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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술의 개념 및 내용
1. 기술의 개념

AI 연산은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AI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알고리즘을 서비스 플랫폼화 하는 작업이 부속적
* 본 내용은 금승우 책임연구원(☎ 02-6388-66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현재 개발 진행 및 완료 예정인 ICT R&D 성과 결과물을 과제 종료 이전에 공개하는 “ICT
R&D 사업화를 위한 기술예고”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이를 통해 공개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주 1~2건의 관련 기술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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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개념도

으로 요구됨

본 기술은 학습을 통해 생성된 AI 알고리즘에 대해 Docker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으
로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게 함

또한, 해당 컨테이너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정형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함과 함께
인터페이스에 대한 손쉬운 확장을 지원함

상기의 기술을 통해 AI 서비스 개발자는 AI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없이도 손쉽게
AI 서비스를 컨테이너 형태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다른 웹 서비스에 연계하여 자신
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구성이 가능함

2. 기술의 상세내용 및 사업화 제약사항

기술의 상세내용
- AI 알고리즘의 컨테이너화를 지원하기 위한 파이썬 패키지 모듈
- Tensorflow 기반의 컨테이너화 구성을 지원하는 Docker Base Image
- 외부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AI 알고리즘을 호출하기 위한 정형화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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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및 GPU(NVidia 계열)에서 운용 가능
- VGG16, Yolo v3에 대한 Reference Service 구성 제공

기술이전 범위
- 소스 코드
- 기술 교육
- 서비스 개발 가이드 라인

사업화 제약사항
- 외부 라이브러리 의존성(Tensorflow, Docker, Flask 등)

III. 국내외 기술 동향 및 경쟁력
1. 국내 기술 동향

국내에서는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통한 성능 개선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생성된
알고리즘의 배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임
- 네이버 등 주요 AI 연구 기업은 음성 처리 및 영상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개선
및 고도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
- KT, SKT, LG U Plus 등 주요 통신 사업자는 음성 기반 명령을 처리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자사의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AI 스피커를 출시하였으나 AI 서비스
에 대한 패키징 및 배포 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2. 해외 기술 동향

해외서는 주요 ICT 기업을 중심으로 생성된 AI 알고리즘의 배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임
- Google은 자사의 Tensorflow 기반 모델을 웹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는
Tensorflow Serving 기술을 개발 및 서비스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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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는 자사의 Azure Edge 및 IoT 플랫폼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엣지 혹은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

3. 표준화 동향

AI 모델의 배포 최적화 기술에 대한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진행 중
- ISO/IEC SC29 WG11 산하 NNR(Neural Network Representation) 그룹은 생
성된 모델의 효율적 배포를 위한 모델의 표현, 압축 및 메타 데이터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음

4. 기술적 경쟁력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Tensorflow Serving

분석 결과의 단순 출력 외에 영상 기반 overlay 처리 기능 지원

Azure

AI 모델간 연동 기술 지원

IV.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인공지능 산업은 시장 형성 단계로 일부 대기업 및 IT기업에서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2. 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2015년 약 1,27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650억 달러로 연평균 14.0% 성장할 것으로 전망

Tractica는 기업용 인공지능시스템 시장이 201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111억 달러
로 연평균 5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Marketsandmarkets은 2014년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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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만 달러에 이른 인공지능 시장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3.7%의 연평균성장
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3. 제품화 및 활용 분야
활용 분야(제품/서비스)

제품 및 활용 분야 세부내용

엣지 카메라

AI 모델의 원격 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는 엣지 카메라

홈 엣지 셋탑 박스

홈 내 AI 서비스의 운용을 지원하는 엣지 셋탑 박스

V. 기대효과
1.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구성을 위한 개발 및 관리 비용 절감

AI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컨테이너화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의 효율적
연계를 지원

2.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AI 기반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서비스 구성에 있어, AI 알고리즘/플랫폼 운영 등 사전 지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축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AI 알고
리즘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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