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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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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인공지능연구소(초지능+초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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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음성⋅언어지능 중심의 주요 인공지능

휴먼증강: 근력증강패드, 소리촉각전환 햅틱 장갑, 시각인지전환 기술 등

들어가며.. - 지능정보연구본부

시각지능

단순 사물인식이 아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행동인식 기술

자유 발화에 대한 높은 인식률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언어로 검색하고, 
질문 의도를 이해하는
차세대 검색/QA 기술

언어지능 음성지능

• 글로벌 챌린지 2위
• 세계 Top 학회 2년 연속 선정
• 지자체 협력 공공 서비스 확대 중

• 구글보다 높은 성능
기존 딥러닝 대비 50% 오류율 감소

• 회의록, 콜센터에 다수 활용
• 한국어 기계 독해 챌린지 1위

한국어 구글 대비 4.5% 우수
• 국제 표준 4건
• 금융, 전자계약등한국어지식다수적용중

센서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인지/판단/예측하는 기술

• 레이다/라이다/센서
• 교통흐름, 네트워크 트래픽, 구매 등

촉각(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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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으로 스며든 AI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방향

AI 새로운 보안 이슈

01

02

03

발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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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의 AI - AI 대표분야

국내 길병원 왓슨 도입
AI 키오스크(인천공항)

네이버 코나 한컴 지니톡고
디지털 휴먼, 로지

AI 스피커

자율차,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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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상속의 AI –인공지능연구소 현장실증

핸들 없는 자율주행셔틀 AI 돌봄 로봇 소형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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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의 AI – 사례: 자연어 QA

① 국회도서관의 법률 입안/심사 조사용 법령 정보 질의 응답 서비스
- 한국어 최첨단 언어모델(KorBERT) 기반, 

- 국내 법령(1,456건) 및 35개국 헌법(번역본)  

② 한컴오피스 ‘20 지식 검색 서비스

③ 기관별 행정 QA: NST, ETRI, 공정거래위..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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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의 AI – 사례: 여행 자동통역

� 한글과 컴퓨터 지니톡고 2 – 구매 or 공항렌탈

- 오프라인 통역(4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표준어(만다린), 일본어

- 오프라인 OCR (12개국): 한, 영, 중, 일, 프, 스, 러, 독, 포, 이, 아랍, 태국어 등

- 온라인 통역/OCR (6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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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의 AI – 사례: 음성인식- 콜센터 STT, 회의록, 방송자막 등

① 콜센터/고객센터 녹취데이터 음성인식 (STT)

- KB카드, AIA 생명, 하나은행, 동부화재(이상 한국어), 

북미 S전자(영어) 등 주요 80여개 콜센터 사업화

② 음성인식 자동 회의록 작성
- 지자체 시도의회, 교육청, 금감원, KB 금융 등

③ 스트리밍 자막 서비스 (’21년 국회 2개 상임위 적용)     

-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트리밍 종단형 음성인식 기술 활용

:  음성을 자소/단어 시퀀스로 직접 매핑, 손실 최소화, 성능↑

50

60

70

80

90

100

뉴스 다큐 시사 평균

Google LSTM end-to-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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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AI 활용 영어 말하기 시스템” 사업에 비원어민에 특화된 음성인식 및 발음평가, 주제 기반의 자유대화
처리 기술 서비스 (ETRI 기술 사용)   20년 (58개교 4~6학년), 21년 (전국초등학교) 

� 세종어학당: 국내 외국인 & 글로벌 대상 “한국어 말하기 시스템“ 오픈 (’21년)  국내 다문화가정 준비중

일상속의 AI – 사례: 외국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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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의 AI–외국어 독해 가정교사

YTN 뉴스 (22.11.10)

헤럴드 경제(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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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행동인식 요소기술: 사물검출, 인스턴스 분할, 관절검출, 행동이해/추론 등

� 쓰레기 투기 감지: 은평구청, 세종시, 대전시 (’19-’20), 쓰러짐 탐지: 대전시 (‘21년), 100채널 확대(‘22년) 

일상속의 AI – 사례: CCTV 불법/안전 탐지

• 대전시 실증 – 뉴스보도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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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TRI 오픈 인공지능 API 플랫폼

ETRI 오픈 API 플랫폼: 인공지능 API 및 관련 데이터 공개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대비 낮은 기술 활용도를 극복하고자 함

– 정부 R&D 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결과물 Open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 학교, 개인 개발자 등의 다양
한 AI 서비스·제품 개발 환경 지원 및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인력 양성 지원

http://www.etri.re.kr/aiopen

 2017.10월 ~ ‘21년 1월 기준

 한국어 분석 및 음성인식 등 24종 API

 신청기관: 1,016개 기관

 API 누적 사용량: 5,496건 (1월 129건), 접근
기준 4만~8만건/1일

 신청건수 1,885건 (1월 한달 47건)

: 언어 644, 음성 221, 시각 176, BERT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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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공지능 기술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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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1956 19841974
~1980

1956
~1973

1987
~1993

1997 2001 2000
전후

2006 2011
2012

2014 2016
2017

20201981
~1987

튜링
테스트 ‘AI’

용어
존 메카시

‘I Robot’ 소설
아이작 아시모프

로봇3원칙

이론적인
낙관론

(사이먼, 1985)

1st Winter of AI
비판론, 장난감 수준

전문가시스템
ANN

Backpropagation
특정지식범위

터미네이터
제임스카메룬

2nd Winter of AI
AI Bubble 

IBM Deep Blue
체스경기 승리

A.I. (에이아이)
스티븐 스필버그

Winter of AI(??)
DARPA grand Challenge (2005)
캐나다 지속 펀딩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즈와일

제프리힌튼DBN

IBM
제퍼디쇼

Google Brain

유진-튜링테스트

딥마인드알파고

OpenAIGPT-3

아이언맨
(2008/2010/2012)

호모데우스
(2015)

알파폴드-2

OpenAIDall-E

2021

인공지능 기술발전 – AI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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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기술(딥러닝 중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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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기술 흐름

사람처럼지각, 인지, 추론, 

판단, 행동, 적응, 자율 성장할수 있는 자연지능모사 인공지능기술

초거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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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 Transformer 

Image Classification 리더보드
순위 및 성능 수준 년도 모델

Word Error Rate
(WER)

2020
Conformer + Wav2vec 2.0 + SpecAugment-based Noisy 

Student Training with Libri-Light 1.4

2021 w2v-BERT XXL 1.4

2020
Conv + Transformer + wav2vec2.0 + pseudo 

labeling 1.5

2020
ContextNet + SpecAugment-based Noisy Student 

Training with Libri-Light 1.7

2021 SpeechStew 1.7

2020 Multistream CNN with Self-Attentive SRU 1.75

2020 wav2vec 2.0 with Libri-Light 1.8

2021 HuBERT with Libri-Light 1.8

순

위
구분 Top-1 Accuracy

Number of 
Parameters

Tags
(주요 알고리즘)

1
CoCa(finetuned)

(2022.5.4.)
91.0% 2,100M

Transformer, ALIGN, JFT-

3B

2
Model soups(BASIC-L)

(2022.5.10.)
90.98% 2,440M

Conv+Transformer, ALIGN, 

JFT-3B

4
ViT-e

(2022.9.14.)
90.9% 3,900M Transformer, JFT-3B

5
CoAtNet-7

(2022.9.16)
90.88% 2,440M Conv+Transformer, JFT-3B

9
DaViT-G

(2022.4.7.)
90.4% 1,437M Transformer

10
Meta Pseudo Labels

(2021.5.1)
90.2% 480M JFT-300M, EfficientNet

Speech Recognition Test-clean 

평가셋 성능 수준

VQA v2

순위 구분 Accuracy

1 PaLI (2022.9.14.) 84.3
언어 사전학습 + 

비전 트랜스포머

2 BEiT-3 (2022.2.22.) 84.19
Multiway 

Transformers 
(범용 모델링 가능)

3 VLMo (2021.11.3.) 82.78

4 mPLUG (2022.5.24.) 82.43

5 CoCa (2022.5.4.) 82.3

6 OFA (2021.2.7.) 82.0

VQA 리더보드 순위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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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해외 사례(서비스 등)

[테슬라 자율주행 – Tesla AI Day 2021/AI Day 2022]

Tesla AI Day 2021: 기본적인 백본네트워크 CNN활용

Tesla AI Day 2022: Lane/Object를 찾기 위해 Attention활용

Summary) 2021년 발표자료에는 기본 네트워크 위주로 발표했고, 2022년
발표에서는 자율주행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됨.

2021년에 트랜스포머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음. 다만, 본격적인 활용은
2022년이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 HydraNets(RegNet, BIFPN활용)

초거대 인공지능 – 일상속의 활용

* 출처: ETRI 이용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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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ViT

: Convolution operation
- Kernel(3x3, yellow)을 통해
이미지의 특징(모양, 질감 등)추출
- (장점) 비교적 빠른 연산 가능

- (단점) Inductive bias(당연한 귀납적 편향성)를 가정하여
아래와 같은 이미지도 사람으로 당연히 인식함.
(small kernel = Receptive Field을 통해 지협적인 Representation에 의존하기 때문임)

: Attention operation
- 이미지를 작은 조각(패치)으로 나누어
시퀀스 형태로 기존 트랜스포머에 넣음
- (장점) 비교적 이미지의 넓은 범위의
의존(Long-range dependencies)에
강함.

Image

1D Sequence

Summary) Transformers originally developed to solve Machine Translation 
is showing good results in computer vision. ViTs outperforming CNNs for 

image classification was a major breakthrough. However, they require 
costly pre-training on large external datasets

- (단점) 비교적 많은 데이터셋 및 큰 네트워크에 유리함.

Legend) 현재 위치( )에서 볼 수 있는 Receptive 
Field( )의 차이

CNN에서는 둘 다 사람 얼굴임.

초거대 인공지능 – CNN vs. ViT

* 출처: ETRI 이용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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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 CNN vs.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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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칠라 (22.4월) PLATO (‘Intuition’) (22.7월) 

초거대 인공지능 – 새로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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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화) AI + X : 딥러닝의 도메인별/공공분야 적용  딥러닝 학습 플랫폼

② (대기업 중심) 사전학습 모델  low-code 플랫폼

③ (연구) AGI 기반: 모달리티 통합/교차, 자율성장, Open World, 협업 등

 오픈 World 지식 플랫폼, 에이전트 협업 플랫폼

④ (융합) 메타버스 공간 속의 디지털 휴먼  가상융합 플랫폼

AI 기술 발전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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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 플랫폼 & API 

Rezi.ai

<Open AI GPT-3 API>  copysmith, helphub 등 광고, 
Rezi의 이력서 작성 서비스 등

<네이버 클로바 low-cod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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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I 새로운 보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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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이슈 – 데이터 vs. AI (딥러닝)

Raw
Data

학습용
Data

AI
모델

Big
Data

AI
학습

응용/
서비스

데이터 편향성 제거

데이터 윤리성 확보

데이터 개인정보 익명화

데이터 개인 비식별화

데이터 침해요소 평가

등등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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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이슈 – 사전학습

Raw
Data

학습용
Data

AI
사전학습

모델

Big
Data

AI
사전
학습

Few -shot
학습

(외부)
Raw

Data 2

적용
규칙

AI
응용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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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이슈 – 사전학습 플랫폼 API를 활용한 서비스

Raw
Data

학습용
Data

사전학습
모델 API

Big
Data

AI
사전
학습

New 
Service 사용자

New
Service

UI

문제발생

A 사 B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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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이슈 – 차세대 AI

RD
(type3)

학습용
Data

Big
Data

AI
에이전트

1

RD
(type2)

Raw
Data

(type1)

데이터 연계성은 보장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복합모달리티

자율성장/
도메인 전이/

AI
에이전트

2

New Data
(type1,2,3)

AI 자율협업

New 
Context

AI가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상황을 적응하는 판단 조건은? 

자율 협업을 위한 대상
에이전트의 신뢰성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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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AI가 생성해내는 가짜 뉴스/이미지/영상 문제, AI가 창작한 문화 컨텐츠

� (메타버스 속) AI 에이전트가 탑재된 디지털 휴먼? 

- 디지털 휴먼이 행하는 문제 행위 들에 대한 대비

� 공공 승인여부는? 

- (사례) AI가 만든 특허를 인정할 것인가?

- (승인을 안한다면) AI가 만든 결과물(특허)를 구분하는 방법은? 

(미국) Only Humans, Not 
AI Machines, Get a U.S. 
Patent, Judge Says 
(2021.9.3, Bloomberg)

(남아프리카) 세계 최초로
AI가 만든 특허를 인정
(2021.7.29) - 발명자: AI

vs.

AI 보안 이슈 – AI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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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ummary

① 딥러닝 기술이 일상과 산업에서 활용 중

② 현재 트랜스포머 기술이 대세이나, 만능은 아니다.

③ 인공지능의 일반화를 위해서 AGI 기반이 되는 새로운 연구시도가 등장

④ 사전학습, 일반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이슈에 대한 대비필요

 사전학습에 따른 보안이슈의 다양화, 문제 책임소재, AI-AI 상대 신뢰문제, AI 생성 콘텐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