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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컴퓨팅 속의 딥러닝
김선우, 이성주 (KAIST) / FIF Wire le ss WG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국내 및 해외에서는 딥러닝의 무한한 가능성 및 응용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딥러닝을 적용시켜 기존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
거나, 혹은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래
픽스 및 비전 분야에서 저해상도의 화질을 고해상도로 복원하는 문제와, 현재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인지를 맞추는 패턴 인식을 들 수 있다. 이미지 인식분야 에서는 이미 대회를1) 통해 사람보다 더 이미
지를 잘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딥러닝을 가능하게 했으며 왜 딥러닝
은 하나의 마법의 도구처럼 잘 동작하는 것일까? 답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크게 세가지 키워드가 현재
의 딥러닝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딥러닝은 사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1980년도에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2)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많이 연구가 되던 개념이었다. 다만 그러한 개념을 실체
화 할 만한 기계 (충분히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가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통신 기술 및 프로세싱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저장공간의 발전으로 인해 이론으로만 존
재하던 기술을 데이터 센터 및 슈퍼 컴퓨팅 기술로써 오늘날에 딥러닝을 실체화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그림 1.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구조도.

기존 연구는 문제를 선형적으로 모델링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모
델이 복잡해 질수록 계산 및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이는 수행 시간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귀결
이 되기 때문이다. 수행 시간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선형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선형성을 띄는 현상 및 데이터 들에게는 좋은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딥러닝 성능의 핵심은 비선형적인 현상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렵다고 알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선형적으로 모델링이 어려
운, 즉 비선형적인 모델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도구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만능 도구인 딥러닝을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중 대부분은 우리 일상 생활에 관련한 어플리케이
션이 대부분인데, 사람이 보는 옷을 찾아주고3), 사람이 듣는 소리를 인식하여 처리해주고4), 사람이 보
는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AR 및 VR 이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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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들은 그런 고성능 고용량의 머신을 가지고 있기 힘들고 따라서 실제로 학습시키고 적용시
키는데 큰 한계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적용되는 서비스 중 대부분은 Cloud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딥러닝 서비스는 유저 경험 (User experience)에 치명적인 메트릭 중 하나
인 latency 부분에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및 수신되는 데이터의 양이 크기 때문에 network bandwidth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요즘
학계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즉 로컬에 위치한 디바이스 내에서 딥러닝의 역할 중 많은 역할
을 해 주거나 또는 아예 딥러닝 자체가 모바일 디바이스(예: 스마트폰) 내에서 이루어 지게 하는5) 연구
및 플랫폼 개발6)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는 페이스북의 Caffe2Go, 구글의 텐서플로우, 애플의
CoreML을 들 수 있고, 머신 러닝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칩셋 디자인에는 퀄컴의 NPU, ARM의
Dynamiq, NVIDIA의 Tegra K1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 자체의 최적화를 위해
DenseNet, Knowledge distillation, DSD Training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등이 개발중이다. 마지막으
로 성능 최적화를 위해 Deep compression, Pruning, Quantization, Weight sharing 같은 기술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세돌의 패배로부터 고작 1년이 지난 지금. 알파고가 주었던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오기도 전에, 딥
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딥러닝이 우
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는 아직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다. 딥러닝이 처음 설계되었을 때의 철학인 “사
람처럼 동작하는 신경 사고망” 을 정말 우리가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리고 모
바일 디바이스가 이를 수행할 만큼 발전하거나 또는 신경망 자체가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동작할 수
있을 만큼 간략화 된다면, 우리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하나의 독립적인 AI로써 우리를 도와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본 뉴스레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1) http://image-net.org/challenges/LSVRC/2017/results
2) Fukushima, Kunihiko and Sei Miyake. "Neocognitron: A self-organizing neural network model for a mechanism of visual
pattern recognitio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neural nets. Springer, Berlin, Heidelberg, 1982. 267-285.
3) Chen, Tiffany Yu-Han, et al. "Glimpse: Continuous, real-time object recognition on mobile devices." Proceedings
of the 13th ACM Conference on Embedded Networked Sensor Systems. ACM, 2015.
4) Lane, Nicholas D., Petko Georgiev, and Lorena Qendro. "Deepear: robust smartphone audio sensing in
unconstrained acoustic environments using deep learning." Proceedings of the 2015 ACM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Pervasive and Ubiquitous Computing. ACM, 2015.
5) Huynh, Loc N., Rajesh Krishna Balan, and Youngki Lee. "DeepMon: Building Mobile GPU Deep Learning Models
for Continuous Vision Ap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Systems, Applications, and Services. ACM, 2017.
6) Zeng, Xiao, Kai Cao, and Mi Zhang. "MobileDeepPill: A Small-Footprint Mobile Deep Learning System for
Recognizing Unconstrained Pill Images."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Systems, Applications, and Services. ACM,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