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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상 인식 AI 를 서비스로 제공하기에 적절한 클래스별 인식 기준을 정의한다. 기준의 근거로 영상 인식 AI 의 

VOD 오인식 사례를 제시한다. 오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프레임 당 객체 인식보다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변화, 즉, 

움직임을 인식하기를 제안한다. 

 

 

Ⅰ. 서 론  

AI 기술을 개발하는 엔진 개발자와 고객 관점에서 AI 

기술을 다루는 서비스 기획자가 기대하는 AI 인식 
정확도는 다르다. 개발자는 인식 엔진을 개발하고, 

클래스별 precision 과 recall 을 적절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하는 반면, 기획자는 기술이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고객이 기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개발자와 

기획자의 목표가 다르므로 AI 의 정확도에 기대하는 수준 

또한 다르다. AI 는 100%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개발자는 AI 의 기술적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오인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면 기획자는 남아 있는 

오인식을 보정하고 기술이 서비스에 100%의 정확도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AI 가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더라도 기획자는 오인식의 가능성과 사례를 
접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비스 관점에서 

적절한 AI 인식 기준을 제안하며, 해당 기준을 활용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AI 엔진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AI 의 한계를 인지한 사람은 AI 서비스의 추천 결과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특히, AI 의 오류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AI 와 인간의 협력을 돕는다.[1] 
본 논문은 AI 의 오류 발생 사례를 제시하여 사용자 및 

서비스 운영 담당자의 AI 이해도를 높인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AI의 오인식 발생 원인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Bansal, G 외 5인은 AI 오류 범

위가 인간의 심성 모형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

을 지적하며, AI 오인식의 범위를 정의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는다.[1] 둘째, 신경 회로망 개발 논

문에서 정의한 오류와 개선 방향은 상세하나 한 가지 분
야만을 깊게 다루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CNN 객체 

인식 알고리즘의 오인식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

구는 차량 번호판 인식 사례를 다룬다.[2] 오인식의 개

선 방법은 명확하지만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영상 인식 AI를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클래스 별 인식 기준을 정의한다. 기준

의 근거로 영상 인식 AI의 VOD 오인식 사례를 제시한다. 
오인식 사례를 사전에 고려하여 개발한 AI 엔진은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이벤트 인식 AI 엔진으로 

자사 IPTV인 B tv의 VOD를 인식한다. 이벤트란 먹는신, 

액션신과 같이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VOD 영상에 자
주 나타나는 특정 장면을 의미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인

식한 이벤트의 구간을 VOD 재생 중 탐색할 수 있는 

INSIDE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균적인 이벤트 인식 정확

도는 서비스하기에 충분히 높은 수준이지만, 검수 중 발
견한 오인식 사례만을 정리했다. 

 

1. 인식 현황 

1) 먹는신 (식사신) 
먹는신이란 등장인물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일컫는다. 

먹는신의 첫 번째 오인식 사례는 음식이 아닌 객체가 등

장인물의 입에 가까이 위치했을 때 발생한다. 흡연하는 

장면,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두 번째 사례는 영상 내에 음식이 있으나 등장인물이 음

식을 먹지 않는 장면이다. 식탁에 음식이나 컵이 놓여있
는 장면, 음식을 요리하거나 요리에 관해 설명하는 장면

은 먹는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례는 엔진의 

인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물, 음료수, 

술 등 액체 형태의 음료를 마시는 장면은 서비스 관점에
서 먹는신이 아니라 마시는 신으로 인식해야 한다. 

 

2) 포옹신 

포옹신은 두 사람이 껴안는 장면으로 정의한다. 연인이
나 가족 간에 포옹 장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포옹

신의 오인식은 포옹이 아닌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

한다. 어깨동무, 다툼에 의한 신체적 접촉, 가까운 거리

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포옹신으로 인식한 사례가 있다. 
또한, 등장인물이 한 명이지만 특정 객체와 가까이 있어 

오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등장인물이 이불을 끌어안거

나, 팔짱을 끼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장면은 포옹신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총격신 

총격신은 전쟁 및 액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총기류를 활

용한 격투 장면을 의미한다. 서비스 관점에서 총을 발포
하지 않은 장면은 총격신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총을 

겨누거나 들고 있고, 발포가 되지 않은 장면이 총격신으

로 인식된 사례가 있다. 총을 오랜 시간 겨누더라도 총

격신의 러닝타임 내에서 총알이 총 밖으로 발포되어야 
한다. 

 

4) 댄스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장면을 뜻한다. 음악이 나오지 
않더라도 리듬에 맞게 몸을 움직이면 댄스신으로 취급한

다. 싸우는 장면 (액션신),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장면, 

조깅하는 장면, 줄넘기하는 장면을 댄스신으로 오인식한 

사례가 있다. 댄스신이 다른 격한 움직임과 구분되기 위
해선 엔진이 움직임의 패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승마신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뜻한다. 말이 등
장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장면은 승마신으로 정

의하지 않는다. 말이 마차를 끌거나, 말과 사람이 나란

히 걷는 장면, 낙타에 짐을 싣고 가는 장면을 승마신으

로 오인식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장면은 서비스 관점에
서 승마신으로 분류할 수 없다. 

 

6) 결혼신 

한 쌍의 커플이 서양식 결혼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정의
한다. 여성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성은 턱시도를 

입는다.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

장의 중심을 걷는다.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더라도 

결혼식장에 있지 않으면 결혼신으로 분류할 수 없다. 웨
딩드레스를 착용해보는 장면이나 웨딩 촬영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오인식 사례이다. 또한, 한복이나 중국 사극에 

나오는 길고 화려한 복식이 웨딩드레스와 유사해 결혼신

으로 오인식한 사례도 있다. 
 

7) 생일신 

서양식 생일 파티 장면을 뜻한다. 주로 생크림 케이크에  

초를 꼽고, 여러 사람이 모여 축하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일이 아니더라도 케이크가 있거나, 향을 피우면 생일

신으로 오인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생일이 아닌 파티

를 생일신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사람

들이 술집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다. 케이크나 촛불 

등 일부 객체만이 생일신을 인식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6) 베드신 

베드신은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의미한다. 성관계와 

관련 없이 침대에 누워있거나 키스신만 있는 장면을 베
드신으로 오인식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인체에 노출이 

많은 장면을 베드신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어른이 아이를 씻기거나 옷을 벗고 자는 아이들이 나오

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노출의 여부만이 베드신
의 인식 기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개선 방향 

AI 엔진의 강력한 성능 뒤에는 AI의 원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블랙박스라는 특성이 있다.[3] AI가 오인식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오인식 사례로 그 원인을 유

추해야 한다. 영상 인식 AI의 오류 사례로 미루어보아, 

해당 엔진이 영상 내에 발생하는 동작보다는 객체를 중
심으로 이벤트를 인식한 것이 한계로 작동했다. 

  

 이벤트의 발생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객체와 행위의 

등장 여부보다는 중심이 되는 행위의 변화, 즉, 움직임
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레임 단위로 

객체를 인식하기보다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의 변화

를 인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Ⅲ. 결론  

AI 기반의 서비스는 서비스 출시 후 개선이 이루어지

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획자는 엔진 인식 결과

를 보고 개선할 지점을 찾는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AI 

학습용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해야 하므로 요구사항을 즉
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영상 인식 AI 클래스에 대한 

엔진 관점의 정의와 서비스 관점 정의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관점의 클래스에 대한 명확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활용해 서비스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AI 인

식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영상 인식 외에도 다양한 분야

의 AI 엔진의 오인식 사례와 오류 원인, 그리고 개선 방
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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