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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재난 안전 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구조자를 신속하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 재난 환경의 특성상 요구조자를 탐색하는 것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조자 탐색을 위한 소방관용 스마트 헬

멧에서 동작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적의 SoC를 선정하고 이를 임베디드 시스템

으로 개발하였으며 범용적인 인공지능 S/W를 시험 동작함으로써 향후 스마트 헬멧 연구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인공지능 S/W 운용 플랫폼으로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ABSTRACT 

Recently, research to reduce the accident rate by actively adop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technology is spreading.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quickly search the Rescue Requester in order to 
effectively perform rescue activities at the disaster site.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arch for Rescue Requester due to the 
nature of the disaster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intend to develop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hat can be operated in a smart helmet for 
firefighters to search for a rescue requester. To this end, the optimal SoC was selected and developed as an embedded 
system, and by testing a general-purpose artificial intelligence S/W, the embedded system for future smart helmet research 
was verified to be suitable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S/W operat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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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재난 안전 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확

산되고 있다. 특히 지진, 화재 등 대형복합재난으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이용한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1,2]. 특히 재난 현장

에 활용할 수 있는 EO/IR센서영상 합성을 위한 딥러닝 

아키텍처를 구현 및 실험하여 전용 딥러닝 서버 시스템

과 동일한 수행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있었다.[3] 또는 

재해 예방차원의 CCTV 검사 비디오에서 얻은 하수도 

이미지에서 자동 균열 감지 및 분류를 지원하는 심층적

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하수도 CCTV 비디오에 축약 방식을 적용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4].
인공지능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컴퓨팅 파워 요구가 

심하다. 따라서 알고리즘상에서 모델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대표적인 이미지 분류 모델인 

VGG-16의 모델 크기는 약 528MB로써 실제 모바일 및 

하드웨어 기기에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기 내에 계

속 해당 모델을 저장하고 있거나 중앙 서버로부터 전송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500MB가 넘는 모델의 파

라미터를 추론할 때마다 로딩해야 하고, 이는 저전력 기

기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기존 학습된 인공신경

망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델 크기 및 연산

량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또한, 인공신경

망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는 연구는 크게 연산에 효율적

인 인공신경망 구조를 설계하는 인공신경망 경량화 기

법과 학습된 파라미터 등을 압축하는 인공신경망 압축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공신경망 경량화 기법

은 잔여 블록(Residual Block)이나 병목 블록(Bottle- 
neck Block)과 같은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여 파라미터 

축소 및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구조적 연구와 점별

(Pointwise) 및 채널별(Depthwise) 합성곱(Convolution) 
필터로 대표되는 합성곱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연구 등이 있다[6,7,8] 임베디드 보드에서 이미지 분류의 
대표적 CNN 모델인 VGG-16, ResNet50, MobileNetV2
에 대하여 가지치기 및 행렬분해의 적용하고 분류 성능 

및 추론 속도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기도 했다.[9] 임베

디드 시스템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신경

망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의 전력 소모 패턴을 분석하

거나[10], GPU가 내장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인 NVIDIA 
TX2 모듈 기반 타겟 보드에서 해밍 코드의 복호화 연산

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11].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요구조자 

탐색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AP칩셋 선정 및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3장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S/W
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인공지능 처리 성능을 분

석하며 5장에서 결론을 설명한다.

Ⅱ. 본  론

재난 현장에서 요구조자 탐색을 위해서는 구조대원

이 재난 현장 환경을 극복학고 요구조자를 신속하게 식

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무가 심하더라도 요구

조자의 위치를 빠르게 식별 하고 타 대원들과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EO/IR센서(Electric/Optical)와 무선네

트워크를 장착하고 정보의 분석 및 식별을 위해 인공지

능 S/W가 임베디드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한

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능 

블록선도가 그림 1과 같다.

Fig. 1 Block Diagram of A.I. Processing Board

위 그림 1과 같은 인공지능 S/W처리 보드를 위해서는 

AP(Application Processor)상에서 NPU(Neural Processing 
Unit)을 반드시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한 훈련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메모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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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을 적어도 4GB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메인보드의 필수 요구

사항인 EO/IR 이미지 센서 2개의 비디오 인풋과 인공지

능 S/W처리를 만족하는 프로세서로 표 1과 같은 AP를 

선정하였다.
그림 1과 표 1의 AP와 기능 블록의 구성에 대한 임베

디드 시스템을 그림 2와 같이 PCB설계하여 제작하였

다. 그림 2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AP에 내장된 NPU를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 연산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최대 

3.0TOPS(Tera Operation Per Second)의 속도로 연산이 

가능하다. 특히 Eval_perf 함수를 이용해서 각 신경망 

노드간의 연산시간을 분석할 수 있으며 PC환경에서도 

임베디드 환경에서의 연산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Ⅲ. 임베디드 시스템 S/W 제작

인공지능 S/W의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영상 데이

터는 EO센서와 IR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림 3과 같이 4개의 클래스를 설계하여 데이

터를 취득하였다. 
Class_EO는 EO영상 센서에서 V4L2를 통해 취득한 

영상 데이터를 H.264 HW Encoder로 압축하여 Class_ 
Client로 제공한다. Class_IR은 적외선 센서 에서 V4L2
를 통해 취득한 열화상 데이터의 RAW포인터를 Task로 

생성하여 CLass_ASIO_Display로 제공한다. 
또한 RAW를 PNG로 압축하여 Class_Client로도 제

공한다. PNG포맷은 고품질이 필요한 의료 영상에도 사

용되며, 픽셀당 바이트 수가 많은 영상도 무손실로 높은 

압축률을 구현할 수 있다.
Class_ASIO_Display는 Boost::Asio::io_service를 이

용하여 Class_client 및 Class_IR에서 제공하는 Task를 

None Block으로 처리한다. 
Class_client는 Boost::Asio::io_service를 이용하여 

Class_EO 및 Class_IR에서 제공하는 Task를 none block
으로 제공하고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Packet을 Parsing
하여 Class_ASIO_Deisplay로 제공한다. 표2는 각 클래

스의 기능을 플로우차트로 표시하였다.

Item Specification

MPU
∙Dual-Core ARM Cortex-A35
∙32kB L1 Cache
∙128kB L2 Cache

NPU

∙Support max1920 Int8 MAC Operations per Cycle
∙Support max64 FP16 MAC Operations per Cycle
∙Support max192 Int16 MAC Operations per Cycle
∙512kB internal buffer

Memory

∙2MB System SRAM
∙Compatible with DDR3/DDR3L/LPDDR3 up to 

1600Mbps
∙Compatible with LPDDR2 up to 1066Mbps
∙Support 32bit data width, 2ranks(Chip Selects), 

max 4GB addressing space per rank, total addressing 
space is 4GB(max)

Video
CODEC

∙Support H.264/AVC Base/Main/High@level4.2 
up to 1920×1080@60fps decoding
∙Support H.264 video encoder at BP/MP/

HP@level4.2 up to 1920×1080@30fps

Video 
Input

∙Support 8bit/10bit/12bit/16bit DPI interface
∙Support MIPI CSI interface
∙Support VIP block with DPI interface
∙Support ISP block with DPI, MIPI interface
∙Processing output at YUV422sp/YUV420SP, with 

UV swap
∙Processing output at RGB888/RGB666/RGB565
∙Processing output at RAW 8bit/RAW 12bit

Display
Interface

∙Up to 1280×800@60fps at 18bit Parallel output 
interface
∙Up to 1080p@60fps at MIPI DSI interface

Connecti
vity

∙SDIO 3.0 interface
∙GMAC 10/100/1000M Ethernet
∙USB 2.0 Host
∙USB 2.0 OTG
∙USB 3.0 / PCIE 2.1
∙3×SPI
∙6×I2C
∙8×UART

Table. 1 Specification of Application Processor
Fig. 2 PCB layout of A.I. Process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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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_EO Class_IR Class_ASIO_Display Class_client

Table. 2 Function flowchart by class

Network Application Framework Proposed System Rasberry Pi 3
Net-50

(224×224) Classification TensorFlow 57.6 FPS 1.4 FPS

MobileNet-v2
(300×300) Classification TensorFlow 102.4 FPS 2.5 FPS

SSD ResNet-18
(960×544) Object Detection TensorFlow 8 FPS DNR

SSD ResNet-18
(480×272) Object Detection TensorFlow 25.6 FPS DNR

SSD ResNet-18
(300×300) Object Detection TensorFlow 28.8 FPS DNR

SSD Mobilenet-V2
(960×544) Object Detection TensorFlow 12.8 FPS DNR

SSD Mobilenet-V2
(480×272) Object Detection TensorFlow 43.2 FPS DNR

SSD Mobilenet-V2
(300×300) Object Detection TensorFlow 62.4 FPS 1 FPS

Inception V4
(299×299) Classification PyTorch 17.6 FPS DNR

Tiny YOLO V3
(416×416) Object Detection Darknet 40 FPS 0.5 FPS

OpenPose
(256×256) Pose Estimation Caffe 22.4 FPS DNR

VGG-19
(224×224) Classification MXNet 16 FPS 0.5 FPS

Super Resolution
(481×321) Image Processing PyTorch 24 FPS DNR

Unet
(1x512x512) Segmentation Caffe 28.8 FPS DNR

Table. 3 Comparison result of between Proposed system and Rasberry P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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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W Block Diagram of A.I. Processing Board

Ⅳ. 실험 방법 및 결과 분석

실제 구현된 인공지능 처리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처리 속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14개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Net-50, MobileNet-v2, 

SSD ResNet, SSD Mobilenet, Inception V4, Tiny YOLO 
V3, OpenPose, VGG-19, Super Resolution, Unet)에 대

해 처리 성능을 Rasberry Pi 3와 비교하여 인공지능 프

레임 워크의 처리속도 비교를 통해 우수성을 검증하였

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Rasberry Pi 3는 9개의 프레

임워크가 동작하지 않았으며, 제안한 인공지능 처리 임

베지드 시스템이 처리성능에서도 대략적으로 50배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4는 AP내 NPU 기능을 활용하여 Object Detection

이 정상 동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Fig. 4 Result of object detection with NPU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요구조자 탐색을 위한 소방관용 스마

트 헬멧에서 동작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

기 위해 최적의 SoC를 선정하고 이를 임베디드 시스템

으로 개발하였다.
실제 구현된 인공지능 처리 임베디드 시스템과 

Rasbeery Pi 3와 14개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Net-50, 
MobileNet-v2, SSD ResNet, SSD Mobilenet, Inception 
V4, Tiny YOLO V3, OpenPose, VGG-19, Super Resolution, 
Unet)에 대해 처리 성능을 Rasberry Pi 3와 비교하여 인

공지능 프레임 워크의 처리속도 비교를 통해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비교실험 결과 범용적인 인공지능 S/W를 

시험 동작하고 라즈베리파이 3와 성능을 비교한 결과 

향후 제안 시스템이 인공지능 S/W 운용 플랫폼으로 적

합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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