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의 영상분석 모델을 현장에 도입하고, 영상분석을 통해 제품의 표면 결함을 

분류하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되는 영상이 100 장일 경우, 

10 장의 이미지 밖에 처리가 되지 않고 90 장은 서비스 지연으로 적시에 제품의 

결함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 사양 GPU 서버의 도입을 고려 하는 

중에 다행히 소이넷을 통해 성능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Voice of Customer: ㈜소이넷 고객사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란?  

 

최근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이 4 차산업 혁명의 분위기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그 성능이 뒷받침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lobal 업체인 Google, NVIDIA 등은 TensorFlow, Caffe, 

Pytorch 등을 통해 Model Zoo 라는 API 창고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모델러는 이러한 API 를 이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켜 

서비스 하는데, 통합된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행 

시에는 의미가 없는 학습엔진의 모듈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어 

무거워지고 실행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SoyNet 은 학습과 실행이 통합된 환경에서 학습엔진을 떼어내고 오직 

실행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환경을 구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CPU, 

GPU 등 인공지능 컴퓨팅 환경을 최적화 하는 기술을 적용 (특허 출원: 

10-2018-0136437 호) 하고 모든 모듈을 CUDA 및 OpenCL 코드로 

변환하여 성능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 플랫폼 전문회사     

We execute artificial intelligence faster 
  

 
 

  

 
(주)소이넷의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 플랫폼  

  

회사: ㈜ 소이넷  

Website: soynet.io 

국가: 한국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혁신 

기술존 2 층 

 

시장: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성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고객      

 

프로파일 

2016 년부터 SoyNet 을 개발하여 2018 년 

창업 현재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 플랫폼 

공급   

 

POSCO, 뉴로메카 및 지능형 영상분석 

업체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 H 사 

시계열 분석에 LSTM 모델을 활용한 

파일럿 진행,했고 최신 인공지능 모델 

포팅 완료 후, 대기업 중심 마케팅 진행 중  

  

Solution  

SoyNet 은 (주)소이넷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 플랫폼으로 

기존의 학습 과 실행의 통합된 구조의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시에 나타나는 

성능이슈를 해결함  

 

도입 성과  

− 인터넷 단절 시에도 무 중단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  

− 일반적인 인공지능 플랫폼 대비 

낮은 지연시간(latency), 적은 메모리 

사용을 지원하여 고성능 서버에서 

실행되던 인공지능 서비스를 에지 

기기에서 실행 할 수 있음     

− 개발 생산성 향상 (난해한 인공지능 

API 를 모르는 일반 개발자도 

인공지능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 할 수 있음)   



 

 

 

 

 

 

SoyNet 의 성능비교    

 

 

동일한 환경에서 벤치마킹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공통으로 YOLOv3 라는 CNN 기반 Object Detection 

Model 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환경 : OS(Windows 10 x64 ), 

CPU(i7-7700K), Mem(16GB), GPU(GTX1080TI 11GB)  

적용 Model : YOLOv3-DarkNet53 (CNN 기반 Object 

Detection), Model Size : 416x416, Float32, 

TensorFlow 1.12 (TensorRT 5.0 적용 버전) 

 

SoyNet 의 차별화되는 부분 중 하나는 기존 인공지능 

플랫폼 보다 월등하게 낮은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메모리 소요 참고: CPU ( 0.8 GB vs 2.8 GB) / GPU 

(0.9 GB vs 8.0 GB) 이는 에지 기기에서도 인공지능을 

운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목적에 특화된 FPGA 방식에 비해 범용 

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구현 편의성과 다양한 소규모 

요구조건을 용이하게 지원하여 보다 높은 가성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실행환경에서도 

불필요한 학습엔진을 로딩하기 때문에 부팅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SoyNet 은 로딩 시간 자체가 

매우 짧고 서비스 지연 (Latency)이 적습니다. 이러한 

성능차이는 모델이 사용하는 기능의 GPU 지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SoyNet 은 GPU 를 지원하지 않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도 GPU 를 이용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Edge AI 를 지원하기 위해 

NVIDIA Xavier, Tx2, Nano 등의 경량 H/W 상에서도 

PC 나 서버에서 개발된 모델을 모델 수정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yNet 에서 운영 가능한 모델   

 AlexNet 

 BNInception 

 CaffeResNet101 

 DenseNet121/161/169/201 

 DualPathNet68/92/98/107/113 

 FBResNet152 

 FCN  

 InceptionResNetV2 

 InceptionV3 

 InceptionV4 

 LightHead-RCNN 

 Yolov3 

 Faster-RCNN 

 MASK-R-CNN 

 NASNet-A-Large 

 NASNet-A-Mobile 

 PNASNet-5-Large 

 PolyNet 

 ResNeXt101_32x4d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torchvision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bninception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caffe-res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torchvision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dualpathnetworks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facebook-res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inception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inception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inception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nas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nas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pnas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resnext


 

 

 

 

 

 

 ResNeXt101_64x4d 

 ResNet18/34/50/101/152 

 SENet 

 SE-ResNet50/101/152 

 SE-ResNeXt50_32x4d 

 SE-ResNeXt101_32x4d 

 SqueezeNet 

 VGG11/13/16/19 

 VGG11/13/16/19 BN 

 Xception 

 그 외 다수 

 

Benefits  

 

인터넷 단절 시에도 동작 : 인터넷 단절 시에도 

학습된 인공지능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SoyNet 은 

에지 기기에서 인공지능을 분산 처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고사양 서버 부담 경감 : TensorFlow 나 Caffe, 

Pytorch 등으로 간단한 AI 모델을 실행할 때에도 

서버급의 고사양 장비가 필요한데, SoyNet 은 저사양, 

IoT 기기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고속 실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을 API 방식으로 사용 : 인공지능 개발자는 

난해한 인공지능 API 를 알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oyNet 을 활용 한다면, 일반 개발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oyNet 은 간단한 API 방식으로 

동작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정책  

 

[Run Time License]  

 엣지 (Edge) : ARM 기반의 Mali GPU 와 NVIDIA 

Jetson 용 기기 당 라이선스 판매    

 워크스테이션: GPU 당 라이선스 판매  

 서버: NVIDIA Tesla, Titan 계열의 고성능 GPU 를 

장착하고 있는 서버의 GPU 당 라이선스 판매   

 

[Developer License]  

 개발자 노트북 / PC GPU 용 판매   (개발전용)   

 

그리고 최초 구매 시, 인공지능 모델에 따라 별도 

SoyNet 을 위한 최적화 서비스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자세한 가격문의는 sales@soynet.io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넷은 2016 년부터 인공지능 실행 가속기 플랫폼을 

개발하여 2018 년 창업한 회사 입니다.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resnex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torchvision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se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se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senet
https://github.com/Cadene/pretrained-models.pytorch#xception
mailto:sales@soyne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