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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ning + Dilemma 
= Deep-lemma 

 : 딥러닝 기술기반 서비스의 진퇴양난. 궁지



여기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의 1분 스피치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 솔루션은 딥러닝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하는데 인공지능 적용안하면 어디서 명함도 못내민다잖아.

정부과제도 다 ‘인공지능'을 껴서 해야하고.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필수지 



그래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을 도입해보자!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투자 받기도 좋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지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걸까요?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걸까요?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걸까요?

돈 잘 버는 회사 



그럼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 회사들은 왜 투자를 받나요?



그럼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 회사들은 왜 투자를 받나요?

누군가는 그 기술을 비싸게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회사도 인공지능을 적용할겁니다.

딥러닝으로 고객도 모으고 서비스 성능도 올리면 좋을테죠

대표



머신러닝
엔지니어

흠..서비스에 딥러닝을 적용하실 

거면 딥레마를 고려해야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보고  실험하고

논문으로 정리하는 연구 프로세스



오호.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었네?

어디 한번 사용해볼까



흠.. 왜이렇게 느리고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이게 인공지능?



아오. 이게 서비스냐??

비싸기만하고 별로야!



고객 및 사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가 입장에서의.

딥러닝기반  서비스 



머신러닝 기술 서비스 상용화는 

기술 이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머신러닝 측면 비즈니스 측면

서비스 상용화



그렇다면 사업 및 서비스 상용화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것에 어떤 고려사항이 있고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요



발표자 소개

● (주) resonance 대표

● (주) 스핀어웹 수석연구원

● HCI, 컴퓨터공학 전공

- 머신러닝 엔지니어

- 사업기획, 운영

- 사용자 경험분석



컨텐츠 서비스 기업 기술기반 R&D 기업



컨텐츠 서비스 기업 측면

시장성, 수익성이 있는가

사용자 및 고객 유입이 효과적인가

딥러닝 적용시 기술적 장점이 있는가 

풀고자 하는 문제, 목표설정



컨텐츠 서비스 기업 측면

이게 최선인가? 
반드시 딥러닝이여야하나?

시장성, 수익성이 있는가

사용자 및 고객 유입이 효과적인가

딥러닝 적용시 기술적 장점이 있는가 

풀고자 하는 문제, 목표설정



기술기반 R&D 기업 측면

비용절감이 가능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가

실제로 기술을 구현 가능한가 

딥러닝 적용시 기술적 장점이 있는가 

풀고자 하는 문제, 목표설정



기술기반 R&D 기업 측면

이게 최선인가? 
반드시 딥러닝이여야하나?

비용절감이 가능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가

실제로 기술을 구현 가능한가 

딥러닝 적용시 기술적 장점이 있는가 

풀고자 하는 문제, 목표설정



기술기반 R&D 기업 측면

만약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술을 가진 R&D 기업이 있다면 ‘비용절감'을 기술적 

가치로 볼 수 있을까?

→ 존재하지않는 기술 = 희소성이 무한대 = 가격이 무한대 

→ 존재하지않는 기술 ⇒ 존재하는 기술로 구현함으로써  

    가격을 무한대       ⇒ 유한대로 절감한 효과를 냄 

즉,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술은 비용절감에 있어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용절감이 가능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가



컨텐츠 서비스 기업 기술기반 R&D 기업

딥러닝 기술 딥러닝 기술



데이터 

사용자 

딥러닝 서비스 
상용화 사이클

성능 



데이터 부족

사용자 부족

딥레마 사이클

성능 부족



딥레마 사이클

데이터 부족

사용자 부족

성능 부족



딥레마 사이클

데이터 부족

사용자 부족

성능 부족



딥레마 사이클

데이터 부족

사용자 부족

성능 부족



데이터 부족성능 부족

사용자 부족

딥레마 사이클

딥레마를 깨려면 ?

셋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략하여 부족에 의한 딥레마 고리를 깨야 



데이터 충분

사용자 충분

딥러닝 서비스 
상용화 사이클

성능 충분

올바른 딥러닝 서비스 상용화 사이클이 돌아감



딥레마 사이클

데이터 부족

사용자 부족

성능 부족

1



..어음..일단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 보겠음...

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일단 서비스에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을 넣고

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긴 실험 과정을 한 스푼 넣고

학습을 위한 질 좋은 데이터를..
넣었...아.. 꽤나 많이 필요하네;;;



아니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는거야?

???: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 시키면 
되겠네!

???:

저거 뭐 다 크롤링 하면 되는거잖아????:

데이터에 돈이 왜 들어가??????:

1ZB = 1,024,000,000 TB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 
Raw data

 preprocessed train data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2) 데이터 크롤링(collector)으로 성능을 올린다

(3) 제품(service)을 통해 데이터를 모아 성능을 올린다

(1) 오픈데이터(benchmark)를 활용하여 성능을 올린다 

데이터를 모아 성능을 올리는 방법



항목 benchmark collector user service (UX)

데이터 개수 제한적 매우 큼 많아질 수 있음

정제 비용 없음 매우 큼 UX에 의존

개발비용 없음 큼 큼

퀄리티 높음 더러움 덜 더러움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1) 오픈데이터(benchmark)를 활용하여 성능을 
올린다 

오픈 데이터(benchmark) = 양질의 상태이나 타겟이 정확하지않은 일반적이고 적은 양의 데이터

현실 데이터(wild data)  = 가공이 필요한 상태 (편향존재, 후처리 필요)  

딥러닝 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많은 양의 목표에 적절한오픈데이터가 필요하며 

현실 데이터로 보충하기엔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

오픈데이터 활용의 한계로 인해 사용자 맞춤은 커녕 general하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음

이전에 쓰던 rule-based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일수도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2) 데이터 크롤링(collector)으로 성능을 올린다

성능을 올리기 위한 크롤링 진행 시 많은 양의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해야함

 데이터 수집,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부분의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정작 딥러닝 모델을 통한 서비스를 진행할 시, 여유자금이 없음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3) 제품(service)을 통해 데이터를 모아 성능을 올린다

자체 제품을 통해 사용자를 모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페이스북, 구글, 삼성처럼 회사를 키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 (...)

보통 대기업처럼 만들기는 당장은 힘드므로 정부사업, 데이터 바우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수급받음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3) 제품(service)을 통해 데이터를 모아 성능을 올린다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 시 :  데이터 보안 문제 고려하기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시 :  인프라 관련 비용문제 고려하기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시 :  인프라 관련 비용문제 고려하기

환상



RDBMS DB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데이터 관리소프트웨어 라벨링 툴 라벨링 툴
어노테이션 관리 
프로그램
(검수자)

분산컴퓨팅

분산 시스템 병렬처리(GPU)
모델 개발 모델 배포 및 API 개발

DevOps 구축 무중단서비스배포
(CICD)

대용량 데이터 
전송 인프라 

annotation
인력관리

UI/UX기획 UI/UX 디자인 사용성평가 연산 최적화 ….



RDBMS DB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데이터 관리소프트웨어 라벨링 툴 라벨링 툴
어노테이션 관리 
프로그램
(검수자)

분산컴퓨팅

분산 시스템 병렬처리(GPU)
모델 개발 모델 배포 및 API 개발

DevOps 구축 무중단서비스배포
(CICD)

대용량 데이터 
전송 인프라 

annotation
인력관리

UI/UX기획 UI/UX 디자인 사용성평가 연산 최적화 ….

현실



1 데이터로 성능 올리기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시 :  데이터 편향, 미래예측 손실 고려

Wild 현실

특정 분야

고객

충성고객

이탈 고객

이탈 고객



딥레마 사이클

데이터 부족

사용자 부족

성능 부족
2



..어음..이번엔 딥러닝 모델 성능 측면에서 보겠음

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일단 서비스에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을 넣고

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긴 실험 과정을 한 스푼 넣고

학습을 위한 질 좋은 데이터를..
넣었...아.. 꽤나 많이 필요하네;;;



2 성능을 올려 사용자 유입 증대

일반적인 경우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음
(어설프게 딥러닝 적용하면 어둠의 길로..)

Inspace, IBM왓슨 기업이 좋은사례 :
우주항공 및 각 도메인 지식보유, 
problem-solving의 올바른 접근과정

풀고자하는 문제와 관련된 도메인 지식 필요

풀고자하는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것인가 고민 필요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 성능올리기 

(최적화, 유지보수 포함)

도메인 지식이 기반되어야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성능을 구현할 수있다



2 성능을 올려 사용자 유입 증대

서비스 상용화를 생각한다면 딥러닝 모델만이 답이라고 할 수없다

고전적인 머신러닝 모델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가능

기존 시스템 인프라 활용가능

동작과정 명확, 튜닝에 용이

딥러닝 모델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성능확보

GPU 인프라 ,분산처리 시스템 필요

블랙박스 요소 존재 SVM



2 성능을 올려 사용자 유입 증대

서비스 기획시, 성능을 올리기 위한 긴 실험과정을 고려해야한다

데이터 수집 기간

데이터 가공 기간 분석 모델 개발 

데이터 학습

모델 튜닝

결과도출

최적화

시스템 인프라 작업



2 성능을 올려 사용자 유입 증대
서비스 상용화에서는 기술적 정확도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데이터 분석과정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있는 서비스 (심리테스트, 번역, 각종 분석결과앱)가 아닌

딥러닝 결과가 숨겨져 표현되는 서비스인 경우 즉각적인 반응속도가 중요. 

성능과 다른 서비스 중요 요소들간의 trade-off 고려해야함



딥레마 사이클

데이터 부족

사용자 부족

성능 부족

3



3 사용자 유입증가로 데이터 증대

서비스 컨텐츠 위주로 진행
사례 : 초기 유투브, 넷플릭스

쌓인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추천 및 예측, 분류 모델 적용
사례 : 현재 유투브, 넷플릭스

데이터를 모으려면 많은 사용자가 필요

사용자를 모으기 위한 서비스 개발, 운영

어느정도 서비스가 진행될 때 딥러닝 도입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유입전략 :  컨텐츠, 서비스 개발



3 사용자 유입증가로 데이터 증대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유입전략 :  UX 고려



3 사용자 유입증가로 데이터 증대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유입전략 : 변화에 따른 예측의 불확실성 고려



3 사용자 유입증가로 데이터 증대

딥러닝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유입전략 : 사용자,사회문화에 따른 데이터 편향 고려

서양권 동양권감정인식&표현

ㅠ_ㅠ (슬픔)
@_@ (혼란)
^0^ (행복함)

:(  sad (슬픔)
%-) (혼란스러움)

:-D  (행복함)



데이터 

사용자 

딥러닝 서비스 
상용화 사이클

성능 



머신러닝 측면 비즈니스 측면

서비스 상용화



딥러닝 기술 

비즈니스

사용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