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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딥핑소스 대표, 공동창업자: 2018.6 - 현재

• AI 분야 12명 (11명의엔지니어, 1명의디자이너)

• Principal Engineer, Intel: 2012.4 – 2018.5
• CV/ML용 AI 가속기, OpenVX 아키텍쳐

• 이종컴퓨팅(hetero. computing) 프레임워크

• 얼굴검출, 인식, 추적, 물체인식등의 CV 기술

• 주식회사 올라웍스 CTO, 공동창업자: 2006 – 2012.4 (인텔에인수)
• 대용량분산이미지인식시스템

• 모바일기기용 CV 기술

• KAIST 학사, 석사, 박사

• 40개이상특허



주식회사 딥핑소스

• 2018년 6월설립: 현재 15명 (서울 13명, 미국 2명)
• 비전: 세상모든데이터를안전하게사용할수있게한다.

• 하이라이트:
• 2018.8: 데이터의개인정보, 저작권보호기술특허출원

• 2018.8:  시드, 엔젤투자

• 2018.9:  페이스북남산랩 1기
• 2018.10:  TIPS 프로그램

• 2019.2:  nVidia Inception Program
• 2019.4:  KEB 1Q Agile Lab
• 2019.5: DB-Stars
• 2019.11: 시리즈A 투자



데이터의 시대

• 데이터가 AI의혁신을주도

• AI는데이터를수집하고데이터를생산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G
B/

se
co

nd

Year

Data Created Every Day

Adapted from CISCO VNI

의도적으로또는의도치않게수집되는데이터

• 1GB: 구글의자율주행차량이 1초에모으는데이터

• 65B: WhatsApp이하루에보내는메세지수

• 626M: 중국의 2020년보안카메라수

• 45B: 2022년전세계카메라수

매일 2.5 Exa-bytes 공유
(= 28,935 GB/sec.)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로 AI를 만들었고



영화같은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AI가 가져올 무한한 가치

얼굴인식이스마트시티에서활용되면,

• 범죄발생전조기방지

• 잃어버린아이, 납치된사람추적

• 공적인행사보호

• 신속한사건조사

• 보안구역접근관리

• 인력관리및생산성최적화

안전과편의성향상

(출처: 다수웹사이트의교집합)



그러나 실제로 보면 뭔가 섬뜩합니다.

https://vimeo.com/262420364

https://vimeo.com/262420364


자연히 개인정보 관련 규제들이 등장했고,



개인정보 관련 벌금 사례들이 나옵니다.

5.9조원!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면

• 사진, 동영상: 보안카메라, 차량용블랙박스, 셀카등

• 텍스트: 채팅, 이메일, 블로그

• 오디오: 음성통화녹음

• 앱사용, 위치이동

• 대출, 입출금, 쇼핑등
A sample from D**** market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수집되어 왔을까요? (일부에 해당)

카메라를설치

From https://security.panasonic.com/products/resolution/4k/

동영상을촬영하고,

개체들을레이블링합니다. 

4K/8K 카메라로많은것을찍습니다.

데이터 고객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카메라를설치

From https://security.panasonic.com/products/resolution/4k/

동영상을촬영하고,

개체들을레이블링합니다. 

4K/8K 카메라로많은것을찍습니다.

데이터 고객



영상이 개인정보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어떻게 다루어 졌을까요?



그냥 지워 버리고 아무것도 안하거나
(그러나사람이들어가는영상이절반)



불법으로 그냥 썼습니다.



이건 무엇이 다를까요?



AI에 대한 반감,
AI의 추방

San Francisco Banned Facial Recognition. Will California Follow?
- The New York Times

얼굴 인식 기술 퇴출

스마트시티 카메라 계획 무산

연구용 데이터마저 삭제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데이터거래가이미부러졌거나부러지는중

• 가격 급등:  0.5 USD/얼굴 (불법) è 20.0+ USD/얼굴 (동의시)

1.0 USD/Q&A쌍

• 스케일 문제: 90% 이상이동의거부

법무팀
사업부,
연구소 등

거래 중단

AI 개발팀
데이터 공급자
(기업, 단체 등)확인, 주의

Attack
Attack

정부, 
GDPR, CCPA, 

China Privacy Law, 
등

개인 식별 정보



AI가 왜 추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애당초 데이터 소스부터
개인정보 문제 없는
안전한 데이터가 온다면?











AI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익명화

원본: 개인정보포함 딥핑소스의익명화

• 익명화된데이터가 AI 모델에

들어가면원본과 동일한 결과를얻을

수있고, 

• 새로운 AI 모델의 개발에도사용가능

• 영상,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모두

익명화가능

• 세계최초의특허 (KR, PCT, US, EU)



안전한 머신 러닝

F

G0
<latexit sha1_base64="JCx6AoDAUjpL6aVvnz9SF8MnuU4=">AAAB6XicbZBNS8NAEIYn9avWr6pHL4tF9FQSEfRY9KDHKvYD2lA22027dLMJuxOhhP4DLx4U8eo/8ua/cdvmoK0vLDy8M8POvEEihUHX/XYKK6tr6xvFzdLW9s7uXnn/oGniVDPeYLGMdTughkuheAMFSt5ONKdRIHkrGN1M660nro2I1SOOE+5HdKBEKBhFaz3cnvbKFbfqzkSWwcuhArnqvfJXtx+zNOIKmaTGdDw3QT+jGgWTfFLqpoYnlI3ogHcsKhpx42ezTSfkxDp9EsbaPoVk5v6eyGhkzDgKbGdEcWgWa1Pzv1onxfDKz4RKUuSKzT8KU0kwJtOzSV9ozlCOLVCmhd2VsCHVlKENp2RD8BZPXobmedWzfH9RqV3ncRThCI7hDDy4hBrcQR0awCCEZ3iFN2fkvDjvzse8teDkM4fwR87nD/w+jPw=</latexit><latexit sha1_base64="JCx6AoDAUjpL6aVvnz9SF8MnuU4=">AAAB6XicbZBNS8NAEIYn9avWr6pHL4tF9FQSEfRY9KDHKvYD2lA22027dLMJuxOhhP4DLx4U8eo/8ua/cdvmoK0vLDy8M8POvEEihUHX/XYKK6tr6xvFzdLW9s7uXnn/oGniVDPeYLGMdTughkuheAMFSt5ONKdRIHkrGN1M660nro2I1SOOE+5HdKBEKBhFaz3cnvbKFbfqzkSWwcuhArnqvfJXtx+zNOIKmaTGdDw3QT+jGgWTfFLqpoYnlI3ogHcsKhpx42ezTSfkxDp9EsbaPoVk5v6eyGhkzDgKbGdEcWgWa1Pzv1onxfDKz4RKUuSKzT8KU0kwJtOzSV9ozlCOLVCmhd2VsCHVlKENp2RD8BZPXobmedWzfH9RqV3ncRThCI7hDDy4hBrcQR0awCCEZ3iFN2fkvDjvzse8teDkM4fwR87nD/w+jPw=</latexit><latexit sha1_base64="JCx6AoDAUjpL6aVvnz9SF8MnuU4=">AAAB6XicbZBNS8NAEIYn9avWr6pHL4tF9FQSEfRY9KDHKvYD2lA22027dLMJuxOhhP4DLx4U8eo/8ua/cdvmoK0vLDy8M8POvEEihUHX/XYKK6tr6xvFzdLW9s7uXnn/oGniVDPeYLGMdTughkuheAMFSt5ONKdRIHkrGN1M660nro2I1SOOE+5HdKBEKBhFaz3cnvbKFbfqzkSWwcuhArnqvfJXtx+zNOIKmaTGdDw3QT+jGgWTfFLqpoYnlI3ogHcsKhpx42ezTSfkxDp9EsbaPoVk5v6eyGhkzDgKbGdEcWgWa1Pzv1onxfDKz4RKUuSKzT8KU0kwJtOzSV9ozlCOLVCmhd2VsCHVlKENp2RD8BZPXobmedWzfH9RqV3ncRThCI7hDDy4hBrcQR0awCCEZ3iFN2fkvDjvzse8teDkM4fwR87nD/w+jPw=</latexit><latexit sha1_base64="JCx6AoDAUjpL6aVvnz9SF8MnuU4=">AAAB6XicbZBNS8NAEIYn9avWr6pHL4tF9FQSEfRY9KDHKvYD2lA22027dLMJuxOhhP4DLx4U8eo/8ua/cdvmoK0vLDy8M8POvEEihUHX/XYKK6tr6xvFzdLW9s7uXnn/oGniVDPeYLGMdTughkuheAMFSt5ONKdRIHkrGN1M660nro2I1SOOE+5HdKBEKBhFaz3cnvbKFbfqzkSWwcuhArnqvfJXtx+zNOIKmaTGdDw3QT+jGgWTfFLqpoYnlI3ogHcsKhpx42ezTSfkxDp9EsbaPoVk5v6eyGhkzDgKbGdEcWgWa1Pzv1onxfDKz4RKUuSKzT8KU0kwJtOzSV9ozlCOLVCmhd2VsCHVlKENp2RD8BZPXobmedWzfH9RqV3ncRThCI7hDDy4hBrcQR0awCCEZ3iFN2fkvDjvzse8teDkM4fwR87nD/w+jPw=</latexit>

ex) SVHN dataset

Training a model

Deploying the trained model

Deploying trained model



• 기존보안시스템:
• 대량의카메라설치

• 대량의비디오데이터를 (어딘가로) 전송하여학습및분석

Walmart Intelligent Retail LabAmazon Go

AI 카메라가 익명화 된다면?



현재의 AI 카메라 보안 시스템

블러링/마스킹

디바이스

아카이브

암호화처리

블러된데이터

아카이브된데이터는접근불가

관찰

보안경계

클라우드에서의학습, 분석,
3자제공등활용및공유



익명화된 AI 카메라 보안 시스템

블러링/마스킹

익명화 장치

디바이스

익명화된데이터

아카이브

암호화처리

블러된데이터

아카이브된데이터는접근불가

관찰

머신러닝, 분석등

보안경계

새로운
카메라 파이프

클라우드전송, 데이터활용, 공유등



안전한 얼굴 인증과

• AI는얼굴의 변별력만학습

• 2개의얼굴이동일인물인지판정

고객얼굴 원본 저장 불가

익명화된 얼굴 등록 및 비교:
익명화된얼굴은개인정보아님

익명화

전송

익명화

전송

등록:

사용:



안전한 장면 분석도 가능합니다.

• 디지털사이니지:

- 사람분류

- 사람수, 청중검출등

- 청중분석

- 나이, 성별등

- 얼굴분석

- 표정, 안경, 시선등

- 제스쳐인식
익명화

남성,
28세,
스마일,
선글래스착용,
코카서스, …

분석



응용하면, AI용 데이터의 보호도 가능합니다.

보호 처리된 데이터

데이터 교란:
데이터화질을유지하며 AI 학습불가상태로
변환. 미리보기, 레이블링, 검수 등에사용

처리된데이터를훔쳐 AI 모델을학습하면
정확도가원본의절반이하



응용하면, AI용 데이터의 보호도 가능합니다.

보호 처리된 데이터

데이터 교란:
데이터화질을유지하며 AI 학습불가상태로
변환. 미리보기, 레이블링, 검수 등에사용

소유권표시:
데이터에워터마크를선명하게각인
눈에보이지만지우기어렵고, 새 AI
모델의학습에사용가능

워터마크각인

처리된데이터를훔쳐 AI 모델을학습하면
정확도가원본의절반이하



안전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 개인정보와 데이터를보호하는데이터수집, 가공, 공유

익명화 업로드된
데이터

가공된데이터

데이터 제공자

레이블링
작업자

+레이블

데이터
저장소

검수작업자

가공할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검수할데이터

검수

데이터

데이터 사용자

조회용데이터
구매된데이터

보안장치 보안장치

보안장치

장치들

보안장치

데이터 유출 방지
데이터 유출 방지

데이터 유출 방지



사업모델 #1: 익명화된 보안 시스템

• 카메라, 게이트웨이에임베드된실시간익명화장치
• 소프트웨어형태라특별한하드웨어의존도낮음

• 대상: ‘연새로생산되는 3억대카메라의 10%’ x ’$/device’ (2024년에는 30% 목표)

• 대상고객: 카메라제조사들, 카메라 SoC. 제조사들

Blur/masking 
moving pixels

Anonymizer

Anonymized data

Non-accessible
Archive

Monitoring

Analytics, ML, Sharing, etc.

Safety Boundary

New anonymized video stream

Transferred to cloud / 3rd party

Real-time analytics
Incremental ML for environment change
ML for new features



사업모델 #2: 데이터 처리 서비스

• 고객의비공개데이터익명화처리

• 가격모델:  $/비디오프레임, $/영상또는서브스크립션모델등

• 대상고객: 머신러닝팀, Walmart, Starbucks 등의마트, 병원등

Data User

Direct Access is Prohibited

Anonymized 
Data

Private Data System
(on-premise/as a Service)

Data

API

- Consented to store (from users)
- Archived in storage
- Not consented to use (for new AI)

Data
Archive



사업모델 #3: 안전한 AI용 데이터 마켓

• 대량의 익명화된, 보호된 데이터의거래소

1. 데이터의주인은모바일폰, PC 등에설치된

익명화앱을통해데이터공유

2. 데이터사용자의요청에맞게데이터전달

3. 데이터의주인, 데이터의 (레이블링, 검수등)

작업자에게보상. 플랫폼은거래수수료.

• 대규모사용자들로부터 실데이터수집가능

• 온디맨드형태로 합리적가격에데이터이용

• 데이터주인은다수의고객에게판매, 임대

작접자

사용자

데이터 주인

익명화

데이터
구독

데이터플랫폼
(cloud)

Large-scale Data

…
API

저작권
보호

복제
방지



딥핑소스가

세상 모든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AI가 가져올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