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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집중하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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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장 동향
한국 IDC는 국내 빅데이터와 분석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0.9%로 성장해
2022년 약 2조 2000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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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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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데이터스피어, 즉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생성, 캡처, 복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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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분야

주요 빅데이터 분석 사례 대부분 금융 및 Tech 기업에서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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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분석을 리딩하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에 비해
5년 CAGR이 2%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금융 서비스 AI 적용으로 인해 2030년까지 1조 달러 절약 예상
기업의 분석지능 (AQㆍAnalysis Quotient) 이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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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규제 환경 변화
Big Data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 환경’도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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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 2020 기업의 도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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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업의 도전 키워드
주요 3가지 키워드

1
•
•

2

데이터 기반 응용

고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적
절하게 활용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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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활용 확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자동화

•

빠른 데이터 분석 환경으로 전환

•

AI 기술을 과대포장 하지 말고 점진적인

•

강력한 보안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

접근을 통해 고객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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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기반 응용 – Chatbot

챗봇을 활용한 Data기반 응용 업무의 시작
> 고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적절하게 활용

챗봇 운영 필수 체크 리스트
1. (시나리오 데이터)
조건에 따른 챗봇의 답변을 섬세하게 관리
챗봇의 답변 점수는 얼마인지 객관적 답변률 평가
2. (피드백 데이터)
챗봇을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 관리
3. (대화 데이터)
재학습과 유사 답변 등 답변 다각화
4. (개방 데이터 )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응용

데이터 수집 지능 강화 필요
즉, 고객의 VoC를 더 잘 수집하는 방법으로 챗봇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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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기반 응용 – 시나리오 데이터
섬세함과 객관적 답변률 제공은 챗봇 서비스 신뢰의 기본 동작 (feat. 쉽고도 어려운 것)

조건에 따른 챗봇의 답변을 섬세하게 관리

챗봇의 답변 점수는 얼마인지 객관적 답변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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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기반 응용 – 피드백 데이터
챗봇에게 문의하는 주요 유형 파악과 데이터 지표의 긍/부정 관리는 필수 코드

챗봇 동작에 대한 피드백 설정

만족/ 불만족 피드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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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기반 응용 – 대화 데이터
챗봇에게 문의하는 주요 유형 파악과 데이터 지표의 긍/부정 관리는 필수 코드
통합 지표 – 자주 묻는 유형 분석

재학습 지표 - 챗봇 시나리오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고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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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기반 응용 – 대화 데이터
챗봇 데이터에서 수집된 대화 데이터에서 AI기술로 감정을 분석 - 감성 지능

사용자 질문에 내포된 감정을 AI 기술로 긍정/부정/중립으로 분석

실패 대화로부터 시나리오 데이터를 교정하는 프로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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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기반 응용 – 개방 데이터
Clova Chatbot 출시 후 1년, 강화된 기능
네이버 서비스 연동 강화

스피커 연동 + 상담원 연동 + 커스텀 연동

Naver Answering Engine API 연동을 통해 네이버 지식
지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활용하여 검색 결과를 응답할 수
있습니다.
라인 페이

네이버 페이

LINE 메신저에 연동하여 챗봇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
LINE PAY 계정을 연동하여 서비스 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계정을 연동하여 고객님의 챗봇 서비스 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Service
+
다양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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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활용 확대
AI 기술을 과대포장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점진적인 접근



AI Voice 행사 진행
 귀빈 안내 및 컨퍼런스 안내에 자연스러운 AI 음성 합성음 사용
 AI Voice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

AI 보이스 봇
 AI 스피커 기반 문의 서비스 제공
 음성 기반의 고객 문의 응대 확대



AI 교육 도구
 고쳐야할 습관과 처방에 대해서 알려주는 AI
 개인별 학습 취약점 분석, 습관 형성, 영역별 모니터링 기능



AI 문자 인식
 계약서 검토시 문서 유형별 걸러내기(screening)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필기체 분석하여 계약 확인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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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활용 확대 - AI Voice
Clova Premium Voice - 사람에 가까운 자연스럽고 깨끗한 합성음을 제공. #감정 반영, #음성 합성기

•
•

이 음성은 Clova Premium Voice 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정을 반영한 음성 합성기 - Clova 의 기술로 같은 텍스트에도 기쁘거나 슬픈
감성이 반영된 합성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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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활용 확대 – AI 문자 인식
Clova OCR 서비스, 문서를 정확하게 인식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이미지 속 글자 위치를 찾고 어떤 글자인지 자동으로 알아내는 기술.

#반복작업 안녕, #주52시간 필수 서비스
- Clova OCR은
네이버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비즈니스 활용
에 최적화된 고성능 OCR 인식 모델을 적용하여 사
용자에게 전달받은 다양한 전표들을 해당하는 템플
릿에 맞게 분류하고, 분류된 문서 내 검출/인식된
정보들을 사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합니
다.
- 문자 인식이 제공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며, 필기체 인식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지원될 예
정입니다.
- 사용자에게 전달받은 다양한 청구 서류들을 수작
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정형화된 폼 인
식 등의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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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활용 확대 – AI 문자 인식 Clova OCR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정형화된 폼 데이터를 인식하고 후속 프로세스(사업자 번호 검증 등)로 연계
OCR 인식 영역을 설정하는 스마트 빌더

사업자 등록증 데이터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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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활용 확대 – AI 문자 인식 Clova OCR
빌더를 이용한 동작 테스트
(사업자 등록증 Demo) Template 등록 및 영역 지정 > 인식 요청 >인식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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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빅데이터에서 시작되는 혁신 서비스

>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을 진화,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전

클라우드는 확장성이 뛰어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회사에게 데이터 기반 혁신의 환경을 제공
 IoT 데이터 등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수집/분석과
쉽게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로 재생산 가능
 AI, 머신러닝 등 최신 기술의 접목을 가속화 함

정확한 빅데이터
수집 / 분석

인공지능 AI /
기계학습 ML
정확한 빅데이터
수집 / 분석

•
•

혁신서비스 확산의 기반
마케팅과 오퍼레이션 간에
서비스 및 브랜드에 관한 협업의 시작

향상된 고객 서비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인공지능 AI /
기계학습 ML
정확한 빅데이터
수집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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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빅데이터분석 및 AI/ML 활용 사례
Data Suite 및 AI Suite를 활용하여 외부 트렌드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변화를 추진
1. Big Data 처리에 필요한 전 단계
지원
2. 쉬운 개발 환경과 확장성 제공

3. GPU 자원 및 프레임워크 활용

NAVER 서비스

검색 전체 , 동영상, 쇼핑, 로그분석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 AiRS 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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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아키텍처 – Machine Learning Flow
머신러닝 기본 Flow를 위한 아키텍처

 쉽고 간단하게 클러스터 생성
 유연한 확장성 및 고가용성 확보
 클러스터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Web UI제공
 다양한 유형의 컴퓨터 파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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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아키텍처 – Data 수집 및 처리를 위한 Batch Job
오픈소스 기반의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분석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

 쉽고 간단하게 클러스터 생성
 유연한 확장성 및 고가용성 확보
 클러스터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Web UI제공
 다양한 유형의 컴퓨터 파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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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긴 어게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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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전략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들을 활용한 AI 및 Big data 기반 혁신 서비스 제공

고객 서비스 AI로 혁신
(데이터 수집 지능 + 데이터 분석 지능)
Hybrid
Chatbot

AI / ML

Clova Face Clova Speech
Recognition Recognition

Compliance

CaaS
(Cloud as a
Service)

GPU Server

AI Suite

Big Data

Clova Speech Pose Estimation
Synthesis
Object Detection

Tensor Flow
Server

TensorFlow
Cluster

Elastic
search
Service

Cloud
Search

민간
클라우드

공공/의료
클라우드

Data
Suite
Cloud
Hadoop

금융 클라우드

Object
Storage

Hybrid
Connection

고객 IDC
Community Cloud

Caa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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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ortfolio

Workplace (g)
Workplace (k)

Tools

Education

MARKET PLACE

BIZ APPLICATION

CSR

SMT

CSS

NMT

CFR

CPV

KNR

TensorFlow
Chatbot
Server/Cluster

AI SERVICE

OCR

ISV Solution

SaaS Solution

Jenkins

Source Source Source
Commit Build Deploy

Simple SENS Pinpoint Outbound Maps CAPTCHA
RabitMQ
Mailer

DEV TOOLS

Source
Pipeline

Compliance
Guide

Short Search
API
Geo
Location Gateway URL Trend

KMS

APPLICATION
SERVICE

System/Web/App
Checker

Network
Traffic Monitoring
Web Service
Monitoring
Cloud Activity
Tracer

Cloud DB
Cloud DB
for MySQL for MSSQL

DATABASE

Cloud DB MariaDB
for Redis

PostgreSQL

Cloud Cloud Log RUA
Hadoop Analytics

MySQL

Redis CUBRID MSSQL

ANALYTICS

ELSA

Image
Optimizer

VOD
Transcoder

Cloud Search Elastic Search

MEDIA

File/Site/App
Safer

Gamepot

Live
Transcoder

Security Monitoring
(IDS, IPS, WAF)

GAME

Secure Zone
(Firewall)

Sub Account
VDS Server

Monitoring

MANAGEMENT

SSD Bare GPU
Auto
Scaling Server Metal Server
Kubernetes
Service

Cloud Container
Function Registry HPC

COMPUTE

Global Latency Status

Block
Storage

NAS

Object Archive
Storage Storage

NAT IPSec
Load
Balancer Gateway VPN

GRM

CDN
SSL VPN

Backup

Data
Teleporter

STORAGE

GLOBAL SERVICE

Global Backbone Network

Global Global Internet
Service
CDN

Vmware on NCP

NETWORKING

SECURITY

Global Region : Korea, Japan, Singapore, Hong Kong, US-West, Europe,
US-East, Thailand, Taiwan, Vietnam, China

HYBRID CLOUD
Cloud Connect

ACG
DNS

(*) As of Jan. 2019

Biz Support
Partner Support
Tech Support
Customer Support

SUPPORT
27

클라우드 플랫폼은 PLAYGROUND
Let’s Try ,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Monstrum社 의 사명은
아이들의 운동 능력과 상상력에 도전하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놀이 공간을 만드는 것 .

지금 바로 NAVER CLOUD PLATFORM 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생각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머뭇거림과 주저함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리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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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nelyplanet.com/news/2016/08/15/danish-company-incredible-playgrounds-around-world/

Get Growing for Your Business with NAVER CLOUD PLATFORM
Let's Get Started!!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