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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고속 무선통신과 같은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

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경우 관련 연구

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딥러닝의 학습 과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생성된

모델을 프로그램 등에 포함하여 사용할 기기에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습량이 과도하거나 데스크톱의 성능

만큼 제작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어 전원공급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기의 경우 전력이 부족하거나 성능이 충분하

지 못하기 때문에 제 결과를 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의 성능을 임베디드 보드에 맞추어 개발하기 전에 판

매되고 있는 몇 가지 Neural Process Unit을 탑재한 보드와 USB로 딥러닝 수행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딥러닝 액셀

러레이터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비교하여 임베디드 보드로 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어 :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보드, 싱글보드 컴퓨터, 딥러닝

Abstract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ins in earnest, related technologies are becoming a hot topic. 
Hardware development is accelerating to make the most of technologies such as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 and related companies are growing rapidly. Artificial intelligence often uses desktops in general 
for related research, but it is mainly used for the learning process of deep learning and often transplants the 
generated models into devices to be used by including them in programs, etc.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duce results for devices that do not have sufficient power or performance due to excessive learning or lack 
of power due to the use of models built to the desktop's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analyze efficiency 
using boards with several Neural Process Units on sale before developing the performance of deep learning to 
match embedded boards, and deep learning accelerators that can increase deep learning performance with USB, 
and present a simple development direction possible using embedded boards.

Key words :  Embedded System, Development Board, Singleboard Computer, Deep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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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의 가속화 기대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연구 및 개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분야 중 인공지능은 지난 수년간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기술 및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로 매우 빠

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1]. 대표적으로 그림 1에서 나

타내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베타버전이지만 지

속 업데이트를 하며 실제 도로주행을 하고 있다. 정해

진 기간마다 연구 및 개발 이슈를 발표하는 ‘배터리 데

이’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행하고 있다[2].

그림 1.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FSD) 시연
Figure 1. Demonstrate Tesla's Fully Self-driving Car(FSD)

최근 발표한 삼성의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을 활용

한 기능이 탑재되었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에 촬영

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삭제를 하는 ‘개

체 지우기’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

에 선택한 객체가 없다면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지

판단하여 채워 넣는다. 이뿐만이 아니라 촬영 결과물

전반에 있어서 카메라 성능 및 이미지 처리를 하는 프

로세스와 인공지능의 성능 또한 향상되었기 때문에 상

당히 차이가 나게 된다[3].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은 이미지 처리 분야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부분의 처리를 수행

하고 있다. 그리고 처리에 따른 Neural Network의 깊

이나 설계 또한 다르게 수행된다[4]. 그리고 개발된 가

중치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개발

되지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행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의 온보드 시스템(Onboard System)에서 이루

어지게 된다. 이는 실제 컴퓨터보다는 성능적, 환경적

한계가 확실하며, 호환성 또한 보장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예시로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활용하게 된다[5].

본 논문에서는 한계점이 뚜렷한 NPU 환경이 가지는

개발의 실질적 의미를 찾기 위하여 임베디드 보드 내에

NPU가 탑재된 기기와 USB 형태로 제작된 딥러닝 엑

셀러레이터의 성능과 가능한 개발의 범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관련 연구

1. 처리장치

1) 기존의 처리장치

보통 처리장치로 알고 있는 것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말한다. CPU의 경우 중앙 처리장치로 컴퓨터의 전반적

인 연산처리에 일조하며, GPU의 경우 모니터로 출력하

는 그래픽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제품의 단순화와 소

형화를 통하여 소비 전력 절감 등을 행하기 위하여

CPU와 GPU를 융합한 APU(Accelerated Processing

Unit)도 존재한다[6]. 다음의 그림 2는 CPU와 GPU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CPU와 GPU의 구조
Figure 2. Structure of CPU and GPU

GPU는 CPU에 대비 확연히 차이 나는 점이 있는데

ALU(Arithmetic Logic Unit)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이

는 앞서 말한 그래픽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연산을 위한 코어 수를 증대시킨 것인데 인공지능 연산

의 경우 단순 연산작업이 매우 많으므로 소규모의 고효

율 코어보다 대규모의 저효율 코어 수가 많은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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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7].

2) NPU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처리를 위해 GPU의 연산은 통

합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성능은 좋지만, 대체로 크

기가 크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등장한 NPU(Neural Processing Unit)이 있다.

NPU는 일반적인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코어를 제작하

여 하드웨어로 제작한 것이 아닌, 인공지능 연산을 수

행을 위해 필요한 Layer를 직접 물리적으로 제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비효율적인 NPU 설계 구성
Figure 3. Inefficient NPU design configuration

NPU는 원하는 인공지능 연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지만, GPU를 사용할 때와 달리 다양한 네트

워크를 구성할 수 없다. 만약 정해지지 않은 연산을 수

행하게 된다면 NPU에 구성되지 못한 네트워크는 CPU

로 구동되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 이는 그림 3에서처럼

가속을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을 구분 지어

수행하게 된다[8].

NPU가 GPU 대비 성능의 장점은 뚜렷하지 않지만,

일관적인 모델 수행에 있어서 가격 측면이 매우 뛰어나

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투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

다.

2. NPU 탑재 기기

1) Embedded Board

보드는 총 4종류로 2종의 NPU 보드와 1종의 GPU

보드 및 확장 NPU USB를 사용할 일반 개발 보드 1종

을 사용하였다. NPU 보드로는 중국의 ‘Xunlong

Software’사의 ‘Orange Pi 4B’[9], ‘Wesion Technology’

사의 ‘Khadas VIM3 PRO’[10]를 사용하였으며, GPU 보

드로는 딥러닝에 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 CUDA

가 사용 가능한 ‘NVIDIA’사의 ‘Jetson AGX Xavier’[11]

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4는 보드의 이미지이고 표

1은 사양을 나타낸다[9-11].

그림 4. NPU 적재 보드 2종과 GPU 환경의보드 1종이미지
Figure 4. Image of two NPU boards and one board in a

GPU environment

2) Neural Compute Stick 2

NPU가 없는 보드에서 확장형 USB로 사용할 수 있

는 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Intel’사의 ‘Neural

Compute Stick 2’ 기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5와 같은 모양인 이 기기는 줄여서 NCS2라고

도 부르며, 실제로 ‘Movidius’에서 개발한 Myriad VPU

즉, GPU의 기능을 NPU로 제작한 것으로 그래픽 메모

리 대역폭과 처리 성능을 지니고 있다[12].

표 1. NPU 적재 보드 성능표
Table 1. Test NPU board Performance
Embedded
board

CPU RAM NPU

Nvidia
Jetson AGX
Xavier

carmel CPU
64-bit
8-core

32GB
256-bit
LPDDR4X

512-core
Volta(GPU)

Orange Pi
4B

RK3399
64-bit
6-core

4GB
LPDDR4

SPR2801S
2.8Tops ~
9.8Tops/W

Khadas
VIM3 PRO

A311D
big-little
6-core

4GB
LPDDR4X

INT8
5Tops

Rapsberry Pi
4B

Broadcom
BCM2711
4-core

4GB
LPDDR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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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텔 뉴럴 컴퓨트 스틱 2
Figure 5. Intel Neural Compute Stick2

Ⅲ. 비교 환경 구성

환경을 완벽히 통일시켜서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방

법이나 보드들의 NPU 사용을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제

공한 Installation을 따라서 설치를 하고 제공된 프로그

램을 실행해야만 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하여, 최대한

환경을 맞춘 후 NPU들이 사용 가능한 Neural Network

와 Model과 확인 가능한 결과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여

각 보드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판별하고

자 하였다.

그림 6. 비교분석 환경 개념도
Figure 6. Comparative Analysis Environment Conceptual

diagram

그림 6은 적합성 있는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개념도이다. 제한적 환경에서의 최대한 통합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 환경은 유사하게

설치하였다. Linux Ubuntu OS의 Bionic Beaver 18.04

LTS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제공된 SDK를 설치하였

다. 추가적으로 기본 처리 성능 확인을 위해서 Python

언어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Pytorch를 공통으로 설치

하였다. NPU로 사용되는 딥러닝의 Reference Model이

YOLOv3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환

경을 구성하여 테스트해 보았다.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의 앞 절에서 설명한 환경을 토대로 하여 구

현 후 비교하였으며 비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NPU 적재 보드들의 SDK 내부 Object detection

수행결과와 GPU 제공 Embedded의 결과 비교.

- NPU 탑재 보드들의 일반적 환경 YOLOv3 수행결

과 비교.

- Rapsberry PI에서의 Neural Compute Stick2 사용

결과 비교.

표 2. 범용 보드 환경과 NPU 적재 보드 결과
Table 2. Results of the Universal Board Environment and
NPU Board

Embedded board Reference Model Network FPS

Nvidia Jetson
AGX Xavier

YOLOv3(GPU)
YOLO
(Object
detection)

15

Orange Pi 4B

SDK demo(NPU)

CNN
(Classificatio

n)
25

Khadas VIM3
PRO

CNN
(Object
detection)

8

먼저, 표 2는 일반적인 데스크톱과 유사한 GPU 수

행 환경을 가지는 보드와 NPU 보드 2종을 비교한 결

과이다. GPU의 경우 크기에 따른 발열 해소와 성능을

많이 타기 때문에 Jetson 보드 환경에서 수행되는 결과

는 가격에 비하면 성능이 좋지 않다.

그에 비해 모델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보이는

Khadas의 경우 속도는 절반이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하

기에 간단히 이미지 내 객체를 추적하고 처리하는 프로

그램을 제작하기에 적합하다. Orange Pi의 경우 다른

두 보드와 달리 결과물이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데모

일 뿐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한계가 있기에 사용은 불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7과 같이 SDK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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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은 출력이 다르므로 직접 추적을 위해 Object를

선택하는 Custom Dataset을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제한이 있다.

그림 7. Khadas 보드에서의 YOLOv3와 SDK 수행 결과
Figure 7. Results of YOLOv3 and SDK performance on

Khadas board

표 3. NPU 적재 보드의 범용 네트워크 결과
Table 3. Universal Network Comparison Results for NPU
Board

Embedded board Reference Model Network FPS

Nvidia Jetson
AGX Xavier

YOLOv3(GPU)

YOLOv3

15

Orange Pi 4B

YOLOv3(CPU)

0.13

Khadas VIM3
PRO

0.19

다음으로 표 3은 소프트웨어 환경을 똑같이 구성

YOLO Network의 수행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개

발환경을 구성하였을 때 NPU를 탑재한 보드들은 제

성능을 내지 못하였다. 이는 이론상으로도 NPU에 적합

한 프로그램 구현이나 관련 Neural Network를 사용하

지 못하면 NPU를 통하여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베디드 보드 환경에서 CPU

는 성능 차이가 심하며, 그나마 고가의 Nvidia 보드에

서도 GPU를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나마 CUDA를 활용할 수 있는 덕분에 결과가 좋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많이 사용되는 라즈베리파이를 베이스 보드

로 사용하여 같은 환경을 수행했을 때의 프레임을 나타

낸다. 다른 보드들에 비해서 라즈베리파이는 더욱 저가

의 보드이다. 위의 도표상에는 기본 환경으로 구현 시

에 2프레임으로 잘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중치가

낮은 Tiny 모델을 사용하였다. 가중치가 높은 모델을

사용할 시에 여타 보드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NCS2를

이용할 때에도 SDK를 사용해야 하며, 그림 8과 같이

Tiny의 학습량은 적기 때문에 결과물에서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

표 4. Rapsberry PI의 일반적 수행과 NPU 사용 수행 결과
Table 4. Universal Network Comparison Results for NPU
Board

Environment Reference Model Network FPS

Normal
Rapsberry PI

YOLOv3-Tiny
(CPU) YOLO

(Object
detection)

2

Added Neural
Stick2

YOLOv3-Tiny
(NPU)

8

그림 8. 라즈베리파이 NCS2 사용 전후 결과
Figure 8. Result of Before and After Using Raspberry Pi

NCS2

하지만, 기본적으로 YOLOv3를 지원하고 있으며,

NPU 없이 수행했을 때보다 4배가량 좋은 성능을 보여

준다. 다른 보드의 SDK를 이용할 때는 가중치 변경도

불가하지만, NCS2의 경우 가중치 변경이 가능하기에

YOLO Network를 활용하여 Custom Dataset을 학습시

키면 그것을 가중치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NPU는 GPU 대비 가격 측면을 제

외하고는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원하는 근래의

시스템상에서 온보드 형태의 시스템 구성은 처리가 원

활하지 못할 수 있다. 소규모 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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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공지능 네트워크까지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도 크기, 발열,

가격 측면으로도 좋지 못하다. 하지만, 현재의 대기업

등에서 기기의 소형화와 성능의 집적화를 위해서 다양

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능의 모듈화

에 따른 최적화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연구에 사용된 기기들 또한 저렴한 가격이거나 소형

화한 보드들이며 딥러닝 개발 결과물에 사용하기 좋은

기기라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를 위하여 최적화된 것

이 아니며,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기에 동일 환경을 구

성하여 수행했을 때 GPU를 활용할 수 있는 보드가 뛰

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NPU를 포함하고

있는 보드들은 각각의 SDK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

는 프로그램에 관해 지속적인 실시간 처리를 배제하여

필요한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면 간단한 솔루션 개발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 H. Moon, “Analysis of AI-Applied Industry
and Development Direc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 77-82, 2019
DOI:https://doi.org/10.17703/JCCT.2019.5.1.77

[2] Segye Daily (2020. 9. 23.), Tesla Elon Musk
“Waiting for a month will lead to a fully
autonomous car”. Retrieved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3511237

[3] Maeil Business Newspaper (2021. 1. 17.), New
‘Galaxy S21' AI camera. Retrieved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3511237

[4] S. W. Lee, “Deep Structured Learning:
Architectures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6 ,
No. 4, 262-265, 2018.
DOI:https://doi.org /10.17703//IJACT2018.6.4.262

[5] M. Y. Lee, J. Chung, J. H. Lee, J. H. Han and
Y. S. Kwon, “Trends in AI Processor
Technolog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 35, No. 3, pp.66-75, 2020.
DOI: https://doi.org/10.22648/ETRI.2020.J.350307

[6] IT dongA (2015. 3. 12.), What is CPU, GPU,
APU? Retrieved from https://it.donga.com/20606/

[7] voidint.com (2020. 10. 14.), Variable Processor.
Retrieved from https://voidint.com/20
20/10/14/cpu-gpu-tpu-npu/

[8] voidint.com (2020. 11. 25.), GPU NPU Structure
Differences. Retrieved from https://voidint.com/20
20/11/25/gpu-vs-npu-deeplearning-difference/

[9] Orange Pi, Orange Pi 4B. Retrieved from
http://www.orangepi.org/

[10] Khadas, Khadas VIM3. http://www.khadas.com/
vim3

[11] Nvidia, Jetson AGX Xavier Developer kit.
https://www.nvidia.com/ko-kr/autonomous-machin
es/embedded-systems/jetson-agx-xavier/

[12] Intel, Neural Compute Stick 2,
https://ark.intel.com/content/www/kr/ko/ark/produ
cts/140109/intel-neural-compute-stick-2.html

※ 이 논문은 2020년도 BB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또한,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Grand 
ICT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
었음 (IITP-2021-2020-0-01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