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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높

은 성능을 보이며 응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딥러닝 모델을 실행하는 플

랫폼도 고성능 서버에서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플랫폼의 종류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딥러닝 컴파일러는 딥러닝 모델을 하드웨어 백엔드 코드로 자동 변환

해 주는 도구이며, 하드웨어 플랫폼이 다양화 되면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딥러닝 컴파일러 선택 및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표적인 딥러닝 컴파일러인 TVM과 

GLOW의 성능을 7종의 최신 CNN 기반 모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1. 서  론 

 

딥러닝 신경망 모델 (이하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게임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 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딥러닝 모델을 

활용 가능한 응용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클라우드가 

아닌 모바일 디바이스나 임베디드 시스템 내에 딥러닝 

모델을 배치(deploy)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딥러닝 모델을 특정 디바이스 상에서 효율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동작시킬 딥러닝 모델을 타겟 

디바이스에서 최적의 속도와 정확도를 낼 수 있는 머신 

코드로 변환해야 한다. 이러한 코드 변환 작업을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도구를 딥러닝 컴파일러라고 한다. 

그림 1은 딥러닝 컴파일러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림 1. 딥러닝 컴파일러 개념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딥러닝 컴파일러는 다양한 

딥러닝 플랫폼에서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입력으로 

받아 특정 하드웨어에서 동작 가능한 머신 코드 (또는, 

백엔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최근 제안된 XLA[4], TVM[5], Glow[6]와 같은 딥러닝 

컴파일러들은 TensorFlow[1], Pytorch[2], 

MxNet[3]에서 생성된 모델이나 ONNX와 같은 표준 

형식으로 작성된 모델을 입력으로 하여 LLVM이나 

OpenCL과 같은 CPU 및 GPU용 백엔드 코드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7종의 동일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딥러닝 컴파일러인 TVM과 GLOW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2. 딥러닝 컴파일러의 구성 

 

그림 2는 TVM과 GLOW와 같은 딥러닝 컴파일러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딥러닝 컴파일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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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산 그래프 생성기 

계산 그래프 생성기는 다양한 딥러닝 플랫폼에서 

생성된 딥러닝 모델을 로딩하여 그래프 구조로 

재구성한 후, 모델에서 명시한 오퍼레이터들을 

프리미티브 오퍼레이터로 변환하여 계산 그래프를 

생성한다. 그래프가 생성된 후에는 불필요한 노드 제거, 

오퍼레이터 결합 (operator fusion), 

양자화(Quantization), 상수 폴딩 (constant-folding)과 

같은 그래프 최적화를 기법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최적화 된 그래프를 생성한다. 

 

2.2 IR 생성기 

계산 그래프 생성기가 생성한 그래프는 하드웨어에 

독립적인 정보 (오퍼레이터 간 입출력 관계, 

오퍼레이터의 입출력 데이터의 크기 및 값)만을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파일러는 딥러닝 모델의 실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 모델이 동작할 하드웨어의 

아키텍처를 고려한 ‘하드웨어 의존적 최적화’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산 그래프를 

하드웨어 의존적 최적화를 적용 가능한 형태인 중간 

표현 (IR: Intermediate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IR은 입출력 변수 (또는 Tensor)들에 대한 

선언과 변수들을 사용하는 연산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컴파일러는 생성된 IR을 바탕으로 

메모리 할당, 병렬화, 연산식 실행 순서 결정 등의 

하드웨어 의존적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 후 코드를 

생성한다.  

요약하면, IR 생성기는 컴파일러가 하드웨어 의존적 

최적화를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산 

그래프를 IR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2.3 백엔드 코드 생성기 

백엔드 코드 생성기는 IR을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 

워크로드가 배치될 타겟 하드웨어 (CPU, GPU, TPU 

등)의 아키텍처에 최적화 된 백엔드 코드를 생성한다. 

즉, 타겟 하드웨어 별로 다를 수 있는 병렬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 캐시 크기,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딥러닝 오퍼레이터의 타입과 실행 순서 등을 

참조하여 스케쥴 정보를 생성한 후, 해당 하드웨어에 

최적화 된 백엔드 코드를 생성한다. 

 

 

3. 성능 비교 및 분석 

 

3.1 실험 방법 

TVM과 GLOW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동일한 딥러닝 

모델을 컴파일 한 후, 동일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추론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였다. 백엔드는 ‘llvm’으로 

설정하였으며,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CPU 런타임을 

이용하여 CPU 상에서 모델을 실행하였다. 

모델의 입력은 그림 3과 같은 244x244 크기의 

이미지이며, 컴파일 된 모델을 100번 실행하여 추론에 

걸린 총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총 추론 시간을 바탕으로 

1회 평균 추론 시간을 구하였다. 

 

그림 3 입력 이미지 (244x244) 

 

TVM의 자동 튜닝 (autotuning) 기능과 GLOW의 

프로파일 기반 양자화 (quantization)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두 컴파일러 모두 기본으로 제공하는 최적화 

기능만을 사용하여 컴파일을 수행하였다. 

 

3.2 실험 환경 

컴파일 된 모델을 실행한 환경은 아래와 같다. 

 

Ÿ 운영체제: Ubuntu 16.04 64bit 

Ÿ 메모리: 32GB 

Ÿ CPU: Intel Core i7-8700 CPU 3.70GHz 

Ÿ LLVM 버전: 6.0 

Ÿ TVM 버전: 2019/4/19 최종 업데이트 버전 

Ÿ GLOW 버전: 2019/4/16 최종 업데이트 버전 

 

3.2 대상 딥러닝 모델 

ImageNet으로 훈련 된 7종의 최신 CNN 기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표 1은 실험에 사용한 모델의 특성을 

보여준다. 제시 된 모델의 특성은 모델의 크기, 사용된 

연산자의 수 (# Oper.), 컨볼루션 연산자의 수 (# 

Conv.), 행렬 곱 연산자의 수 (# Gemm) 이다. 

컨볼루션 연산과 행렬 곱 연산은 다른 연산자에 비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모델 수행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산자들이다. 

 

표 1. 실험 대상 딥러닝 모델 

모델명 
크기 
(MB) 

#  
Oper. 

# 
Conv. 

# 
Gemm 

VGG19 575 46 16 3 

AlexNet 244 24 5 3 

ResNet50 v2 103 174 53 1 

DenseNet-121 33 910 121 0 

MobileNet v2 13.6 155 54 0 

ShuffleNet 5.3 202 49 1 

SqueezeNet v1.3 5 66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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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W의 경우 모든 딥러닝 모델을 ONNX Model Zoo 

[7]에서 다운로드 받아 컴파일에 사용하였으며, TVM의 

경우 AlexNet과 DenseNet만 로딩 상의 오류로 Gluon 

Model Zoo[8]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GLOW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3.2 성능 비교 및 분석 

표 2는 TVM과 GLOW에서 컴파일 된 각 모델의 실행 

속도를 나타낸다. 컴파일 된 각 모델은 같은 입력 

이미지에 대해 동일한 분류 결과를 생성하였다. 

 

표 2. 컴파일 된 모델의 실행 속도 

모델명 
실행 속도 (ms) 

TVM GLOW 
VGG19 447 437 

AlexNet 24 77 

ResNet50 v2 101 112 

DenseNet-121 71 396 

MobileNet v2 15 124 

ShuffleNet 74 64 

SqueezeNet v1.3 9 31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TVM은 AlexNet, ResNet50, 

DenseNet, MobileNet, SqueezeNet에서 GLOW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특히, DenseNet과 

MobileNet에서는 GLOW가 컴파일한 코드보다 TVM이 

컴파일 한 코드가 5배 이상 빨랐다. GLOW의 경우는 

VGG19와 ShuffleNet에서 2%-14% 정도로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를 생성했다. 즉, CPU 상에서 수행된 

모델의 실행 속도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모델의 크기, 

연산자의 개수 및 종류에 관계없이 TVM이 GLOW에 

비해 전반적으로 GLOW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두 컴파일러의 동작 속도 차이는 계산 그래프 

생성기에 의해 수행되는 그래프 최적화와 백엔드 코드 

생성기에 의해 수행되는 하드웨어 의존적인 최적화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 

그러나 TVM과 GLOW의 계산 그래프 생성기는 모두 

operator fusion, constant-fondling과 같은 동일한 정적 

그래프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TVM 계산 

그래프 생성기에서 수행하는 타일링 (tiling) 작업 또한 

GLOW도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6].       

그러므로 TVM과 GLOW의 성능 차이는 딥러닝 

모델에 명시 된 고수준의 연산이 어떠한 백엔드 

인스트럭션 리스트 (micro-kernal calls)로 변환 

되는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TVM의 

경우, 개발자에 의해 직접 작성된 라이브러리 

(handcrafted micro-kernels)를 백엔드 코드 생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좀 더 최적화 된 

백엔드 코드 생성이 가능하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TVM과 GLOW에 의해 컴파일 된 

7종의 모델을 CPU 상에서 실행시켜 봄으로써 두 

딥러닝 모델 컴파일러의 컴파일 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TVM이 GLOW보다 5종의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 중 2종 모델에서는 5배 이상 

수행속도가 빠른 코드를 생성했다. 향후에는 CPU 뿐 

만이 아니라 GPU나 NPU상에서도 컴파일러의 성능을 

비교해 보고, 각 플랫폼 상에서 컴파일러들이 

성능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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