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센터명/총괄책임자 Grand ICT연구센터 / 김광수
학생창의자율과제명 인공지능 모델 표준화를 위한 ONNX 분석 및 평가

연구기간 2020. 03. 30 – 2020. 07. 17
연구 필요성

o ONNX(Open Neural Network eXchange)은 AI의 공통언어로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o ONNX은 2019년 말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 아직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 

ONNX은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표준으로써 인공지능 전반을 연구하는 것과 동일함

o ONNX을 중심으로 모델을 만드는 사람과 모델을 적용하는 사람의 역할 구분 가능

ONNX은 연구자가 개발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다양한 기기로 배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ONNX의 목적과 인공지능 모델 표준을 통한 이점에 대한 연구

o ONNX의 오퍼레이터와 기존의 AI 프레임워크들간의 호환성 연구

□ 주요내용

o Pytorch, Tensorflow등과 같은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와의 ONNX 간의 호환성 실험

o AI 프레임워크의 오퍼레이터들과 ONNX오퍼레이터 비교 및 ONNXRUNTIME과의 비교

o Edge Device들에서의 ONNX 호환성 실험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ONNX (Open Neural Network eXchange) 분석 및 

정리

 - ONNX 역사

 - ONNX 외의 다른 인공지능 모델의 역사

 - 신경망 모델과 ONNX 모델 비교

 - ONNX 모델을 파일로 정리하기 위한 프로토콜 

버퍼 조사

o ONNX Operator API 분석 및 정리

https://github.com/onnx/onnx/blob/master/docs/Operat

ors.md

 - ONNX Model Zoo에서 임의로 선택된 17개의 모

델들의 오퍼레이터들의 개수를 종류별로 세고, 이

<ONNX 첫걸음 e-book 표지>

<JETSON NANO Embed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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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오퍼레이터들

의 구조 분석

 - 오퍼레이터의 구조

 - 오퍼레이터의 종류

(BatchNormalization, Conv, ReLU 등)

o ONNX model Import/Export

 - ONNX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간 모델 교환을 

위해 탄생

 -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ONNX 형태로 인공신경

망 모델을 내보내거나 가져오는 것이 가능

 - 프레임워크들과 ONNX 간의 호환성을 연구해보

고자 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Pytorch와 

TensorFlow를 통해 ONNX 모델을 내보내는 과정을 

실험

 - ONNX 표준에서 ONNX 모델을 실행시키는 엔진

인 ONNX Runtime과 다른 엔진들을 비교

 - ONNX Runtime을 통해 ONNX 모델 실행 및 기존

의 모델 실행 과정과 비교

o ONNX model device embedding & 성능 평가

 - ONNX Model Zoo에서 가장 단순한 모델인 

MNIST, 경량화된 이미지 분류 모델인 Mobilenet v2

를 기준으로 성능 비교

 - GPU 가속 없이 CPU만 사용하여 성능 측정

 - Raspberry Pi 3와 Intel Core i7 PC 비교 결과 

ONNX Runtime이 가장 빠른 결과를 보임

 - 다른 edge device 환경에서도 모델 실행

 - Coral USB Accelerator Edge TPU

 - JETSON NANO

 - Neural Compute Stick 2

o ONNX 첫걸음 e-book 출간

<Coral USB Accelerator 
Edge TPU Embedding Test>

<Neural Compute Stick 2 Embedding Test>

<Pytorch Model Export to ONNX Model & 
Test>

<ONNX Runtime Train &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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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

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200918

460&orderClick=LAG&Kc

http://www.yes24.com/Product/Goods/92867227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5

1557227

o C-ONNX interpreter 구현

- C 언어를 이용해 ONNX Runtime을 구현한 기술

- Embedded 기기에 손쉽게 포팅할 수 있는 기술

- Python을 구동할 수 없는 작은 단말 또는 RTOS 

49 또는 O/S가 없이 Firmware로 AI를 구동해야 하

는 경우 유용한 기술

- 다른 엔진들과 비교했을 때 연산 가속 라이브러

리 없이 C언어로만 구현했기 때문에 성능은 상대

적으로 낮으나, C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높은 

Portability를 가짐

<C-ONNX 성능 비교>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ONNX은 다양한 머신 러닝 프레임워크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을 표준화 함으로써 프

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하기 위한 표준 모델로 제시되어 

활용

o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ONNX을 전반적으로 훑을 수 있는 국내 첫 번째 ONNX 서적을 eBook 형태의 책

으로 출간

o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인공지능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입

문서가 될 것으로 기대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200918460&orderClick=LAG&Kc
http://www.yes24.com/Product/Goods/92867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