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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메모리 기반 분산 딥러닝 시스템
김중헌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 FIF ArchitectureSecurity WG
최근 인공지능 연구에서 딥러닝은 패턴인식, 음성인식, 컴퓨터비전,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다양한 분
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 학습과정은 대용량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연산을 가속화하여 빠르게 학습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산 고성능 딥러닝 플랫폼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Worker들은 많은 양의 딥러닝 학습 파라미터들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공유 과정에서 통신 오버헤드가 발
생하고 딥러닝 모델이 커지고 Worker의 수가 많아질수록 오버헤드는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오버헤드의 증가
는 CPU/GPU와 같은 프로세싱 유닛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계산 리소스 사용률 저하의 문제를 가져온
다. 따라서 분산 고성능 딥러닝 플랫폼은 통신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공
유하기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본 고에서는 병렬 프로세싱과 원격 공유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분산 딥 러닝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는
Infiniband 네트워크의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를 활용한다. 이것은 응용레벨 버퍼와 커널레
벨 버퍼 사이의 통신 데이터를 복사하는 작업을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RDMA는 접근시간을 줄이고 대역폭을 결
과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제안된 구조는 원격 노드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고/쓰기 위해 RDMA를 사용하
여 분산된 Worker들 사이에 딥러닝 학습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제안하는 공유메모리기반 프레임워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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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기 위해 MPI와 비교하였다. 비교는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 응
용인 Inception에서의 분류, Resnet에서의 분류, Inception에 Resnet을 사용했을 때의 분류, 그리고 VGG16을
구동했을 때의 연산복잡도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비동기식 업데이트의 두가지 방법
과의 통신 시간 비율면에서 MPI보다 뛰어난 확장성과 효율성을 달성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모든 모델과
Worker들의 모든 숫자에서 MPI보다 뛰어나다.

그림 2. 다양한 딥러닝 응용에서의 MPI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간의 성능 비교[1][2]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RDMA를 사용하여 로컬 머신 메모리에 저장된 파라미터를 원격 공유 메모리 서버의 메
모리에 다이렉트로 전송하고 원격 공유 메모리 버퍼를 읽고/쓰기 함으로써 딥러닝 학습 파라미터를 교환하였다.
이것은 메모리 복사 과정 제거와 네트워크 프로토콜 프로세싱으로써 통신 오버헤드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본 기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과 [2]에 서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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