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디바이스 AI 하드웨어 장비

보안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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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현디바이스의사양에따른한계

- (성능제약) 클라우드 기반AI 대비 처리능력 미흡

- (N/W 연결) AI 학습·훈련 한계로 인해 모델개선 시 N/W 연결필요

- (구동제약) 디바이스의 배터리수명, 열 손실 문제발생 가능성

온디바이스 AI에대한현황및전망 온디바이스 AI의한계및문제점

핵심
포인트

✓ 제4차산업의도입·확산·변화에따라, 엣지 AI 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시장이급속도로증가추세

✓ 온디바이스 AI 및시스템소프트웨어에대한오작동, 불법조작, 해킹으로인한피해및위험성증가

사업 및 연구 동향

- ‘온 디바이스 AI’ 개발 가속화 할 것 (삼성리서치, 2020.7월)

- 향후 5년내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2020년)

- 구글, 애플,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온 디바이스 AI 기술 연구

H/W및시스템오작동,불법조작, 해킹으로인한피해및위험성증가

- AI 스피커, 사생활 침해 가능보안취약점 증가(KISA): ’18년 8개 →  ’20년 42개

· 삼성전자, KT, SK텔레콤, LGU+ 등국내 AI 스피커 가입자1,610만명 (2020년)

- 美〮日 연구진, 레이저로 스마트스피커 해킹으로 차고문 열어 (2019년)

· 음성을 레이저로변환, 스피커의 울림 판에비추어 명령 인식

- 아마존 AI 스피커, TV 광고 소리를 착각해장난감 대량 주문(2017년)

- AI 기반 악성코드인 딥로커공격에 대한 위험성잔존 (Black Hat, 2018년)

· 보안도구를 우회하고, 목표얼굴을 인식할 때까지시스템에 동면

시장 동향
- 스마트 워치, 스마트 폰 등 스마트 기기, 센서 등 급속한 성장 예측

· 2020년 약 150억 개에서 2025년 약 1,500억 개로 증가(IBM, IDC / 2020년)

- 온 디바이스 AI S/W 및 H/W 시장은 지속적 성장 전망

· S/W 시장: 2024년까지 연평균 25% (11억 달러)

· H/W 시장: 2024년까지 연평균 21% (19억 달러)

※ 출처: Markets and Markets, Fior Markets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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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시장 규모 (가트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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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및문제점

온디바이스AI의이상동작에대한탐지및예측한계
- 다양한 외부 자극(레이저, EMP, 전력 등) 및 기술변화에대한 예측·대응 한계

- 멀웨어 변종 및공격 루트의 다양성으로인한 침해 대응의한계

- 온 디바이스 AI별 기능과특성에 따른 비정상행위 분석 한계

핵심
포인트

✓ 카메라기반장비및온디바이스 AI의이상동작및보안취약점

한겨레, 2021-05-13, [단독] 열화상체온측정기에
찍힌내얼굴·음성새나갔나
- 일부중국산제품서전송기능발견

■내얼굴정보중국에넘어갈수도?
■체온계는고성능 CCTV?…반경 30m 대화도포착
■실태는깜깜이…정부 “의료기기아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EQEMP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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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온디바이스 AI 기본동작–인공지능운영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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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카메라 SoC 시장동향 AI 카메라 SoC 제품동향

온 디바이스 AI 카메라 SoC는 중국의 HiSilicon을 비롯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연구·개발 참여로 급속한 성장 기대

AI Camera 시장 예측(마켓리서치, 2021.2)

2025년까지 215억 8천만달러, 연평균 23.8% 성장예측

- AI 기술과 많은 개발도상국의 채택으로 시장의 급속한 성장 기대

※ 출처: AI 카메라 시장 점유율 분석, Marketresearchfuture, 2022.03

중국 SoC 공급사인 HiSilicon(화웨이자회사)이독보적

미국 Ambarella, 한국 한 화테크윈 , 대만 MediaTek, 중 국 Goke,

Fullhan 등이 기술 경쟁에 합류

Ambarella (미국)

- 심층신경망 프로세싱이 가능한 IP 카메라용 SoC 제공

아이닉스 (한국)

- CNN 기반 영상처리 및 보안용 네트워크 카메라 솔루션 제공

HiSilicon (중국)

- 지능형 플랫폼 SVP(Smart Vision Processing) : 칩셋 과 SDK 지원

Hi3516DV300

- 신경망 및 스마트 컴퓨팅 가속엔진으로 영상 분석 지원





딥러닝엔진을포함하는 AI SoC 설계

AI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신경망 SoC 보호를 위하여 제안된 신뢰 실행 환경



검증대상: 화웨이 AI IP 카메라 SoC – Hi3516DV300

하이실리콘 Hi3516DV300

하이실리콘 온 디바이스 AI 특성

- NNIE 운영 라이브러리 기반 AI 운영
- 화웨이 HarmonyOS 플랫폼 기반 운영
- 시험 코드 운영
- AI 엔진 라이브러리 지원

AI 엔진 코드 수행 절차



검증대상: 화웨이 AI IP 카메라 SoC – Hi3516DV300

프로세서

코어

• Dual-core ARM Cortex-A7@ 900 MHz, 32 KB I-cache, 32 KB D-cache, 2

56 KB L2 cache

• Neon acceleration and integrated FPU

온 디바이스

AI 

• 신경망 가속 엔진(NNIE) : 최대 1.0 TOPS 지원 Hardware Accelerator

• 안면 인식 및 행동 패턴 분석을 지원하는 스마트 가속 엔진

• NNIE 소프트웨어: Caffe Framework 기반

• 지능형 영상 엔진(Intelligent Video Engine, IVE) : 영상 분석 엔진

보안 기능

• Secure boot

• 하드웨어 기반 메모리 분리

• 하드웨어 기반 암호 모듈 - AES, DES, 3DES, RSA

• 해쉬 알고리즘 - SHA1/SHA256/HMAC_SHA/HMAC_SHA256

• 하드웨어 기반 난수 발생기

• 8-bit OTP 저장공간



화웨이 HarmonyOS 플랫폼개요



화웨이 HarmonyOS 플랫폼구조



Kendryte AI 장비

Kendryte K210

AI 시험 항목 도출 및 운영
- KPU 운영 라이브러리 기반 AI 운영
- YOLO2 알고리즘 기반으로, 

탐지를 위한 연산은 SoC의 KPU에서 수행
- K210 AI 시험 코드 구현 및 운영
- Kendryte 제공 AI 라이브러리 취약점 탐지



Kendryte AI 장비

K210 AI 기초

모델 생성
제공 모델 이용

모델 생성
자체 모델 만들어 이용

학습 모델 파일

KPU 모델 변환



Kendryte AI 장비

K210 AI 기초

From SD

모델 가져오기
From Flash

모델 저장
Flash에 모델 Write



Kendryte AI 장비

K210 장비 모델 수행 YOLO (You Only Look Once)

이미지를한번보는것만으로

Object의종류와위치를추측하는

딥러닝기반의물체인식알고리즘.

장점
1. 빠른 속도
2. 이미지 예측을 Global 하게 수행



안면인식출석제어시스템



안면인식출석제어시스템

장비장비 등록

사용자 등록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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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Person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 Right Device 인증된 장비를 사용하여
- Right Data 보호된 정보를 전달

- Secure boot 
펌웨어, 응용프로그램이 악의적인 손상 여부를 부팅에서 확인

- TEE
하드웨어 기반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 지원
격리된 실행환경에서 TEE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무결성, 기밀성 등의 보안 기능제공

HarmonyOS 보안

Righ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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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보안보증프레임워크 (Security assurance Framework

보안영역 세부항목

하드웨어

Boot root of trust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eFUSE, OTP

Hardware isolated trusted environment Arm TrustZone. RISC-V independent core

Hardware key engine Hardware encryption/decryption

시스템

Process isolation
프로세서가 memory management unit (MMU)를 이용 가상 주소/피지
컬 주소 맵핑 이용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DAC) 파일 소유자가 접근 권한 결정

Capability mechanism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제어 권한 제공

Secure boot
시스템 보안의 기본 사항. 디지털 서명 및 무결성 확인 메커니즘을 사용. 부팅 시
chip 과 소프트웨어 인증

데이터 Huawei Universal Keystore Service (HUKS) 키와 인증 관리 플랫폼

디바이스 연결

IoT Device identifiers 사용자 정보를 장비들간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key pair

P2P trusted binding between IoT devices IoT 제어부-IoT 장비간 통신시 상호간 PIN을 스캔 후 연결

Secure communication IoT devices 상호간 통신을 위하여 보안 채널을 통한 key 교환 인증 절차

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 signature management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시 보안 키를 이용한 인증 과정

Application permission control 인증된 응용 프로그램만 사용 가능

업데이트

Vulnerability collection 보안 취약점 수집

Vulnerability notification 보안 취약점 통지

Update push 안전한 업데이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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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바이스AI 보안분석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바이너리

- AI 카메라 보안 취약점 데이터

- AI 카메라 운영 정보

- 수집 데이터 변환 처리

- 그룹별 변환 데이터 셋 구성

- AI 카메라 소프트웨어 바이너리

취약점 학습·분류

- AI 카메라 운영정보 학습·분류

Step 1. 데이터수집 Step 2. 데이터셋구성 Step 3. 학습&분류

1 2 3

AI 기능별구현및탐지 AI 카메라시스템에대한인공지능분석

AI 시험도구

AI App. AI 엔진

측정장비

운영정보수집및변환

바이너리 변환

파형 데이터 변환

그룹별 분류

기능별 분류

딥러닝 학습

검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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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증시험플랫폼시스템구성

HW 시스템
구축및운영

데이터
학습

모델생성데이터
수집및추출

장비운영및
데이터측정

결과공유
데이터
변환 학습검증

공유결과
분석서비스

검증완료

H/W S/W
AI 카메라시스템 SoC AI 엔진구동 AI 데이터분석 SW 시험분석서비스플랫폼

온디바이스AI 운영분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