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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이미지 인식기술 서비스의 산업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기술에 어떠한 역
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특정 국가의 
원유 저장탱크의 산출 내역을 밝혀내거나, 사용자가 촬영하거나 다운로드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나 제품을 
검색해주기도 하며, 과일의 산출량을 정렬한다거나 식물의 질병을 탐지해 낼 수도 있다. 딥러닝과 신경망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사람의 나이, 성별, 기분까지도 인식할 수 있어 이미지 인식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이미지 인식 기술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 것 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여러 산업에서 이미지 인식
기술을 구현하고 적용하여 발전시킨 여러 성공 사례들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향 후 
국내 이미지 인식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볼 수 있다. 

■ 중심어 :∣인공지능∣이미지 인식기술∣컴퓨터 비전기술∣이미지 분류∣이미지 찾기∣
Abstract

Based on the use cases of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this study looked a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plays a role in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Through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satellite images can be analyz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veal the calculation of oil storage tanks 
in certain countries. And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for searching images or 
products similar to images taken or downloaded by users, as well as arranging fruit yields, or detecting 
plant diseases. Based on deep learning and neural network algorithms, we can recognize people's age, 
gender, and mood, confirming that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is being applied in various industries. 
In this study, we can look at the use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as well as see which methods are being applied to the industry.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as presented, focusing on various successful cases in which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was implemented and applied in various industries. At the conclus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irection in which domestic image recognition technology should move forward in 
the future.

■ keyword :∣Artificial Intelligence∣Image Recognition Technology∣Computer Vision Technology∣Image 
Classification∣Image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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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
의 시각적인 인식 능력까지 재현하는 단계까지 가능하
게 하고 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에 나타난 객체를 인식하는 기술을 뜻한다[1].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최근에
는 이미지 내의 객체 인식뿐만 아니라 영상 데이터 기
반 객체인식까지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
장은 2025년 368억 달러로 성장할 예정이며, 특히 이
미지 인식 및 테깅 분야는 약 81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2]. 

이미지넷(ImageNet)의 등장과 함께 대량의 이미지 
인식용 데이터가 배포되었고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 인식 기술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미지넷은 
스탠포드 대학의 Fei-Fei Li 교수가 2009년 이미지에 
나타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한  프로젝
트를 뜻한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진들을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미지넷을 통해 인공지능의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분야의 교육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3]. 딥러닝 기술은 수많은 층(Layer)
로 구성된 신경망 구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는 기술을 뜻한다. 딥러닝 기술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 환경에서 고성능의 객체인식이 가능하게 되었
고 사람의 인지 수준을 뛰어넘어서고 있다[4].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이미지 분류, 이미지 찾기, 이미
지 인식과 대상분할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는 이미지에서 하나
의 객체를 분류하는 것을 뜻하며, 이미지 찾기(Image 
Localization)는 대상의 위치가 이미지의 어느 영역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하는 기술이고, 이미지 인식(Image 
detection)은 이미지에서 여러 대상을 찾고 위치를 표
시해주는 기술이다. 대상분할(Object captioning)은 
이미지에 포함된 대상을 정확하게 선으로 분할하는 기
술을 뜻한다[5]. 이러한 이미지 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료이미지를 분석하여 질병을 
발견하거나, 제조과정의 결함을 검수작업에서 찾아내기
도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
한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미지 인식 기술의 발
전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중사
례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사례를 선택하였으며[6], 사
례선택방법 중 임의선택방법과 정보중심 선택 방법이 
존재하는데[7] 본 연구는 정보중심 선택방법을 택하여 
위에서 언급한 이미지 인식 기술 4가지를 기준으로 사
례를 선별하였다. 사례 수에 대한 기준은 4~10개가 적
절하다는 선행연구[8]의 의견을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컴퓨터 비전 기술 연구
기존 연구는 컴퓨터 비전 기술 개발 연구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특정 산업분야에서 제한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인간의 눈
의 기능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카메라로부터 영상 
이미지를 취득하고,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석하고 판별
한다[9]. [표 1]은 컴퓨터 비전을 위해 사용되는 최근의 
주요 기술을 나타낸다. 특히,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인식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다중 인물에 대한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술인 오픈포즈
(OpenPose)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기존 이미지 인식
기술과 달리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의 몸, 손, 및 얼굴의 
특징을 포함해 추출할 수 있다. 즉, 실시간으로 다중 행
동에 대한 제스처 인식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미지 
객체 감지 알고리즘인 YOLO(You Only Look Once)
는 증강현실이나 자율주행차 연구 등에서 이미지 인식
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서는 주요 기술로 다뤄지고 있
고, 현재 기존 YOLO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연구 상황
에 맞춰 제안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볼 수 있는 주요 기술로 실제 이미지를 변경해 가짜 이
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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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컴퓨터 비전 기술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인식 및 검출 기술 동향에 대
한 연구는 컴퓨터 비전 기반 물체 인식 및 검출 기술과 
관련한 모델과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한다. 딥러닝 기술
의 근간이 되는 FCNN(Fully-Connected Neural 
Network)에서부터 1989년 발표된 CNN, 2012년 
Deep CNN모델인 AlexNet가 등장하면서 많은 연구
팀들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VGG Net과 GooLeNet은 2014년에 소개되었으며 
GooLeNet은 학습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식률을 보였다. 이후 소개된 ResNet는 딥러닝 네트
워크 구조가 깊어질수록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Residual Learning 머
신러닝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및 검출 기술은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서비스, 구글의 
구글 포토 서비스, 불량품을 선별[5], 스마트 팩토리의 
업무 효울화[21], 건설현장의 공정관리, 안전 관리, 생
산성 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역설계, 손상 탐지 및 평가
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22]. 

2. 컴퓨터 비전 기술 응용 연구
딥러닝 기술로 인해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기술이 

적용된 산업분야마다 그 활용목적이 다양하다. 컴퓨터 
비전의 주된 활용 목적 중 하나는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체의 감지(detection)[15] 를 하거나, 인식(recognition) 

[16], 분류(segmentation)[17], 및 위치(location)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연속 영상에서 
물체를 추적하거나, 3D 모델로 맵핑(mapping) 하는데 
활용되기도 하며, 인간의 팔다리 움직임을 3D로 추정
(estimation)을 하고, 디지털 영상을 콘텐츠에 따라 탐
색(content-based image retrieval) 하기 위해 활용
되고 있다[18].

이미지 기반의 식물 인식 기술 사례를 조사한 연구에
서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미지 분류, 이미지 찾기, 이
미지 인식, 대상 분할’로 구분하고, 식물 분야에서는 특
히 이미지 분류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한 식물 
이미지 생성 기술, 식물 도감 기반 식물 이미지 분류 기
술을 소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앱 서비
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 교통분야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그리고 교통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교통안
전 향상을 위해 이미지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자
율 주행을 위한 환경 인식 기술은 레이다, 카메라 등의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 보행자 등의 장애물, 도로표식, 
신호 등을 인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19]. 민준영은 교
통현장에 설치된 CCTV는 정보수집 기능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CCTV영상을 기반으로 교통 정보의 세분화, 
다양화, 교통시설정보, 도로 등의 안전감지, 교통정보제
공, 사고 및 돌발 상황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 교
통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20].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모델링과 알
고리즘 개발과 관련된 기술연구에 중점을 둔 것과 달
리, 제한된 영역에 한하여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
여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산업분야 외에 다양한 산
업분야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컴퓨터 비전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Ⅲ. 이미지 인식 기술 기반의 서비스 

1. 블루리버 테크놀로지(Blueriver technoloty)

컴퓨터 비전 기술 연구논문

 오픈포즈
(OpenPose)

딥러닝의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mnal 
Neural Network)을 응용해 개발[10]

YOLO
(You Only Look 
Once)

- 시멘틱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실시간 3D 객체 추
출 및 트레킹 연구에서 Complexer-YOLO 알고리즘
을 활용한 연구 진행[11]
- 자율주행차 등에서 활용될 때, 객체를 감지하는 속
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YOLOv3은 기존 객체 감지 속
도보다 빠르다는 결과를 확인했는데, 최근 실시간 임
베딩을 적용해 YOLOv3보다도 약 2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감지하는 결과를 선보인 mini-YOLOv3 연구
가 진행되고 있음[12]

GAN
( G e n e r a t i v e 
A d v e r s a r i a l 
Networks)

- 그림 작품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실제 사진을 좋아
하는 화풍의 그림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
몰에서 피팅하는 모델을 생성하거나 모델에게 다양한 
헤어 스타일 적용도 하는데, 최근 사용자가 자유롭게 
스케치를 하거나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SC-FEGAN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음[13]
-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상황에서 촬영된 이미지에 
대해 비나 눈을 제거하는 기술로, 비나 눈이 오지 않
았을 때의 상황으로의 복원에 기여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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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리버 테크놀로지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토
양 상태를 분석하여 제초제와 비료·물을 뿌리는 시기와 
양을 조절한다. 또한 트랙터 하단에 설치한 카메라가 
토지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여 잡초에만 정확하게 제초제를 분사하
고 작물에는 비료를 떨어뜨려 농작물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은 미국 실리콘
밸리의 인공지능 기업 블루리버 테크놀리지에서 개발
한 AI트랙터이다[23]. 

미국에서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제초제를 너무 광범
위하게 사용한 결과, 토양 오염이 심각해진 것뿐만 아
니라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잡초들이 번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제초제 사
용량을 90% 가량 줄여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
었다[24]. 특히 농업분야는 농작물 생산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나 빅데이터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농·축산
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인구증가에 따른 식
량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지만 국내의 경우 스마트 농장 건립을 추진하려는 시도
가 있었지만 ‘대기업이 농민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반발
로 무산되었다. 국내의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이
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및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 제초제 살포 화면 [25]

2. 케스프리(Kespry)
2013년에 설립된 케스프리는 광산 및 채굴 산업분야

에서 시작하여 산업용 고객에게 가입 기반 드론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드론으로부터 포착한 이미지를 바탕

으로 비축 양을 체적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 보험에 이어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을 꾀
하고 있다[26]. 특히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아직 초기시장
임에도 불구하고 광산 채굴 사업이라는 틈새시장을 개
척함으로써 세일스포스 벤처스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
달받을 수 있었다. 2019년 300개 이상의 고객사 중 
200개 이상이 광산 채굴 사업 고객으로, 케스프리의 비
즈니스 모델은 광산 채굴 산업뿐만 아니라 보험 산업에
도 활용가능하다. 드론을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
해 폭풍 등으로 파손된 지붕의 손상 정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
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이 손상 정도를 직접 체크할 
필요가 없어 직원의 업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케스프리 드론의 지붕 손상 촬영 [27]

또한 건설사가 건설 현장에 적치한 모래 자재 재고량
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등 건설기업이 차후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오비털 인사이트(Orbital Insight)
위성사진을 인공 지능(AI)으로 분석해 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의 최신 흐름을 파악해 주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비공
식 정보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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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털 인사이트의 AI가 인공위성사진을 바탕으로사
우디의 원유 탱크를 전면 재조사한 결과, 석유 산업의 
조사 기관이 과거 산출했던 것보다 2배가 많은 원유  
탱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 위성에서 촬영된 원유탱크 모습 [28]

뿐만 아니라 오비털 인사이트는 중국 전역의 원유 저
장탱크를 찾아내 중국의 원유 저장량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비털 인사이
트는 딥러닝을 비롯한 AI 기술과 이미지 인식기술의 발
전을 통해 수천만 장의 위성사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주요 VC로부터 총 8,000만 달러
의 투자를 유치하였다[29]. 

4. 로고그랩(LogoGrab)
로고그랩은(LogoGrab)은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스타

트업으로 Google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로 기업이 
소셜 미디어에서 로고 사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및 동영상 혹은 GIF에서 로고와 마크가 포
함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감지 기술
이다. 수백만 개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스캔하고 사용자
가 찾고자 하는 특정 브랜드 로고를 식별하도록 설계하
였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혹은 비즈니스
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브랜드, 광고주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콘텐츠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
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로고그랩의 서비스
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브랜드 로고를 스캔하여 제품 정

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로고그랩은 로고 감지 API를 사용자의 플랫폼에 통

합시켜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이미지, 비디오 및 
GIF와 같은 콘텐츠를 모니터링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게 정확한 시각적 데이터 분석 및 고객에 대한 통찰력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스폰서십 모니터링에
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브랜드의 투자를 보다 정
확하고 대규모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기업의 독점 콘텐츠가 유통되거나 위조 품목을 식별하
는데도 이용이 가능하다[30]. 

5. 이마가(Imagga)
이마가(Imagga)는 비주얼 검색(Visual search)을 

통해 사용자가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혹은 인터넷에
서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사한 이미지나 제
품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미지 기반 검색 기능이 핵심이다. Imagga Visual 
Search API를 통해 이미지 기반 검색을 소프트웨어 시
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에 구현하여 시각적 데이터의 검
색을 가능하게 한다. Imagga의 서비스를 통해 텍스트 
검색보다 쉽게 실제 유사성을 기반으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주얼 검색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이미지에서 메타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미지 색인
을 만들고 의미, 색상, 범주 또는 기능적 유사성을 기반
으로 최상의 결과를 검색해서 나타낸다. 

Imagga의 비주얼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웹이나 
직접 가져온 이미지를 업로드 하여 유사한 항목을 검색

그림 4. LogoGrab의 위조제품 식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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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도와주고 딥러닝 기술을 통해 검색 정밀도
를 높여주며 유사한 제품을 표시하여 품절 된 제품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서 제품의 전환율을 높여주기도 한
다[31].  

그림 5. Imagga의 visual search [31]

6. BitRefind Group
BitRefind Group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토대로 이

미지 및 동영상 전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객체 및 
이벤트 감지, 이미지 내용 인식, 장면 분할(scene 
segmentation), MRI 혹은 X-Ray의 2D 이미지의 3D 
장면 재구성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농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
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식물 질병 탐지(Plant 
disease detection) 서비스이다. 농작물 질병은 농산
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수량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BitRefind는 자동 식물성 
질병 탐지 시스템으로 식물의 질병을 발견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및 컴퓨팅 하
드웨어로 식물을 촬영하고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 흐
름을 검사하여 병든 잎을 감지하고 분류한다. 인공 신
경망을 기반으로 하여 식물 잎의 흠집이나 곰팡이와 같
은 이상 징후를 인식하고 질병을 구별하는 게 특징이다

[32].
다음으로 과일과 꽃을 자동으로 정렬하는 서비스이

다. 과일의 모양, 크기, 색상, 질감, 표면 품질, 성숙도 
및 대칭과 같은 여러 가지 시각적 특징을 통해 산출량
을 정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카메
라를 기반으로 수십 가지 기능을 추출하여 해당 과일의 
품질을 결정하고 정렬함으로써 농부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과일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 이미지 획
득, 이미지 전처리, 기능 추출, 그리고 정렬 및 등급지정
이라는 4단계를 거친다. 특히 특징을 추출해야하는 기
능 추출 단계는 가장 복잡한 단계로 인공 신경망 모델
을 사용하여 과일마다 다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33].

그림 6. BitRefind의 식물 질병 탐지 [32]

그림 7. BitRefind의 과일 등급 정렬 [33]

7. 엔비디아(NVIDIA)
엔비디아는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멀티미디

어 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반도체 회사로 1993년 설립
되었으며, 본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타클라라에 있다
[34]. 주로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3과 같은 비디
오 게임기에 그래픽 카드 칩셋을 공급하였다. 

최근 엔비디아가 99%의 높은 정확도로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를 개발했으며, 지금까
지 공개된 얼굴인식 CCTV로는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얼
굴인식 CCTV는 3초 안에 얼굴을 구별하고 정확도는 
9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디비아가 이스라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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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인식 스타트업 애니비전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CCTV는 [그림 8]과 같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100%
에 가까운 정확도로 얼굴을 인식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 CCTV가 얼굴을 찍는 순간 
즉시 식별이 가능할 만큼 인식 속도도 빠르다[35]. 

얼굴인식 CCTV는 향후 범죄·테러 용의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
다. 은행 ATM같은 자동화기기 에도 설치가 가능해 불
법 인출도 막을 수 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CCTV
는 기존에 설치된 CCTV 단말기에 별도의 그래픽 칩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다. 엔비디아는 처음 그래픽, 멀티미디어 장치를 개발하
는 기업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의 확장을 성
공적으로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 맞
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에서도 좋은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성공적인 기업들의 경우 기술 및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갈 때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한편, 엔비디아의 2020년의 기업 가
치는 1천500억 달러이다.

그림 8. NVIDIA facial recognition [36]

8. 한본
한본은 1998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기술 기반 기

업이다. 한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그림 9]와 같
이 마스크 착용자를 95% 확률로 식별해 내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현재 베이징 경찰서를 비롯한 공
공기관 200여 곳에 배치했다.

한본이 개발한 안면인식 솔루션은 600만 명의 마스
크 미착용자 얼굴 이미지 표본과 소량의 마스크 착용자 
얼굴 이미지 표본으로 구축한 데이터로 AI을 학습시키
고, 지난 10년 동안 축적해 온 안면인식 기술 노하우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37].
솔루션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건물 입구에 설치

해 개별 통과자를 감식하는 싱글채널 모델과 1초에 30
명을 동시에 감식할 수 있는 멀티채널 모델로 구분된
다. 실험 결과 마스크 착용자는 95%, 미착용자는 
99.5% 확률로 식별해 냈다. 한본은 마스크와 선글라스
를 함께 착용한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
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며, 범죄자 색출 및 검거에 다
양하게 활용 될 수 있을 전망이다[38]. 중국은 최근 범
죄자 식별 및 검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규제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편이다. 이미지 인식 기술
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기술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
건이 가능해지며 그 성과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한본의 기업 가치는 2020년 기준 7226억 원이다.

그림 9. Hanvon facial recognition [39]

9. 사이버링크
사이버링크는 DVD 재생 프로그램, 디지털 홈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1995년 대만에서 설립되었다[40]. 
AI 및 안면인식 기술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사이버링크
는 2018년 인증, 접근제어, 안전, 보안, 방문자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페이스미라는 AI 안면 인
식 기술을 선보였다. 페이스미는 다양한 생체 인증 파
라미터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안면인식 엔진으
로, 뛰어난 정확성과 성능, 보안성과 응용가능성으로 업
계가 주목하는 기술이다. 2018년 말에 페이스미 솔루
션을 출시한 이래 사이버링크는 하드웨어 제조업체, 시
스템 통합업체, 솔루션 공급업체 등 수많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AI 안면 인식 기술을 IoT/AIoT 분야에 탑
재해 왔다. 정교한 엣지 기반 아키텍처는 몇 밀리 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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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체 인식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으며, 다수의 플랫
폼과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딥러닝과 신경망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사람의 나이, 성별, 기분, 얼굴이 향하는 방
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제 얼굴 또는 녹화된 영상으
로부터 인식할 수 있으며, 화상 데이터베이스 LFW 
DB(Labeled Faces in the Wild)에서 99.82%라는 높
은 정확도를 기록했다[41]. 한편 사이버링크는 2019년 
기준으로 1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안면인식 기술은 스마트 기기의 보안을 위한 모바일 
생체 인증이 보편화 되면서 생체인식 시장이 이미 빠르
게 커지고 있으며, 연구소나 공공기관 등 보안이 중요
한 곳의 출입을 위한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테러 용의자 등을 24시간 감시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자동화기기(ATM)에도 설치가 가능해 불법 인출
도 막을 수 있다. 사이버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면
인식 기술의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
라, 기존의 영상보안 카메라에 적용하는 비용도 크지 
않아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이미지 인식기술 서비스의 성공사례를 기
반으로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기술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블루리버 테크놀
로지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토양상태를 분석하여 
제초제와 비료, 물 등을 뿌리는 양과 시기를 조절한다. 
과도한 제초제나 비료를 살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 손
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확량을 늘릴 수도 있어 
긍정적이다. 케스프리는 광산 및 채굴 분야에서 드론으
로부터 포착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비축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비털 인사이트는 위성사진을 인공
지능으로 분석해 사우디나 중국의 원유 저장탱크의 산
출 내역을 밝혀내는 등 이미지 분석으로 최신 흐름을 
파악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고그랩은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및 동영상 혹은 GIF에
서 로고 이미지를 분석하여 위조제품을 식별하거나 브
랜드 로고를 스캔하여 제품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마가는 비주얼 검색을 통해 사
용자가 촬영하거나 다운로드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
지나 제품을 검색해주고 있으며, 딥러닝 기술을 통해 
정밀도를 높여주고 있다. BitRefind Group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토대로 객체 및 이벤트 감지, 이미지 내용 
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일의 산출량을 정렬한
다거나 식물의 질병을 탐지해 낼 수도 있다. 엔비디아
는 99%의 높은 정확도로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를 개발했으며 범죄·테러 용의자를 24
시간 감시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
다. 한본은 마스크 착용자를 95% 확률로 식별해 내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한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 범죄자 색출 및 검거에 활
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이버링크는 다양한 생체 인
증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AI 안면인식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딥러닝과 신경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람의 나이, 성별, 기분, 얼굴이 향하는 방향 
등을 인식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인식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미지 인식 기술은 크게 이미지 분류, 이미지 찾기, 
이미지 인식, 대상분할 등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
어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조사된 다양한 사례와 분석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인식 산업에
서는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의 기술과 융합하여 더욱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지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산업적 시사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최신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이미지 인식기술의 현황 파악과 이미
지 인식기술이 어떠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되
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활용분야 중 이미지인식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미지인식 기술을 활용한 헬
스케어의 최신 이슈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안면인식 기술의 경우 국내는 해외에 다소 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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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습이었으며, 이미지인식 기술의 농업, 광업 등 1
차 산업의 적용에도 해외에 비해 혁신 사례가 부족한 
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미지인식 관련 여러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 및 산업 적용이 해외 선진 사례
에 비해 더딘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미지인
식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
문적 시사점으로는 여러 산업에서 이미지 인식기술을 
구현하고 적용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사례들을 중
심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기술의 성숙
도와 기술의 체계적 분류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이 미흡
하였다는 점이다. 기술의 체계적인 분류가 없어, 사례 
별로 기술의 특징과 기술의 적용 방식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또한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해외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결론을 내었
다. 하지만, 국내의 이미지인식 기술이 뒤쳐져있는 구체
적인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어
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
였다. 또한 국내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해외에 비해 발
전이 더딘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발전 시켜나갈 수 있
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향후연구에
서는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이슈와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규제 같이 논의함
으로써 국내 이미지 인식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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