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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모듈형 NVIDIA Jetson TX2 임베디드 제품에서 채굴을 통해 블록체인의 적합성 여부를 보인다. 범용성과 적합

성의 평가기준은 TPS (Transactions Per Second), 블록생성시간(Block Generation Time)과 확정시간(Confirmation Time)이

다. 채굴 준비 시 TX2 임베디드 제품의 특성상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자립적으로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HOST PC와 함께 

사용하였다. HOST PC는 TX2 제품과 호환성이 높은 OS인 Ubuntu 14.04를 사용했으며, 하드웨어 드라이버 설치를 위해 

NVIDIA 공식 TX2 제품 소프트웨어 중  JetPack 3.1 Release Version 을 사용하였다. 코인은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

인(Litecoin)과 제트캐쉬(Zcash) 총 3종 코인으로, 채굴 시 나온 결과물로 TX2 제품에서 블록체인의 적합성 여부를 보였다.

키워드: TPS(Transactions Per Second), 블록생성시간(Block Generation Time), 확정시간(Confirmation Time), 

범용성(Universality), 적합성(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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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 ‘NVIDIA Jetson TX2’

NVIDIA 회사에서 발표한 임베디드 제품으로 7.5와트 미만의 

전력 소모량으로 높은 전력 효울성으로 임베디드 기기에서 방대하고 

깊이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동하며, 스마트 기기의 정확도 향상 

및 이미지 분류, 네비게이션, 음성 인식 등의 작업 수행시간을 단축시킨 

제품이다. GPU와 CPU 에는 다른 제품과는 특이점이 있다. 우선 

GPU는 256개의 CORE 와 NVIDIA Pascal 형태 기반이고, CPU는 

Dual 64 bit NVIDIA Denver 2, ARMv8 RISC형식으로 상용화 

된 컴퓨터의 GPU ,CPU 와는 다르다. MEMORY는 8GB LPDDR4

가 부착되었다.

●‘이더리움(Ethereum),라이트코인(Litecoin),제트캐쉬(Zcash)

의 특이점’ 

이더리움,라이트코인과 제트캐쉬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알트코

인이다. 이더리움(Ethereum)는/은 송금기능에 스마트컨트랙트

(Smart Contract)가 추가 된 것으로 이는 계약조건만 입력하면, 자동으

로 계약 주소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여 비트코인보다 

보안을 강화시킨 코인이다. 라이트코인(Litecoin)는/은 비트코인의 

코인 생성주기가 느린 단점을 해결하고자 코인 생성 주기를 앞 당겨서 

대량의 결재 시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게 한 코인이다. 

제트캐쉬(Zcash)는/은 이더리움(Ethereum)의 보안을 강화 시킨 코인

으로 잔액과 거래내역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이 코인은 주소를 

티주소(t-addresses)와 제트주소(z-addresses)로 나누고, 티주소는 

잔액과 거래 내역은 공유 블록체인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제트주소는 보호된 주소로, 잔액과 거래내역을 아무나 볼 

수 없는 코인이다.

II. Mining

TX2 임베디드 제품의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HOST PC는 CPU INTEL 64bit 제품, OS Ubuntu 14.04를 사용했다. 

별도로 가상머신을 사용할 시에는 TX2 임베디드 제품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TX2 임베디드 제품에서 채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위해서 NVIDIA TX2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NVIDIA 

CUDA 8.0 이하의 GPU DRIVER가 들어있는 JetPack 3.1 Rel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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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을 설치했다. 설치 과정은 HOST PC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TX2 제품 전용 USB CABLE로 HOST PC와 연결 후 

TX2 제품을 USB RECOVERY MODE로 전환 한다. 설치 완료 

된 후. TX2 제품이 ARMv8 64-bit CPU와 RISC Architecture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Architecture)인 것을 고려하여 

INTEL 64-bit CPU와 CISC Architecture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Architecture)으로 설계 된 총 3 종 코인의 바이너리 

파일들을 크로스 컴파일(cross compile)하였다. 실행 파일을 생성하

기위해 내부에 BUILD 라는 폴더를 만들고 CMAKE 명령어를 사용했

다. 채굴 시작 시 크로스 컴파일 된 파일과 TX2 제품에서 CORE 

2개 이상을 사용 할 시 CPU와 GPU의 범용성 문제로 충돌을 일으켜서 

1개만의 CORE를 사용하여 채굴했다.

III. Evaluation

● ‘TPS (Transactions Per Second),블록생성시간( Block 

Generation Time),확정시간(Confirmation Time)평가’  

TPS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처리 관계를 횟수로 초 당 몇 번 

처리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블록생성시간이란 TPS를 포함한다. 공식

은 TPS/2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으며, TPS가 아무리 높아도 블록생성

시간에서 처리가 늦어진다면, 블록체인의 속도 느리다. 확정시간이란 

채굴자의 지갑에 코인이 안전하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신속성, 

신뢰성과 안정성이 주요 관건이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Ethereum),라

이트코인(Litecoin)는/은 2주간 채굴을 진행하였으나 제트캐쉬

(Zcash)는/은 TX2 임베디드 제품에 대한 채굴 미 지원으로 AMD사의 

ARMv8 RISC 형태의 PC에서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더리움

(Ethereum),라이트코인(Litecoin)는/은 채굴 속도가 평균 약 1.05 

MH/s 으로 매우 낮은 수치여서 TPS , 블록생성시간, 확정시간을 

측정 할 수 없었다. 별도의 PC에서 시행한 제트캐쉬(Zcash)는/은 

약 300.0 MH/s 로 하루에 약 0.00356454 BTS를 적립하였다. 하지만, 

확정시간 단계에서 코인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였으며, TPS는 많이 생성되었지만, 블록생성시간/2 로 계산한 

결과 블록 생성시간이 15 분으로 블록생성시간 상당히 늦었다. 두 

제품의 채굴을 예시로 블록체인 기술이 원활히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IV. Results

Fig. 1. Zcash usability issues in TX 2 embedded systems

사진 1. TX2 임베디드 시스템의 zcash 범용성 문제 <사진1>에서는 

TX2 임베디드 제품에서 대표적인 암호화 코인 ZCASH가 채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이외 대다수 코인들의 블록체인 기술이 

TX2 제품과 일반 PC기기에서 CPU와 GPU의 적합성, 범용성의 

문제로 채굴 및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TX2 제품과 블록체인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가지의 평가기준을 정하였고, 채굴하기 위한 총 3종의 코인을 

준비하였다. 채굴 진행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총 2종의 코인만이 

채굴 할 수 있었고, 제트캐쉬의 경우 범용성이 떨어져 채굴을 진행할 

수 없어서 RISC 형태의 PC에서 채굴을 진행하였다. 이더리움, 라이트

코인 채굴 시에는 TPS, 블록생성시간, 확정시간으로 평가하기에 

매우 낮은 채굴속도로 채굴되지 않았으며, 적합성이 떨어졌고, 제트캐

쉬 채굴 시에는 높은 채굴속도였지만, 확정시간에서 채굴이 되지 

않는 양이 많았기에 적합성과 범용성 모두 떨어졌다. RISC PC와 

TX2 제품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에 현재는 적합성과 범용성의 

문제에서 매우 떨어진다. 하지만, TX2 임베디드 제품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CISC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개발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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