는 PCIe 카드 타입의 코프로세서로 설계되었다.
<그림 9>는 TPU의 내부 구조이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림 7> PIM의 개념

부분이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보라색으로 표

<그림 8> HMC Stack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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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있다. Systolic array는 <그림 10>처럼 연산기
의 출력 값이 인접한 다음 줄의 연산기의 입력으로 전달
되는 방식으로 매번 출력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야 하는
일반적인 연산방법보다 메모리 액세스 빈도를 낮춰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TPU가 개발될 당시 GPU는 16/32비트 부동소수점 연
산만 지원했는데 딥러닝 인퍼런스는 8비트 정수 연산이
나 부동소수점 연산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TPU는 8비
트 정수 연산기를 사용하여 GPU 대비 단위 면적당 컴
<그림 9> TPU 내부 구조[1]

퓨팅 능력을 높였다. 각 연산기는 8비트 정수 입력을 받
아 곱셈, 덧셈 연산을 수행하고 16비트 정수를 출력한다.

시된 부분은 데이터 입력·출력 값과 파라미터 값, 연산

Matrix multiply unit의 연산 결과는 accumulator에서

의 중간 값을 저장하는 부분이다. 하늘색은 TPU의 외부

누적되고, 누적된 값은 activation unit과 normalize/

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유닛을 나타낸다.

pool unit를 거쳐 unified buffer에 저장된다. 저장된 값

TPU의 제어 명령어와 데이터는 호스트에서 PCIe 인

은 matrix multiply unit의 입력으로 재사용되거나 host

터페이스를 통해 전해진다. 파라미터는 TPU DDR3 메

인터페이스와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인메모리에 출

모리에서 weight FIFO로, 데이터는 호스트 메모리에서

력된다.

unified buffer로 로드된다. Unified buffer는 24MB 온

TPU의 인퍼런스 속도는 Haswell CPU, NVIDIA K80

칩 메모리로 K80 GPU 대비 3.5배 큰 용량인데 TPU는

GPU 대비 약 15~30배 빠르며 전성비는 30~80배 우수

충분한 공간으로 데이터와 중간결과 값을 칩 내부에 저장

하다[1].

하여 외부 메모리 액세스로 인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4.2. Cnvlutin

수 있다.
입력된 데이터와 파라미터는 matrix multiply unit에

인공신경망 연산은 벡터 (vector)와 벡터 곱셈, 벡터와

서 연산된다. Matrix multiply unit은 256x256 연산기

행렬 (matrix) 곱셈, 행렬과 행렬의 곱셈 등으로 이루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산기들은 systolic array 구조로

져 있는데 연산들은 소속 원소들 간의 곱셈과 곱셈 결과
의 누적 덧셈으로 구성된다. <그림 11>은 벡터와 벡터의
곱셈을 보여주는 예시다. 매 Cycle마다 각 벡터의 대응하
는 원소를 곱하며 그 결과는 하단의 accumulator에 누적

<그림 10> Systolic Array 2×2 행렬 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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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값이 0인 원소의 곱셈 값은 당연히 0이며 그 값은

layer 연산 시 곱셈 할 파라미터를 선택할 때 사용된다.

accumulator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0 값 곱셈 연산을

ZFNAf 인코딩은 압축을 하지 않는다. 압축을 하게 되면

생략하면 동일한 결과를 더 적은 cycle에 구할 수 있으며

용량 상의 이득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줄어든 연산만큼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다. <그림 11>의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메모리에서 필요한 데이터

우측 그림은 좌측에서 수행한 연산에서 0 값 곱셈 연산을

를 로드하는 방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림 12>는

생략한 것이다. 전체 4 cycle에서 2 cycle로 성능이 개선

데이터 8개를 묶어서 ZFNAf 인코딩을 수행하고 ZF 데이

되었다.

터가 연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나타낸 예시다. 데이터

0 값 곱셈 생략을 이용하여 인공신경망 연산을 개선하

원소 중 0이 아닌 값 2, 5, 4는 ZF 데이터 앞부분에 배치

려면 데이터나 파라미터에 0인 값이 많아야 하는데 파라

되며 오프셋 필드에 자신이 원래 있었던 위치 값 2, 4, 7

미터는 트레이닝할 때 부동소수점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

을 저장한다. Convolution layer에서 연산될 때는 오프

에 연산의 가산·감산에 대한 결과 값이 정확하게 0으로

셋 필드를 이용해서 곱셈을 수행할 파라미터 4, 3, 7을 선

떨어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0값 곱셈 생

택하여 연산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산에 소요되는

략 연산에 사용하려면 일정 수치 이하의 값을 0으로 치환

cycle은 8에서 3으로 줄어들었다.

[14]

하는 pruning을 거쳐야 한다 . 반면 데이터는 hidden

Cnvlutin을 적용하려면 데이터 저장 메모리의 각 셀

layer에 0인 값이 다량 존재하는데 이는 음수인 출력 값

(cell)마다 오프셋 필드를 저장할 공간이 추가돼야 한

을 0으로 치환하는 ReLU activation 함수 때문이다.

다. 데이터 하나가 16비트일 때라면 오프셋 필드를 포함

AlexNet, GoogLeNet, NIN, VGG19 등의 convolution

한 셀의 크기는 20비트가 되며 데이터 메모리의 크기는

layer의 곱셈 연산은 37~50%가 0 값 곱셈 연산이다.

25%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산기는 곱셈 및 누적 덧셈

Cnvlutin은 이러한 0 값 곱셈 생략을 이용하여 전체 연

연산을 cycle마다 순차적으로 수행 구조가 필요한데, 이

산량 90% 이상을 차지하는 convolution layer 연산을 가

는 벡터 프로세서처럼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속하는 아키텍처로, 각 convolution layer의 결과 값을

ZF 데이터는 절전 효과는 있어도 성능 향상에는 제한이

Zero-Free Neuron Array format (ZFNAf)로 인코딩하

있기 때문이다.

[11]

여 다음 convolution layer 연산 가속에 사용한다 . 인코

Cnvlutin은 DaDianNao 대비 1.37배 성능 향상을 보

딩은 feature maps에서 채널 방향으로 인접한 데이터 16

였으며 Energy Delay Product (EDP)가 1.47배 증가하

개를 묶어서 진행하는데, 16개의 데이터 중에서 0이 아닌

였다. 데이터 메모리에 추가된 오프셋 필드 때문에 프로

데이터만 인코딩 출력 코드 (ZF 데이터) 앞부분에 배치되

세서 전체 면적은 4.49% 증가하였다.

며, 데이터의 원래 위치를 저장하는 오프셋 (offset) 필드
가 추가된 다음, 남은 공간은 0으로 채워진다. 원소 당 4
비트의 크기를 가지는 오프셋 필드는 나중에 convolution

4.3. Cambricon
기존에 연구된 인공신경망 가속기는 CPU, GPU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다양한 인공신경망을 지원하지
못하고 범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DaDianNao
는 MLP와 CNN은 가속할 수 있지만 Boltzmann
Machine (BM) 인공신경망은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기
존의 연구는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었지만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없었다.

<그림 12> ZFNAf Encoding 및 실제 연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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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Deep Compression의 압축 과정[17]
<그림 13> Cambricon 가속기 구조[15]

다. Activation 함수에서 쓰이는 벡터 지수함수 명령어,

적인 알고리즘들 - MLP, CNN, Recurrent Neural

인공신경망 초기화, 드롭아웃 명령어, RBM에서 사용하

Network (RNN),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는 랜덤 벡터 생성 명령어 등이 제공된다.

Autoencoder, Sparse Autoencoder, BM, Recurrent

Cambricon은 12GB GDDR5, 28nm 공정 NVIDIA

Boltzmann Machine (RBM), Self-Organizing Maps

K40M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3.09배 향상되었으며 전력

(SOM), Hopfield Neural Network (HNN) - 에 대해서

소모는 130.53배 작았다. 명령어 코드 길이는 K40M 대

분석하여 다수의 인공신경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비 6.41배 작았다.

있는 ISA를 설계하고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설계하
였다[15]. 또한, Cambricon ISA는 CPU와 GPGPU 대비
코드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

4.4. 모바일 Deep Learning
모바일 환경에서의 딥러닝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Cambricon ISA는 MIPS ISA와 비슷한 구조의 64 비트

서버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만을 받아오는 방법이 주

ISA이다. 명령어는 Control, Data Transfer, Logical,

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자율주행, 얼굴인식, 음성비

Computation으로 분류된다. Control 명령어는 프로그램

서 등의 주목받는 딥러닝 적용 분야들은 통신 지연을 기

흐름을 변경하는 분기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메

다릴 수 없는 빠른 반응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리 접근은 오직 Data Transfer 명령어에서만 수행되는

보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통신을 피해야 한다.

데, 접근할 데이터의 크기를 명령어 필드에서 설정할 수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 장치 내에서 딥러닝 연산을 지원

있다. <그림 13>에서 보이는 것처럼 Cambricon은 벡터

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Song Han 은 2016년

레지스터 파일 대신 스크래치패드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pruning, quantization, Huffman coding을 활용하여

이는 인공신경망에서 사용하는 벡터와 행렬의 크기가 다

신경망 파라미터 크기를 줄이는 논문 Deep Compression

변적이고 파라미터는 크기가 크며 재사용도가 떨어지기

을 게재하였다[16]. Deep Compression은 정확도의 하락

때문이다. Logical 명령어는 스칼라, 벡터, 행렬 단위로

없이 AlexNet의 파라미터 크기를 240MB에서 6.9MB로,

비교를 수행하는 명령어이다. Computational 명령어는

VGG-16의 파라미터 크기를 552MB에서 11.3MB로 압

Cambricon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의 연산

축시켰다. 동시에, 모바일 GPU Tegra K1 대비 실행시

은 데이터와 파라미터의 곱셈, 곱셈에 대한 누적 덧셈, 누

간을 4.2배 감소시키고 에너지소모를 4.2배 감소시켰다.

적 값에 대한 activation 함수 수행으로 이루어지며 대부

<그림 14>는 Deep Compression의 파라미터 압축 과정

분은 벡터와 행렬의 연산으로 구성된다. 2014년 ILSVRC

을 보여준다. 다음 해 2017년에는 Deep Compression을

에서 우승한 GoogLeNet은 전체 연산의 99.992%가 벡터

활용한 가속기 EIE (Efficient Inference Engine)에 대

연산이었다. Computational 명령어에는 다양한 신경망

한 논문을 게재하였다[17]. EIE는 모바일 GPU Tegra K1

에서 수행하는 연산의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벡터 연

대비 실행시간을 307배 감소시키고 에너지소모를 2700

산 명령어와 행렬 연산 명령어가 설계되어 있으며 그중에

배 감소시켰다[17].

는 GPGPU에서 제공하지 않는 명령어들도 다수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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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망과 결론
현재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GPU이며 인공신경망 응용에 대한 연산 효율
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글
에서 소개했듯이 최근에는 GPU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그림 15> Huawei의 NPU[18]

특화 가속기들에 대한 연구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는 가속기의 구현이 GPU 보다는 programmability를 다
소 희생하지만 전력소모 대비 연산 속도 측면에서 더 우
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속기들에 다양한 기술들을 적
용하여 연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다수 제안되고 있
으며 앞서 설명한 여러 지표들을 통해 인공지능 가속기
분야가 앞으로도 발전하고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모바일, 자율주행 자동차, AR과 같은 산업

<그림 16> Apple의 Neural Engine[19]

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광범위한 분야에 접목되어

화되기도 하였다. Huawei는 2017년 9월 2일 Huawei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인공지능을 효율

Mate 10에 들어갈 자사 모바일 AP Kirin 970을 공개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연구는 당분간 지속될 것

하였다. 이날 Kirin 970에 내장된 Neural-network

이다. GPU에서부터 시작한 연구들이 더 나아가서 머신

Processing Unit (NPU)에 대해 CPU 대비 50배 효율

러닝 가속기의 연구로 이어지고 주류를 이룰 것이라 여겨

과 25배 성능을 보인다고 소개하였다. Apple은 2017

지며, CPU와 GPU가 그러했듯 머신러닝 가속기도 다양

년 9월 12일 iPhone X 이벤트 쇼에서 자사 모바일 AP

한 아이디어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A11 Bionic을 공개하였다. 함께 A11에 내장된 Neural

반도체 분야의 연구와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Engine에 대해 초당 약 6천억 대의 연산 처리가 가능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를 기회로 삼

다고 소개하였다. <그림 15>는 Huawei의 NPU에 대한

아 연구와 지원을 확대시켜 한국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공

소개 자료이고 <그림 16>은 Apple의 Neural Engine에

지능 가속기가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

대한 소개 자료이다.

으면 한다.

두 모바일 업체는 딥러닝 가속기를 내장한 모델에 몇
가지 응용을 제공하였다. Huawei는 실시간으로 카메라
의 영상을 인식하여 야경, 음식, 글자, 인물 등으로 구분
하여 대조, 밝기, 노출 등을 조절한다. 인물사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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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효율적 메모리 관리를 통한 모바일 CNN 가속기의 최적화

효율적 메모리 관리를 통한
모바일 CNN 가속기의
최적화
I. 서 론
알고리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렬처리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사물
인식을 위한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IoT 및 모바일 환경에서도 AI 및 기계학습 기반의 기술을 적용
하기 위한 요구가 생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복잡한 주요 연산들을 모
바일 단말기가 아닌 서버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상용화 되고 있다[1].
이러한 서버-기반의 AI 연산은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통신환경의 사용
을 요구하게되며,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많은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
비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바일기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
변영훈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라서 AI 알고리즘의 대중적 성공을 위해서 기존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
용하는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식 알고리즘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가속기의 에너지 및 복잡도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소
개한다. 일반적으로 CNN 알고리즘은 수 많은 convolution 연산과정에

조준서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서 매우 빈번한 메모리의 접근을 유발하기에, 이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
너지를 최적화 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
서 최근의 CNN 가속기에 관련된 연구들은 빈번한 메모리 접근과정에
서 생기는 병목현상 및 전력소비를 최소화 하기위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기술들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최적화 기술들을 크게 1) 데이터 재사용을 통한 메모리 접근 빈도수의
최적화와 2) 저장 데이터의 압축을 통한 메모리 전송량의 최적화로 구

이영주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분지어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모바일 시장에서의 CNN 가속기의
개발에 요구되는 기술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CNN 알고리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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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NN 가속기의 최적화 과정에서 메모리 관리의 필요

성되어 있으며, 각 layer는 병렬적 연산이 가능한 특징을

성을 논의한다. 데이터 재사용을 통한 최적화 기법들은

갖고 있다[2–4]. 따라서 CNN 알고리즘을 지원하기 위한

제 III장에서 기술하며, 제 IV장은 데이터 압축 기술을 통

고속 CNN 가속기는 많은 수의 MAC (multiply-and-

한 최적화 기법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결론

accumulate) 연산자를 구현하여 병렬적인 행렬-곱 연산

과 함께 보다 최적화된 CNN 가속기의 설계를 위한 추가

을 가속하는데 특화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2–4],[7-10].

적인 고려사항들을 제안한다.

하지만 병렬적인 행렬-곱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빠르게

Ⅱ. CNN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가속기 구조

읽고 쓰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2>는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CNN 가속기의 구조를 모사하고 있다[2].

CNN 기반의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은 기존의 이미지

행렬-곱 연산을 위해서는 현재 layer의 input feature

처리 기술보다 개선된 사물 인식률을 보이며, 이를 통해

map 정보와 filter weight 정보를 각각 메모리에서 읽어

보다 정밀한 이미지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NN

와야 하며, 불려온 정보들은 MAC 연산자에 기반한 PE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은 convolution layer, pooling

(processing element)에서 다음 layer를 위한 output

layer, fully connected layer라는 3개 종류의 layer가

feature map 정보로 가공되어 다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사용되는데, 이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여러 층을 구성하

ResNet-152[5], Inception-v4[6] 및 VGG-19[5] 같은 최

는 방식으로 이미지의 인식률을 높이는 알고리즘들이 지

신 CNN 알고리즘들은 적게는 수천만개에서 많게는 1억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CNN 알고리즘의 수행 시

개 이상의 filter parameter를 사용하며, 이들을 메모리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onvolution layer는 <그림 1>

에 고속으로 읽고/쓰는 작업은 행렬-곱 연산보다 압도적

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행렬-곱 연산으로 구

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림 3>은 단일 ALU (arithmetic logic unit)의 에너지 소
비에 비하여 주요 메모리들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비
교하고 있다[2]. 데이터의 연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비
하여 데이터의 이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집적도
가 좋은 메모리를 사용해야 하기에 (DRAM 등) 메모리
접근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크게 증가하게 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적인 CNN 가속기의

<그림 1> Convolution 연산의 예시

설계를 위해서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빈도를 줄이는 방식
과 메모리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자체를 줄이는 기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2> 일반적인 CNN hardware accelerator 모델

29

<그림 3> Operation별 normalized energy cost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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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재사용을 통한 메모리 접근 빈도
최적화

터는 <그림 4>와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3]. 첫
번째는 convolutional reuse로, 하나의 input feature
map에 대해 동일한 filter가 sliding하면서 convolution

CNN 알고리즘에서 메모리 접근 빈도를 줄이는 가장

연산을 하므로 input feature map과 filter weight 모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데이터 재사용 기법을 꼽을 수 있

두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버

[3],[7–10]

. 데이터의 양이 많이 요구되는 CNN 알고리즘

퍼에 저장한 뒤 사용한다면 DRAM 접근 횟수를 줄일

의 경우에는 DRAM에서 한 번 가지고 온 데이터를 최대

수 있다. 두 번째는 feature map reuse이다. 일반적으

한 재사용하여 다시 메모리에 접근하지 않게 하거나, 에

로 하나의 convolution layer에는 여러 개의 filter가 존

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내부 버퍼에 저장하여 DRAM에 다

재한다. 이 각각의 filter들이 하나의 feature map과

시 접근하는 회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convolution 연산을 하므로 input feature map 정보를

이를 위하여 CNN 알고리즘에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데이

버퍼에 저장해 놓으면 반복적인 연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다

된다.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재사용 기법은 filter reuse인
데 batch size가 2 이상일 때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
에 convolution 하는 경우) 동일한 filter의 weight를 여
러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convolution 연산하게 된다. 따
라서 filter의 weight를 버퍼에 저장하면 서로 다른 이미
지의 convolution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는 [7]에서 소개된 CNN 가속기의 내부 구조
를 모사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feature map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로 NFU라는 블록을 제안하고 있
으며, 입출력 단에 버퍼를 두어 DRAM으로부터 읽어드
린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이한 점으로는
input buffer를 NBin과 SB 두 개로 나눈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사이즈가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버퍼에 저
장한다면 데이터를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력이
낭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 NFU-2 연산
<그림 4> CNN에서의 data reuse의 종류. (a) Convolutional reuse,
(b) feature map reuse, (c) filter reuse

에서 나오는 결과를 NBout에 저장하거나 NFU-2로 다
시 읽어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출력이 나오기 전까
지 사용하지 않는 NBout 버퍼를 임시로 활용해 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 연산 횟수와
파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데이터 재사용의 기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3]에서 소개되었다. <그림 6>은 해당 연구에서 제안
된 재사용 방식은 모사하고 있다. CNN 알고리즘에서는
동일한 filter의 weight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림 5> DianNao accelerator의 block diagram. NBin에는 input feature가,
SB에는 filter weight가 저장되어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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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a)>와 같이 서로 다른 input feature map을 하
나의 행렬로 합쳐 연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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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에서 적용한 데이터 재사용 기법들의 예. (a) Filter reuse의 적용 과정, (b) input feature map reuse의 적용 과정,
(c) accumulate psums의 재사용을 통한 최적화

지로 <그림 6(b)>에서 표현한 방식처럼 동일한 input

는 매우 많은 양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오직 CNN 가속기

feature map에 대해 서로 다른 filter를 convolution하

에 할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는 대신, 두 개의 filter를 하나의 행렬로 묶어 두 개의 PE

위해서는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pruning,

에서 진행하던 연산을 하나의 PE에서 연산할 수 있다. 마

quantization, weight sharing, data compression)을

지막으로 <그림 6(c)>와 같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합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다면 동일한 연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PE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4.1. Pruning

최근에는 convolution layer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Pruning은 CNN 모델을 압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

재사용 기법들을 조합하여 가장 최적화된 재사용 방식

용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CNN의 연산에서 사용되

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10]에서는 VGG-

는 filter weight 중에서 특정 임계점 이하의 weight를

16 네트워크에 대하여 layer가 진행됨에 따라서 변하는

연산과정에서 배재한 후, 해당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시

feature map 크기와 filter weight 크기를 분석하여 가

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렬-곱으로 표현되

장 최적화된 재사용 조합을 도출하고 있으며, [4]에서도

는 CNN의 주요 연산들은 pruning 작업이 적용될 경우

세 종류의 데이터 재사용 기법을 모두 지원하면서 상황에

<그림 7>과 같이 해당 행렬의 내부가 대부분 0인 sparse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재사용 기법을 프로그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기능이 제안되었다.

Ⅳ. 네트워크 및 데이터 압축을 통한 최적화
CNN 알고리즘이 모바일 시스템에 적용되기 어려운 주
된 이유로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
다는 점이 있다.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 압축되지 않
은 CNN 모델의 주요 parameter를 저장하기 위해선 보
통 수백 메가 바이트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이를 직접적으로 모바일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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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 때 sparse matrix를
CSR (compressed sparse row) 또는 CSC (compressed
sparse column) 방식으로 저장하여, 데이터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다. CSR 또는 CSC는 원래의 matrix를 다음과
같이 열 인덱스 값, 행 압축정보 [최초 시작행 번호, 시작
행의 데이터 개수, 두번째 행의 데이터 개수,

, 마지

■■■

막 행의 데이터 개수], 데이터의 배열로 나타내는 것으로,
0이 아닌 값의 개수를 a, 열의 개수를 n이라 했을 때 2a

<그림 8> Weight의 분포. 분포가 편향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13]

+ n + 1개의 데이터로 원래의 sparse matrix를 모두 표
현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pruning과 CSR/CSC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CNN의 인식률을 거의 떨
어뜨리지 않고 주요 parameter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의 크기를 9배(AlexNet), 혹은 13배(VGG-16)만큼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1].

<그림 9> Spatial domain과 frequency domain에서의 image[14]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8>은 호프만 코

4.2. Network quantization, weight sharing

딩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 과정의 예를 모사하고 있다. 양

Network quantization과 weight sharing은 각

자화된 weight의 값 중에서 빈도가 더 높은 값들을 적은

weight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비트 수를 줄이는 방법으

비트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당 네트워크를 추가적

로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비슷한 값의 weight

으로 20~30% 압축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3].

를 갖는 연결들을 하나의 같은 값을 공유하게 만들어서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여 CNN의 정보량을 압축하는

effective한 weight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네트

시도들도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에 이미지와 영

워크가 총 n개의 연결을 가지고, 각 연결이 b bits로 표현

상 압축 기술에 널리 사용되었던 DCT (discrete cosine

되며 모든 연결이 총 k개의 가중치를 공유하는 경우에 네

transform)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CNN 압축 기술을 대

트워크는 r=nb/(nlog_2 (k)+kb) 만큼 압축될 수 있음이

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DCT는 공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

[12]

보고되었다 .

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신호의 성분 대부분이 낮
은 주파수 영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손실 데

4.3. 데이터 압축

이터 압축으로 사용된다. <그림 9>는 CNN에 사용되는

데이터 압축을 사용하려면 큰 데이터를 더 작은 데이

filter weight를 공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타낸 것

터로 변환시키는 인코딩과, 작은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

이다[14]. 공간 영역에서 다양한 값이 분산되어 있던 해당

터로 복원시키는 디코딩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

filter는 주파수 영역에서 저 주파수에 큰 값을 갖고 고주

들을 감안하더라도 데이터 저장과 전송에 필요한 리소스

파수에서 0에 가까운 크기를 갖는 형태로 변환되는 것을

를 많이 줄일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가장 대중적으

볼 수 있다. [14]에서는 DCT 압축 기술에 더하여 추가적

로 사용되는 데이터 압축 방식은 호프만 코딩으로, 이는

인 feature hashing 함수를 활용하여 parameter의 크기

무손실 압축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인식률의 변화 없이 데

를 줄이는 기법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input vector의

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호프만 코

공통된 값에 같은 hash를 부여하여 훨씬 작은 차원으로

딩을 CNN 가속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산에 사용되는

mapping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DCT를 적용한

filter weight를 양자화 한 이후에 각 값들의 출현 빈도를

주파수 영역의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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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저주파 영역에 큰 hash 버킷을 할당하고, 중요도가

(CVPR). 2016. pp. 770-778.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주파 영역에는 작은 hash 버킷을

[6] C. SZEGEDY et al. “Inception-v4, Inception-ResNet and

정의하여 인식률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압축률

the Impact of Residual Connections on Learning” in Proc.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Association Adv. Artificial Intell. (AAAI). 2017. pp. 4278-4284.
[7] T. Chen et al., “DianNao: a small-footprint high-throughput

Ⅴ. 결 론

accelerator for ubiquitous machine-learning,” in Proc. ACM
Int. Conf. Architectural Supports Programming Language

본 논문에서는 고효율 CNN 가속기를 위한 다양한 메

Operating Syst. (ASPLOS), 2014, pp. 269-284.

모리 관리 최적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기존의 행

[8] Y . CHEN et al. “Dadiannao: A machine-learning

렬-곱 연산을 가속하기 위한 연산자의 병렬화 기법과 더

supercomputer” in Proc. IEEE/ACM Int. Symp.

불어,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최적화

Microarchitecture (MICRO), 2014. pp. 609-622.

기법들은 CNN 가속기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으로

[9] Z. DU et al. “ShiDianNao: Shifting vision processing closer to

요구되는 기술이며, 특히 에너지 소비의 제한이 강요되는

the sensor” in Proc. ACM SIGARCH Comput. Archit. News,

모바일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CNN

2015. pp. 92-104.

의 인식률의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앞으

[10] D. SHIN et al. “DNPU: An 8.1 TOPS/W reconfigurable CNN-

로도 보다 공격적인 최적화 방식이 모바일 환경의 CNN

RNN processor for general-purpose deep neural networks”

가속기를 위하여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in Proc. IEEE Int. Solid-State Circuits Conf. (ISSCC), 2017. pp.

메모리의 접근 과정을 일부 건너뛰거나 보다 많은 데이터

240-241.

손실을 허용하는 압축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으
로 생각된다.

[11] S. Han, H. Mao, and W. J. Dally, “Deep compression:
Compressing deep neural network with pruning, trained
quantization and huffman coding,” in Proc. Int. Con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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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 인공지능 하드웨어

에너지 고효율 인공지능
하드웨어

Ⅰ. 서 론
최근 IT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장 널리 연구되고 좋은 성능을 보이기 시
작한 분야는 시각정보(컴퓨터 비전) 처리에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ImageNet이라는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Neural Network의 다층화를
통해 인간의 인지능력을 2015년에 능가하게 되었다. 금융 산업에서는
투자 분석, 금융사기 탐지 등의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고 있
으며, 의료 산업에서는 질병 탐지 및 투약량 예측 등을 통해 의사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더
정확하게는 딥러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시제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관심의 배경과 원인으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로 인공지능 성능의 급격한 향상이 있다. 이미 여러 분
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는 결과들[1-3]이 나오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비전문가들의 관심까지도 집중시키게 되었다. 둘째로 대량의
데이터 공급 현실화가 있다.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등의 데이터 센터
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 수집(<그림 2>)이 가능해졌다. 셋째로 Neural
Network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동
작한다는 점이 각광받게 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학습 시 인간의 중재
없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특정 업무를 자동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4].
본 특집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의 그 네 번째 원인인 연산 프로세서
(Accelerator)의 성능 향상 및 에너지 고효율화를 집중하여 소개할 것
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궁재하
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

서 Neural Network의 층을 많게는 152개 쌓아 학습을 시킨다. 이러한
추세는 근 몇 년간 계속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연산을 하는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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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계학습의 전반적인 과정: 모델 학습(Training)과 추론(Inference)

<그림 1> 인공지능 성능의 지속적인 발전(왼쪽: 최근 결과)

<그림 4> 다층 구조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각 층에서
추출된 특징들(Features)

한 Neural Network 모델의 학습(Training)과 그 후의
추론(Inference)으로 나누어진다.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
<그림 2> 2012년에 발표한 오라클 서버 데이터양의 증가 추이와 그 예측

를 다루고 연산양이 많기 때문에 주로 데이터센터나 클라

웨어에 요구되는 연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드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추론의 경우 미리 학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공정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단

습된 모델 변수들을 사용하며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자동

위 면적당 집적할 수 있는 연산회로의 수가 증가하여 연

차, 모바일 기기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서버

산속도가 해가 다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컴퓨

이외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전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어

터와 같이 Von Neumann 구조(메모리와 연산자가 분리

진 전력을 이용하여 연산양이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된 구조)로 이루어진 하드웨어 시스템의 경우, 메모리와

처리가 가능해야 하겠다.

연산자 간의 데이터 통신양의 제약으로 고밀도 집적회로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깊은 구조의 Neural

를 통한 연산양의 증가가 실제 인공지능 하드웨어 성능

Network 모델이 얕은 구조의 모델보다 그 정확도/성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좋다[1],[5-6].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다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말해 데이터 통신양을 줄이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표현한다[4]. <그림 4>에서는 5개의

기 위해, 어떠한 하드웨어 기법이 기계학습 시 사용될 수

컨볼루션(Convolutional) 층과 2개의 완전 연결된(Fully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Connected) 층으로 이루어진 Neural Network의 한 예

기계학습의 속도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

시를 보여주고 있다. 층이 깊어짐에 따라 더 고차원의 특

략하게 살펴보겠다. 연산속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추

징들(Features)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단을 내릴

론 능력을 모바일이나 임베디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다층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모바

서는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및 경량화가 필요하

일 하드웨어에서 소모해야 할 전력양은 더 증가하게 되

겠다.

어, 저전력화 및 모델의 경량화가 필수적이다.
모델의 경량화를 통한 저전력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

Ⅱ.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경량화

행되어있으며[7-10], 기본적으로 연산 정확도 (연산에 필요
한 데이터 비트수)를 조절함으로 모델 경량화를 시키게 된

1. 기계학습에 대한 소개 및 경량화 연구추세
기계학습의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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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Training)에서부터 비트수를 줄여가는 방향[7],[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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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마친 후 모델의 특성을 확인[8],[10]하여 특정 연산에
대해 비트수를 조절하는 방향이 있다. 각 방향의 장단점
이 있으며, 본 특집에서는 후자를 통한 데이터 통신양 감
소 및 전력 감소를 살펴보겠다.

2. 인공신경망 모델(MLP/CNN)의 경량화
일반적인 인공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
의 경우, 단방향으로써 특정 층(Layer)의 뉴런 상태가 바
로 전 층의 뉴런 상태들의 가중치합(Weighted sum)으로

(a)

(b)

<그림 5> (a)일반적인 인공신경망 중 MLP의 구조와 (b) MLP 학습 시
사용되는 Backpropagation 알고리즘

업데이트된다(<그림 5(a)>). 그림에서 노드가 뉴런을 나타
내며, 연결선이 가중치(Synaptic weight)를 의미한다. 가
중치합 연산 이후에는 비선형함수(Activation function)
를 거쳐 보다 복잡한 고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능
하게 해준다[4].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경우, 연산과정은 비슷하지만 바로 이전 층과
연결된 뉴런들의 집합이 지엽적이다(<그림 4>).
인공신경망의 학습 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그림 6> 인공지능 하드웨어에서 근사곱셈기를 활용함으로 동일 정확도
(MNIST 데이터셋[11])를 얻기 위한 최소전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Backpropagation이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
즘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매 학습 단계마다 출력값에
대한 오차를 거꾸로 흘러가게 하여(<그림 5(b)>) 각 연결
선에 대한 오차경사도(Gradient)를 계산하여 보다 정확
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연결선에 대한 강도를 조금씩
변화시킨다. 올바르게 학습 변수들을 설정하였다면, 수십
만~수백만 학습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인공신경망이 특
정 업무(예: 이미지 분류, 특정 질병 발견)를 해결하는 정
확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7> 제안한 인공신경망 모델의 경량화[8]를 통한 저전력화 가능성

비트수 조절 이외에 근사곱셈기(Approximate ALU)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중요한 변수는 연

를 사용하면 더 큰 폭(~20%)의 전력감소가 가능해진다

결선에 대한 오차경사도(Weight gradient)이며, 이는 해

(<그림 6>). 근사곱셈기는 아주 미세한 오차를 의도적으

당 연결선의 오차 민감도(Error sensitivity)로 해석될 수

로 추가하여 연산장치 자체의 전력을 감소시키는 하드웨

있다. 즉, 해당 값이 크다면, 특정 연결선과 관련된 연산

어 설계 방법이다[8]. 비트수 조절이 소프트웨어적인 제어

의 정확도는 높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오차 민감도가 작

(Software approach)라면 근사곱셈기의 활용은 하드웨

은 연결선에 대해서는 연산 비트수를 줄여도 출력 정확도

어적인 제어(Hardware approach)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에 큰 영향이 없게 된다. 이처럼 학습 시 얻게 되는 오차

제안되었던 방법[12]과 비교를 한 결과를 <그림 7>을 통해

민감도에 따라 2~3 그룹으로 나누어 비트수를 할당(예: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 제안한 경량화 방법[8]을 통해 인

8비트, 12비트, 16비트)하여 전력 감소 및 통신 데이터양

공신경망의 정확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38%정도 전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겠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8]을 참고

력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 MNIST 외의 데이터에 대한

하면 되겠다.

결과는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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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신경망 모델(RNN)의 경량화

에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순환신경망의 주된 어플리케이션은 비디오 인식[14], 자연

단방향성의 인공지능 모델 외에 순환신경망 모델

언어 처리[15], 음성 인식[5] 등이 있다.

(Recurrent neural network)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인
공지능 모델에 피드백 연결이 추가된 형태라고 보면 된다

순환신경망(RNN)은 순차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

(<그림 8(a)>). <그림 8(a)>에서는 피드백 연결이 중간 층

에 그 연산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양이

(Hidden layer) 내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다. 피

지나치게 크다면 추론 연산에만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된

드백 연결로 인해 시간의 이해가 가능(<그림 8(b)>)하기

다. 이러한 실질적인 제약으로 인해 RNN 모델에 데이터
를 입력시키기 전에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을 하
게 된다(<그림 9>). 특징 추출을 통해 입력 데이터의 차
원(Input dimension)을 줄여주게 된다. <그림 9>의 경
우, RNN 모델의 출력단에 분류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
수만큼 출력 뉴런이 존재한다. 각 출력 뉴런은 확률 값을

(a)

매 프레임마다 계산하며 확률이 가장 높은 행동으로 결정

(b)

<그림 8> (a)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RNN과 (b) 해당 신경망을 시간 축
에 대해 풀어낸 모습

을 내리게 된다. 다시 말해, RNN이 신뢰도(Confidence
level)가 가장 높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RNN의 경우 순차적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매번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
으며, 어떤 비디오/음성은 분석하기 비교적 쉬울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하드웨
어의 동적 경량화(Dynamic approximation)를 활용하

<그림 9> RNN을 이용한 비디오 분류(행동 분석): RNN의 출력은 비디오
에 감지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행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여 전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10]. 단방향성 인공신경
망에서 사용된 동일한 알고리즘(<그림 10>에서의 Static
approximation)을 통해 2-3 그룹의 비트수로 각 연산을
할당을 먼저 한 이후, 출력단의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체
크하여 각 그룹에 대한 연산 정확도를 추가적으로 높이거
나 낮출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그림 10>). 이처럼 실시간
으로 비트수(또는 시스템 연산 정확도)를 조절하는 알고
리즘이기에 동적 경량화라고 부르게 된다.

<그림 10> RNN에서의 동적 경량화 알고리즘

(a)

<그림 11>에서는 제안된 동적 경량화 알고리즘을 통

(b)

(c)

<그림 11> 사람 행동분석(Human activity recognition) 데이터에 대한 동적 경량화 실험결과: (a) RNN 출력단의 실시간 신뢰도 변동 추이,
(b) Hysteretic 제어기를 통한 실시간 비트수 제어 결과, (c) 동적제어를 통한 저전력화 결과(정적제어와 비교하여 18% 추가 전력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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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람 행동분석(Human activity recognition)을 행할

에 메모리 대역폭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때 정확도의 변동과 전력 감소 효과를 살펴 본 결과이다.

많은 IT 회사들이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개별의

<그림 11(a)>에서 보듯이 매 시각 영상 프레임이 RNN을

가속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있다[16-18].

통과할 때, RNN의 출력 뉴런들의 출력값(또는 신뢰도)의
변동을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이를 감지하고 제어하는

1. NeuroCube: PIM 형태의 인공지능 하드웨어

제어기 하드웨어를 통해 빠르게 비트수 또는 시스템 정

<그림 12>에서 보듯이 CNN을 이용하여 특정 어플리

확도를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그림 11(b)>). KTH

케이션을 처리할 때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는 이미지 크

라는 행동분석 데이터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면 정확도는

기가 커짐에 따라 1mm2 면적에 넣을 수 있는 온칩 메모

3%정도 줄어들지만, 전력은 100% 12bit으로 연산할 때

리 사이즈를 쉽게 초과한다. 즉, 인공지능 가속하드웨어

보다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정적제어만 할 때

가 외부 메모리와 통신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보다 18%의 추가 전력감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다

자연스럽게 시스템 전력 소모 상승과 성능 저하로 이어지

른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는 [10]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게 된다. 이러한 메모리 병목현상(Memory Bottleneck)
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

Ⅲ. 인공지능을 위한 고성능 시스템 구조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Processor-in-Memory(PIM) 구조의 인공지능 하드웨

섹션 II에서는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경량화에 대해서

어(Neurocube[19])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루었다. 에너지 고효율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

Neurocube는 최초로 3D 메모리 스택 하단 층에 존

해서는 경량화를 통한 전력 감소 외에도 동일한 전력 소

재하는 논리회로 층(Logic Layer)에 인공신경망을 구

모를 하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조 연구도

현하는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Micron사의 Hybrid Memory Cube(HMC)를 활용한 시

특히, <그림 3>에서 모델의 학습 시 서버에서는

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그림 13>). HMC와 같은 메

고성능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학습에 사용되는

모리 적층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이 큰 메모리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이 수많은 반복을 통하여 연

대역폭이 요구될 때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TSV라는 수

결강도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시 필요로

직적 연결선을 통해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큰 데이터양으로 인해 성능향상에 제한이 많기 때문

해준다. HMC의 경우, 16개의 Vault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Vault에는 2개의 DRAM Bank들로 구성되어 있다[19].

<그림 12> CNN을 이용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할 때 필요로
하는 온칩 메모리 사이즈와 1mm2 면적에 넣을 수 있는 eDRAM/SRAM
사이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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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icron사의 Hybrid Memory Cube(HMC)를 이용한 Neurocube
시스템 구조와 인공신경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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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cube에서는 16개로 구분된 Logic Layer 구역

프로그래밍 방법은 [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 Neural Network을 연산할 수 있는 연산하드웨어

Neurocube의 시스템 성능 분석을 위해 cycle-level

(PE: Processing Engine)와 메쉬 구조의 온칩 네트워크

simulator가 사용되었으며, 그 분석 결과의 몇 가지를

(Network-on-Chip)을 구성하여 Vault간의 통신을 가능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Neurocube와 같

하게 한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는 식이 아닌

이 Bandwidth가 높은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데이터 주소를 지속적으로 생성시켜(Neural Network 알

DDR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증

고리즘은 데이터 접근이 매우 순착적이기 때문에 가능) 데

가된 Bandwidth 뿐만 아니라 데이터 Prefetching, NoC

이터를 Logic Layer로 끊임없이 Prefetching 하는 방식

를 통한 효율적 데이터 이동에서 오는 성능향상이다. 또

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접근시간을 반으로 줄여주

한, 데이터 Partitioning에 의해 발생하는 Vault 간의 데

는 효과가 있다(2배의 성능 향상).

이터 이동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복제(Duplication)를 통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여러 인공신경망을 프로그램

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CNN, MLP, 혹은 RNN은 이전

하지만, Neurocube와 같이 3D로 쌓는 기술의 경우 발

레이어 또는 현재 레이어와의 정해진 연결구조로 알고리

열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된다. Logic Layer에서 연산을

즘이 정해진다. 따라서 서로 다른 레이어 구조를 연결되

할 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는 뉴런순서 즉 메모리 접근 주소의 순서를 Finite State

따라서 3D 메모리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온도분석을 통

Machine으로 미리 연산함(Prefetching)으로 여러 가

해 허용가능한 온도 이내로 동작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지 Neural Network를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Neurocube의 경우, 15nm

Neurocube는 레이어마다 Host 프로세서가 프로그래밍하

FinFet 공정 기술에서 5GHz라는 높은 주파수로 동작시

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변

키는 경우에도 최대온도가 349K(Logic Layer에서 최대

수들은 Neural Network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온도가 형성됨)으로 HMC 메모리가 허용하는 383K 이내

Prefetching을 위해 Vault Controller(기존 DDR에서

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같은 개념)에서 데이터 주소를 생성
하여 각 Vault의 메모리 Bank들을 접근하게 된다. 데이

2. PIM 기반 인공지능 하드웨어 연구의 진행

터가 준비되면 다시 Vault Controller로 보내며 이를 데이

앞서 소개한 Neurocube는 PIM 구조로 인공지능 하

터 패킷으로 만들어 Logic Layer에 존재하는 NoC로 이동

드웨어를 구현함으로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성능

시키게 된다. 이 패킷에는 데이터 생성지점과 도착지점에

을 향상시킴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온칩 메

대한 정보가 있으며, 해당 Logic Layer에 있는 PE에서 몇

모리에서의 데이터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및 성능

번째 MAC(Multiply Accumulate) 하드웨어가 해당 연산

의 최적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017년 4월

을 담당할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자세한 Neurocube

<그림 14> Neurocube의 시스템 성능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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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각 변수에 대해 어떻게 Vault들에 나누어 연산하는
것이 성능향상 측면에서 좋은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NN
Partitioning을 제안한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최적화를
통해 TETRIS는 PIM 기반의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성능
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17>에서는 2D구조의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3D
<그림 16> VGGNet[21] 연산 시 PE array 크기와 온칩 메모리 크기에
따른 에너지소모와 연산속도 분석 결과

구조의 하드웨어 간의 연산성능 및 에너지소모량을 비교
하여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에서는 LPDDR3를 사용한 2D구조와
Neurocube와 같은 3D구조를 제안한 TETRIS 구조와 비
교하고 있다. 2D구조의 경우, 전력소모가 크고 성능이
메모리 대역폭에 의해 제한된다. 이에 비해 Neurocube
의 경우, 에너지효율을 10~30%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TETRIS와 같은 구조를 통해 최적화를 더 이루게 될
경우 Neurocube보다 15%정도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성능의 경우, Neurocube에서 데이터 Prefetching을 통

<그림 17> 2D와 3D 인공지능 하드웨어 구조간의 성능 및 에너지소모량
비교 실험결과

한 성능향상이 있으나 다른 최적화가 고려되지 않기에

에 Stanford에서는 이러한 최적화 측면의 단점을 보완한

능향상을 얻을 수 있다.

TETRIS에서의 여러 최적화 방법을 통해 20% 정도의 성

[20]

TETRIS라는 PIM 기반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발표 하였
으며,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Ⅴ. 결론 및 전망

<그림 16>에서 보듯이 3D 메모리를 활용하게 됨으로
써 데이터 대역폭이 크게 증가하여 온칩에서 처리할 수

본 특집에서는 모델의 학습 이후 비트수를 조절하는 여

있는 데이터양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

러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기법으

산을 처리하는 PE array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온

로 하드웨어의 전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같은 알고리즘을

칩 메모리 크기는 줄이는 것이 성능에 큰 손실이 없기

활용할 수 있겠다. 저전력화 및 경량화를 위해 많은 제어

때문에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 각 메모리

알고리즘 또는 새로운 인공신경망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Vault에 PE 196개와 온칩 메모리 133kB인 경우 가장 높

제안되고 있으며, 에너지 고효율 인공지능 하드웨어 구현

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갖게 된다(<그림 16>). DDR 기

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인공지능의

반의 가속하드웨어들은 온칩 메모리를 증가시켜 성능을

빠른 성능 향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폰 등

[22]

향상 시켰으나, PIM 구조의 가속하드웨어를 설계하게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계학

되면 다른 최적화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다.

습의 정확도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경량화 시키는 하드웨

TETRIS는 PIM 구조에 적합한 PE array 크기와 온칩
메모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의 최적

어 설계 방법 및 제어 알고리즘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
겠다.

화를 가져왔다. 이 외에도 HMC 메모리 층 내에서의 덧

인공지능의 학습(Training)에서는 이와 다르게 데이터

셈연산(Accumulation)을 통한 메모리 접근 횟수 감소를

센터에서 처리가 많기 때문에 연구 및 개발의 초점이 경

통해 성능 향상을 시키고 있다. 또한, Neural Network

량화가 아닌 고성능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증가가 되야 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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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특집에서 다룬 연구들과 같이 PIM 구조 인공

to +1 or –1,” arXiv:1602.02830, Feb. 2016.

지능 하드웨어의 서버시스템으로의 도입이 빠른 시일 내

[10] J . Kung, D. Kim, and S. Mukhopadhyay. “Dynamic

에 가능해지도록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

approximation with feedback control for energy-efficient

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3D 메모리 구현 및 개발 기술이

recurrent neural network hardware,” in 2016 ACM/IEEE Int.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볼 때 인공지능 학습 서버 구축을 선

Symp. Low Power Electronics and Design (ISLPED), pp.

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PIM 기

168-173, Aug. 2016.

반 인공지능 하드웨어 연구는 추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11] Y. LeCun, L. Bottou, Y. Bengio, and P. Haffner. “Gradient-

때문에 학습에서의 빅데이터 처리최적화, 메모리 활용의

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in Proc. the

효율성 증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IEEE, 86(11), pp. 2278-2324, Nov. 1998.
[12] S . Venkataramani et al. “AxNN: energy-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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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하드웨어 설계 및
최적화 기술

Ⅰ. 서 론
2012년에 Alexnet이 ImageNet 대회에서 처음으로 딥러닝 기술로 1
등에 오른 후 3년 만에 <그림 1>에서와 같이 2015년에 인간의 이미지
인식 에러율인 5%를 딥러닝 기술이 앞서게 되었다[1-2].
하지만, 이 대회에서는 인식 정확도만 개선을 목표로 하였으며, 알고
리즘의 복잡도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실
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알고리
즘을 새롭게 개발하건, 하드웨어 가속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2012년의 AlexNet에서부터 GPU (Graphics Processing Unit)를 사
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많은 수의 참가자가 GPU를 사용하게 되었
다. GPU 사용에도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뉴럴네트워크 모델 연구에 대
한 관심은 하드웨어 설계의 효율성 및 실제 활용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
개발로 관심이 빠르게 옮겨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김원종
ETRI
SW-SoC개방형플랫폼실

CPU와 GPU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FPGA
를 이용한 하드웨어 가속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MS는 BrainWave
프로젝트를 통해서 DNN (Depp Neural Network) 엔진을 구동하는

이상헌
(주)디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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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mageNet 대회 이미지 인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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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하드웨어와 고

시간적 구조: 대부분 CPU 또는 GPU 구조에서 SIMD

성능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 및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배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또는 SIMT

포하기 위한 컴파일러와 런타임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개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s) 와 같은 병렬처

[34]

발하여 2017년 HotChips에서 발표하였다 . Amazon은

리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 집중식 제

EC2 F1 인스턴스라는 명칭의 FPGA 가속 서비스를 개발

어를 통해 연산기를 제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35]

연산기는 메모리 계층구조를 통해 상호 데이터 통신이 가

하여 201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설계와 관련하여 최근

능하며, 연산기 상호간의 통신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

에 연구되고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많은 연

조는 곱셈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연산 최적화가 가능하다.

산을 필요로 하는 DNN을 위한 하드웨어 기술을 중점적

공간적 구조: 연산기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로우 처리방식으로, 연산기 사이에 데이터가 전

으로 다루고자 한다.

달될 수 있도록 체인 형태로 구성된다. 연산기는 자체적

Ⅱ. DNN 하드웨어 설계 기술

인 제어 회로와 스크래치 패드(scratch pad) 또는 레지스
터 파일과 같은 로컬 메모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DNN의 뛰어난 효과

구조는 FPGA나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로 인해 DNN 연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Intel

Circuit)과 같은 전용 하드웨어 솔루션에서 많이 활용되

Fathom, Nvidia Jetson TX1/2, 같은 다양한 전용 하드

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 플로우 방식으로 인한 메

[3-5]

웨어 설계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전용 솔루션들이 어떻게 효과적인 DNN 연산을
수행하는지 관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리 계층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CPU나 GPU보다 전용 하드웨어 설계에 많
이 이용되는 공간적 병렬화 구조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1. 구조적 차이에 따른 연산처리 방법

한다.

최근의 DNN 구조는 Convolution이나 Fully
Connected 연산과 같이 병렬처리에 용이한 MAC

2. 효율적인 데이터플로우 구조

(multiply-and- accumulate) 연산기를 필요로 한

DNN 구조에 있어서 연산의 병목은 메모리 액세스 부

다. 이러한 연산처리 방식은 <그림 2>와 같이 시간적

분이다. MAC 연산은 <그림 3>에서와 같이 3번의 메모리

(temporal) 병렬 처리 구조와 공간적(spatial) 병렬 처리

읽기와 1번의 메모리 쓰기를 필요로 한다. 모든 데이터가

구조로 구별해서 처리할 수 있다.

외부의 DRAM에 있는 경우에는 DRAM에 대한 액세스가
병목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메모리 액세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산기 주변에 <그림 4>와 같이 계층적 메모리 구조를 사
용하기도 한다. PE(Processing Element)는 내부에 로컬
메모리로 RF(Register File)을 가지고 있으면서 ALU와

<그림 2> 시간적 병렬 처리 및 공간적 병렬 처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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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C 연산에서의 메모리 읽기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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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층적 메모리 구조 개념

<그림 5> 계층적 메모리의 상대적 에너지 비교

<그림 7> DNN에서의 데이터플로우 형태

<그림 6> DNN에서의 데이터 재사용

<그림 8> Row Stationary DNN 데이터플로우 구조의 PE내에서의
1-D 콘볼루션 재사용

분할 수 있다[33]. Weight Stationary 구조는 PE에서 RF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계층적 메모리 구조 각각의 데이터 액세스에서의 상대

로부터 가중치 액세스를 최대화함으로써 가중치 읽기에

적인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면 <그림 5>와 같으며, 이는

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DRAM에서

[33]

처리 성능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

각 PE의 RF에 읽어 들인 가중치 값이 고정된다. Output

이러한 데이터 액세스는 데이터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

Stationary 구조는 부분 합을 쓰고 읽는 과정에서의 에너

을 위하여 <그림 6>에서와 같이 3가지 형태의 데이터 재

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부분합을 누적하는 형태로

[33]

사용 가능한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

RF에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PE에 로컬 메모리를 가

컨볼루션 재사용에서는 입력 특징 맵 활성화 데이터와

지는 것은 에너지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면적 관점에서

필터 웨이트가 하나의 채널에서 재사용된다. 특징맵 재사

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그림 7(c)>에서와 같이 내

용에서는 여러 필터가 하나의 특징 맵에 사용되므로 입력

부에 공용의 글로벌 버퍼 메모리를 두고 외부의 DRAM

특징 맵 활성화 데이터가 여러 번 사용된다. 필터 재사용

액세스만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에서는 여러 입력 특징 맵이 한번에 처리되므로, 동일한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RF에서 가중치

필터 값들이 입력 특징 맵에 여러 번 이용된다. 이러한 로

와 픽셀값 및 부분합 등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재사용하

컬 메모리 사용을 최대화하고, 외부 DRAM에의 액세스

는 Row Stationary 구조도 제안되었다[33]. <그림 8>에서

를 최소화함으로써 DNN 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와 같이 1-D Row 컨볼루션을 각 PE에 할당하고, 이들

있다.

을 조합하여 <그림 9>에서와 같이 2-D 컨볼루션을 재사

데이터를 다루는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 플로우는 <그
림 12>에서와 같은 3가지와 Row Stationary 구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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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Row Stationary 구조를 적용한 결과는 [2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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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NN 하드웨어 설계 최적화 기술
초기 DNN 모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구현 복잡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정확성을 극대화 하기 위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향은 최근
DNN 자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를 야
기시켰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확도와 연산 처리를 극대화
<그림 9> Row Stationary DNN 데이터플로우 구조의 공간적 배열
내에서의 2-D 콘볼루션 재사용

하면서 에너지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정밀도 최적화 방법
연산에 사용된 값들에 대해서 원래의 정밀도에 비해 낮
은 정밀도를 활용할 경우 적은 메모리 공간과 메모리 통
<그림 10> Eyeriss DNN 가속기 구조

소개되었으며, 14×12 PE 배열과, 108 KB의 글로벌 버
퍼 등을 포함하는 <그림 10>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11>은 여러 가지 데이터플로우 구조에서의
AlexNet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비교한 것으로 (a)는 컨

신을 통해 구현비용과 에너지 효율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산기 구조를 좀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밀도를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양자화 방법을
적절히 잘 선택해야한다. 양자화를 하는 방법에는 <그림
12>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볼루션 레이어 (b)는 FC 레이어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비
(1) 선형 양자화

교한 것이다.

정밀도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단순한 방법은 부동소수
점 연산을 고정 소수점 연산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림
13>에서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

(a) AlexNet Convolution Layer

(b) AlexNet FC Layer

<그림 11> 데이터플로우 구조별 에너지 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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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양한 양자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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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BWN (Binary Weight
Nets) 및 XNOR-Nets는 DNN 연산 처리시 몇 가지 보
완점을 도입하였다. 동적 범위를 복구하기 위해 출력을
곱할 때 (가중치는 필터에서 가중치의 절대 값 평균을 나
타내는 -w 및 w) 첫 번째와 마지막 레이어를 32 비트
부동 소수점 정밀도로 처리하고, 컨볼루션 전에 정규화
(normalization)를 수행하여 활성화의 동적 범위를 줄였
다. 이러한 보완점은 BWN에서 정확도 손실을 0.8 %로

<그림 13> 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줄였고, XNOR-Nets는 11 %로 줄일 수 있었다.
다. 8 비트 정수의 경우 f = 0 인 경우 동적 범위는 -128

앞서 설명한 Binary 네트워크는 가중치를 두 개의 값

에서 127 사이이고, f = 10 인 경우 동적 범위는 -0.125

(-w 및 w)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가중치에 0 값이 포

에서 0.124023438이다. 가중치 및 활성화의 동적 범위

함될 경우(즉, -w, 0, w)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가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DNN에서 이러한 표현 방식은

Binary 가중치에 비해 가중치 당 비트가 1 비트 더 필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동적 고정 점을 사용하

하지만 가중치의 희소성(sparsity)을 이용하여 계산 및

면 가중치의 미세 조정없이 비트 폭을 가중치 8 비트 및

저장 비용을 줄이면 잠재적으로 추가 비트의 비용을 상쇄

[8-9]

활성화 8~10 비트로 줄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산 방식을 Ternary Weight Nets

.

8 비트 고정소수점 연산을 사용할 경우 덧셈 연산에서

(TWN)[16]이라 하고, 각 가중치 (즉, -w1, 0, w2)에 대해

는 32비트 고정소수점 덧셈에 비해서 약 3.3배의 에너

다른 스케일로 학습 Ternary Quantization (TTQ)[17]는

지 소모(면적은 3.8배)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32비트

0.6 %의 정확도 손실을 가진다(32비트 부동소수점 활성

부동소수점 덧셈에 비해 약 30배의 에너지 소모(면적은

화 가정).

116배)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곱셈 연산에서는 32비트 고정소수점 곱셈에 비해

(2) 비선형 양자화

서 약 15.5배의 에너지 소모(면적은 12.4배) 감소를 기대

선형 양자화는 레벨이 균일한 간격을 갖는 반면, 비선

할 수 있으며, 32비트 부동소수점 연산에 비해 약 18.5배

형양자화는 가중치와 활성화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것

[10]

의 에너지 소모(면적은 27.5배)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을 가정한다[7, 18]. 따라서 비선형 양자화는 잠재적으로 정

이러한 방식은 최근 발표된 Google의 TPU, Nvidia의

확도를 선형양자화에 비해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PASCAL GPU와 같은 상용화 기술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수 있다. 특히, 최근 (1)로그 양자화와 (2)학습된 양자화

[11-12]

있다

또는 가중치 공유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다.

.

최근에는 정밀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연구도 활발
[13]

로그 양자화는 <그림 12(b)>와 같이 대수 분포에 따

히 진행되고 있다. BinaryConnect (BC) 는 이진 가

라 양자화 레벨을 할당하면 가중치와 활성화가 다른 레

중치 (즉, -1과 1)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진 가중치를

벨에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고, 각 레벨이보다 효율적으

사용하면 MAC의 곱셈을 더하기 및 빼기로 줄일 수 있

로 사용되어 양자화 오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VGG-

다. 이것은 이진 가중치와 활성화를 사용하는 Binarized

16[19]에 선형 양자화 4 비트를 사용하면 27.8%의 정확성

Neural Networks (BNN)[14]에서 후에 더욱 확장되어

손실이 발생하지만 log2 양자화를 적용하면 정확성 손실

MAC을 XNOR로 줄였다. 그러나 BC와 BNN 방식을 적

이 5 %만 발생한다. 또한, 가중치가 2의 제곱으로 양자

용할 경우 각각 19 %와 29.8 % 정도의 정확도 손실을 감

화되면, 승산은 비트 시프트로 대체 될 수 있다[18,20]. INQ

수해야 할 것이다[15].

(Incremental Network Quantization)를 사용하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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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확도 최적화 방법에 따른 AlexNet 결과 비교
Precision Reduction Method
Dynamic Fixed Point

Reduce Weight

Reduce Weight and Activation

bitwidth
Weights

Activations

Accuracy loss vs.
32-bit float (%)
0.4

w/o fine-tuning

8

10

w/ fine-tuning

8

8

0.6

BinaryConnect

1

32 (float)

19.2

Binary Weight Network (BWN)

1*

32 (float)

0.8

Ternary Weight Networks (TWN)

2*

32 (float)

3.7

Trained Ternary Quantization (TTQ)

2*

32 (float)

0.6

XNOR-Net

1*

1*

11

Binarized Neural Networks (BNN)

1

1

29.8

DoReFa-Net

1*

2*

7.63

Quantized Neural Networks (QNN)

1

2*

6.5
5.2

HWGQ-Net
LogNet
Non-linear Quantization

1*

2*

5 (conv), 4 (fc)

4

3.2

5

32 (float)

-0.2

8 (conv), 4 (fc)

16

0

4 (conv), 2 (fc)

16

2.6

Incremental Network Quantization (INQ)
Deep Compression

고 작은 가중치를 다른 그룹으로 나누고 반복적으로 가중

(activation statistics) 활용, 네트워크 프루닝(network

치를 양자화하고 다시 학습하여 정확성의 손실을 줄일 수

pruning), 네트워크 구조 설계(network architecture

[21]

design) 및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등으로 분

있다 .
가중치 공유 접근법은 여러 가중치를 단일 값을 공유하

류될 수 있다.

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필터 또는 레이어의 고유
한 가중치 수를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해싱 함수를

(1) 활성화 통계 활용 방법

사용하여 가중치를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하나의 값을 사

ReLU는 DNN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선형 함수

[22]

용하는 것이다 . 다른 방법으로, 가중치를 k-mean 알
[7]

로 <그림 14(a)>에서와 같이 모든 음수 값을 0으로 출력

고리즘 에 의해 그룹화 될 수 있다. 필터의 각 위치에서

한다. 결과적으로, 특징 맵의 출력은 ReLU 후에 희소성

사용할 가중치를 나타내는 공유 가중치와 색인 값이 모두

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AlexNet의 특징 맵은 <그림

저장된다. 이것은 가중치를 가져 오는 2 단계 과정으로
이어진다: (1)가중치 색인 값을 읽는다; (2)가중치 색인
값 사용하여 공유 가중치를 읽는다. 이 접근법은 가중치
색인 (고유 가중치 수의 log2)이 가중치 자체의 비트 폭보
다 작으면 가중치를 읽고 저장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표 1>은 최근에 사용된 주요 정밀도 줄이기 방법들에
의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 오퍼랜드(operand)와 모델 크기 최적화
연산 또는 오퍼랜드(가중치/활성화)의 각 크기를 줄이
는 것 외에도 연산 수 및 모델 크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활성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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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에서 희소성을 19%에서 63%정도 갖게 된다. 이
러한 희소성으로 인해 ReLU는 시그모이드(Sigmoid) 등
과 같은 다른 비선형 함수에 비해 구현상 이점을 제공한
다. 희소성은 특히 고가의 오프 칩 DRAM 액세스에 대해
압축을 사용하여 에너지 및 면적을 절약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16 비트의 0이 아닌 값과 31개의 0 값을 간단한
run length 코딩을 활용하면 외부 메모리 대역폭을 2.1
배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전체 메모리 대역폭을 1.5배 정
도(가중치 포함) 줄일 수 있다[23]. 압축 외에도 하드웨어
는 가중치 읽기를 건너뛰고 0 값에 대해 MAC를 수행하
여 에너지 비용을 45% 정도 줄 일 수 있다[24]. 또한 연산
사이클을 건너뛰어 하드웨어 처리량을 1.37 배 정도 증
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5].
또한, 낮은 값의 활성화를 제거하여 활성화 결과를 훨
씬 더 희소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값을 가진
모든 활성화가 제거된 경우 정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11% 정도 연산 처리속도 개선효과와 2
배의 파워소모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25-26].
<그림 15> 저장 형식이 다른 희소 행렬 벡터 곱

(2) 네트워크 모델 최적화

세조정 한다. 가중치를 미세조정 하지 않으면 가중치의

DNN 학습을 쉽게하기 위해 DNN은 일반적으로 초과

약 50 %가 제거될 수 있지만, 미세조정을 통해 80% 까지

매개 변수화(over-parameterized) 구조로 되어 있다.

가중치가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많은 양의 가중치가 중복되어 제

DNN에서 행렬-벡터 곱셈을 수행할 때 압축 된 포맷으

거 될 수 있다 (즉, 0으로 설정). 이러한 처리를 네트워

로 희소 가중 매트릭스를 저장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

크 프루닝 이라고 한다. 공격적인 네트워크 프루닝은 원

한 문제가 있다. 압축은 행 또는 열 순서로 적용 할 수 있

래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가중치의 미세 조정

다. <그림 15(a)>와 같이, 희소 매트릭스-벡터 곱셈을 수

(finetuning)을 요구한다. 이것은 1989년에 Optimal

행하기 위해 압축된 희소행 (CSR) 포맷이 사용된다. 그

[27]

Brain Damage 라는 기술을 통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

러나 행렬의 각 행이 희소하기 때문에 입력 벡터는 그 하

아이디어는 각 가중치의 영향을 가중치 손실과 관련하여

위 집합 만 사용 되더라도 여러 번 읽어야 한다. 반면,

학습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낮은 중

<그림 15(b)>와 같이, 압축된 희소컬럼 (CSC) 포맷이 사

요도 가중치는 제거되고 나머지 가중치는 미세 조정된다.

용될 때 출력은 수회 갱신되고, 입력 벡터의 한 원소만이

이 과정은 원하는 가중치 감소 및 정확도에 도달할 때까

한 번에 읽혀진다[29]. CSC 포맷은 출력이 입력보다 작거

지 반복된다. 2015년에는[28]에서 현재의 DNN에 유사한

나 필터 수가 필터의 가중치 수보다 현저히 크지 않은 경

아이디어가 적용되었다. 대용량 DNN을 계산하기에는 너

우 CSR 포맷 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은 메모리 대역폭을

무 어려운 메트릭으로 두드러진 값을 사용하는 대신 네트

요구한다.

워크 프루닝을 단순히 가중치의 크기를 기반으로 한다.
작은 가중치가 제거되고 모델이 정확도를 복원하도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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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구조 소형화

타겟 (0 또는 1 값) 대신 소프트 타겟 (0과 1 사이의 값)

가중치와 연산 수는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개선하여 줄

이 사용된다. 데이터 세트의 라벨 목표는 소프트 타겟과

일 수도 있다. 최신 동향은 큰 필터를 연속된 작은 필터로

학생 DNN의 클래스 점수의 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클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필터의 총 가중치 수는 더

래스 점수의 작은 값은 softmax에 의해 제거 될 수 있는

적어진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중에 (학습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클래스 점수 대신 클래스

전) 또는 학습된 네트워크의 필터를 분해하여 (학습 후)

대상이 소프트 대상으로 사용된다.

적용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네트워크를 재학습하는 번
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나 유연성이 떨어진다.
(4) 지식 정제 (knowledge distillation)

Ⅳ. 전망과 결론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DNN을 사용하거나 여러 모델(예 : 앙상블)의 예측 평

있는 솔루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생활에 활용

균을 구하는 것은 단일 한 얕은(shallower) 네트워크를

되기 위해서는 성능과 소비전력 등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계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산상의 복잡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두 경우의 장점

인공지능 시스템은 CPU에서 DSP에 이어 GPU로 발전

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식 정제는 복잡한 모델(교사)에

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FPGA를 사용하

서 습득한 지식을 단순한 모델(학생)로 전달한다. 따라서

는 기술 개발과 함께 ASIC 솔루션도 개발되고 있다. 단

학생 네트워크가 동일한 데이터 세트로 직접 학습된 경우

말기에서 인공지능 추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0-31]

달성 할 수 없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는 NPU(Neural Processing Unit)와 같은 하드웨어 가

[32]는 지식 정제를 사용하여 학생 네트워크의 음성 인

속기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클라우드 형

식 정확도를 2%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는

태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기존의 CPU/

10개 네트워크의 앙상블로 구성된 교사 네트워크의 정확

GPU 중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FPGA를 이용한 솔루

도와 유사하다. <그림 19>는 가장 간단한 지식 정제 방

션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확

[30]

법을 보여준다 . Softmax 층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 네트워크에서 출력 레이어로 사용되어 클래스 점수에
서 클래스 확률을 생성한다. 클래스 점수를 0과 1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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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Ⅰ. 서 론
4차 산업 혁명의 대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것이 연결
되는 세상인 초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의 미래 IT환경
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다양한 지능형 응용 서비스를 위해 사
물들과 자율적인 정보전달과 협업이 가능한 분산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뇌를 중심으로 자율신경계 및 근육, 감각기관처럼 부분적으로
지능화된 구조와 같이 인공지능 서버를 중심으로 초연결 사물인터넷의
컴퓨팅 환경에서 뇌 모방형 초경량 지능화 반도체가 탑재된 사물들이
개인, 홈, 작업, 공공장소 등과 같이 주어진 공간과 사물의 특징에 맞는
지능적인 신호처리를 통해 인지/판단/제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지능화
된 사물에서 가공된 데이터는 서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보다 지능화하
고 확장 하는 구조로 발전될 것이다.
미래 인공지능 서비스는 처리 단계적 관점에서 1단계 정보수집, 2단
계 병합/정제, 3단계 분석, 4단계 판단/학습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된
순환 사이클로 구성 되는데, 네 단계로 구분된 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기능적으로 엣지 컴퓨팅 영역과 인지 컴퓨팅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소형·저전력 장치들로 구성된 엣지 컴퓨팅 영역에서 1단
계, 2단계의 절차를 통해 지능적으로 병합·정제된 이벤트들이 인지
(인공지능) 컴퓨팅 서버로 전달되고, 메인 서버 또는 게이트웨이와 같
은 장치로 구성된 인지 컴퓨팅 영역에서는 3단계와 4단계의 분석·판
황태호
전자부품연구원
SoC플랫폼연구센터

단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인공지능 서
비스의 기능적 구분은 인간의 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 및 근
육, 감각기관의 구조와 같이 뇌와 같은 인공지능 서버(인지컴퓨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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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인간의 근육과 감각기관 (103개 수준의 뉴런)처럼
센서와 신호들의 지능적 처리에 특화된 초소형·초저전
력 지능형 반도체로 구분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반도체를 위한 뇌 모방형 신호처
리 기술의 발전과정,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의 발전
<그림 1> 인공지능 서비스의 단계별 역할 구분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지
식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과 구조화기능
(Structured Function) 기반의 두 가지 방식으로 1950
년대 이후부터 발전해왔다.
전문가 시스템, 에이전트, Fuzzy 등과 같은 지식표현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은 1980년대 이후 지식의 정의와
논리적 연산을 위한 방대한 체계의 한계에 부딪친 반면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화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
지능 기술은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의 1세대 퍼셉트론의 단일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컴퓨팅 성능의 발전과 더불어 비선

<그림 2> 인공지능 반도체 구분

형 데이터 처리문제, 과적합, 학습에 대한 과도한 연산 등
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최근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다

버)를 중심으로 신경세포 모방형 지능화 반도체가 탑재된

층 퍼셉트론 레이어를 통해 강화 학습기반의 2세대 SW

엣지 장치들로 구성되는 구조이다.

다층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해 왔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각 엣지 컴퓨팅용 장치에서 지능

2세대 SW모델의 딥 뉴럴 네트워크(DNN)와 같은 인공

적으로 병합되고 정제의 과정을 통해 개별 사이트에 특성

지능 기술은 높은 정확도에 비하여 학습을 위한 별도의

화된 이벤트 정보는 인지 컴퓨팅의 지능적 처리 부하를 대

컴퓨팅 환경에서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과 학습을 위

폭 경감시키고, 실시간 학습이 포함된 네 단계의 순환 사

한 높은 컴퓨팅 성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을 가지

이클은 미래 초융합 사회에서의 지능화된 “Massive” 응
용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며, 기존 딥러닝과 같은 SW 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생체 모방형 반도체 (Non VonNeumann 구조) 기술로 발전하여 소형화, 저전력화 뿐
만 아니라 실행과 학습이 병행되는 인간과 같은 학습 방
식을 갖는 자율 진화형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인지 컴퓨팅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는 인간의 뇌 용량
(1010개 뉴런) 이상의 대용량 분산 병렬 컴퓨팅용 반도체
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엣지 컴퓨팅을 위한 지능형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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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가 전달된다는 실험 결과에 따라 스파이킹의 시간적 정

최근 BP(Back-propagation)으로 대표되는 학습을 위

보를 모델링을 하였으나, 제한적인 시간 구간에서의 다중

한 전용 HW 가속장치의 개발과 더불어 학습의 계산량을

스파이크의 연속적인 신호를 분석하는 것과 학습을 위한

줄이는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구조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획기적 줄어들어 범용적 목적에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한편에서는 뉴런에서 시냅스, 축삭의 이온채널을 통해

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Action Potential)의 메커니즘이

고 있다.

밝혀지면서, 전기적인 수동 소자를 통해 신호를 그대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는 보다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범용성의 특징을 가져야

대표적으로 호지킨-헉슬리 (Hodgkin-Huxley, HH)

할 뿐만 아니라, 학습과 실행이 병행되는 on-line, 별도

모델[2]은 전기적 수동소자로 구성된 뉴런, 이온채널의 모

의 컴퓨팅 환경이 아닌 on-chip에서 학습이 가능한 인

델을 통해 Action Potential에 의해 발생되는 스파이킹

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 신호를 가장 근사하게 모델링 하였다. 그러나, 뉴런과

Von-Neumann의 컴퓨팅 구조에 최적화된 SW 뉴런 모

각 이온채널의 변화를 표현하는 복잡도가 높아, 여러 개

델의 시스템은 새로운 구조의 경량 HW 반도체로 구현되

의 뉴런 간 신호전달과정을 모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

어야 하며, 인간과 같은 생체 신호전달체계를 모방한 구

었다.

조에서 학습/실행/평가의 기능이 병행될 수 있는 3세대

HH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해 보다 다루기 쉬운 단

HW인공지능 기술인 뉴로모픽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로

순화된 모델들이 1960년대에 발표된다. I&F(Integrate-

[1]

and-fire)의 모델[3]의 경우 이온채널과 같은 세부 모델

1950년대 전후하여 뉴런세포의 구조와 신호전달 메커

은 생략하고 스파이크의 발화(fire) 신호만을 수동소자

니즘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를 통해 모델링 하였다. 생물학적인 신호패턴과의 유사

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퍼셉트론의 수학적 모델을 기

도는 떨어졌으나, 기본 정보의 전달 신호의 표현이 가능

반으로 DNN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 기술로 발전해온 반

하여 1965년 이후 LIF(Leaky-IF)모델과 같이 모다 단

면,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뉴런세포의 전기적인 신호

순화하고 개선된 모델이 개발되면서 2010년대 IBM,

체계를 모사하여 생체에서의 뉴런 동작 메커니즘을 파악

Qualcomm, Intel에서 발표되는 뉴로모픽 칩의 기본 뉴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전을 해왔다.

런 모델로 사용되었다.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초기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뉴런세포 간에 전달되

이밖에도 전기적인 소자를 통한 미분방적식이 아닌 적

는 전기적인 펄스신호(Spiking)의 시간의 차이에 의해 정

분식으로 표현된 SRM(Spike Response Model) 뉴런 모
델[5]과 2000년대 들어 연속적인 스파이크 패턴(Spiking
Train)을 몇 개의 파라미터로 생성 가능하도록 특화된
Izhikevich 모델[4]이 제안되어 보다 대규모의 뉴런 구조
를 모사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구조적인 연구들이 뇌
구조의 메커니즘 연구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2000년대 초를 전후하여 뉴런 간의 시냅스를 통해 정
보가 전달되고 학습되는 메커니즘이 실험적으로 정리되
면서, 기존의 뉴런 모델들이 지능형 컴퓨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그림 4> 뉴로사이언스 기술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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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뉴로모픽 신호처리 및 학습

온채널의 연쇄반응을 통해 전압차가 빠르게 오르내리는
활동전위(Action potential)가 생성된다[6].

생명체의 대부분 세포는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전

뉴런은 축삭(Axon)을 통해 인접한 다른 뉴런세포와

위(Membrane Potential)는 일정한 전압차(Resting

연결되는데, 뉴런 간의 연결은 시냅스(Synapse)로 구

Potential, –70mV)를 유지한다. 그러나, 뇌와 근육, 장

성된 수상돌기(Dendrite)를 통해 많게는 수 만개의 뉴

기를 구성하는 세포는 외부의 자극 또는 환경변화에 따

런과 연결이 된다. 한 뉴런(Pre-synaptic neuron)에

라 열고 닫히는 이온 펌프/채널로 불리는 수송단백질

서 생성된 활동전위는 시냅스를 거쳐 다른 뉴런(Post-

(Transport Protein)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

synaptic neuron)으로 전달되는데 여러 개의 뉴런으로

하는 이온 농도에 따라 세포 내부와 외부간의 전위차가

부터 받은 활동전위는 축삭둔덕(Axon hillock)에서 합

변화하게 된다. 전위차가 자극에 따라 이온채널 문턱치

쳐진다[7]. 활동전위는 크게 EPSP (Excitatory Post-

(Threshold Potential, -55mV)를 넘는 순간 인접한 이

Synaptic Potential)과 IPSP (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로 구분되는데, 생체의 경우 90%의 EPSP와
10%의 IPSP로 구성된 활동전위가 축삭둔덕에서 합쳐져
문턱치(-10mV)를 넘어서는 순간 축삭의 나트륨(sodium
channel) 채널이 연쇄적으로 모두 열리는 스파이크가 발
생하게 된다.
생성된 활동전위 또는 스파이크는 연결된 뉴런으로 전
달되는 과정에서 시냅스를 통해 특성이 변화된다. 시냅
스는 칼슘 이온채널을 통해 시냅스에서 생성된 신경전달
물질(Neurotransmitter)을 연결된 뉴런의 시냅스 리셉
터(Receptor)에 전달하여 활동전위가 EPSP인지 IPSP
인지를 결정하고, 그 변위 폭을 결정하게 한다. 생체에
서의 학습은 주로 시냅스에서 생성되는 신경전달물질
의 변화에 의해 진행된다. 신경전달물질 중에 도파민

<그림 5> 뉴런의 구조와 활동전위

(Dopamine), 아세틸콜린 (Acetyl choline), 노르아드레
날린(noradrenaline)과 같은 단백질이 학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냅스에서의 학습모델은 시냅스의 유효성(연결강도)
이 변화하는 현상인 신경가소성(synaptic plasticity)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실험적 결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의
해 모델링 된다[8].
<그림 7>의 다이어그램과 같은 연결 구조에서 현재까

<그림 6> 뉴런의 스파이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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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려진 시냅스 학습관련 주요한 현상은 다음과 같다.
● Short-term plasticity 수십 msec 동안의 pre-

변화량은 <그림 8>의 그래프와 같으며, ∆t의 지수 승에
반비례하도록 정의된다.

synaptic spike train은 시냅스 단시간 연결강도를

Ⅳ. 뉴로모픽 반도체의 구현

강하게 한다.
● Long-term plasticity 수십에서 수백 초의 presynaptic spike train이 1Hz일 경우 장시간 연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개발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

결강도 감소(Depression), 50Hz일 경우 증가

럽과 미국의 국가 주도 R&D사업을 시작으로 원천기술

(Potentiation)한다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유럽의 경

● Temporal Hubbian’s rule (STDP, spike-timing

우 Human Brain Project(HBP)[10]를 EU 6대 미래 유망

dependent plasticity)약 10 ms 내에서 pre-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여,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2013년

synaptic spike와 post- synaptic spike의 50~60

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쌍이 반복될 경우, 스파이크 간 시간차에 의해 연결

역시 2013년부터 ‘BRAIN Initiative’ 정책[11]을 수립하고

강도가 변화한다.

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

● STDP

frequencySTDP는 Pre-post spike 쌍의 빈
도가 20Hz이상이어야 한다.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까지 발표된 주요 뉴로모픽 하드웨어 기술을 살

위에 나열한 현상 이외에도 여러 현상들에 대한 단일

펴보면 2009년 General Vision에서 NeuroMem 기

한 학습과정의 모델링을 위해 2000년대 들어 반복되

술을 발표하였다. NeuroMem은 KNN(K-nearest

는 pre-synapse의 spike는 연결강도를 강하게 한다는

Neighbor)와 RCE(Restricted Coulomb Energy)와 같

[9]

Hubbian’s Rule 에 기반 하여 STDP 규칙으로 전기생리
학적 실험 결과들이 하나의 이론적 모델로 만들어 졌다.
기본적인 STDP 규칙은 두 뉴론 간의 스파이크 발생 시
간차이(∆t)에 의해 신호의 전달과 동시에 시냅스의 연
결강도(가중치)를 스스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t > 0의 경우, 즉 pre-synapse의 스파이크
가 post-synapse의 스파이크보다 일찍 발생한 경우에는
LTP(Long-term potentiation)으로서 시냅스 가중치를
증가시키며 반대의 경우 LTD (Long-term digression)
으로 가중치를 감소시킨다. STDP 규칙에 의한 가중치의

<그림 8> STD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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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eneral Vision의 NeuroMem과 Intel의 Quark™ SE

<그림 10> IBM의 True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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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L(Machine Learning)의 Classification의 대표

서 STDP기반 학습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On-chip, On-

적인 알고리즘에 특화된 처리구조의 하드웨어 로직을

line 학습하는 능력과 인간처럼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

near-memory processing 기술인 PIM (Processing in

능을 구현하였다. 2016년 퀄컴 스냅드래곤 820 포함 되

Memory) 어레이로 구현한 반도체 칩이다. 생체 신호 모

어 Zeroth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형 자동차를 통해 On-

방의 뉴로모픽 기술은 아니지만, IoT분야의 소형 저전

Chip학습을 시연하였으며, ZDS (Zeroth Development

력 반도체의 지능형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IP로서 Intel

Studio)의 개발 플랫폼에서 High Level Network

Curie 모듈의 Quark™ SE SoC에 3-rd party IP로 포

Description Language를 통해 뉴로모픽 칩을 위한 새로

함되어 2016년 출시되었다.

운 프로그래밍 모델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뉴로모픽 칩으로 잘 알려진 IBM의
[12]

또한, Intel은 2017년 9월 자체학습이 가능한 스파이킹

칩은 2014년 10월 4,096개의 뉴로 스냅틱

기반의 뉴로모픽 칩인 로이히(Loihi)[14] 테스트 칩을 발

코어(코어당 256개의 디지털 I&F 뉴런, 뉴런당 256개의

표하였으며, 2018년 중반에 시연가능한 칩을 공개할 예

시냅스)를 갖는 CMOS공정 기반의 뉴로모픽 칩을 발표하

정이며 2019년 상용 칩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 Intel은

였다. 400×400화소의 초당 30프레임 동영상에서 사람

CalTech의 Carver Mead 교수와 함께 지난 6년간 SNN

을 찾는 응용에서 20MHz 클럭에서 63mW 전원을 소모

기반의 뉴로모픽 칩을 연구하였으며, 범용성을 가진 온

하는 결과로 뉴로모픽 칩의 가능성을 검증한 점에서 의미

칩 학습이 가능한 칩이면서 MNIST 데이터 셋 기준 DNN

가 있으나, 새로운 컴퓨팅 환경(Non Von- Neumann)

대비 100만 배 빠른 학습/실행 성능을 증명하였다. 인텔

을 위한 학습 및 관련 생태계의 광범위한 별도의 연구 필

14nm CMOS 공정을 통해 개발된 테스트 칩은 128개의

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징적으로는 많은 수의 시냅

병렬 코어를 통해 130K개의 뉴런과 130M개의 시냅스를

스의 신호전달을 위한 SRAM기반의 시냅스, 크로스 바

포함하고 있으며, 완전한 비동기방식의 병렬 구조로 동

버스구조를 통해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코어별 병렬적 동

작한다. 향후, Intel은 IoT용 경량 SoC뿐만 아니라, 자동

작을 특징으로 2016년 12월 삼성 스마트 TV를 위한 모

차, 로봇 산업용 응용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rueNorth

듈(Digital Eyes)에 적용하여 통해 손의 동작 인식을 시
연하였다.

유럽에서는 2006년부터 뇌 모방 시뮬레이션을 위
한 컴퓨터인 SpiNNaker (Spiking Neural Network

비슷한 시기인 2014년 Qualcomm사는 자사의 뉴로

Architecture)[15]를 개발하였다. SpiNNaker는 영국 맨체

모픽 칩인 NPU를 위한 Zeroth 플랫폼[13]을 발표하였

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된 대규모 병렬, 뉴로모픽 슈

다. NPU는 IBM과 마찬가지로 I&F 모델의 뉴런을 적용

퍼 컴퓨터이다. 실제 스파이크 신경망 을 실시간으로 모

한 SNN(Spiking Neural Network)의 뉴로모픽 칩으로

델링하도록 설계되었는데 16개의 ARM9 CPU 어레이로
구성된 코어는 518,400 프로세서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
를 통해 10 억 개의 뉴런(인간 뇌의 850 억 뉴런 중 1 %)
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개발 되었다. 130nm 공정으로 구

<그림 11> Qualcomm의 N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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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ntel의 Lo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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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프로세서에는 인접 라우터와의 연결을 위한 온-보

물리학적인 모델에서의 신호들과 거시적 기능단위의 감

드 라우터와 시냅스 가중치를 위한 128MB 메모리로 구

각, 의사 결정의 가상 환경이 결합되어 인간 뇌의 생물학

성된다. 최근 SpiNNaker2에서는 보다 다양한 알고리

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에 적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즘과 학습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현재는 BrainScaleS-2 시스템을 위해 384개의 뉴런과

소형 모듈화 시키는 시켜 스케일을 확장하려는 목표로

98,304개의 시냅스를 갖는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가 혼합

2023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된 HICANN-DLS 칩을 개발하여 BrainScaleS-2의 에

BrainScaleS (Brain-inspired multiscale
[16]

뮬레이션 규모를 크게 확장할 계회이다.

computation in neuromorphic hybrid systems) 는

앞서 나열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뉴로모픽 신호처리

EU FET-Proactive FP7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

기반의 예상가능한 지능형 반도체 SoC 칩의 일반적인 구

젝트로서 뉴런과 시냅스, 가소성 모델을 에뮬레이션 하

조는 <그림 15>와 같다. 시냅틱 가소성 기반의 학습이 가

는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2011년에서

능한 생물학적인 스파이킹 뉴럴 셀의 구조를 분석하고 모

2015년까지 진행하였고, 현재는 유럽의 HBP 프로젝트

델링하여 성능을 확보하고, 이를 아날로그 회로 또는 디지

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다. 시스템은 특징적으로 아날

털 로직으로 설계하여 복잡도를 낮추는 작업이 진행 된다.

로그 뉴런, 시냅스 회로와 폰노이만 디지털 컴퓨팅(peta

아날로그 회로로 뉴런 구조를 설계하였을 경우는 다양

flops급의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혼합된 HMF(Hybrid

한 스파이크 신호 패턴이 회로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

Multi-scale Computing Facility) 구조에서 실제 신경

며, 문턱치 전압에서의 저전력 동작, 단일 트렌지스터 당
높은 계산량, 하나의 와이어로 많은 비트 표현이 가능하
며, 면적당 소모전력이 낮은 장점을 갖기 때문에 멀티모
달 센서와 같은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용
장치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냅틱 가소성기반
의 학습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새로운 소
자기술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 로직으로 뉴럴 셀 구조를 모델링 했을 경
우, 모델링이 유연하고 노이즈 및 오프셋에 둔감하여 구
현이 용이하며, 다양한 신호처리 관련 외부 IP와의 연동

<그림 13> 멘체스터 대학의 SpiNNaker

및 가소성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
어 영상 및 음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다
높은 성능의 지능형 반도체에 적용이 적당하다 할 수 있
다. 반면에 생체신호와의 유사도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그림 14> 유럽 HBP의 Brain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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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뉴로모픽 칩의 예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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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접근 방법을 고려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해 볼 수 있다.

정에서 향후 뉴로모픽 컴퓨팅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뉴로

설계한 뉴런 셀 모델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위

사이언스 분야에서부터 발전해온 뉴로모픽 컴퓨팅의 주

한 구조로 설계 되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뉴런에 개수

요한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뉴로모픽 컴퓨

와 레이어 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시냅스의 구조가 중

팅에서 핵심이 되는 주요한 생체 신호의 발생과 메커니

요한 기술적 문제로 여겨진다. 가령 100의 뉴런으로 구

즘, 학습의 과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뉴로모픽 반도체

성된 두 레이어가 Full-Connection방식으로 연결되면

의 구현 측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주요 개발 사례를

10,000개의 시냅스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빠른 속

통해 뉴로모픽 칩의 주요한 구조를 살펴보았다.

도로 엑세스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3D적층 구조의

2장에서 살펴본 뉴럴네트워크 컴퓨팅 기술의 세대별

near-memory processing 기술과 시냅틱 가소성기반의

구분에서 2세대 SW 모델기반 컴퓨팅 기술은 향후 인공

학습 과정에서 시냅스 최적화 기술과 같은 접근 방법이

지능 클라우드 서버로서 대용량 대규모 인공지능 기술로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세대

최적화되고 성능이 검증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엔

로 구분한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은 현재의 모바일 및 IoT

진은 신호의 입력을 위한 스파이크 생성기과 결과를 출력

용 장치에 적용되어 지능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

하기 위한 스파이크 인터프리터의 기능이 필요하다. 스파

다. 지능형 응용 서비스의 생태계 속에서 점차 사용자의

이크 생성기는 입력되는 신호를 Poisson Distribution과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버와 연계하여 인

같은 확률기반 또는 입력 신호에 최적화된 스파이크 패턴

간이 풀기 힘든 문제들까지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을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스파이크 해석기는 지도학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습 또는 비지도학습으로 학습된 스파이크 패턴의 결과를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은 기능과 성능 상에서 현재의 정

해석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시냅틱 가소성기반의 학습 알

체되어 있는 반도체 기술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

고리즘과 함께 구현되어야한다.

술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들

또한, 기존 CNN, RNN에서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뉴

에서 필기인식의 응용을 기준으로 CNN의 시스템은 99%

로모픽 네트워크 엔진이 적용될 응용에 따라 입력데이터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 뉴로모픽 모델에서는

의 전처리, 특징 추출 및 학습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피

90~95%정도의 정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처링 콘트롤러의 기능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Von-Neumann 컴퓨팅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위한 스파이킹 뉴럴 프로세서와 호스트 간의 이기종 컴퓨

밖에 없는 메모리 성능 문제, 비효율적인 전원 소모 문제,

팅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역할 역시 담당하여야 한다.

지능화 시스템의 소형화 구현의 한계 등과 같은 기술적

뉴로모픽 신호처리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인 On-chip에

장벽에 있어서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현재까지 연구 결

서 학습과 동작이 병행되는 On-line학습이 가능한 뉴로

과들은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높은 희망적인 결과들을 보

모픽 전용의 높은 정확도의 네트워크와 학습 모델이 향

여주고 있다.

후 기술적으로 확보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뉴런, 시냅스의 네트워크 모델뿐만 아니라 학습 관련한
방법론 역시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는 상황이며, 이
러한 연구들은 뇌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병행하

Ⅴ. 결 론

여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뇌의 지능적 탐구와
이를 모사하는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에 대한 연구에 많은

1장에서는 미래 예상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조를

참여와 관심 그리고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설명하고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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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반도체 NM500

Ⅰ. 서 론
누구나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해야 하고, 녹색일 때는 주행해도 된
다고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황색일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지할
것인가, 주행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관
적인 판단보다는 주어진 여러 상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람이 보다 빠르
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이 되
어 왔다.
인공지능에서 정보(증거)를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
을 내리는 요소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올바
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림 1> 최근 화두는 딥 뉴럴 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DNN)
를 학습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반딥 러닝(Deep Learning)방식이 각광
받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Data, 뛰어난 컴퓨팅 능력
이 동반되어야하며, 이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딥 러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문제

최기원
nepes 퓨쳐인델리젼스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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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된 것으로 “사람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
어진 형태”라는 의미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 여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되어 온 기술이다. 이미 한국
에서도 유수의 연구기관 등에서 시제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국내 유수의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이 공동으로 인간의 뇌에 필적한 전력소모를 목표로 한 신
개념의 뉴로모픽 칩 개발을 시작한다는 기사도 있을 만큼,
<그림 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관계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뉴로모픽 칩으로 대변되는 지능형반
도체에 대한 연구 및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그림 3>)

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최근 많

사람의 뇌와 소프트웨어 기반 인공지능의 차이를 간단

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지능형 반도체의 일종인 뉴로모픽

히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위쪽은 사람의

(Neuromorphic) 칩이다.

뇌의 뉴론과 이 뉴론들이 상호 복잡하게 병렬로 연결되어

본 지면에서는 이미 다른 여러 지면에서 많이 다루어진

있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보여 주며, 아래부분

뉴로모픽 칩 기술이나 딥 러닝 가속기로 활용되는 지능형

은 뉴론을 수학적 모델로 구성한 퍼셉트론(Perceptron)

반도체 기술에 대한 언급보다는, 당사의 뉴로모픽 칩인

과 이 퍼셉트론이 병렬로 복잡하게 다수의 층(Layer)으

NM500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로 구성되어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MLP; Multi Layer

Ⅱ. 뉴로모픽 칩
기존 소프트웨어로 코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폰노
이만(Von-Neumann) 구조의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에
서 시뮬레이션 되어 작동하는 것에 반해, 뉴로모픽칩은
반도체 칩 자체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프로세싱 로직
(Processing Logic) 부분과 메모리(Memory)로 일체화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80년 후
반 칼텍(Caltech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의 카버 미드(Carver Mead)교수팀에 의해서 연구되어지
<그림 3> 2017년 4월 한국경제신문

<그림 2> 칼텍 카버미드 교수의 뉴로모픽정의

64 _ The Magazine of the IEIE

<그림 4> 뉴로모픽 칩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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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ron) 구조이다. 이 구조가 현재의 소프트웨어 인

수록 연산속도를 빠르게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프로세서

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딥 러닝의 기본모체가 되는 구조이

(CPU,GPU), 고성능 대용량 메모리(HBM, HMC)등이 필

다. 이 MLP구조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토론토

요하고 ,이들 또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요구받고 있다.

대학(University of Toronto)의 제프리 힌튼(Geoffrey

그러나 뉴로모픽 칩은 반도체 칩 자체에 학습하고 판단하

Hinton) 교수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딥러닝을

는 기능이 모두 병렬로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5>

구현하였다. 이를 활용해 획기적인 이미지 인식에 성공

왼쪽에서 보듯이 찾고자하는 사람을 한 번에 외부에서 소

하면서 딥 러닝 연구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후

리쳐 불러서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힌튼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구글 딥 마인드(Google
DeepMind)에서 알파고(AlphaGo)를 개발하였다.

Ⅱ. NM500(NeuroMem500)

뉴로모픽 칩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뉴론
이 연결된 신경망과 같이 하드웨어인 반도체 회로소자를

당사에서 전 세계에 독점 제조 판매하고 있는 NM500

이용하여 뉴론들이 병렬로 연결이 되도록 구성 되어 있

은 반도체 칩 자체에 학습과 판단(인지)기능을 모두 포함

어, 반도체 칩 자체가 패턴(Pattern)을 학습하고 인지할

하고 있다. <그림 6>은 실제 nepes의 NM500 구조를 나

수 있게 되어 d있다. 따라서 뉴로모픽 칩은 매우 낮은 전

타내고 있다.

력과 컴퓨팅 파워로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패턴을 학습하

<그림 6>의 좌상단은 NM500의 Layout이며 검은색으

고 판단할 수 있는데 반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은 컴퓨

로 표시되는 부분이 1개의 뉴론이다. 이 뉴론은 메모리와

터의 도움을 받아서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같이 학습을 하

프로세싱 로직이 한 개의 Cell로 구성되어 있다. 1개의 반

기 때문에 알파고와 같이 슈퍼컴퓨터 급의 자원이 필요하

도체칩에 뉴론 Cell이 576개가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

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 유저 및 기업에서 딥 러닝을 이용

으며, 뉴론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반도체의 I/O수는 증가

하여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네
트워크를 통해 Cloud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인공
지능 Platform을 이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찾는다고 할 때 소프트웨어 기
반 인공지능 방식은 1층 1호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층의 각 방을 확인하여 찾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서 수행하는 프로세
서(전용 프로세서 포함; Multi-Core Processor)는 순
차적 계산 방식인 폰노이만 방식의 컴퓨터 구조를 기반
으로 하기 때문이다.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날

<그림 6> NM500 Structure

<그림 5> Computing Architectur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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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RBF 뉴론의 활성화 값의 가중 합계를 취하여 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NM500은 RBF(Radial Basis Function) 신경망구조를

산되는데. 즉, 값을 가장 유사한 뉴론의 카테고리를 알려

차용하였으며, 3개의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즉, Input/

주고, 만약 학습된 뉴론과 비슷한 것이 없다면 Unknown

Hidden/Output Layer로 구성되어진 전형적인 RBF 신

이라고 알려주는 방식이다. 유사성 비교기능에는 여러 가

경망 구조이다. <그림 7>의 RBF 신경망은 90년대에 알

지 가능한 선택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Gaussian 함수

려진 신경망으로, 최근에도 DNN의 Classifier로 많이 사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용 및 연구되고 있는 구조이며, MLP에 비해서 적은 량의
[1]

<그림 9>는 NM500이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 모드에서는 준비된 입력 Vector(256

DATA로도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RBF신경망은 훈련된 값과 새로 입력되는 값사이

Bytes, 16×16)를 모든 뉴론에 Broadcasting하면 입력

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분류를 수행한다. 각 뉴론은 훈

Vector에 대하여 기존에 학습된 뉴론이 있는지 검사를 하

련 세트(Training Set)의 예제 중 하나인 “프로토 타입

게 된다. 유사성을 비교하여 학습된 뉴론이 있다면 학습

(Prototype)”을 저장한다. 새로운 입력을 분류하기 위해

하지 않고, 학습된 뉴론이 없다면 새로운 뉴론에 “Cat”이

각 뉴론은 입력과 프로토타입 사이의 거리(Distance)를 계

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Vector 즉, Cat”이라는 새로운 정

산하는데, 입력이 클래스 B 프로토타입보다 클래스 A 프

보(Prototype)가 학습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2]

로토타입과 더 유사하면 클래스 A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
현재 NM500의 뉴론은 RBF 뉴론과 동일한 역할을 하

모든 뉴론에 다양한 프로토타입과 카테고리에 대한 학습
을 진행하게 된다.

며, 이 뉴론에는 최대 256Bytes의 학습정보(프로토타입)
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습과정에서, 입력된
훈련세트의 예제와 기 저장된 프로토타입간의 유사성은
AIF(Active Influence Field)라고 하는 뉴론 활성화 영역
을 통해 비교되며, 이를 기반으로 입력된 예제 Vector가
새로운 뉴론에 학습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를 결
정한다. 즉, 동일한 카테고리에 새로운 입력되는 Vector
값이 이미 학습된 뉴론의 AIF값에 의해서 인식 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자동으로 새로운 Vector는 버리게 된다. 반
대의 경우, 새로운 뉴론에 입력된 Vector를 학습시킨다.
분류(Classification) 또는 인식(Recognition) 과정에서

<그림 9> NM500 학습 Flow

출력 카테고리(Category=Label 또는 Name)의 스코어

<그림 8> RBF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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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의 인식 모드에서는 학습모드와 동일하게 준

존의 딥 러닝에서 처음 설정한 카테고리 외의 추가 상황

비된 Vector를 입력하면, 전체 뉴론에 동시에 새로 입력

이 발생하면 기존의 것을 포함하여 전체를 학습시켜야 하

한 정보가 전달된다. 각 뉴론은 기 학습되어진 정보(프로

는 점에 비하면 큰 장점이며, 필요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토타입)와 비교/판단하여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것에

선택적으로 뉴론에 저장된 값을 지운 후 정보를 재배열

대해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여준다.

할 수도 있다.

이 2가지의 수행은 서로 다른 칩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

실제로 본 기술을 응용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얼굴영

니라 하나의 로직에서 카테고리를 입력히면 “학습모드”,

상으로 이루어진 학습세트를 이용해 96% 인식률을 나타

카테고리를 입력하지 않으면 “인식모드”로 자동으로 동작

낸 결과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얼굴과 사람의 음성 패턴

하도록 되어 있다.

Data를 조합하여 최대 100%까지 인식을 성공한 예도 있

학습과 인식이 하나의 칩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징 외에
특기할 만한 특징으로는 이미 학습된 정보외는 다른 새로

다[3-4].
앞서 언급했듯이 NM500의 병렬구조는 I/O를 늘리지

운 카테고리가 발생하거나 다른 성격의 정보를 NM500의
뉴론에 추가로 학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1>에서처럼 한 개의 NM500칩을 여
러개의 논리적 영역(Context)으로 구분하여 노란색 영역
에는 이미지정보(Context #1) 즉, 여러 개의 이미지 카
테고리와 DATA를 학습하고 초록색 영역에는 소리 정
보(Context #2)에 대한 카테고리 및 DATA를 학습시킬
수 있다. 이후 추가되는 이미지/소리 외의 카테고리 및
DATA도 영역(Context)을 추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학
습시킬 수 있다. 즉, 기존의 학습된 DATA를 포함하는 네
트워크 전체를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도 새로운 유형의
DATA를 추가 학습시킬 수 있고, 동일 유형의 DATA 또
는 동일 카테고리의 새로운 DATA도 추가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복수의 유형의 DATA는 응용 단에서 <그림 12>
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

<그림 11> Multi Context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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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로다른 Context를 조합하여 활용하는 예

<그림 13> NM500확장성과 일정한 인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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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NM500 응용 Data 및 응용처

<그림 15> NM500 Work Flow

않고도 뉴론의 수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 NM500옆
에 바로 하나를 더하면 뉴론 수가 2배로 쉽게 늘어난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메모리 Slot에 메모리
를 꽂아서 용량을 증가시키듯 NM500도 Socket에 꽂기
만 하면 뉴론의 수를 확장할 수가 있다. (NM500 2개가
실장된 Neurobrick이라는 제품도 시판 중임)
여기서 특기할 만한 특징은 학습된 Data가 아무리 증
가 하더라도 증가된 뉴론의 모두 병렬 네트워크로 연결되
기 때문에 인식할 때 시간은 한 개의 뉴론 일 때나 100만
개의 뉴론일 때나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NM500으로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은 <그림 14>와 같이

<그림 16> Knowledge Studio

에서 직접 정보를 학습시키고 인식하는 미션을 수행했을
정도로 쉽게 응용할 수 있었다.

image이미지에서부터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는 Data라

<그림 15>는 실제 응용 시 적용할 수 있는 Flow이다.

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NM500에 학습한 후 이 학습된

즉, 다양한 센서와 NM500이 장착된 응용보드를 연결을

Data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처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하고, 당사에서 제공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나 Knowledge Studio(Knowledge개발 Tool)을 이

Ⅲ. NM500 활용

용하여 뉴론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 훈련된 Knowledge
는 로컬(Local) PC에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다른 곳에

이미 뉴럴네트워크에 대한 알고리즘이 반도체 칩에 로

Knowledge를 전달할 수도 있다.

직케이트(Logic Gate)와 메모리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16>는 당사가 개발한 Knowledge Studio라는

별도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도 조금만

Platform이다. 현재는 이미지 학습 및 신호(Signal)에 대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실 예로 모 대학의

한 학습기능도 포함한다.

자동차 학과 학생들이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개최한 경진

이 Knowledge Studio는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대회에서 당사의 NM500 응용보드와 오픈 소스 하드웨어

Knowledge Model을 개발하는 Tool이면서, NM500의

인 아두이노(Arduino)로 자동차를 만들어 참가하여 40개

기능을 관리하는 Core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최적의 학

팀 중 결선 8팀에 선정이 되었다. 이 학생들은 인공지능

습 기준 설정 과 학습결과에 대한 확인, 그리고 각 뉴론

은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NM500

별로 학습된 상태를 확인 및 검증 할 수 있는 특장을 가

에 대해 반나절 정도 배운 후 하드웨어를 구성하여 현장

지고 있다. 이는 기존 딥 러닝은 결과만을 확인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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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되어진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반해,

동영상에서는 실제 뉴론내에 각 모션에 대한 학습된 정

Knowledge Studio는 결과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SD Card로 복사하

왜 잘 되었는지에 대해 각 학습된 결과를 분석할 수 있고,

여 전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2017년 9월 나노코

또한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뉴론정보는 삭제하고 새로 학

리아 대전에 초청되어 여러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모션을

습시킬 수 있게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학습시키고 동작시키는 Demo를 진행한 적이 있다.

또한 주요한 특징으로는 NM500의 뉴럴 네트워크를

<그림 19>는 Youtube에 공개된 동영상으로 우리가 매

관리함으로써, 학습하고자 하는 DATA 유형에 따라서

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날 수 상황이다. 엘리베

NM500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단계에서 최적의 조건으

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

로 학습할 수 있도록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다.

와 버려서,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SDK를 통해서 User가 원하는 형

끌려 올라가는 동영상인데,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태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려견 또는 견주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뉴론의 무한 확장성과 User환경에 따

현재의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자동문은 일정한 압력

른 매우 쉽고, Flexible한 응용을 위해, 그리고 현장에

에 의해서 이물질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옷이

서 실시간 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NM500을 구

나 가방끈처럼 얇거나 소프트한 것은 감지하지 못하는

조를 채용했다. 또한 NM500은 Supervised Learning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NM500과 당사가 제공하는

및 Unsupervised Learning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게

Knowledge Studio 및 간단한 학습을 통해 해결이 가능

다가 On-chip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학습과 인지가 가능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Cloud)를 통한 학습이 필요 없고,
기업이나 개인의 비밀 유지에도 유용한 점이 있다. 또한
NM500에 DNN의 일종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구조를 결합하여 학습과 인지를 확인한 바가
있어 CNN 구조와 연계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그림 17> Gesture Recognition 하드웨어 및 학습 예

Ⅳ. NM500 응용 예
앞에서 NM500은 다양한 패턴으로 추출할 수 있는 다
양한 DATA를 학습시켜서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간단히 8 Bit MCU기반의
오픈 소스 하드웨어인 Orange Board(한국형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간단한 Gesture를 이용해 자동차를 동

<그림 18> Gesture Recognition으로 자동차 제어예

작시키는 응용 예이다.(동영상 확인 : https://youtu.
be/knU-2B6rw6c)
본 동영상은 NM500이 저렴하고 간단한 하드웨어구
성으로, 자이로센서를 통한 Gesture를 Programing없
이 NM500에 학습시켜서 RC Car를 조종하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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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림 20> 및 <그림 21>과 다음 동영상은 그 해결
방안을 보여준다. USB Camera와 NM500을 연결하고
Knowledge Studio를 통해 간단히 Setting한다. 그 후
<그림 20>과 같이 아무런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문이 닫혔을 때를 학습시키고, 인지 시 “Identify”, 학습된
결과와 다르면 모두 “Unknown”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동영상 : https://youtu.be/qwQAb-lHhs0)
한 번의 학습으로 문에 옷이나 사원 줄이 끼었을 때를

<그림 22> NMT사 Neurotile

인식한 결과, 모두 정확히 “Unknown”으로 인식함을 확
인 수 있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Programming이나 장

기반으로 소형 IoT형 모듈을 개발하여 현재 프로모션중

치 없이 Firmware Level에서 “Identify”, “Unknown”시

이며, 많은 업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의 결과를 받아 자동문의 동작을 제어하면 스마트 도어가

고 있다.

완성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하여“안전문”에 대한 개
발을 추진하고 있는 고객도 있다.

Ⅴ. 맺음말

이외 아래의 동영상은 당사의 Demo Board
(Meuroshield), Knowledge Studio와 Library를 이용하

이상과 같이 당사의 NM500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반도

여 제작한 것의 일부로 여러 응용 분야의 실시 예로 적용

체인 뉴로모픽 칩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물론 소

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고 있

프트웨어기반의 딥 러닝은 매우 유용하고 좋은 인공지능

는 부분 것도 있다.

Solution이지만,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필요로 하므로 산

https://youtu.be/ObZKArDMN-M(얼굴표정인식)

업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현업에

https://youtu.be/iuKn2D68zcQ(머신비젼)

적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4

https://youtu.be/0ljWFfXSJn8(히라가나인식)

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의 발전은 종전의 혁명과 비

https://youtu.be/ZqOxhL1WZp0(얼굴인식)

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한다.

https://youtu.be/uJQZBBdWSHk(도어락)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의 본질 자체가 “융합과 연결”

https://youtu.be/D5HPeeUMUgU(스마트RC카)

즉, 어느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또한 해외 모 업체에서는 <그림 22>와 같이 NM500을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Global 대기업 중심의 딥 러닝을 통한
Cloud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있지만, 많은 IoT기업
이 독자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4차 산업 혁명의 본
질은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IoT 디바이스 및 센서들은 당사

<그림 20> Close: Identify, Open 및 다른 상태: Unknown

의 인공지능 칩과 결합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독립적
인 지능형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메
모리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제조 산업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소/중견업체를 포함
해 산업전반에 걸쳐 4차산업 혁명으로 신속한 전환을 할

<그림 21> 옷/사원줄 끼어 있는 상태 인지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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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한다면, 지식 산업화를 통한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
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사의 경영진은 생
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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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무선통신 시스템을 위한 초광대역
마이크로스트립 대역차단 여파기 설계
영문 : Ultra-Wideband Microstrip Bandstop
Filters Design for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학위취득

광운대학교

취득년월

2017년 12월

지도교수

손 광 철

KEY WORD

Bandstop filter, Open Stub, Ultra-wideband,
Bandwidth Inter-digital capacitor, Frequency
selective coupling structure

<논문 요약>
최근 IT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광대역 무선통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광대역 특성상 전파방해 및 간섭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역저지, 대역통과, 저역통과
여파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광대역 불필요 주파수 제거를 위한 초고주파용 광대역저지여파기 구현에 목적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계단 임피던스 공진 여파기, 대칭 상호작용 커패시터 여파기, 주파수 선택 결합 여파기, 대칭 주파수 선택 결합
여파기 4종류의 초광대역 대역저지 여파기를 구현하고, 성능평가를 하였다. 제안된 여파기는 임피던스 변환기 구조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하고, 계단 임피던스 공진기 구조 및 상호작용 커패시터 구조와 주파수 선택 결합 구조를 사용한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기판은 유전율 2.54, 유전체 손실율 0.002, 두께 0.54 mm인 테프론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4종류의
초광대역 대역저지 여파기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단 임피던스 공진기와 개방형 스터브 구조를 이용한 개방형 스터브 여파기를 구현하였다. 측정결과는 중심주파수
6.5 GHz에서 대역폭 5.45 GHz를 나타내며, 전송계수 (S21)와 반사계수 (S11)는 각각 25.75 dB와 0.205 dB를 나타낸다. 두 번째,
계단 임피던스 공진기와 상호작용 커패시터 구조를 이용한 대칭 상호작용 커패시터 여파기이다. 측정결과는 중심주파수 6.43
GHz에서 대역폭 4.67 GHz를 나타내며, 전송계수 (S21)와 반사계수 (S11)는 각 16.52 dB와 0.53 dB를 나타낸다. 세 번째, 상호작용
커패시터와 주파수 선택 결합 구조를 이용한 주파수 선택 결합 구조 여파기이다. 측정결과는 중심주파수가 6.53 GHz에서 대역폭
4.23 GHz를 나타내고, 전송계수 (S21)와 반사계수 (S11)는 각 34.25 dB와 0.37 dB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커패시터
구조와 주파수 선택 결합 구조를 이용한 대칭 주파수 선택 결합 구조 여파기이다. 측정결과는 중심주파수 6.42 GHz에서 대역폭
4.72 GHz를 나타내고, 전송계수 (S21)와 반사계수는 (S11)는 각 42 dB와 0.47 dB를 나타낸다.
본 여파기는 기존 여파기와 비교결과 최소형이며, 저지대역폭 및 전송계수 (S21), 반사계수 (S11)는 관련논문과 비교하여 약 30%
성능향상을 보였다. 이는 C-대역 (4 GHz ∼ 8 GHz)의 무선통신 시스템과 EMI 저지장치 등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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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02. 0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puting Technology (ICCICT)

Bharatiya Vidya Bhavan's Sardar
Patel Institute of Technology, Mumbai,
India

conference.spit.ac.in

02. 05.-02. 08.

2018 IEEE 4th World Forum on Internet of Things (WF-IoT)

Sands Marina Hotel, Singapore

www.ieee.org/conferences_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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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6.-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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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s (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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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7.-02. 09.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erg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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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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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lobal LIFI Congress (G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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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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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02. 15.

2018 IEEE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 (ISSCC)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CA,
USA

www.isscc.org

02. 11.-02. 14.

2018 20th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ICACT)

ELYSIAN Gangchon, Chuncheon,
Korea (South)

www.icact.org

02. 15.-02. 16.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ICEE)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Pakistan

ee.uet.edu.pk/icee2018

02. 15.-02. 16.

2018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Methodologies and Communication (ICCMC)

Surya Engineering College, Erode,
India

icocmc.com

02. 15.-02. 1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Computing
and Internet of Things (IC3IoT)

Sri Sairam Engineering College,
Chennai, India

www.ic3iot-conference.org

02. 19.-02. 22.

2018 IEEE Power & Energy Society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Conference (ISGT)

TBD, DC, USA

ieee-isgt.org/

02. 19.-02. 2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ments in
Computational Sciences (ICACS)

The University of Lahore, Pakistan

sites.uol.edu.pk/icacs18/

02. 19.-02. 24.

2018 23rd International Scientific-Profess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IT)

Hotel Zabljak, Montenegro

www.it.ac.me/eng/

02. 20.-02. 24.

2018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Trends in
Radioelecrtronics, Telecommunications and Computer
Engineering (TCSET)

Lviv Polytechnic National University,
Lviv, Ukraine

science.lpnu.ua/tcset-2018

02. 20.-02. 22.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Technology
(ICIT)

CENTRE DE CONGRES DE LYON,
Lyon 06, France

ICIT2018.org

02. 21.-02. 23.

2018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merging Trends and
Technologie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ETTLIS)

Bennett University, Greater Noida,
India

www.bennett.edu.in/ettlis2017/

02. 21.-02. 2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Computers (CONIELECOMP)

Universidad de las Américas Puebla,
Cholula, Mexico

ict.udlap.mx/conielecomp/2018/

02. 22.-02. 23.

2018 IEEE Power and Energy Conference at Illinois (PECI)

I Hotel and Conference Center,
Champaign, IL, USA

www.peci.ece.illinoi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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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2.-02. 2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and Emerging
Technologies (ICEET)

Superior University Lahore, Lahore,
Pakistan

www.iceet.org.pk

02. 22.-02. 2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Signal Processing (ICCCSP)

Sri Sivasubramaniya Nadar College of
Engineering, Chennai, dia

www.icccsp.com

02. 22.-02. 23.

2018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and
Integrated Networks (SPIN)

Amity University, India

amity.edu/spin2018/

02. 24.-02. 28.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HPCA)

TBD. Wien, Austria

hpca2018.ece.ucsb.edu/

02. 24.-02. 25.

2018 IEEE International Students' Conference on Electrical,
Electronics and Computer Science (SCEECS)

Maulana Azad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Bhopal, India

www.ieeenitb.org/sceecs18

02. 24.-02. 25.

2018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et of Things: Smart
Innovation and Usages (IoT-SIU)

Birla Institute of Applied Sciences,
India

www.iot-siu.in

02. 25.-02. 28.

2018 Twenty Fourth 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NCC)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Hyderabad, Sangareddy, India

www.iith.ac.in/~ncc2018

〉〉2018년 3월
03. 01.-03. 0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rrent Trends towards
Converging Technologies (ICCTCT)

SVS College of Engineering,
Coimbatore, India

www.icctct.com

03. 03.-03. 10.

2018 IEEE Aerospace Conference

Yellowstone Conference Center, MT,
USA

www.aeroconf.org

03. 03.-03. 04.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Mathematics and
Engineering Technologies (iCoMET)

Sukkur IBA University, Sukkur,
Pakistan

icomet.iba-suk.edu.pk

03. 04.-03. 08.

2018 IEEE Applied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and Exposition
(APEC)

henry B. Gonzalez Convention
Center, TX, USA

www.apec-conf.org/

03. 04.-03. 07.

2018 IEE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arable and
Implantable Body Sensor Networks (BSN)

Treasure Island, Las Vegas, NV, USA

bsn-bhi.embs.org/2018

03. 05.-03. 08.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ICNC)

Hyatt Regency Maui Resort & Spa,
Hawaii, USA

www.conf-icnc.org/2018

03. 05.-03. 07.

2018 IEEE EMB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
Health Informatics (BHI)

Treasure Island, Las Vegas, NV, USA

bsn-bhi.embs.org/2018/

03. 05.-03. 08.

2018 13th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Robot
Interaction (HRI)

McCormick Place, Chicago, IL, USA

humanrobotinteraction.org/2018/

03. 05.-03. 07.

2018 International Workshop on Antenna Technology (iWAT)

Jinling Hotel Nanjing, Nanjing, China

www.em-conf.com/iwat2018/

03. 07.-03. 09.

2018 International Electrical Engineering Congress (iEECON)

Maritime Park & Spa Resort, Krabi,
Thailand

www.ieecon.org/ieecon2018/index

03. 09.-03. 11.

2018 SIC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ntrol Systems (SICE
ISCS)

Tokyo City University, Setagaya
Campus, Tokyo, Japan

iscs2018.sice-ctrl.jp/

03. 09.-03. 12.

2018 IEE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alysis
(ICBDA)

Convenient Center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nghai, China

www.icbda.org/

03. 09.-03. 10.

2018 National Power Engineering Conference (NPEC)

Thiagarajar College of Engineering,
Madurai, India

npec.tce.edu

03. 11.-03. 15.

2018 IEEE International Reliability Physics Symposium (IRPS)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USA

irps.org

03. 11.-03. 17.

2018 IEEE Winter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WACV)

Harrah's and Harvey's Lake Tahoe,
NV, USA

wacv18.uccs.us

03. 11.-03. 12.

2018 IEEMA Engineer Infinite Conference (eTechNxT)

India Exposition Mart Ltd, Greater
Noida, India

ieema.org/the-all-new-elecrama-2018/

03. 11.-03. 13.

2018 World Utility Summit (WUS)

INDIA EXPO MART, GREATER
NOIDA, India

www.worldutilitysummit.org

03. 11.-03. 11.

2018 IEEE Integrated STEM Education Conference (ISEC)

Friend Center, Princeton, NJ, USA

ewh.ieee.org/conf/stem/

03. 11.-03. 15.

2018 Optical Fiber Communications Conference and Exhibition
(OFC)

San Diego Convention Center, CA,
USA

www.ofcconference.org/en-us/home

03. 12.-03. 14.

2018 IEEE Electrical Safety, Technical, Maintenance and Projects
Workshop (ESTMP)

Hyatt Regency Calgary, Calgary, AB,
Canada

sites.ieee.org/es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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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2.-03. 15.

2018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s in Power
System Protection (DPSP)

Europa Hotel, Belfast, United
Kingdom

events.theiet.org/dpsp/index.
cfm?origin=ieee

03. 12.-03. 14.

2018 German Microwave Conference (GeMiC)

Konzerthaus Freiburg, Freiburg,
Germany

www.gemic2018.de

03. 13.-03. 16.

2018 IEEE 2nd Electron Devices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Conference (EDTM)

Kobe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obe, Japan

ewh.ieee.org/conf/edtm/2018/index

03. 13.-03. 14.

2018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Electronic Design
(ISQED)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CA,
USA

www.isqed.org

03. 14.-03. 16.

2018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for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INDIACom)

BVICAM, New Delhi, India

bvicam.ac.in/indiacom/

03. 14.-03. 16.

2018 Moscow Workshop on Electronic and Networking
Technologies (MWENT)

Ilya Ivanov, Moscow, Russia

mwent.hse.ru/en/

03. 15.-03. 17.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RA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NDIAN SCHOOL OF
MINES) DHANBAD, India

www.rait.co.in/rait2018.php

03. 17.-03. 18.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ices, Circuits and
Systems (ICDCS)

Karunya University, Coimbatore, India

karunya.edu/ece/icdcs18/index.html

03. 18.-03. 22.

2018 IEEE Conference on Virtual Reality and 3D User Interfaces
(VR)

TBD, Reutlingen, Germany

ieeevr.org

03. 19.-03. 23.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Workshops (PerCom Workshops)

Divani Caravel Hotel, Athens, Greece

www.percom.org

03. 19.-03. 20.

2018 Majan International Conference (MIC)

Majan University College, Muscat,
Oman

mic18.majancollege.edu.om/

03. 19.-03. 23.

2018 IEEE IAS Electrical Safety Workshop (ESW)

Omni Fort Worth Hotel, TX, USA

www.ewh.ieee.org/cmte/ias-esw/

03. 20.-03. 22.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Trends in Electrical,
Control and Communication (RTECC)

B.S.ABDUR RAHMAN CRESCENT
UNIVERSITY, CHENNAI, India

www.rtecc.in

03. 20.-03. 22.

2018 9th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gress (IREC)

Averoes Hotel, Hammamet, Tunisia

www.irec-conference.com

03. 21.-03. 23.

2018 52nd Annu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s and
Systems (CISS)

Princeton University, NJ, USA

ee-ciss.princeton.edu/

03. 21.-03. 22.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cs Computing in
Engineering Systems (ICICES)

S.A.Engineeering College, Chennai,
India

www.saec.ac.in

03. 22.-03. 23.

2018 Ubiquitous Positioning, Indoor Navigation and LocationBased Services (UPINLBS)

Wuhan University, China

unsc.whu.edu.cn/upinlbs

03. 22.-03. 25.

2018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gital Forensic and
Security (ISDFS)

TBD, Antalya, Turkey

www.isdfs.org

03. 22.-03. 24.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Communications,
Signal Processing and Networking (WiSPNET)

Sri Sivasubramaniya Nadar College of
Engineering, Chennai, India

www.wispnet2018.org/

03. 23.-03. 24.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Power, Communication
and Computing Technologies (ICCPCCT)

Vimal Jyothi Engineering College,
Kannur,Kerala State, India

www.iccpcct.com/

03. 24.-03. 29.

2018 International Applied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Society Symposium (ACES)

Embassy Suites by Hilton, Denver,
CO, USA

aces-society.org/conference/Denver_2018/

03. 25.-03. 28.

2018 IEEE Haptics Symposium (HAPTICS)

The Westin St. Francis, San
Francisco, CA, USA

www.hapticssymposium.org

03. 28.-03. 29.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 of power,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CPEIC)

Digital Library Conference Hall,
Melamruvathur, chennai, India

iccpeic.weebly.com/

03. 29.-03. 31.

2018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s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CDRET)

Kathmandu Unviersity, Nepal

ku.edu.np/icdret2018/

03. 29.-03. 31.

2018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munication and Aerospace Technology (ICECA)

RVS Technical Campus, Coimbatore,
India

icoeca.org/index.html

〉〉2018년 4월
04. 02.-04. 04.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s and
Computer Vision (ISCV)

Faculty Of science Dhar El Mahraz,
Fez, Morocco

www.iscv.ma/2018

04. 03.-04. 05.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Signal
Processing (ICCSP)

Digital Library Conference Hall,
Chennai, India

www.iccsp-ap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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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3.-04. 05.

2018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CICS)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rbid, Jordan

www.just.edu.jo/icics2018

04. 04.-04. 06.

2018 IEEE Green Technologies Conference (GreenTech)

AT&T Executive Education and
Conference Center, Austin, TX, USA

ieeegreentech.org/

04. 04.-04. 06.

2018 3rd Biennial South African Biomedical Engineering
Conference (SAIBMEC)

Spier, Stellenbosch, South Africa

www.sabec2018.com

04. 04.-04. 07.

2018 IEE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edical Imaging
(ISBI 2018)

Omni Shoreham Hotel, Washington
DC, USA

http://biomedicalimaging.org/2018/

04. 05.-04. 06.

2018 Fut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ference
(FICC)

TBA, Singapore

saiconference.com/FICC2018

04. 05.-04. 06.

2018 IEEE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ICT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IAR)

EASWARI ENGINEERING COLLEGE,
Chennai, India

www.ieeetiar.com/

04. 06.-04. 08.

2018 IEEE Region 2 Student Activities Conference (SAC)

Pittsburgh, PA, USA

www.pitt.edu/~ssoeieee

04. 06.-04. 07.

2018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Convergence in
Technology (I2CT)

Hotel Courtyard by Marriott, India

ieeepune.i2ct.in/

04. 08.-04. 11.

2018 IEEE Custom Integrated Circuits Conference (CICC)

DoubleTree Mission Valley, CA, USA

www.ieee-cicc.org

04. 08.-04. 10.

2018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Intelligence and
Security (ICDIS)

Hilton at South Padre Island, TX, USA

www.icdis.org/

04. 09.-04. 13.

2018 European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EuCAP)

ExCel London ICC Capital Suite and
Hall, London, United Kingdom

www.EuCAP2018.org

04. 09.-04. 13.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Testing,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CST)

Aros Congress Centre, Västerås,
Sweden

www.es.mdh.se/icst2018/

04. 09.-04. 12.

2018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Electromagnetic
Technology (AEMT)

Golden Palace Hotel Lombok,
Mataram, Indonesia

aemt.unram.ac.id

04. 10.-04. 13.

2018 IEEE Pacific Visualization Symposium (PacificVis)

Kobe University, Kobe, Japan

itolab.is.ocha.ac.jp/pvis2018/#

04. 10.-04. 12.

2018 Integrated Communications, Navigation, Surveillance
Conference (ICNS)

Westin Washington Dulles Hotel, VA,
USA

www.i-cns.org

04. 12.-04. 1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nics and High Speed
Optical Networks (ICPHON)

S A Engineering College, Chennai,
India

saec.ac.in/icphon2018

04. 14.-04. 28.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 Robotics (RoboSoft)

Hotel Palazzo, Livorno, Italy

www.softrobotics.org/conferences/

04. 15.-04. 20.

ICASSP 2018 -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CASSP)

TELUS Convention Center, AB,
Canada

2018.ieeeicassp.org

04. 15.-04. 18.

2018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Conference (WCNC)

Centre Convencions Internacional
Barcelona, Barcelona, Spain

wcnc2018.ieee-wcnc.org/

04. 15.-04. 17.

2018 IEEE MT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waves for
Intelligent Mobility (ICMIM)

Holiday Inn Munich-Unterhaching,
Germany

www.icmim-ieee.org

04. 15.-04. 18.

2 0 1 8 I E E E I n t e r n a t i o n a l C o n f e re n c e o n A p p l i e d
Superconductivity and Electromagnetic Devices (ASEMD)

Conference Center, Wuhan, China

www.asemd2018.org

04. 16.-04. 19.

2018 IEEE/PE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nference and
Exposition (T&D)

Colorado Convention Center, CO,
USA

www.ieeet-d.org

04. 16.-04. 19.

IEEE INFOCOM 2018 - IEEE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Hilton Hawaiian Village Waikiki Beach
Resort, HI, USA

infocom2018.ieee-infocom.org/

04. 16.-04. 19.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VLSI Design, Automation and
Test (VLSI-DAT)

Ambassador Hotel Hsinchu, Hsinchu,
Taiwan

expo.itri.org.tw/2018vlsidat

04. 16.-04. 20.

2018 IEEE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ICDE)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France

icde2018.org

04. 16.-04. 19.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Systems and
Application (VLSI-TSA)

Ambassador Hotel Hsinchu, Taiwan

expo.itri.org.tw/2018vlsitsa

04. 17.-04. 20.

2018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CON)

IBEROSTAR Grand Hotel Mencey,
Spain

www.educon-conference.org/current/

04. 17.-04. 19.

2018 IET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Machines & Drives (PEMD)

ACC Liverpool, United Kingdom

www.theiet.org/pemd

04. 19.-04. 22.

SoutheastCon 2018

TBD, St. Petersburg, FL, USA

ewh.ieee.org/reg/3/southeastcon2018/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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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04. 21.

2018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ventive
Communication and Computational Technologies (ICICCT)

Hotel Arcadia, Coimbatore, India

icicct.org/index.html

04. 21.-04. 22.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System Invention
(ICASI)

TBD, Tainan, Taiwan

2018.icasi.tw/

04. 22.-04. 27.

2018 IEEE International Magnetic Conference (INTERMAG)

Marina Bay Sands Convention
Centre, Singapore

prem@ntu.edu.sg

04. 22.-04. 25.

2018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Green Building
and Smart Grid (IGBSG)

National Ilan University, Yi-Lan, Taiwan

igbsg.ntust.edu.tw

04. 23.-04. 27.

NOMS 2018 - 2018 IEEE/IFIP Network Operations and
Management Symposium

NTUH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Taipei, Taiwan

noms2018.ieee-noms.org/

04. 23.-04. 25.

2018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Conversion Systems (EPECS)

Kitakyushu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itakyushu, Japan

http://www.epecs-conf.org/

04. 23.-04. 26.

2018 Annual IEEE International Systems Conference (SysCon)

JW Marriott parq Vancouver, BC,
Canada

ieeesystemscouncil.org/

04. 23.-04. 27.

2018 IEEE Radar Conference (RadarConf18)

Renaissance Oklahoma City
Convention Center Hotel, OK, USA

www.radarconf18.org

04. 23.-04. 26.

2018 IEEE/ION Position, Location and Navigation Symposium
(PLANS)

Hyatt Regency Monterey, CA, USA

www.plansconference.org

04. 24.-04. 26.

2018 IEEE International Vacuum Electronics Conference (IVEC)

Monterey Marriott, CA, USA

www.ivec2018.org

04. 24.-04. 26.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gramming and Systems
(ISPS)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Houari Boumediene,
Algiers, Algeria

www.isps.usthb.dz/

04. 26.-04. 27.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mization and
Applications (ICOA)

ENSET of Mohammedia,
Mohammedia, Morocco

http://www.icoa2018.net/

04. 29.-05. 04.

2018 9th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IPAC)

JW Marriott parq Vancouver, BC,
Canada

ipac18.org

04. 30.-05. 03.

2018 29th Annual SEMI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nference (ASMC)

Saratoga Springs City Center, NY,
USA

www.semi.org/asmc2018

〉〉2018년 5월
05. 01.-05. 14.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ardware Oriented
Security and Trust (HOST)

Ritz-Carlton, Tysons Corner, McLean,
VA, USA

www.hostsymposium.org/

05. 01.-05. 03.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chnologies for
Homeland Security (HST)

DoubleTree, Arlington, VA, USA

www.ieee-hst.org

05. 01.-05. 04.

2018 18th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loud
and Grid Computing (CCGRID)

TBD, Washington, DC, USA

hpcl.seas.gwu.edu/ccgrid2018/

05. 02.-05. 07.

2018 19th IEEE Mediterranean Electrotechnical Conference
(MELECON)

Marrakech, Morocco

www.ieee.ma/melecon18/

05. 03.-05. 05.

2018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oICT)

Te l k o m U n i v e r s i t y, B a n d u n g ,
Indonesia

https://www.icoict.org/

05. 04.-05. 06.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Photography (ICCP)

McConomy Auditorium, Pittsburgh,
PA, USA

iccp2018.ece.cmu.edu

05. 06.-05. 09.

2018 IEEE Rural Electric Power Conference (REPC)

The Peabody Memphis, TN, USA

CCampbell@wcec.org

05. 06.-05. 10.

2018 IEEE-IAS/PCA Cement Industry Conference (IAS/PCA)

G a y l o rd O p r y l a n d R e s o r t &
Convention Center, Nashville, TN,
USA

WWW.CEMENTCONFERENCE.ORG

05. 07.-05. 11.

2018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deling and
Optimization in Mobile, Ad Hoc, and Wireless Networks (WiOpt)

Xuhui campus of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hanghai, China

www.wi-opt.org/

05. 07.-05. 1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ation Effects of Electronic
Devices (ICREED)

Harbin, China

liuch32@163.com

05. 07.-05. 1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wave and Millimeter
Wave Technology (ICMMT)

Chengdu, China

www.em-conf.org/icmmt2018

05. 07.-05. 09.

2018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xt Generation
Electronics (ISNE)

Taipei, Taiwan

isne2018.ntut.edu.tw/

05. 11.-05. 11.

2018 IEEE Vision, Innovation and Challenges Summit & Honors
Ceremony (VICS)

Palace Hotel, San Francisco, CA,
USA

www.ieee-vics.org

79

전자공학회지 2018. 1 _

79

일 자

학술대회명

05. 11.-05. 12.

2018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ends in Electronics and
Informatics (ICOEI)

Tirunelveli, Tamilnadu, India

icoei2018.com/index.htm

05. 12.-05. 16.

2018 Simpósio Brasileiro de Sistemas Elétricos (SBSE)

Niterói, Brazil

sbse2018.sites.uff.br/

05. 13.-05. 16.

2018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cs and Quality of
Power (ICHQP)

Cankarjev dom Congress Centre,
Ljubljana, Slovenia

www.ichqp2018.org/

05. 13.-05. 16.

2018 IEEE Canadian Conference on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CCECE)

Quebec City Convention Centre, QC,
Canada

www.ccece2018.org

05. 13.-05. 17.

2018 IEEE 3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IC's (ISPSD)

Palmer House Hilton, Chicago, IL,
USA

www.ispsd.org

05. 13.-05. 16.

2018 IEEE International Memory Workshop (IMW)

Westin Miyako Kyoto, Japan

www.ewh.ieee.org/soc/eds/imw/

05. 14.-05. 16.

2018 IEEE Symposium on Product Compliance Engineering
(ISPCE)

DoubleTree by Hilton San Jose, CA,
USA

2018.psessymposium.org

05. 14.-05. 17.

2018 IEEE International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I2MTC)

TX, USA

imtc.ieee-ims.org

05. 14.-05. 18.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2018 IEEE Asia-Pacific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APEMC)

TBD, China

www.emc2018.emcss.org

05. 15.-05. 18.

2018 IEEE Industrial Cyber-Physical Systems (ICPS)

ITMO University, Petersburg, Russia

www.icps2018.net

05. 15.-05. 17.

2018 22nd International Microwave and Radar Conference
(MIKON)

Poznan Congress Center, Poznan,
Poland

mrw2018.org/mikon2018/

05. 15.-05. 18.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Manufacturing (ICIEAM)

Moscow Polytechnic University,
Moscow, Russia

icie-rus.org/index-ieam.html

05. 15.-05. 19.

2018 13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ic Face &
Gesture Recognition (FG 2018)

Grand Dynasty Culture Hotel, China

www.fg2018.org

05. 16.-05. 18.

2018 1st Workshop on Wide Bandgap Power Devices and
Applications in Asia (WiPDA Asia)

Xi'an Zhang Ba Hotel, Xi'an, China

www.wipda-asia.org

05. 18.-05. 19.

2018 3r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Trends in
Electronic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RTEICT)

Sri Venkateshwara College of
Engineering, Bangalore, India

www.irteict.in/

05. 20.-05. 24.

2018 International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IPEC-Niigata
2018 –ECCE Asia)

TOKI MESSE Niigata Convention
Center, Niigata, Japan

www.ipec2018.org/

05. 20.-05. 24.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Workshops (ICC Workshops)

Sheraton Kansas City Hotel at Crown
Center, MO, USA

icc2018.ieee-icc.org/

05. 21.-05. 25.

2018 IEEE International Parallel and Distributed Processing
Symposium (IPDPS)

JW Marriott Parq Vancouver, BC,
Canada

www.ipdps.org

05. 21.-05. 25.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Internet (ICEI)

TBD, China

www.energyinter.net.cn/icei2018/index.html

05. 21.-05. 25.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Brisban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Australia

icra2018.org

05. 21.-05. 25.

2018 41s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s and Microelectronics
(MIPRO)

Grand Hotel Adriatic Congress
Centre, Opatija, Croatia

www.mipro.hr

05. 21.-05. 22.

2018 IEEE Women in Enginee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WIE ILC)

San Jose Convention Center, CA,
USA

www.ieee-wie-ilc.org

05. 21.-05. 24.

2018 IEEE International Frequency Control Symposium (IFCS)

Resort at Squaw Creek, CA, USA

ifcs2018.org

05. 22.-05. 25.

2018 IEEE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 Asia (ISGT Asia)

Singapore

kwankh@tp.edu.sg

05. 25.-05. 27.

2018 IEEE 7th Data Driven Control and Learning Systems
Conference (DDCLS)

Enshi Hualongcheng Hotel, Enshi,
China

ddclo.bjtu.edu.cn/2018DDCLS/

05. 27.-06. 03.

2018 IEEE/ACM 4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ICSE)

Gothia Towers Congres Center,
Gothenburg, Sweden

www.icse2018.org/

05. 27.-05. 30.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ISCAS)

Florence Congress Centre, Florence,
Italy

www.iscas2018.org

05. 27.-06. 01.

2018 IEEE ISAF-FMA-AMF-AMEC-PFM Joint Conference (IFAAP)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Hiroshima, Hiroshima, Japan

www.hiroshima20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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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8.-05. 31.

2018 OCEANS - MTS/IEEE Kobe Techno-Ocean (OTO)

Kobe Convention Center, Japan

oceans18mtsieeekobe.org

05. 28.-06. 01.

2018 2nd URSI Atlantic Radio Science Meeting (AT-RASC)

ExpoMeloneras Convention Center,
Gran Canaria, Spain

www.atrasc.com

05. 28.-05. 30.

2018 25th Saint Petersbur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ICINS)

Concern CSRI Elektropribor, Saint
Petersburg, Russia

www.elektropribor.spb.ru/icins2018/eindex

05. 29.-05. 31.

2018 Moratuwa Engineering Research Conference (MERCon)

TBD, Sri Lanka

mercon.mrt.ac.lk/index.html

05. 29.-06. 01.

2018 17th IEEE Intersociety Conference on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Phenomena in Electronic Systems (ITherm)

Sheraton San Diego Hotel & Marina,
CA, USA

www.ieee-itherm.net/

05. 30.-06. 01.

2018 IEEE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nd Network Security
(CNS)

TBD, Beijing, China

cns2018.ieee-cns.org/

05. 31.-06. 02.

2018 13th IEEE Conference on Industrial Electronics and
Applications (ICIEA)

Chutian Guangdong International
Hote, Wuhan, China

www.ieeeiciea.org/2018/

〉〉2018년 6월
06. 01.-06. 06.

2018 ACM/IEEE 45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ISCA)

Intercontinental Hotel, CA, USA

tpink@usc.edu

06. 01.-06. 02.

2018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nergy and
Environment: Towards Smart Technology (ICEP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Meghalaya, Shillong, India

icepe2018.nitmeghalaya.in/index.html

06. 03.-06. 07.

2018 IEEE International Interconnect Technology Conference
(IITC)

Marriott, Santa Clara, CA, USA

www.iitc-conference.org/

06. 03.-06. 06.

2018 IEEE 87th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VTC Spring)

Porto Palacio Congress Hotel & Spa,
Portugal

www.ieeevtc.org/vtc2018spring/index

06. 03.-06. 07.

2018 IEEE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ENERGYCON)

St. Raphael Resort, Limassol, Cyprus

www.energycon2018.org/

06. 03.-06. 07.

2018 IEEE Wireless Power Transfer Conference (WPTC)

TBD, Montreal, QC, Canada

wptc.mtt.org

06. 03.-06. 07.

2018 IEEE International Power Modulator and High Voltage
Conference (IPMHVC)

Jackson Lake Lodge, Moran, WY,
USA

www.ipmhvc.com/

06. 04.-06. 07.

2018 Global Internet of Things Summit (GIoTS)

Euskalduna Jauregia, Santander,
Spain

www.globaliotsummit.org

06. 04.-06. 08.

2018 20th Eurographics Conference on Visualization (EuroVis)

Hotel International Brno, Czech
Republic

eurovis.org/

06. 04.-06. 07.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care Informatics
(ICHI)

New York Marriott East Side, NY, USA

few2001@med.cornell.edu

06. 04.-06. 08.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Laser Optics (ICLO)

Holiday Inn Moskovskye Vorota,
Petersburg, Russia

www.laseroptics.ru

06. 05.-06. 08.

2018 SIAM Conference on Imaging Science (IS)

University of Bologna, Bologna, Italy

06. 05.-06. 07.

2018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y Conference Europe
(PCIC Europe)

Hilton Old Town, Antwerpen, Belgium

www.pcic-europe.com/

06. 06.-06. 08.

2018 IEEE Biennial Congress of Argentina (ARGENCON)

Facultad Regional Tucumán Universidad Tecnológica Nacional,
San Miguel de Tucumán, Argentina

www.argencon.org.ar/

06. 09.-06. 11.

2018 Chinese Control And Decision Conference (CCDC)

TBD, Shenyang, China

www.ccdc.neu.edu.cn/

06. 10.-06. 14.

2018 7th Mediterranean Conference on Embedded Computing
(MECO)

Hotel Budva, Montenegro

embeddedcomputing.me/en/
mediterranean-conference-on-embeddedcomputing-2018

06. 10.-06. 12.

2018 IEEE 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s Symposium
(RFIC)

Philadelphia Convention Center, PA,
USA

rfic-ieee.org/

06. 10.-06. 15.

2018 IEEE 45th Photovoltaic Specialists Conference (PVSC)

Hilton Waikoloa Village, HI, USA

www.wcpec7.org/WCPEC-7/

06. 10.-06. 13.

2018 IEEE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Workshop (SSP)

Historisches Kaufhaus, Freiburg im
Breisgau, Germany

www.ssp2018.org

06. 10.-06. 15.

2018 IEEE/MTT-S International Microwave Symposium - IMS 2018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Philadelphia, PA, USA

elsie.vega@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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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06. 13.

2018 16th IFAC Symposium on Information Control Problems in
Manufacturing (INCOM)

University of Bergamo, Bergano, Italy

www.incom2018.org

06. 11.-06. 15.

2018 IEEE-NPSS Real Time Conference (RT)

Williamsburg Woodlands Hotel and
Suites, VA, USA

lockwood@jlab.org

06. 11.-06. 15.

2018 Power Systems Computation Conference (PSCC)

UCD O'Brien Centre for Science,
Dublin, Ireland

www.pscc2018.net

06. 11.-06. 13.

2018 IEEE IoT Vertical and Topical Summit - Anchorage

Hilton Hotel, Anchorage, AK, USA

iot.ieee.org/conferences-events/summits/
anchorage2017

06. 12.-06. 15.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Electrical Engineering and 2018 IEEE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Europe (EEEIC / I&CPS Europe)

University of Palermo, Via delle
Scienze, Palermo, Italy

eeeic.net

06. 12.-06. 1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Electric Drives and
Power System (ICSEDPS)

G.H. Raisoni College of Engineering
Digdoh Hills, Nagpur, Maharashtra,
India

http://ghrce.raisoni.net/icse엔

06. 12.-06. 15.

2018 IEEE 2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ustrial Electronics
(ISIE)

TBD, Cairns, Australia

www.ieee-isie2018.org/

06. 12.-06. 15.

2018 17th European Control Conference (ECC)

Amathus Beach Hotel, Limassol,
Cyprus

www.ecc18.eu/

06. 12.-06. 15.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ICUAS)

Dallas Marriott City Center, TX, USA

www.uasconferences.com

06. 13.-06. 16.

2018 13th Iber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CISTI)

Instituto de Lenguas Modernas (ILM)
at the University of Extremadura,
Spain

www.cisti.eu/

06. 13.-06. 15.

2018 IEEE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and Expo
(ITEC)

Long Beach Convention Center, CA,
USA

itec-conf.com/

06. 14.-06. 15.

2018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Computing
and Control Systems (ICICCS)

Vaigai College Engineering, Madurai,
India

iccs2018.com/index.html

06. 15.-06. 15.

2018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Research in
Engineering Sciences (ARES)

Carlton Hotel, Dubai, United Arab
Emirates

sites.ieee.org/ares-2018/

06. 17.-06. 22.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ISIT)

Vail Cascade, CO, USA

elza@nyu.edu

06. 17.-06. 20.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ICE/ITMC)

Hospitalhof Stuttgart · Evangelisches
Bildungszentrum, Stuttgart, Germany

www.ice-conference.org/

06. 17.-06. 20.

2018 IEEE Electrical Insulation Conference (EIC)

TBD, San Antonio, TX, USA

ieeedeis.org/eic

06. 17.-06. 22.

2018 IEEE IAS Pulp, Paper and Forest Industries Conference
(PPFIC)

Paper Valley Inn, Appleton, WI, USA

pulppaper.org/default.aspx

06. 18.-06. 21.

2018 IEEE 3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Based
Medical Systems (CBMS)

Karlstad University Business School,
Karlstad, Sweden

cbms2018.hotell.kau.se

06. 18.-06. 21.

2018 IEE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Science in
Cyberspace (DSC)

Guangzhou, China

www.ieee-dsc.org/2018/

06. 18.-06. 22.

2018 IEEE Symposium on VLSI Circuits

Hilton Hawaiian Village, Honolulu, HI,
USA

www.vlsisymposium.org

06. 18.-06. 23.

2018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Salt Palace Convention Center, UT,
USA

csaliba@computer.org

06. 18.-06. 21.

2018 European Conference on Networks and Communications
(EuCNC)

Culture and Congress Centre,
Ljubljana, Slovenia

http://www.eucnc.eu/?q=node/156.

06. 19.-06. 22.

2018 13th Annual Conference on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SoSE)

Sorbonne Universités, Paris, France

sosengineering.org/2018/

06. 19.-06. 20.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 MIS (ICEMIS)

Altınbaş University, Istanbul, Turkey

iares.net/Conference/ICEMIS2018

06. 20.-06. 22.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Electronics, Electrical
Drives, Automation and Motion (SPEEDAM)

Museo Arsenale Amalfi, Amalfi, Italy

www.speedam.org/

06. 20.-06. 22.

2018 19th International Radar Symposium (IRS)

irs2018.dgon-irs.org

irs@tuhh.de

06. 20.-06. 22.

2018 XIII Technologies Applied to Electronics Teaching
Conference (TAEE)

Escuela Superior de Ingeniería y
Tecnología, La Laguna, Spain

www.taee2018.org

06. 22.-06. 2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ing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CACCE)

ECE Paris School of Engineering,
Paris, France

www.indiarg.org/ica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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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4.-06. 28.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babilistic Methods
Applied to Power Systems (PMAPS)

Grove Hotel, Boise, ID, USA

www.pmaps2018.org

06. 24.-06. 27.

2018 16th IEEE International New Circuits and Systems
Conference (NEWCAS)

La Plaza - centre de congrès, QC,
Canada

newcas2018.org/

06. 24.-06. 27.

2018 76th Device Research Conference (DRC)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CA, USA

www.deviceresearchconference.org

06. 24.-06. 28.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cience (ICOPS)

Sheraton Denver Downtown Hotel,
CO, USA

www.icops2018.org/

06. 24.-06. 28.

2018 55th ACM/EDAC/IEEE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DAC)

Moscone Center, CA, USA

www.dac.com

06. 25.-06. 29.

2018 Joint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cs,
Electronics & Vision (ICIEV) and 2018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ing, Vision & Pattern Recognition (icIVPR)

Kitakyushu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Japan

cennser.org/ICIEV

06. 25.-06. 28.

2018 48th Annual IEEE/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pendable Systems and Networks (DSN)

Alvisse Parc Hotel, Luxembourg

www.dsn.org

06. 25.-06. 28.

2018 9th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Electronics for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s (PEDG)

Hilton Charlotte University Place, NC,
USA

www.ieee-pedg.org/

06. 25.-06. 28.

2018 IEEE 19th International Workshop on Signal Processing
Advances in Wireless Communications (SPAWC)

Elite Hotel Kalamata, Greece

spawc2018.org

06. 26.-06. 29.

2018 IEEE Intelligent Vehicles Symposium (IV)

TBD, Changshu, Suzhou, China

www.iv2018.org

06. 26.-06. 29.

2018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and Sustainable
Technologies (SpliTech)

University of Split, FESB, Croatia

splitech2018.fesb.unist.hr

06. 27.-06. 29.

2018 Annual American Control Conference (ACC)

Hilton Milwaukee City Center,
Milwaukee, WI, USA

acc2018.a2c2.org/

06. 28.-07. 02.

2018 IEEE PES/IAS PowerAfrica

TBD, South Africa

ieee-powerafrica.org/

06. 28.-07. 01.

2018 IEEE Technology and Engineering Management
Conference (TEMSCON)

Hilton Orrington, IL, USA

temscon.org

06. 30.-07. 06.

2018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CIST)

Spain

conference.cs.cityu.edu.hk/i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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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위성통신㈜

류장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

02-2026-7700

http://apsi.co.kr

FCI

한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 7층

031-782-3700

http://www.fci.co.kr

I&C테크놀로지

박창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4 아이앤씨빌딩

031-696-3300

http://www.inctech.co.kr

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0114

http://www.kt.co.kr

LDT

정재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26-33 WE빌딩

041-520-7300

http://www.ldt.co.kr

LG전자

구본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02-3777-1114

http://www.lge.co.kr

LIG 넥스원

이효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서초동, 나라빌딩)

1644-2005

http://www.lignex1.com

RadioPulse

권태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A 1106호(삼평동) 070-7113-0975

http://www.radiopulse.co.kr

SK Telecom

장동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SK T-타워

02-2121-2114

http://www.sktelecom.com

SK 하이닉스

박성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31-630-4114

http://www.skhynix.com

국제종합측기

박재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역삼동 831, 혜천빌딩 10F, 12F) 02-553-0901

http://www.msinter.co.kr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042-366-1500

http://www.nnfc.re.kr

네이버㈜

김상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031-784-2560

http://www.nhncorp.com

02-6959-7161

http://www.nexuschips.com

넥스트칩

김경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벤처포럼빌딩

02-3460-4700

http://www.nextchip.com

㈜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02-2243-4011

http://www.nexpa.co.kr

02-710-5300

http://www.nurimedia.co.kr

넥서스칩스

Douglas M. Le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57

누리미디어

최순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4층(문래동 6가)

㈜다빛센스

강영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1305 031-776-2511

다우인큐브

이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죽전동 디지털스퀘어 2층)

070-8707-2500

http://www.daouincube.com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91-5

053-602-1803

http://www.mtcc.or.kr

대덕G.D.S

이희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원시동)

031-8040-8000

http://www.daeduckgds.com

대덕전자

김영재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정왕동)

031-599-8800

http://www.daeduck.com

대성전기

이철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 (원시동, 8-27블럭)

031-494-1141

http://www.dsec.co.kr

(재)대전테크노파크

권선택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042-930-2880

http://www.daejeontp.or.kr

㈜더즈텍

김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061호

031-450-6300

http://www.doestek.co.kr

덴소풍성전자

김경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

055-600-9227

http://www.dnpe.co.kr

동부하이텍

최창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90

032-680-4700

http://www.dongbuhitek.co.kr

동아일렉콤

손성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16

031-330-5500

http://www.dongahelecomm.co.kr

동운아나텍

김동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아리랑타워 9층

02-3465-8765

http://www.dwanatech.com

042-930-3700

http://www.dmtpcb.co.kr

㈜디엠티

김홍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2

라온텍

김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18층 (서현동 AK플라자) 031-786-4600

http://www.raon-tech.com

라이트웍스㈜

서인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4층 (신도리코빌딩)

http://www.lightworks.co.kr/

031-702-6171

만도

성일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02-6244-2114

http://www.mando.com

문화방송

안광한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02-789-0011

http://www.imbc.com

삼성전자

권오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1588-3366

http://samsungelectronics.com/kr

삼화콘덴서

황호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27 (남사면 북리 124) 031-332-6441

http://www.samwha.co.kr

㈜서연전자

조명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424

http://www.dae-dong.biz

세미솔루션

이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20층 2005호 031-627-5300

http://www.semisolution.com

세원텔레텍

김철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3

http://www.sewon-teletech.co.kr

㈜스카이크로스코리아

조영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801호 031-267-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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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솔

이우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서울신기술센터 A동 202호 02-508-5656

http://www.sisoul.co.kr

실리콘마이터스

허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8층 1670-7665

http://www.siliconmitus.com

실리콘웍스

한대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707

http://www.siliconworks.co.kr

㈜싸인텔레콤

성기빈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9호 02-3439-0033

042-712-7700

http://www.signtelecom.com

(주)쏠리드

정준, 이승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031-627-6000

http://www.st.co.kr

㈜씨자인

김정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4 보명프라자

070-4353-5852

http://www.cesign.co.kr

아나패스

이경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7층 02-6922-7400

http://www.anapass.com
http://www.avagotech.kr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전성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아이닉스

황정현

수원시 영동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C동 1004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031-204-7333

02-2155-4710

http://www.eyenix.com

아이디어㈜

황진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66번지 대원빌딩 5층

http://www.eyedea.co.kr

02-334-3309

㈜아이언디바이스

박기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9 예영빌딩 402호

02-541-2896

http://www.irondevice.com

㈜아이에이

김동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길 5-23 (문정동)

02-3015-1300

http://www.ia-inc.kr

안리쓰코퍼레이션㈜

토루와키나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번지 H스퀘어 N동 5층 502호 031-696-7750

http://www.anritsu.com

㈜알파스캔 디스플레이

류영렬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202호		

http://www.alphascan.co.kr

에디텍

정영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번지 판교이노벨리 B동 1003호 031-8018-8778

http://www.aditec.co.kr

에스넷시스템㈜

박효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0층

02-3469-2994

http://www.snetsystems.co.kr

에스엘

이충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053-856-8511

http://www.slworld.com

에이치앤티테크

강임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042-933-7228

http://www.hnt-tech.co.kr

㈜에이투테크

김현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5-6 상헌빌딩 3층

031-752-7363

http://www.a2tech.co.kr

엠텍비젼㈜

이성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6층 601호

031-627-0114

http://www.mtekvision.co.kr

㈜오픈링크시스템

성재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2 정연하이빌 402호

070-5025-0689

http://openlink.kr

우양신소재

윤주영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21

053-383-5287

http://www.iwooyang.com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1

070-7878-1000

http://www.yuracorp.co.kr

유텔

김호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1-427-1020

http://www.u-tel.co.kr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경기도 상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405호

070-7820-6300

http://www.innopiatech.com

주식회사 이디

박용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5 (둔촌대로457번길 14) 031-730-7300

http://www.ed.co.kr

㈜자람테크놀로지

백준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처빌딩 2층

031-779-6700,6701

http://www.zaram.com/

전자부품연구원

박청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031-789-7000

http://www.keti.re.kr

주식회사 제이엔티이엔지

최승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 701호(상대원동, 중앙이노테크) 031-723-0855

http://www.jandt.co.kr

㈜제퍼로직

정종척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9-5 아주빌딩 1801호

070-7010-7790

http://www.zephylogic.com

㈜지에스인스트루먼트

고재목

인천시 남구 길파로71번길 70 (주안동)

032-870-5641

http://www.gsinstrument.com

지엠테스트

고상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1길 19(군서리 134)

041-410-2600

http://www.gmtest.com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043-270-2000

http://www.cbtp.or.kr

케이던스 코리아(유)
㈜코아리버

제임스 해댓
배종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9층(main office)/2층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02-2142-3400

http://www.coreriver.com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우 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솔리드스페이스빌딩

031-697-3800

http://www.conti-automotive.co.kr

클레어픽셀㈜

정헌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동 301호 031-8060-1440

http://www.clairpixel.com

키움인베스트먼트㈜

박상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16층 02-3430-4800

http://www.kiwoominvest.com/

텔레칩스

이장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신천동, 루터빌딩 19층~23층) 02-3443-6792

http://www.telechips.com

㈜티에이치엔

채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3

053-583-3001

http://www.th-net.co.kr

티엘아이

김달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 빌딩

031-784-6800

http://www.tli.co.kr

파워큐브세미㈜

강태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3동 901호 032-624-3700

http://www.powercubesemi.com/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김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032-671-3842

http://www.fairchildsemi.com

㈜하이브론

이홍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안남로402번길 25 3층

070-4369-3973

http://www.hiv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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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한국멘토그래픽스(유)

양영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삼평동) 판교 미래에셋센터 7층 031-8061-0790

http://www.mentorkr.com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김승렬

서울 강남구 역삼로 542, 신사SNG빌딩2층

http://www.agilent.co.kr

080-004-5090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02-405-5118

http://www.kisa.or.kr

한국전기연구원

박경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성주동)

055-280-1114

http://www.ke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042-860-6114

http://www.etri.re.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임차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031-724-0114

http://www.tta.or.kr

한라비스테온공조

박용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042-930-6114

http://www.hvccglobal.com

한백전자

진수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6번안길 35

042-610-1114

http://www.hanback.co.kr

한화탈레스

장시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비딩 (19,20층)

02-729-3030

http://www.hanwhathales.com

㈜핸즈온테크놀러지

강현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에이동 1901-1902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02-2608-2633

http://www.ezlab.com

현대로템

김승탁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031-596-9114

http://www.hyundai-rotem.co.kr

현대모비스

정명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서울인터내셔널타워

02-2018-5114

http://www.mobis.co.kr

현대엠엔소프트

차인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74 현대차사옥 9층

1577-4767

http://www.hyundai-mnsoft.com

현대오트론

김재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 IT 타워

031-627-0990

http://www.hyundai-autron.com

현대자동차그룹

양웅철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02-3464-1114

http://www.hyundai-motor.com

현대케피코

박정국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031-450-9015

http://www.hyundai-kefico.com

휴먼칩스

손민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 신도빌딩

070-8671-4700

http://www.humanchips.co.kr

휴인스

송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605

031-719-8200

http://www.huins.com

히로세 코리아㈜

이상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희망공원로 250

031-496-7000

http://www.hiro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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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가톨릭대중앙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산43-1

032-340-3607

가톨릭상지대학도서관

경북안동시율세동393

032-340-3607

강릉대도서관

강원강릉시지변동산1 		

http://211.114.218.253/

강원관광대도서관

강원태백시황지동439

033-552-9005

http://www.kt.ac.kr

강원대도서관

강원춘천시효자2동192-1

033-250-9000

http://library.kangwon.ac.kr

경동대도서관

강원고성군토성면봉포리산91-1

033-639-0371

http://www.kyungdong.ac.kr

경주대도서관

경북경주시효현동산42-1

054-770-5051

http://www.kyongju.ac.kr

건국대도서관

서울성동구모진동93-1

02-450-3852

http://www.konkuk.ac.kr

건양대중앙도서관

충남논산시내동산30

041-730-5154

http://lib.konyang.ac.kr

경기대중앙도서관

경기수원시팔달구이의동산94-6

031-240-7135

http://203.249.26.247/

경기공업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102

031-496-4571

http://210.181.136.6/

경남대중앙도서관

경남마산시월영동449

055-249-2906

http://library.kyungnam.ac.kr

경도대도서관

경북예천군예천읍청복리947-1

054-650-0143

http://libweb.kyongdo.ac.kr

경북대도서관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5-500 1

http://kudos.knu.ac.kr

경북대전자공학과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0-5506

http://palgong.knu.ac.kr

경운대벽강중앙도서관

경북구미시산동면인덕리55

054-479-1083

http://www.kyungwoon.ac.kr

경일대도서관

경북경산군하양읍부호리33

053-950-7790

http://cham.kyungil.ac.kr

경산대도서관

경북경산시점촌동산75 		

http://library.ksucc.ac.kr

경상대도서관

경남진주시가좌동900

055-751-5098

http://library.gsnu.ac.kr

경성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동110-1

051-620-4394

http://kulis1.kyungsung.ac.kr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1번지

031-201-3219

http://library.khu.ac.kr

고려대과학도서관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번지

02-920-1709

http://kulib.korea.ac.kr

고려대서창캠퍼스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동208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60-1

031-280-4230

공군사관학교도서관

충북청원군남일면쌍수리사서함335-1

043-229-6085

공군전투발전단무기체계실

충남논산군두마면부남리사서함501-317호

041-506-5260, 5281

공주대도서관

충남공주시신관동182

041-850-8691

http://knulib.kongju.ac.kr

광명하안도서관

경기광명시하안2동683

031-680-6376

http://www.kmlib.or.kr

광운대도서관

서울노원구월계동447-1

02-918-1021~2

http://kupis.kwangwoon.ac.kr

국민대성곡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861-1

02-910-4200

http://kmulmf.kookmin.ac.kr

김포대학도서관

경기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

031-999-4126

http://lbr.kimpo.ac.kr

국방대학교도서관

서울은평구수색동205

02-300-2415

국방제9125부대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932호

국방품질관리연구소정보관리실

서울청량리우체국사서함 276호 		

http://dqaa.go.kr

국방과학연구소서울자료실

서울송파구송파우체국사서함132호

02-3400-2541

http://www.add.re.kr

방위사업청

서울용산구용산2가동7번지

02-2079-5213

극동대학교도서관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산5-14

043-879-3568

http://lib.kdu.ac.kr

금강대학교도서관

충남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041-731-3322

http://lib.ggu.ac.kr

LG정밀(주)제2공장자료실

경기오산시가수동379

031-772-1171(318)

http://www.lginnotek.com

LG정보통신(주)자료실

경북구미시공단동299

054-460-5311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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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도서관

경북구미시신평동188-1

054-461-0131~4

http://ran.kumoh.ac.kr

남서울대도서관

충남천안시성환읍매주리21

041-580-2076

http://ness.nsu.ac.kr

단국대도서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152

1899-3700

http://www.dankook.ac.kr

단국대율곡기념도서관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안서동 산29)

041-550-1621

http://dulis.anseo.dankook.ac.kr

대구대도서관

대구남구대명동2288

053-850-2081~6

http://love.taegu.ac.kr

대원공과대학도서관

충북제천시신월동산22-8

043-649-3202

http://lib.daewon.ac.kr

동서울대학도서관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423

031-720-2191

http://dlibrary.dsc.ac.kr

대전대도서관

대전동구용운동96-3

042-280-2673

http://libweb.taejon.ac.kr

대전한밭대도서관

대전동구삼성2동305-3

042-630-0616

http://tjdigital.tnut.ac.kr

대전한밭도서관

대전중구문화동145-3

042-580-4255

http://hanbat.metro.taejon.kr

대진대중앙도서관

경기포천군포천읍선단리산11-1

031-535-8201~5

http://library.daejin.ac.kr

대천대도서관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산6-7

041-939-3026

http://www.dcc.ac.kr

동강대도서관

광주시 북구 두암동771

062-520-2114

http://dongkang.ac.kr

동국대도서관

서울중구필동3가26

02-260-3452

http://lib.dgu.ac.kr

동서대도서관

부산사상구주례동산69-1

051-320-1640

http://libcenter.dongseo.ac.kr

동아대도서관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

051-204-0171

http://av3600.donga.ac.kr

동양대도서관

경북영주시풍기읍교촌동1번지

054-630-1053

http://dyucl.dyu.ac.kr

동양공업전문대학도서관

서울구로구고척동62-160

02-610-1731

http://www.dongyang.ac.kr

동원대학술정보센터

경기광주군실촌면신촌리산1-1

031-763-8541(140)

http://www.tongwon.ac.kr

두원공과대학도서관

경기안성군죽산면장원리678 		

http://www.doowon.ac.kr

만도기계중앙연구소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95

031-768-6211

http://www.mando.com

목원대도서관

대전중구목동24

042-252-9941~50

http://lib.mokwon.ac.kr

목포대도서관

전남무안군청계면도림리61 		

http://203.234.22.46/

목포해양대도서관

전남목포시죽교동572

061-240-7114

http://lib.miryang.ac.kr

배재대도서관

대전서구도마2동439-6

042-520-5252

http://lib.mmu.ac.kr

부경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3동599-1

051-622-3960

http://libweb.pknu.ac.kr

부산대도서관

부산금정구장전동산30

051-510-1814

http://pulip.pusan.ac.kr

부산외국어대도서관

부산남구우암동산55-1 		

http://www.pufs.ac.kr

부천대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454-3

http://www.bucheon.ac.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9 		

삼지전자(주)

서울금천구가산동459-21

02-850-8167

삼척산업대도서관

강원삼척시교동산253

033-570-6278

상명대학교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

충남천안시안서동산98-20

041-550-5356

상주대도서관

경북상주시가장동386

054-530-5641

http://san.sangju.ac.kr

상지대중앙도서관

강원원주시우산동산41

033-730-0366

http://lib.sangji.ac.kr

생산기술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금천구가산동371-36

02-850-9142~3

http://www.kitech.re.kr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자료실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02-860-1292

http://www.ktl.re.kr

삼성SDI

경기용인시기흥구공세동

031-288-4121

http://www.samsungSDI.co.kr

서강대도서관

서울마포구신수동1-1

02-751-0141

http://loyola1.sogang.ac.kr

서경대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16

02-940-7036

http://lib.seokyeong.ac.kr

서울대도서관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5114

http://solarsnet.snu.ac.kr

서울대전기공학부해동학술정보실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7278

서울산업대도서관

서울도봉구공릉동172

02-972-1432

http://cdserver.snut.ac.kr

서울시립대도서관

서울동대문구전농동8-3

02-2245-8111

http://plu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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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2동126

02-970-5305

http://lib.swu.ac.kr

서울통신기술(주)통신연구소

서울강동구성내3동448-11

02-2225-6613

http://www.scommtech.co.kr

선문대도서관

충남아산시탕정면갈산리100

041-530-2525

http://delta.sunmoon.ac.kr

성결대도서관

경기안양시안양8동147-2 		

http://211.221.247.5

성균관대과학도서관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287-1

031-290-5114

http://skksl.skku.ac.kr

성남산업진흥재단(재)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031-758-9901

http://www.ked.or.kr

성신여대도서관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49-1

02-920-7275

http://lib.sungshin.ac.kr

세종대도서관

서울광진구군자동98

02-3408-3098

http://sjulib.sejong.ac.kr

수원대중앙도서관

경기화성군봉담면와우리산2-2

031-232-2101(378)

http://lib.suwon.ac.kr

수원과학대도서관

경기화성군정남면보통리산9-10

031-252-8980

http://www.suwon-sc.ac.kr

순천대도서관

전남순천시매곡동315

061-752-8131

http://203.246.106.33/

숭실대도서관

서울동작구상도1동1-1

02-820-0114

http://oasis.soongsil.ac.kr

안동대도서관

경북안동시송천동388

054-850-5238

http://library.ajou.ac.kr

안산1대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

031-400-6900

http://www.ansan.ac.kr

안양대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708-113

031-670-7557

http://www.anyang.ac.kr

안양과학대학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3동산39-1

031-441-1058~9

http://www.anyang-c.ac.kr

에스씨지코리아(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2해성B/D17층

02-528-2700

http://www.onsemi.com

에이치텔레콤(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15

031-777-1331

http://www.htel.co.kr

여수대도서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061-659-2602

http://www.yosu.ac.kr

연세대도서관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02-361-2114

http://library.yonsei.ac.kr

영남대중앙도서관

경북경산시대동214-1

053-882-4134

http://libs.yeungnam.ac.kr

영동공과대학도서관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12-1

043-740-1071~2

http://210.125.191.101/

오산전문대학도서관

경기오산시청학동17

031-372-1181

http://osanlib.osan-c.ac.kr

(주)오피콤

서울강남구수서동724(로스데일B/D5층)

02-3413-2500

http://www.opicom.co.kr

충북과학대학도서관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40

043-730-6251

http://www.ctech.ac.kr

용인대도서관

경기용인시삼가동470

031-30-5444

http://www.yongin.ac.kr

우리기술투자(주)

서울강남구대치동946-14(동원B/D14층)

02-508-7744

http://www.wooricapital.co.kr

우송대중앙도서관

대전동구자양동산7-6

042-630-9668~9

http://pinetree.woosongtech.ac.kr

울산대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

052-278-2472

http://library.ulsan.ac.kr

원광대중앙도서관

전북이리시신룡동344-2

063-850-5444

http://library.wonkwang.ac.kr

(주)원이앤씨

성남구 중원구 상대원동 190-1

031-776-0377

위덕대학교도서관

경북경주시강동면유금리산50

054-760-1051

유한대학도서관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185-34 		

육군제1266부대연구개발처자료실

부산남구대연동우체국사서함1-19

http://lib.uiduk.ac.kr
http://ic.yuhan.ac.kr

육군사관학교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동사서함77호

02-975-0064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78-401

042-870-5230

익산대학도서관

전북익산시마동194-5

063-840-6518

http://library.iksan.ac.kr

이화여대중앙도서관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02-3277-3137

http://ewhabk.ewha.ac.kr

인제대도서관

경남김해시어방동607번지

055-320-3413

http://ilis1.inje.ac.kr

인천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177

032-774-5021~5

http://wlib.incheon.ac.kr

인천전문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235		

http://www.icc.ac.kr

(주)인텍웨이브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7(에이스테크노타워501)

02-3282-1185

http://www.intechwave.com

인하대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62-0077

http://library.inha.ac.kr

인하공전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70-2091-3

http://library.inhat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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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학대학도서관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산85

061-360-5050

http://www.chunnam-c.ac.kr

전남대도서관

광주북구용봉동300

062-550-8315

http://168.131.53.95/

호원대도서관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727

063-450-7106

http://indang.howon.ac.kr

전주대중앙도서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00

063-220-2160

http://lib.jeonju.ac.kr

우석대학도서관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490

063-273-8001(206)

http://library.woosuk.ac.kr

제주대도서관

제주제주시아라1동1

064-755-6141

http://chulic.cheju.ac.kr

중부대도서관

충남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041-750-6571

http://www.joongbu.ac.kr

중앙대도서관

서울동작구흑석동221

02-815-9231

http://www.lib.cau.ac.kr

중앙대안성도서관

경기안성군대석면내리 		

http://www.alib.cau.ac.kr

창원대학도서관

경남창원시퇴촌동234

055-283-2151

http://lib.changwon.ac.kr

창원시립도서관

창원시반송동산51-5

055-281-6921~2

http://city.changwon.kyongnam.kr

청양대도서관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90 		

http://www.cheongyang.ac.kr

청주대도서관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http://wuam.chongju.ac.kr

천안대도서관

충남천안시안서동산85-1 		

http://moon.chonan.ac.kr

천안공업대자료실

충남천안시부래동275 		

http://www.cntc.ac.kr

한국철도대학도서관

경기의왕시월암동산1-4

031-454-4019

http://library.krc.ac.kr

초당대도서관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남리419

061-450-1901~3

http://library.chodang.ac.kr

충북대도서관

충북청주시개신동산48

043-261-3114~9

http://cbnul.chungbuk.ac.kr

충주대도서관

충북중원군이류면검단리123

043-842-7331~5

http://chains.chungju.ac.kr

탐라대도서관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70

064-735-2000

http://www.tamna.ac.kr

특허청심사4국전자심사담당관실

대전서구둔산동920 042-481-5673

포항공과대학도서관

경북포항시포항우체국사서함125호

054-275-0900

http://www.postech.ac.kr

한경대도서관

경기안성시석정동67

031-670-5041

http://www.hankyong.ac.kr

하남시립도서관

경기하남시신장동520-2

031-790-6597

http://hanamlib.go.kr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원

경기광주시 역동 181-3

031-764-3301

http://www.icpc.ac.kr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대전유성구구성동373-1

042-861-1234

http://darwin.kaist.ac.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관

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02-962-8801(2418)

http://161.122.13.12/

한국기술교육대학도서관

충남천안군병천면가전리산37

041-560-1253~4

http://dasan.kut.ac.kr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서울종로구동숭동169

02-7404-381

http://knoulib.knou.ac.kr

한국산업기술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사화공단3가101

031-496-8002

http://www.kpu.ac.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강남역삼동701-7(한국기술센타11층)

02-6009-8034

http://www.itep.re.kr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도서관

경기용인군왕산리산89

031-309-4130

http://weblib.hufs.ac.kr

한국전력기술(주)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360-9

031-289-4015

http://www.kopec.co.kr

한전전력연구원기술정보센터

대전유성구문지동103-16

042-865-5875

http://www.kep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서실

대전유성구가정동161

042-860-5807

http://www.etri.re.kr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가정동90

042-823-5201(592)

http://www.komsep.com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료실

경기의왕시월암동374-1

031-461-8531

http://www.krri.re.kr

한국항공대도서관

경기고양시화전동200-1

031-309-1862

http://210.119.25.2/

한국항공우주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어은동52

042-868-7811

http://www.kari.re.kr

한국해양대도서관

부산영도구동삼동1

051-414-0031

http://kmulib.kmaritime.ac.kr

한동대도서관

경북포항시북구홍해읍남송리3 		

http://salt.handong.edu

한세대도서관

경기군포시당정동604-5

031-450-5165

http://lib.hansei.ac.kr

한양대도서관

서울성동구행당동17

02-209-2114

http://library.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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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주  소

한양대안산도서관

경기안산시대학동396

해군제9135부대군수발전부표준규격과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2호

전  화
031-869-2111

홈페이지
http://information.hanyang.ac.kr

해군사관학교도서관

경남진해시앵곡동사서함1-1 		

해군정비창기술연구소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602-3호

현대자동차기술관리부

정보자료실 경남울산시중구양정동700 		

SK 하이닉스 메모리연구소정보자료실

경기이천군부발읍아미리산136-1

031-630-4514

협성대학술정보관

경기화성군봉담읍상리8-1

031-299-0658

http://hulins.hyupsung.ac.kr

혜전대도서관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산16

041-630-5167

http://www.hyejeon.ac.kr

한라대학

강원원주시흥업면흥업리산66

031-760-1184

http://lib.halla.ac.kr

한서대도서관

충남서산군해미면대곡리360

041-660-1114

http://library.hanseo.ac.kr

호남대도서관

광주광산구서봉동59-1

062-940-5183

http://library.honam.ac.kr

호서대도서관

충남아산군배방면세출리산29-1

041-540-5080~7

http://library.hoseo.ac.kr

홍익대도서관

서울마포구상수동72-1

02-334-0151(409)

http://honors.hongik.ac.kr

홍익대문정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동

041-860-2241

http://shinan.hongik.ac.kr

대구효성가톨릭대도서관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1리330

053-850-3264

http://lib.ca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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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vy.ac.kr

055-549-3602
http://www.hyundai-motor.com

전자공학회지 2018. 1 _

91

박사학위 논문초록 게재 안내
본 학회에서는 전자공학회지에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의 학위 논문초록을 게재하고 있으니
해당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단,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내에 제출해 주시는 것에 한함.)

성    명
학위취득
현 근무처
(또는 연락처)
학위논문 제목

(국문)                 (한문)                 (영문)
학 교 명             대학교         학과

생년월일

취득년월             년         월

지도교수

년     월     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국문
영문

KEY WORD
국문 초록(요약) : 1000자 이내
보내실 곳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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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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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552-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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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

2018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비의 납부 및 유효기간
2018년도 회원 연회비는 2017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2018년도 회비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2018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당해연도에 한합니다.
평생회원님 및 이미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께서는 학회에서 정리관계로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고 이 항목은 무시하여
주십시요.
◆ 2018년도 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 회 원： 70,000원 (입회비：1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입회비 면제)
•평생회원： 700,000원
- 평생회비 할인 제도: 학회 홈페이지 안내 참조
- 평생회비 분납 제도(1년 한): 평생회비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회원 담당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백준기
(중앙대학교 교수)

2. 논문지(eBook) 제공
학회지와 논문지(국.영문)가 eBook으로 발간되어 학회 홈페이지(http://www.theieie.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행물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비의 납부방법
신용카드(홈페이지 전자결재) 및 계좌이체 (한국씨티은행, 102-53125-258)를 이용하여 학회 연회비,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부회장 최천원

고문 구원모

고문 김기남

고문 박성욱

고문 박청원

(단국대학교 교수)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삼성전자㈜ 사장)

(SK하이닉스㈜ 부회장)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고문 백만기

고문 이상훈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4.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다년 학생회원 가입 및 회비 할인 제도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하여 다년 학생회원 가입 제도 및 회비 할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졸업 및 수료 때까지 학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며 회비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문 이재욱

고문 이희국

고문 천경준

감사 정교일

감사 백흥기

부회장 서승우

부회장 임혜숙

(노키아티엠씨 명예회장)

(㈜LG 상임고문)

(㈜씨젠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북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가입 대상 및 할인 혜택
- 가입 대상 : 2018년 석ㆍ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 할인 내용 : 2년

60,000원(1년당 30,000원) → 2년 50,000원(16.7% 할인)
3년 90,000원(1년당 30,000원) → 3년 70,000원(22.2% 할인)
4년 120,000원(1년당 30,000원) → 4년 90,000원(25% 할인)
5년 150,000원(1년당 30,000원) → 5년 110,000원(26.7% 할인)

5. IEEE 회비 10% 할인(Due 해당액)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IEEE와 MOU체결을 통해 우리학회 회원의 경우 IEEE 회비의 할인(Due 금액의 10%)이 가능하오니, IEEE에 신규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실 때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s://www.ieee.org/membership-catalog/index.html?N=0
부회장 전병우

부회장 이장명

부회장 안승권

산업체부회장 오성목

산업체부회장 이석희

산업체부회장 조승환

소사이어티 회장 이흥노

(성균관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LG사이언스파크/LG기술협의회 대표/의장)

(KT 사장)

(SK하이닉스㈜ 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6. 문의처
◆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배기동 차장(회원담당)
(02-553-0255) /E-mail: biz@theie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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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반도체

1

•효율적 메모리 관리를 통한 모바일 CNN 가속기의 최적화

월

•머신러닝 가속기 연구 동향

)

•에너지 고효율 인공지능 하드웨어
•인공지능 하드웨어 설계 및 최적화 기술

인(공지능 반
) 도체

A
I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인공지능반도체 NM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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