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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AI로 지구 관측하는 'AI 어스' 발표
기사입력 2020-09-21 08:18

드론, IoT 등 다각도 데이터 결합

(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내놓고 더 정확하고 다차원적으로 지구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 충칭천바오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다모아카데미(DAMO Academy)는 인공지능(AI)
엔진 'AI 어스(AI EARTH)'를 발표했다. 처음으로 하늘, 우주, 땅의 '멀티 소스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
석할 수 있다는 것이 다모아카데미의 설명이다. 토지 변화를 분석해 기록하고, 크게는 산천과 호수
의 변적 변화를, 작게는 농작물의 생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쉽게 말해 여러 각도와 차원에서 지구를 관측하고 AI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된 정보로 보여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성 정보뿐 아니라 드론, 실시간 기상 정보,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등 다양
한 데이터 자원을 분석한다.

알리바바의 AI 어스 엔진 이미지 (사진=알리바바)
AI 어스는 다모아카데미의 AI 비전(Vision) 기술을 적용했다. 업계에서 최초로 '멀티 소스 대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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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측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RGB 영상, 멀티 스펙트럼 영상, 고 스펙트럼영상 및 일반 주파수
영상을 위해 빠르게 지표면 상황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기존 원격 솔루션 대비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AI 어스는 능동학습(Active Learning)과 반(半)감독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SSL) 등 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이 엔진은 다모아카데미가 자체 개발한 원격감지 목표 검측이 적용됐다. 예컨대 베이징시와 자연자
원위원회는 이미 알리바바의 원격감지 기술을 적용해 대형 천막 감측 정확도를 90%까지 높였다.
같은 대상이라도 더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가은 대상에 대해 여러 공간, 여
러 차원에서 AI 어스가 '도메인 적응(Domain adaptation)' 등 기술을 적용해 AI 알고리즘의 정밀도
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메인 적응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AI 전이 학습 기술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다모아카데미 관계자는 "향후 AI로 멀티 소스 데이터를 융합해 분석하는 것이
인류의 대지 관측 추이가 될 것"이라며 "AI 어스가 우주와 하늘의 정보 가치를 키우면서 AI로 지구
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AI 기술을 위성 원격 감지 영상 영역에 적용한 기업이 됐다.
각 산업에 이같은 연구 성과를 응용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에는 홍수 예방을 위한 물의 체적 인
식 알고리즘 등도 개발해 영상 분석 속도를 100배 이상 높이면서 홍수 예방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 지디넷코리아 '홈페이지'
▶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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