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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BM 100만 명 얼굴 정보 담은 데이터셋 공개, 인식의 공정성이 목표

◾ IBM 기초연구소는 최근 얼굴인식 기술의 공정성과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얼굴의 다양성

(Diversity in Faces: DiF)”이라는 데이터셋을 공개

▸ 카메라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얼굴을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의 실용화는 최근 급속

히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에 

Face ID 등의 얼굴 인식 시스템이 이용되기도 

하고, 경찰의 수사 및 경비에 얼굴 인식 시스

템이 도입되어 일부 성과를 올리고 있기도 함

▸ 그러나 얼굴 인식 시스템의 정밀도는 아직 완

벽함과는 거리가 있는데, 가령 영국 경찰이 도

입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경우 오판정률이 

90%가 넘는 일도 있었음

▸ 2017년 6월 영국 카디프에서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렸는데, 대규모 스포츠 이벤

트는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당시 뉴 사우스 웨일즈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범죄 용의자를 탐지해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 결승전 당일 자동 얼굴인식 시스템에 의해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2,470명에 

달했는데, 이 중 2,297명이 잘못된 판정으로 드러났음

▸ 웨일즈 경찰의 사례에서 오판정률이 높았던 원인은 인터폴에서 제공한 용의자 사진의 화질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얼굴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오인식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는 “얼굴인식 시스템의 편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5~10% 정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IBM 기초연구소의 연구팀은 실제 얼굴인식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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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구장에 설치된 자동 얼굴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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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다양성”이지 인식의 정확도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DiF 데이터셋의 공개 목적이 얼굴인식 기술의 ‘공정성’ 향상이라고 한 것은 이런 연유임

◾ 이번에 IBM이 공개한 DiF에는 다양한 성별과 인종의 얼굴 이미지와 그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100만 명분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함

▸ IBM 연구소는 만일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얼굴인식의 정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데이터셋이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데이터셋

의 표본을 늘리고 인종과 성별의 샘플링을 균형있게 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음

▸ DiF 데이터셋의 각각 이미지에는 머리 

모양과 얼굴의 대칭, 코의 길이, 이마의 

높이 등 얼굴의 객관적 척도와 함께 연

령이나 성별 등의 주석 데이터가 라벨링

되어 있다고 함

▸ 연구팀에 따르면 주석 데이터에는 얼굴 

부위 47곳 이상의 크기와 특징이 정리

되어 있으며, 이것이 얼굴인식 시스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알고리

즘의 성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학습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연구팀은 IBM 기초연구소에서 보다 공

정하고 정확한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발

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지 자신들의 연구만으로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DiF를 공개한 것은 이를 통해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얼굴인식 시스템의 연구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학적 의제를 진전시키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번에 공개된 DiF가 얼굴

인식 시스템 연구의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DiF 데이터셋은 전세계에 있는 얼굴인식 시스템 연구 커뮤니티에 제공되는데, DiF에 접속을 

원하면 IBM 기초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응하고 이메일로 신청하면 됨

▸ Diversity in Faces Dataset - Trusted AI - IBM Research AI

(https://www.research.ibm.com/artificial-intelligence/trusted-ai/diversity-in-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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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iF 데이터셋의 정보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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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iF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발 연구를 통해 얼굴인식의 공정성과 정확성 개선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겠지만, 그에 비례해 기술에 대한 통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임

▸ 2017년 뉴 사우스 웨일즈 경찰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2,000명 이상의 시민을 범죄 용의자로 

오판한 것이 알려지자, 영국에서는 즉각 시스템 폐지 운동이 전개된 바 있음

▸ 영국의 시민단체 ‘빅브라더 워치(Big Brother Watch)'는 실시간 얼굴 인식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부정확한 정치적 도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기술

의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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