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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반세기 동안 농업 중심의 국가를 경

공업, 중공업 국가로 3차산업혁명 시기에는 첨단 전자 산업 국

가로 도약시켰다. 2000년 이후에는 세계 정상에 오른 기업도 

속속 등장하였다. 지금 그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선도기

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공격적으로 전

문인재 육성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기업

체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 교통 분야에서는 Naver Labs가 

발표한 인공지능 실내 맵핑기술과 측위기술이 세계 정상급으

로 인정받고 있으며(Revaud et al., 2019), 카카오브레인은 이

미지에 대한 레이블 없이도 이미지를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기법을 개발하였다(Kim 

et al., 2021; Roh et al., 2021).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이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곧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King et al., 2019), 국가적으로도 2020년 하반기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NIA, 

2020).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총 사업액

이 2,925억원으로 84개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사업의 취지는 학습데이터 생산 업무가 전체 개발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연구개발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를 국가적으

로 대신하여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인공지능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

과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산업 단위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대한민국은 빠른 시점 안에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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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acknowledges that many human resources are needed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scusses on factors to consider on the current method of development. Enfin,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AI development, it 

seems possible through labour division of a few managers and numerous ordinary workers as a type of light industry. Thus, the research team 

nam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AI, which maximizes production efficiency by handling digital resources named ‘data’ with mechanical 

equipment called ‘computer’, as digital light industry of fourth industrial era. As experienced during the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 if 

human resources are efficiently distributed and utilized, digital light industry would be able to expect progress no less than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is is considered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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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방식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과 시계

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

두 일반적인 수집, 정제, 라벨링 과정을 거치며 Fig. 1은 개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수집과 가공, 정제와 검증 부분에 중점

을 맞춘 계획도이다.

일반적으로 원천 데이터를 획득하고 난 후 데이터의 크기, 형

태를 조절하는 정제과정(Refinement)과 어노테이션(Annotation), 

세그멘테이션(Segementaion)과 같은 라벨링(Labeling) 작업, 학

습하려는 AI 모델이 맞추어 학습데이터(Dataset)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정제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가중치 모델에 재분류한 후 마지막으로 최적의 결

과를 얻기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사용여부를 정하게 된다

(Dosovitskiy et al., 2020; Felzenszwalb et al., 2008; Girshick et 

al., 2014; Girshick, 2015; He et al., 2016; He et al., 2017; Huang 

et al., 2017; Krizhevsky et al., 2012; Lin et al., 2014; Lowe, 1999; 

Redmon et al., 2016; Ren et al., 2015; Simonyan and Andrew, 

2014; Tan and Quoc, 2019; Vaswani et al., 2017).

대부분의 이전 논문에서는 개발과정을 원시데이터 획득-전

처리가공-데이터정제-데이터라벨링-데이터셋 구성으로 세분

화하여 구분하였다. 이 과정은 결국 전처리와 데이터셋 구성

을 제외한 데이터 획득/정제/라벨링 단계로 묶어 간소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계가 아닌 산업계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위해 데이터 획득과 동시에 가공을 하

거나 정제과정에서 라벨링 작업까지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용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모델

을 사업목적에 맞추어 선정하고 합한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

이터를 모은 후 빠르게 정제와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세분화된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다

(Kim et al., 2019; Lee et al., 2007). 여기서, 말하는 검증은 일반

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에서 말하는 검증집합(Validation set)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인력 또는 자동화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 과정을 따르면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 것 같으나 인공지능 연구에는 고려해 할 사항이 2가지 존재

한다. 첫 번째는 학습단계에서 많은 고급 연구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습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변수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모델의 구조를 이해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고급 연구자와 학습시간 단축을 위한 장비, 라

벨링을 수정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 대한민국

에서 인공지능 구조를 제대로 알고 설계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가용가능한 인원 또한 특정분야에만 치중되

어 있다. 특히 건설, 토목과 같은 비주류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연구개발이 더디

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장비의 문제도 존재한다. 최신 인공지

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특히 GPU의 수량이 

중요하다(Baji, 2018). 여러 대의 GPU를 병렬로 사용하여 계산

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법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수량이 많

으면 많을 수록 변수연구가 수월해진다. 하지만 건축, 토목공

학과 같이 비주류 분야를 연구하는 연산장치는 Table 1과 같이 

2020년 시점 4000~10000 $ 내외 정도의 장비로 연구를 수행하

는 것으로 보이며, 장비보유없이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하였다(Na et al., 2021; Heo et al., 2018). 

이와 같이 비주류 분야는 낮은 성능의 연산장비로 인해 연구개

발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정제과정에서 학습단계보다 많은 

일반인력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웹에서 

크롤링하거나 기존데이터를 재활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

으며 특수분야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 수집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진, 태풍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피해구조

Fig. 1  The current AI R&D process in academia and in industrial field, and manpower status required for development(If 10 personnel are 

needed for total input, 50% of them are for data acquisition, processing, refinement and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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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연구인력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다행히 학습용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최신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는 정제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

은 인간의 개입을 통해 학습데이터를 각각 수정해야 한다. 특

히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데이터 정제과정은 제한된 인원

으로 인해 연구진행이 늦어지기도 한다.

기업체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정제보다는 

학습분야에 치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좋은 학습데이

터를 구할 수 없어 성과가 미비한 실태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에서는 인공지능 모델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정

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데이터 구축, 정

제 메뉴얼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하여 개발방

식의 표준화를 시도했다(TTA, 2021a, 2021b). 다만 수집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이미지와 동영상 데이터에 맞추어 있고, 개

발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데이터 ‘양’ 늘리기에 치중하

고 있어 본래의 수집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이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활용하려면 다시 인

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원천데이터를 재정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의 인력 의존적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

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데이터 수집과 정제, 품질평가에 대한 기존연구

2.1 인간의 시각정보을 모사하는 인공지능연구

사진 이미지나 동영상의 잘려진 프레임 이미지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Fig. 2와 같이 인공지능 개발 초창

기인 2008년 이전까지는 단순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위주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는 이미지에 텍스

트 라벨을 추가하는 수준의 라벨링이 이루어져 학습데이터를 

만드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후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기법이 개발되면서, 

이미지 위에 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주는 추출단계

(Annotation)가 필수적이 되었다(Felzenszwalb et al., 2008). 초

기단계의 추출방법은 이미지 분류에서 사용하였던 데이터에 

테두리(Round Boxing) 등의 표시를 하는 수준이었지만 Fig. 3

과 같이 한 이미지 상에서 여러 개의 물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되

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Fig. 3(a)와 같이 추출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수집된 

Fig. 2  Milestones of object detection techniques and the evolution of hardware(GPU)

Table 1  Current status and cost of AI research equipment for 

architectural and civil engineering majors in universities in 

Korea(2020)

University Major
Number of 

Manpower
Hardware Cost

D

Civil 

Engineering
3 RTX3080 x 4 $12,000

Environmental 

Engineering
3 RTX2090 x 3 $6,000

S
Environmental 

Engineering
5 RTX2060 x 4 $4,000

H Construction 2 Google API $10 / month

*(a) Data can also be used for object detection but it is less efficient and 

may lead to inaccurate results.

Fig. 3  Difference between (a) an example of learning data 

collected in the era when image classification techniques were 

dominant and (b) learning data collected after object detection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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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법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추출방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인공지능의 정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객체탐지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Fig. 3(b)와 같이 기

법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했으며, 적용

하려는 인공지능 모델에 따라 비정형 정제작업을 다시 수행해

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2년에는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연구자들이 

객체탐지 기법의 일종인 픽셀 별로 클래스를 구분하는 이미지 

분석(Instance Segmentation)방식을 개발하였고 최근 연구자

들은 대부분 이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고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Dosovitskiy et al., 2020; Girshick, 2015; He et al., 

2016; He et al., 2017; Huang et al., 2017; Redmon et al., 2016; 

Ren et al., 2015; Tan and Quoc, 2019; Vaswani et al., 2017). 이

미지 분석기법은 이미지에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픽셀단위

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라벨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로 Fig. 

4(d)의 다각형 형태로 라벨링을 수행한다. 이 방식의 경우 기존 

방식(Round Boxing)에 비하여 작업량이 수배로 늘어나게 된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위 자동라벨링 불리는 기법들이 개

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나무, 신호등과 같은 일반사물들은 클릭

이 없이도 라벨링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Acuna et al., 2018). 

하지만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사람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며 만

일 목표로 하는 대상을 완벽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추가로 수집하고 학습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모아야 하는 수

집량은 개발모델과 목표로 하는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며 개발

자마다 의도하는 숫자는 다를 수 있다. 학습데이터 수집방식

은 웹서핑을 통한 온라인 수집과 직접 촬영과 같은 오프라인 

수집방법으로 나뉜다(TTA, 2021a). 온라인 수집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이미지서버에 직접 웹검색을 통해 접근하

여 수집하거나 크롤링 기술을 활용한 자동 웹검색 기능을 많

이 활용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저작권 관련된 문제로 인하

여 오프라인 수집을 선호하며 연구개발단체에서는 개발일정

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 수집과 오프라인 수집을 병

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원천데이터라고 불리며 현 단계에서는 인

공지능 학습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다. 원천데이터에

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분(Data Cleansing)한 후 학 개발

하는 모델에 맞게 데이터를 수정해야만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작업을 정제(Data Refinement)라고 부른다. 정제는 기본적으

로 카테고리 폴더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이

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해상도를 변경,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흐림처리, 색상을 단순화하기 위한 이진화와 같은 작업이 

있으며 이후 이미지에 목표로 하는 물체를 표시하는 이미지박

싱, 세그멘테이션 등의 라벨링 과정을 거친다. 각각의 작업은 

적합한 프로그램 툴이 존재하며 한 번에 원하는 작업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정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은 이미지의 크기, 

해상도 조정, 파일의 이름 변경이며 이 작업후에는 다시 라벨

링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이 과정 중 인력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건설, 토목, 의료 등 연구분야에 따라 정제와 라

벨링 작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은 비싸고 수가 한정되어 있어 특수분야 

인공지능 연구성과가 낮거나 지연이 되는 실정이다. 

*( ) Inside the parentheses infer the number of mouse clicks. 

*License plate, human faces were mosaicked or blurred for privacy.

*After being able to perceive various objects on one image, the number of mouse clicks as well as refinement time increased whereas the volume of 

the training dataset decreased, leading to quickened learning speed, thus need comparative study on this.

Fig. 4  A typical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 to perceiv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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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집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의 품질관리 연구 

품질관리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과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평가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으로 나뉜다

(TTA, 2021b). 먼저 분류모델에 대한 성능평가지표로는 정확

도(Accuracy), 오차행렬(Confusion Matrix), 정밀도(Precision), 

재현률(Recall), F1 Socre, ROC AUC, mAP 등이 있으며 실제 

데이터에서 예측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인공지능 태동기라 할 수 있는 2012년 

당시에는 기계학습 모델에만 정확도에만 치중하여 학습데이

터의 품질관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나 보관되는 데이

터의 양이 늘어나고 정제와 라벨링과정의 중요성이 확인되면

서 품질평가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품질평가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포함된다면 최소 인공지능개발 지식을 보유한 인

력들이 수행 가능할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학습 이

전단계의 데이터 품질평가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말

과 같다. 최신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학습데이터 세트만으로

도 모델의 정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학습데이터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와 관련 인력

이 양성될 경우 해결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인력 

부족이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3. 왜 디지털 경공업인가?

3.1 인력 의존적인 원천 데이터 수집방식

최근 어떠한 분야에서나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나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

다. 수집방법은 주로 직접촬영 등을 통한 수집방법과 웹크롤

링을 통한 방법으로 나뉜다. 여기서, 많은 연구개발 기획자들이 

하는 착각은 인터넷의 무한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근처 주변환

경에서 보이는 모든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 

데이터 수집과정이 어렵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상 전문분야의 경우 데이터 1개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수준

의 전공지식과 그에 준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다행히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특별한 제약사항이 뒤따르

는데 의료분야의 경우 환부의 이미지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케이스와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

이 필수적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데이터 수집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외의 분야도 이미

지 상에서 지식저작권과 개인정보유출, 보안사항 유의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한다. 따라서, Table 2와 같이 원활한 수

집이 이루어지더라도 연구개발 윤리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는 수집된 원천데이터에서 개인정보침해우려 부분을 흐림처

리 하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데이터는 삭제 등이 필요하며 이

는 전문인력의 수작업으로만 가능하다. 실제 상용화하기 위한 

데이터라면 훨씬 더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며, 2021년에 일어

난 인공지능 챗봇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같은 사례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직접수집기법이 아닌 웹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활용한 디지

털 크롤링 기술은 쉽고 간편해보이나 단점이 많아 전문개발진

들은 사용을 줄이는 추세이다.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없는 데

이터, 다양한 포맷, 해상도 품질, 저작권 문제로 인해 수집 후 

원천데이터화 하기위해 개별데이터의 검수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들어가는 노력이 직접 수집하는 것만큼 많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많은 초급작업자들은 웹온

라인상에 수많은 학습 데이터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고 웹기

반의 데이터 수집을 선호하나 일정수량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하면 한계에 부딫혀 결국 직접수집으로 연구방향을 선회하기

도 한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데이터 수

집방식이며 이와 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데이터 수집과정에 막

대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3.2 데이터 가공/정제/라벨링 전문인력의 필요

앞 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이미지 데이터 가공, 정제는 일

반적으로 인력을 활용한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집된 

데이터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가공, 정제단계라고 

판단한다면 이 작업 또한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 이미지를 하

나하나 분류해야 한다. 다음 단계인 초기가공(Cleansing), 정제

(Size transform, Binarization, Naming)작업은 프로그래머의 간

단한 프로그램코드로 해결 가능하나 프로그램 인력을 보유하

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 직접 개별로 작업을 수

행할 수도 있다. 최신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

는 라벨링은(Round Boxing, Segmentation)은 데이터의 종류에 

Table 2  Parts to be considered for verification in data acquisition 

and cleansing 

Parts to Verify Processing Method

Copyright infringement Data deletio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lur image, delet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Acquire data upon prior permission

Discrimination against particular 

region, society and race

Set up procedure to avoid 

inequality

Possibility for safety related 

accident outbreak

Prior check on accident risks and 

give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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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공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모든 인력을 고급화한다면 

비용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보

유한 관리자가 여러 명의 일반작업자를 두고 가공/정제 작업

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라벨링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한다. 비영리 연구기관은 주로 ‘Labelme’(Russell et al., 2008) 나 

’VGG annotator’(Dutta et al., 2016)와 같은 오픈소스를 기반으

로 한 정제프로그램을 사용하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를 위한 관리인력이 소

요된다. 마지막으로 정제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학습데이터화

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개발인력이 필요하며 Table 3과 같이 

데이터 가공, 정제, 라벨링과정에서만 최소 5가지 지식수준의 

작업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자동으로 라벨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있으며(Acuna et al., 2018) 점점 그 활용

도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든 가공, 정제단계에 인간의 개입이 없을 수 없으며 인공지

능 연구개발산업은 매우 인력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3.3 범용성이 떨어지는 데이터 수집/가공 방식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한번의 데이터 정제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데이터는 

여러번의 재가공, 정제, 라벨링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며 다수

의 작업자 참여로 인한 불균일적인 데이터 관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가공, 정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자와 데이터관리자의 의도와 

벗어나는 방식으로 라벨링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개발

목표에 맞게 일련의 정제과정을 다시 수행해야만 한다. 두번

째로 학습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분류된 모델이 원하

지 않는 대상을 분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모델학습과정에 

발생한 문제와 다르게 그 원인이 확실치 않으므로 전면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재가공, 정제가 필요할 수 있어 프로젝트 일정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인으로 추론 가능한 것은 정제, 라벨링 

작업의 정밀도(불필요한 데이터의 라벨링, 개발의도와 다른 

데이터의 삽입)가 떨어지는 것과 학습 데이터 숫자의 부족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새로운 활용목적의 

인공지능 네트워크 개발이다. 학습용 데이터는 한 묶음의 카

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어 별로의 카테고리를 추가,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새로운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에 묶음으로 

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건설자

재라도 사용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품이 될 수 있고 폐기

물처리장에서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자재를 인식하는 인공

지능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더라도, 자재관리를 위해서는 새 

상품과 사용된 상품을 구별해야만 하며 이 경우 기존의 카테고

리(클래스)와 데이터셋을 수정해야만 한다. 즉 인간이 보고 판

단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동일한 물체라도 다른 카테고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데이터정제가 이루어져야만 한

다. 연구진의 시도결과 기존 라벨링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 보

다 원천데이터에서 새로 라벨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 시점 개발이 진행 중인 인공지

능연구와 사업들은 대부분 위 문제점과 같이 하위 카테고리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있기 때문에 후

속 개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데이터 폐기물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3.4 수집/정제/라벨링 관리자의 필요

수집/정제/라벨링 관리자의 개념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데이터가 학습에 유용할지 판단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개발기

간의 단축과 정확도의 향상이다. 만일 관리자없이 정제가 이

루어진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성능이 낮다면 학습자료와 인

공지능네트워크 둘 중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

아내기 어렵다. 이 경우 인공지능 연구자는 학습용 데이터 내

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직무와 네트워크 개선 직무를 동시에 수

행하게 되므로 연구개발 기간이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하지

만 데이터정제 관리자가 데이터 품질에 확신을 가지고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인공지능 연구자는 순수하게 인공지능 

네트워크 개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분

업화로 연구개발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Research process, human resources and level of academic 

knowledge required for AI research and development prior to learning

Step
Occupational 

Group

Level of academic 

knowledge

Data

Acquisition

DB manager
Low level of computer 

programming major

Worker Major not required

Data

Refinement
Programmer

General level of 

programming major

Data

Labeling

(Annotation)

Labeling 

Manager

High level of 

special field major

Worker Major not required

Refinement/Labeling

Program Develop
Programmer

High level of 

programming major

Training data 

transformation
AI Engineer High level of AI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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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방안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는 많은 인

력자원이 소요된다. 특수분야 인공지능의 경우 그 분야의 고

급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모델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없으

며 이러한 수요의 인력은 항상 부족한 실태이다. 또한 당장의 

개발과정에 맞춰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의 수집, 가

공은 1회용품과 마찬가지로 한번 활용하고 버려질 것이다. 이

와 같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개발초기부터 확장성을 고려하고 

관리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4.1 인력의존적인 연구개발방식의 해결방안

대한민국은 국민의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에 인공지능연구개발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적자원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의 인공지능 개발인력으로 인해 연구개발이 비효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는 시기에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것이나, 4차산업

혁명의 초기인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효율의 연구개발이 이루

어져야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력의존적 문제는 인공지능 전문가에 의한 치

밀한 학습방식의 선정, 데이터 수집, 정제, 라벨링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추후 확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전문가 혼자서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전문

가와 별도의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과정의 인력

배분을 제안한다. 인력배분의 구조와 수치는 본 연구진의 경

험적인 값이다. 총괄관리자는 본인의 전문분야와는 별개로 인

공지능전문가의 계획을 이해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

행하며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가

역할이다. 이러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최소 수집, 정제, 라

벨링 단계의 관리자는 전문교육으로 선발하여 개발단계별로 

관여하여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인공지능 개발자는 모델의 성

능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산업

혁명시대에 나타난 분업화와 다를 바가 없으며, 분업으로 생

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듯이 인공지능 연구개발도 동일

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일반 연구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통해 고급연구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대규모의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하다. 

4.2 데이터 폐기물 발생우려의 해결방안 

정부의 데이터 댐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1과제당 이미

지의 수는 약 20만~50만장 수준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8

억원 내외이다(NIA, 2020) 과연 이 데이터를 다른 개발목적에 

Fig. 5  The current R&D method for the human resource structure used in the AI development process and the improved manpower 

distribution method proposed by th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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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진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단순 분류 카테고리를 1가

지 추가하는 데도 기존 정제량과 동일한 노력이 필요했다. 어

떠한 인공지능 개발기법을 따르더라도 새로 개발하려는 모델

에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분류와 라벨링방식이 적용되며, 확장

성을 고려하고 개발된 데이터셋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절반 이

상의 인력투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 

치밀한 카테고리 설정, 확장성을 고려한 데이터정리/라벨링 

기술의 도입하거나 처음부터 개발범위를 넓게 시작하여 범용

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여야 하며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다.

5. 사례연구와 작업지표의 제안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일종의 경공업과 유사하다는 본 연구

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3가지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였

다. 보통의 연구자들이 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였으

며, 개발단계별로 발생한 인력투입과 시간을 Table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미지 수량, 투입인력, 작업시간으로 다

음과 같은 식 (1)을 제안한다.

작업지표 
인력투입수준∘작업시간

데이터총수량
 (1)

이 식을 통해 데이터 대비 소모되는 자원의 수준을 정량적

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개발방식에 따라 1~10 사

이의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량 대비 투입된 

인력과 시간이 많다면 지표는 낮은 값을 띄며, 추후 다른 연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계처리 한다면 데이터 수

집과 정제, 라벨링 개발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이 적절한지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5.1 콘크리트 표면 균열인식 모델 개발

이미지분류기법(Object detection)을 사용하기 위해 2 만장

의 224x224pixel 사이즈의 콘크리트 균열 사진을 수집하였다. 

콘크리트 균열은 실제 건축토목구조물에서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미지 상에서 균열부분을 잘라내기하여 저장

하였다. 데이터 수집과 잘라내기 작업에 약 1Man/hour로 200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외 특별한 라벨링작업이 없었기 때문

에 많은 양의 학습데이터 대비 작업지표는 1.4로 나타났다. 학

습결과 균열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학습데이터 수집시 수평, 

수직 균열에 위주로 모아져 대각균열은 인식하였으나 X 모양

으로 교차되는 균열의 형태는 인식할 수 없었다.

5.2 건설폐기물 인식모델 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18종의 건설폐기물 중 5종인 콘크

리트, 벽돌, 목재, 판재, 혼합폐기물을 구별하는 인공지능 모델

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Instant Segmentation) 기법으로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였다. 수집된 총 이미지는 866장으로 현

장에서 직접촬영한 데이터와 온라인 상에 수집된 데이터를 

512x512pixel 사이즈로 잘라내기 하였고, 장당 100kb 이내로 

정제하였다. 또한 이미지 상에서 폐기물의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해 물체 경계의 픽셀을 다각형(Polygon)방식으로 추출하였

다. 데이터수집에는 3Man/hour로 48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데

이터수집 계획부터 현장에서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동시간, 데

이터서버에 저장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이다. 정제와 

라벨링은 동시에 진행되어 4Man/hour로 180시간 소요되었다. 

Table 4와 같이 개발단계별로 작업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났으

며, 이 연구개발의 경우 데이터수집에 많은 자원이 투입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학습결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

는 현상이 나타나, 수집된 원천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라벨링

(세그멘테이션)에 4Man/hour로 60시간 정도 추가로 소요되었

다. 재라벨링은 이전 작업에 비해 1/3의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렇게 재라벨링한 데이터로 학습결과 5종의 폐기물을 성공

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판재와 목재를 혼동하는 사례가 발

생하여 학습데이터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3 철근의 수량을 파악하는 모델 개발

건설현장에서 자동화된 자재관리를 위한 철근 분할인식모

Table 4  ‘Work index’ on the basis of required manpower and hours depending on the AI R&D method 

Case Method Amount of data Step Manpower/Hour Working Time Metrics per data Avg.

A. Crack Classification 20000 Acquisition/Labeling 1 200 1.4 1.4

B. Construction 

Wastes Instant 

Segmentation

866

Acquisition 3 48 6.0

3.3Labeling 4 180 1.2

Re-labeling 4 60 3.6

C. Rebar 726
Acquisition 3 48 5.0

4.1
Labeling 4 11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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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개발하였다. 512×512pixel 사이즈의 이미지 내에 50~250

개의 철근다발이 촬영되었으며 낱개의 철근을 분할인식하기 

위해 철근의 단면을 폴리곤방식으로 추출하였다. 726장의 이

미지를 수집하기 위해 3Man/hour로 48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약 

12만개의 철근을 개별로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 4Man/hour로 

110시간 소요되었다. 학습 결과 철근의 단면을 분할인식하여 

촬영된 이미지 내의 철근 개수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다

만, 한 장의 이미지 내에 300개 이상의 철근이 촬영되는 경우 

512×512pixel사이즈의 이미지로는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철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미지 내의 해상도가 낮은 일부 

영역에서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본 사례

연구의 경우 작업지표가 타 사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추가 라벨링 작업이 없었고 숙련된 연구팀에 의해 효율적

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공학

과 같은 여러가지 기술들이 동원된 지능화 사회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 중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어 개

발과정이 경공업의 과정과 유사함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공업

에 비해 경공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며 생산단계/방식에 따

라 효율이 결정된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학습, 품질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람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단계가 복잡한 것이 경공업과 매우 유사

하다. 하지만 기존 사업체/기관에서는 인공지능 학습단계에만 

중점을 두어 개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인력의 수요가 적다고 

판단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과제개발 시에도 인

력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결국 제대로 된 인공지능 연구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

공지능 학습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상세히 분석하였고 그 결

과로 나타난 연구개발 인력양성의 시급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6.1 데이터 수집단계

기존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단순히 이미지나 시계열데이

터를 디지털자료로 복사를 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상용화목

적, 특정전문분야 연구개발은 저작권,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

며 수집 이후에도 개별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

이다. 이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툴이 존재하나 아직 완성단계

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작업에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 

6.2 데이터 정제/라벨링단계

정제기술의 고급화만으로도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성과 연

구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분야의 전공지식을 보유한 정

제관리자와 개발인력이 필요함이 나타났으며, 기존 클라우드 

소싱 등으로 모집된 일반인들이 정제한 데이터가 아닌 개발분

야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정제한 데이터, 이를 관리하는 정

제관리자를 고용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개발자는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분업

화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6.3 품질평가 단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품질평가는 각 단계의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연구목적에만 집중된 품

질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데이터의 재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인공

지능연구의 황금기가 도달하였을 때 유사한 인공지능 연구개

발을 위해 학습데이터의 재활용은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 키

가 될 수 있다. 이에 타분야개발까지 예상하여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위 결과에 따라 충분한 인력자원을 교육하고 육성하여 분업

화된 개발이 이루어진 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가치 창출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은 인간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며 어떠한 특이단계에 도달

하기 전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차산업혁명 단계에서 나타난 분업과 기계장치의 발전은 

폭발적인 생산력 향상을 가져왔다. 데이터라는 천연자원과 컴

퓨터라는 기계장치로 인해 4차산업혁명은 2차산업혁명과 유

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늘어나는 

생산력은 이미 여러 사례로 확인되었고, 이전에 그리하였듯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한다면 2차산업혁명 못 지 

않는 인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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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정에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현 개발방식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수의 관리자와 많은 일반작업자들의 분업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는 마치 일종의 

경공업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컴퓨터라는 기계장치로 데이터라는 디지털 자원을 다루어 생산의 효율성

을 높이는 인공지능 개발과정을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 경공업이라고 명명한다. 이전 산업혁명시대에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

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화하고 활용한다면 디지털 경공업은 2차산업혁명 못 지 않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인

력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 디지털 경공업,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인력양성, 작업지표, 데이터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