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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ocus of research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shifted from algorithm 

development to application domains. Industrial sectors such as smart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venture beyond automation to pursue digitalization of sites for intelligence. For example, 

smart manufacturing is realized by connecting manufacturing sites, autonomous reconfiguration, and 

optimization of manufacturing systems according to customer requirements to respond promptly to 

market needs. Currently, KSB Convergence Research Department is developing BeeAI—an on-site end-to-

end intelligence platform. BeeAI offers end-to-end service pipeline configuration and DevOps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and provide intelligence services needed on-site. We are hopeful that in future, the BeeAI 

technology will become the base technology at various sites that require automation and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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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

터 스스로 규칙을 찾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머신

러닝 중 인공신경망은 이전보다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규칙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데이터와 방대한 컴퓨팅 자원

이 필요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GPU 자원을 제공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달되었다. 

또한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

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

크를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로

부터 머신러닝 코드를 이용하여 규칙을 찾고 빌드 

및 배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의하고 전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도구

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1].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을 만들기 위한 기술에서 더 나아가 머신러닝 기

술을 적용하여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세상을 만

들기 위한 응용 도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공

지능을 이용한 영상판독, 음성을 이용한 사물과

의 인터페이스는 이미 보편화되었고, 기업 스스

로 자신들의 데이터로 응용을 최적화하고 확장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개인을 넘

어 교통, 물류, 제조와 같은 공공, 산업 도메인으

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소비자기술

협회(American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주최한 CES2020의 화두 중 하나는 사물지능(IoT: 

Intelligent of �ings)이다. 개별의 작은 사물들이 스

스로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지능

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지능을 가진 개별 사물들

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하나의 유기적인 단위

로 연결되어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농업, 

의료, 공공, 산업의 서비스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

키고 있다[2].

Ⅱ. 인공지능 기술 동향

1.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기술동향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기술이란 데이터를 넣어

서 지능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의 흡수-

준비-학습-예측서비스의 사이클을 의미한다[3]. 

구글은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부터 배포, 스케일아

웃을 포함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라이프사이클

을 오케스트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인 Kubeflow를 

최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다[4]. 머신러닝 개발자

들을 지원하기 위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도구는 

Kube�ow 이전부터 이미 국내외 많은 기업들에 의

해서 개발되어 왔다.

구글의 Kube�ow는 Kubernetes를 이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머신

러닝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 모

델 개발자들이 다양한 머신러닝 인프라 기술을 이

용하여 정확도 높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 빅데이터 처리부터 

머신러닝 데이터셋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엔지

니어링, 모델 학습과 검증, 학습모델의 시각화, 모

델 서빙을 위한 인프라 기술, 즉 머신러닝 파이프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기술을 제공

한다. 구글은 자신들의 Google Cloud상에 머신러닝 

라이프사이클을 구현한 Kubeflow Pipeline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4].

Microsoft는 Databricks의 Spark 스트림처리와 

Spark MLlib을 통합한 SparkML pipeline기술을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상에서 Azure Databricks로 

서비스하고 있다. Azure Databricks는 Spark 기반 분

석 플랫폼으로서 모델 및 데이터 워크플로를 빌드 

및 배포를 수행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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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제조/공장 기술동향

스마트 제조/공장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 제조 산업

시장은 2022년까지 매년 9.3%씩 성장하여 2,045.2

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독일

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으로의 전환을 시작으

로 제품의 설계-생산-서비스까지의 전 제조과정

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의 개발과 다양한 제조 디

바이스들의 표준 IoT 기반의 연동 등 원활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GE사는 자신들의 

IoT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

석 기술을 통합한 산업형 IoT 플랫폼인 Predix를 출

시하여 화학, 제조,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도메인

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7].

한편, 국내 스마트 제조 시장 규모는 국내 스마

트 제조 시장 규모는 2020년 78.3억 달러, 2022년 

127.6억 달러까지 매년 12.2%의 높은 성장률을 달

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LG CNS

는 제조업 혁신 3.0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기술을 활용한 에너

지, 안전,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Smart Factory 2.0’

을 개발하였으며, 삼성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

발, 생산, 품질, 운영 등 제조 전 과정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넥스트 플랜트’를 출시하였다[6].

Ⅲ. KSB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KSB융합연구단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및 응용

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인 BeeAI를 개발하고 

있다. BeeAI는 ① ‘인공지능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

술들을 조합하여 구성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end-

to-end 지능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과 ② ‘지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

는 플랫폼 기술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어플

리케이션 데브옵스(DevOps) 기술’을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ETRI KSB융합연구단에서 개발 중

출처 ETRI “자율적이고 지능화된 IoT 세상을 위한 BeeAI 엣지컴퓨팅 기술,”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넌스, 2019.

그림 1  KSB인공지능플랫폼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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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BeeAI 플랫폼 기술의 개발 배경과 전략을 논하

고, BeeAI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개발 내

용,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1. 개발 배경

다양한 영역에서 지능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정

확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하

지만 실제 지능 서비스의 적용이 필요한 공공 및 

산업현장에서는 사물들이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데이터소스 자체에서의 데이터의 

누락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멀티모델 데이터로부터 이벤트를 추

출하기 위한 동기화나 실시간성에 대한 보장 등 머

신러닝 개발자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

들이 현장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

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신경망 알고리즘이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정확도나 안정성 등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이슈가 존재한다.

사물마다 스스로 다양한 지능을 가지는 소위 IoT 

시대로의 전환은 개별 사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로부터 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지능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대한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하지

만 개별 사물지능에 집중하여 개발하다보면 비슷

한 기능의 반복적이고 중복인 개발이 야기되고, 결

국 SW 결과물에 대한 품질의 저하와 그로 인한 클

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W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사물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유입 및 처리부터, 학습, 서빙에 대

한 요구는 다양한 이종의 인프라 기술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 하지만 이

러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마다 

출처 ETRI, “자율적이고 지능화된 IoT 세상을 위한 BeeAI 엣지컴퓨팅 기술,”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넌스, 2019.

그림 2  프레임워크 기능을 이용한 워크플로우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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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기업들이 직접 이러한 지능 서비스를 위한 인

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쉽게 엄두 내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지능 서비스 개발의 중요

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수요가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

고 있다. 표 1은 지능화 세상을 위한 AI 기술을 현

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알고리즘, SW, 운영 측면에

서의 현상과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더불어 나열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BeeAI 플랫폼의 전략을 제

시한다.

2. 접근 전략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측면에서 BeeAI의 전략은 

End-to-End 서비스 파이프라인상에 즉각적인 알

고리즘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빠른 현장 최적화를 지원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SW 개발 기술력 측면에서 

BeeAI는 기업들이 IT 기술력과 지능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지능형 서비스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 기술을 자체

적으로 축적하여 확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운영 기술 측면에서 BeeAI

는 지능 서비스의 개발과 배포, 운영, 평가, 재배

포를 위한 일원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능 시스템을 신

속하게 구축·운영하여 현장에서의 최적화가 가능

하도록 지원한다. 

3. BeeAI 기술 개요

BeeAI는 자가학습형 지식융합 인공지능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End-to-End 플랫폼이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도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단위 논리 시스템(이하, 엔진)을 구성

하여 실행하기 위한 구조인 프레임워크 기술과, 하

나 이상의 엔진을 파이프라인 하여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리 시스템(이하, 워크플로우)

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을 포함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정의하고 운영하기 위한 웹 기반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클라이언트 도구인 웹툴킷과 개발자 

표 1  AI 현장적용의 어려움

현상 문제점 전략

알고리즘 

개발

• 정제된 데이터셋을 이용한 

   알고리즘 개발

• 현장에서의 빈번한 데이터의 

누락 및 낮은 신뢰도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발생

• 예측결과 획득 보장되지 않음

• 예측 정확도 보장되지 않음

• 트렌드가 변함 알고리즘 변경

• 머신러닝 단계를 위한 짧은 사이클

   (개발-배포-평가-폐기)

• 알고리즘 개발과 평가를 위한 현장 데이터

를 직접 연계

• 자동/반자동화된 지능 서비스 평가

SW 개발
• 사일로된 개발

• 중복 개발

• 기술 축적되지 않음

• 클라우드 기술 종속 심화
• 축적 가능한 구조(프레임워크) 제공

운영

• 다양한 이기종 기술 플랫폼 

존재

• 반복적인 계획-개발-배포-

   운영-폐기

• 관리 어려움

• 인력확보 어려움

• 데이터소스-알고리즘-서비스-평가에 

   이르는 End-to-End 오케스트레이션

• 계획-개발-배포-운영-폐기에 대한 

   일원화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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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통해 엔진을 구성하는 단위 SW 구

성요소인 엔진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함께 제공한다.

가. BeeAI 프레임워크 기술

데이터 기반의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의 수집, 정제, 처리와 같은 데이터를 만

들어가는 단계와 만든 데이터를 분석 또는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단계,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한 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프레임워크 기술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단위 기능

들을 수행하는 논리 시스템들에 대한 일반화된 규

격을 제공한다.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단위 기능을 

수행하는 개별의 엔진을 하나 이상 파이프라인하

여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실현한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데이터 처리, 모델 학습, 

학습모델 기반 예측 서빙, 융합 응용 서빙 등의 다

양한 단위 기능 블록을 수행하는 단일 엔진으로 구

성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단위 블

록을 엮어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융합 

블록을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 이상의 단위 

기능 블록인 엔진들을 엮어 데이터 기반의 응용 전 

주기를 지원하는 워크플로우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엔진 내부를 보면 하나의 엔진은 엔진을 구성하

는 단위 구성체인 엔진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엔

진 컴포넌트의 유형은 5가지의 유형이 존재하며 

이를 조합하여 엔진 컨테이너를 채움으로써 엔진

의 기능 블럭을 정의하도록 하는 모듈식 구성의 특

징을 가진다. 표 2는 엔진 컴포넌트의 유형과 유형

별 설명을 보여준다.

엔진을 구성하는 구성품의 조합에 따라 빅데이

터 수집/처리, 모델학습, 서빙, 융합응용서빙 등의 

다양한 단위 블록을 구성 가능하도록 일원화된 구

조, 즉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

징으로 인해 프레임워크를 통한 엔진컴포넌트 단

위의 SW 기능 확장과 SW 기술력의 내재화하는 것

이 가능하다.

나. BeeAI 플랫폼 기술

BeeAI 플랫폼 기술은 핵심은 응용에 따라 다양한 

지능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도구를 제공

하는 데 있다. 부가적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등록하여 워크플로우 구

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및 관리 기능을 제공

하는 리소스 레지스트리 모듈과 리소스 물리 자원

을 포함한 파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레파지토리 모

듈, 토큰 발행을 대행해 주는 보안 클라이언트 모

듈, 워크플로우 수행에 따른 엔진별 실행로그의 표

출과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

링 모듈이 존재한다(그림 3 참조).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능의 핵심인 워크플로

우 실행제어 기능은 정의된 워크플로우 사양에 맞

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일련의 엔진을 배포하

고 운영하기 위한 기술로서, 응용에 따라 워크플로

우 내의 엔진들의 순차 처리방식과 동시 실행방식

을 취사선택하여 구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데이

표 2  엔진 컴포넌트

컴포넌트 유형 설명

Reader
데이터 발생지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

한 컴포넌트 유형

Writer
데이터 저장소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의 유형

Operator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포넌트의 유형

Runner 실행 런타임을 실행하기 위한 컴포넌트 유형

Controller
엔진컨테이너 내의 처리절차를 구성하고 실

행을 주관하는 컴포넌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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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로딩과 정제, 모델 학습을 위한 입력 텐서로

의 변환 등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 데이터

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센서나 디바이스로부터 생성되는 실시간 스트림

을 이용하여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간 센서 스트림의 정제 및 시간 동기화, feature 

engineering을 통한 모델 입력 텐서의 마련, 입력 텐

서를 입력으로 한 예측서비스가 동시에 수행되어

야 하는데, 이 경우 동시 실행방식을 통해 데이터

의 유입에 따른 실시간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시

스템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둘 수 있다. 또한 경우

에 따라서 주기적인 알고리즘의 정확도 개선을 위

해 새로 유입된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주기적인 

갱신 작업과 같은 반복 수행에 대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통한 수행을 설정할 수 있는

데, 이 모든 것은 BeeAI의 오케스트레이션 모듈과 

스케줄러 모듈에 의해 제공된다.

다. BeeAI 클라이언트 도구(웹툴킷)

BeeAI 웹툴킷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을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도구로서 워크플로

우를 정의할 수 있는 저작도구와 엔진의 상태를 모

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그 외에도 자원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

소스 등록관리 화면과 저장소 화면 등 시각화 기능

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관리자 화면을 통해 워크플로우를 편집하기 위한 

단위 컴포넌트들을 자주 사용되는 엔진의 유형을 

등록하여 워크플로우 편집화면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라. BeeAI 엔진 컴포넌트 개발자 환경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확

출처 ETRI, “자율적이고 지능화된 IoT 세상을 위한 BeeAI 엣지컴퓨팅 기술,”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넌스, 2019.

그림 3  워크플로우 실행제어를 위한 플랫폼 모듈들

그림 4  BeeAI 웹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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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엔진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개발자들은 

엔진 컴포넌트를 개발하여 프레임워크 상에 탑재

함으로써 SW 기술을 축적하여 내재화하고, 다양

한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사양을 

확장할 수 있다.

4. BeeAI 주요 기능 및 특장점

가. 주요기능

BeeAI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그리

고 기계 학습모델을 이용한 실시간 서빙을 위한 시

스템을 동적으로 구성하여 실행 및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하나 이상의 동적 시

스템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다양한 목적의 실

시간 지능형 서비스를 쉽게 빠르게 디자인하여 실

행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다수의 지능형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융합 서빙 시

스템을 실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학습모델을 주기적으로 파인튜닝하여 최적

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지속적인 최적화

된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스템 구

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지능서비스

를 위한 데이터셋, 학습코드, 모델, API 등의 자원

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엣지 플랫폼과의 연

동 기능과 토큰 발급 기능을 통해 현장의 데이터와 

디바이스를 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접근하고 제어

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BeeAI를 이용하여 지능형 판단과 

예측 결과의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실시간 지능형 

제어 서비스를 손쉽게 설계-개발-배포-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형 제조공정,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등 스스로 판단하여 제어가 필요한 다

출처 ETRI, “자율적이고 지능화된 IoT 세상을 위한 BeeAI 엣지컴퓨팅 기술,”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넌스, 2019.

그림 5  BeeAI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데브옵스

표 3  BeeAI 특징 및 장점 

항목 내용

특징

모듈식 구성 SW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 시스템 구성 가능

재활용성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코드 등의 리소스 등록관리로 재활용

확장성 개발자 API를 이용한 신규 엔진 컴포넌트 개발 및 등록 인터페이스 제공

편의성

•웹 기반 DIY 워크플로우 저작도구 및 모니터링/실행/제어 인터페이스 제공

•Stand-alone 실행환경과 웹툴킷 저작 환경을 포함한 컨테이너 기반 툴박스 제공

•모델 학습과 서빙 프로세스 일원화

장점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 수용

조립형 컴포넌트 간의 실시간성 제공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사물의 즉각적인 지능형 제어를 수행

할 수 있는 현장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 아키텍처 제공

지능서비스의 

현장 최적화
End-to-End 파이프라인 기술과 실시간 라벨링 및 예측서비스 평가 기능을 통한 지능서비스의 

실시간 현장 최적화

기술 내재화
SW/Data/Analytics/경험 등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력 축적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내재화 기능

출처  “자율적이고 지능화된 IoT 세상을 위한 BeeAI 엣지컴퓨팅 기술,”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넌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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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도메인에 필요한 지능 서비스 응용 시스템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여 현장 최적화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즉각적으로 적

용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엔진들의 기능

을 확장하기 위하여 개발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

로운 모듈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개

발환경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모듈을 컴

포넌트 형태로 개발하고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나. 특징 및 장점

BeeAI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지

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 적용형 지능서비스

를 위한 end-to-end 워크플로우 구성 프레임워

크 기술과 워크플로우의 정의-배포-운영을 위한 

DevOps 플랫폼 기술 및 웹 기반의 워크플로우 저

작도구를 제공한다. 표 3은 대표적인 특징과 장점

을 나열한다.

5. 기대효과

BeeAI의 지능 파이프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계

학습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빠르게 프로

덕션화(실제 응용 분야에 배포 및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지능의 개발-배포-운영-피드백의 사이

클을 통해 인공지능 수준의 신속하고 점진적인 발

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동적 엔진 구성기술

을 통해서,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 개별

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스템 개발,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현

저히 줄일 수 있다.

특히, BeeAI의 프레임워크 기술의 확장성을 기반

으로 기업은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공

지능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내재화함으로써 

기업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Ⅳ. 결론

인공지능에 대한 요구가 알고리즘의 정확도에서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을 위한 응용으로 점차 이동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제조, 교통, 물류 분야에

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

다. 이 중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는 대량생산 달성

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제조혁신의 수준을 넘어 자

율제어를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지능형 

제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장의 요구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서 제

조현장은 제조 전 과정을 연결하고 현장 최적화

를 통한 제조 시스템의 자율 재구성이 필요하다. 

BeeAI의 지능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인 데이터의 발

생으로부터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정제/처리-머

신러닝 데이터 처리-예측서빙-평가-재학습-

융합서빙까지의 기능 블록을 빠르게 파이프라인

할 수 있는 End-to-End 파이프라인 구성 기술과 

DevOps 플랫폼 기술은 스마트 제조, 교통, 물류의 

현장에 적용되어 현장형 지능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능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DIY Do-It-Yourself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GUI Graphic User Interface

IoT Internet of �ings

SW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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