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댓글내용 답변

1

요즘 기업에서는 제품최적화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AI기
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속,반복적인 운영을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
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AI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려면 상당히 막연하고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무엇보
다 추구하고자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강화학습 구성요소를 정
의할 때 업무와 알고리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
고, 목표에 맞는 보상설정 등에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세아이텍에서는 어떠
한 서비스로 고객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보시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AI를 접목시켰는지 사례를 통
해 보실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시행착오의 과정을 GUI
를 통해 좀 더 쉽게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입니다.

2

귀사가 사업에서 의뢰측의 니즈에 따라 단일 또는 다수의 솔
루션을 적용하여 목표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사업방식으로 아
는데요 최근 가장큰 레퍼런스 사이트 및 개선사례등이 궁금합
니다.

홈페이지 내 사업실적 페이지
(http://wise.co.kr/reference/performancelist.do)를 통해 위
세아이텍이 진행한 사업 사이트명과 간단한 사업 내용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3

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포털이나, 국가 주민망, 국방망, 국
가 물류망들에 사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세아이텍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클라우드기반으로 제공받
을때, 응답속도와 보안, 가시성 데이터 통계 응답들에 딜레이
수준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은 hadoop,spark 기반이
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 받는다면 데이터에 맞게 튜닝한 결과
에 따라, 또는 클라우드 제공사(aws,naver등)의 품질에 따라 다
를 것 같습니다.

4
AI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 없이 통합 학습하
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중요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요?

전처리를 통해 학습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정하는것과 비정형데이터를 정형화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AutoML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학습해야할 기준정보에 대해
서는 초기 셋팅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요? WISEITECH 에
서 이러한 기본 셋팅에필요한 정보성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
시하시는가요??

학습해야 할 기준정보라 하시면 어떤것을 얘기하는것인지 알려주
실 수 있으실까요? 데이터마다 정보가 다르기때문에 대답 드리기
가 모호한것 같습니다. 회신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6

AI의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빅데이
터 자료 구조를 마이크로서비스 단위까지 세부 단위로 조정해
야 하는지요? AI를 통해 IT 관리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얼
마나 높일 수 있는지요?

빅데이터 자료 구조를 마이크로서비스 단위까지 세부단위로 조정
하면 데이터 손실될 가능성도 있을것 같아 빅데이터는 큰 단위로
처리하되 데이터 변환 같은 처리관련 서비스를 세분화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7
AI는 모델이 중요한데 위세아이텍은 AI 모델을 분야별로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라 기존 모델을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합
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양은 학습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8
 AutoML을 고객이 사용시에 깊이 있는 지식은 필요 없이 기
계적인 작업만 하면 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고 보면 될지
요?

기계적인 작업만 하면 되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자동으로 데이터
를 학습하고 학습이 잘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재학습을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2 위세아이텍 "AI와  빅데이터, 어디까지 활용해봤니?" 질의응답



9
ML모델을 구축할때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는것이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수집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원천데이터의 수집은 ETL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0
Elt를 사용해야하는 데이터레이크 비정형 데이터는 어떻게 하
나요?

어떤 ETL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비정형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일반 파일이나 텍스트안에서 문장을 추출하거나 이미지를 수
집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합니다.

11
데이터 업로드 및 전처리 과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데이터나 해당 프로젝트 업무 전문가와 협업해 전처리 패턴을 학
습시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12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결과와 예측 값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 방안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요? AI 학습
데이터 양과 질을 잘 관리하기 위한 주요 사항은 무엇인지요?

분석 결과와 예측값에 대한 고도화 방안은 지속적 운영을 통한 모
델 모니터링을 통해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메터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데이터에 맞는 알고리즘 변경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
각됩니다. 데이터 관리 역시 품질 정규화를 통해 일관된 형식 데
이터를 지속적으로 쌓는것이라 생각됩니다.

13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 각종 통계에 따른 관리
와 조치를 할텐데요. 데이터 타입별,데이터 용도별, 데이터 사
용빈도수별, 각 서비스 마다 사용데이터도 통계화해서  통합
적인 서비스 기획을 할수 있는 분석 보고서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서비스 단마다 공통
으로 연결해주고 데이터 유형과 서비스 유형에 tag 들을 미리
주고 통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하면서 데이터 통합관리도
가능한가요??

데이터자체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솔루션이 아니다보니 데이터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듯 합니다.
AIHub.or.kr 사이트 방문해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14
데이터파싱과 분류 등 수집 라벨링도 자동으로 해주는지 혹은
관련 전용 도구가 제공되는지 궁금하고 시뮬레이션 혹은 샘플
링 데이터 분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라벨링 자동은 되지 않지만 클러스터링(비지도학습)을 통해
구분한 클러스터 ID를 토대로 라벨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15

데이터의 절대적 양이 부족할 경우 전처리만으로는 문제 해결
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학습 데이타의 양이 적다면
predefined model을 적용하여 초기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위세아이텍 역시 이런 모델 지원이 되나요?

공개된 predefined mod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 제공되는 모델의 갯수는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20개 정도 되며 계속 추가중입니다.

17 사운드 분류 기능도 지원되는지요
아직 사운드 데이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18 데이터분석 알고리즘의 우수성 나타내는 지표가 있을까요?
데이터에 따라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지표에
따라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19
AI의 경우 학습에 따라 분석의 정확도가 달라지는데요, 혹시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된 학습을 했을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보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나 신규데이터를 통해 예측해보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서 보정 후 재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

데이터 분석 과정도 중요하지만 분석 및 수집된 데이터를 어
떻게 검증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스템 성능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 이슈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자사 솔루션인 데이터품질 관리와 연계하고 있
으며 데이터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자체를 학
습하고 있습니다.



21
와이즈프로핏으로 전처리를 할 경우 표준화가 반듯이 선 필요
한 것인가요? 그럼 정형데이터는 문제없지만 비정형데이터의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는 데이터의 표준화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협업해 수집 프로세
스를 정의하여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22 마씽밸류나 포맷 애러등은 어떻게 보정되나요?
WisePrphet에서는 사용자가 정재방법을 설정하지 않을경우 0으
로 대처하고 포맷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포맷으로 변경합
니다.

23
모델을 만든 후, 이를 Tunning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기의 과정을 전부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학습되는 데이터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만들거나 데이터양이
많을 경우에는 가중치만 가져와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4
O&M 데이터는 종류가 다양해서 레퍼런스 모델로 전부 대응
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타 솔루션과 연계를 위해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저장소를 협의를 통해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일
원화하기도 합니다.

25
AI기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 가장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과정입니다.

26
모덱변경은 내장된 것만 가능 한 것이지요? 새로운 모델을 추
가 한다거나 할 수 도 있나요?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거나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메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7

분류 결과 평가를 할때 가장 힘든게 객관적으로 이해가능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수립 및 운영하는건데요. wiseprophet
의 경우에는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기준을 수립 및 비교
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고객 관점에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할 경우 해당 평가로직을 저희
제품에 추가시켜 제공하고 있습니다.

28
와이즈프로핏이 자동으로 모델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property를 임의로 추가해서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
다.

모델의 하이퍼 파라메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관리자 메뉴에서
추가해서 사용가능합니다.

29 Overfitting 같은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셨너요?
데이터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모
델 복잡도를 낮췄습니다.

30
모델은 운영할때요 클라우드 서버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을 추
론하는 구조인건가요?

모델운영에서는 모델을 반복학습해서 스케쥴링하는 기능이며 모
델을 추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31

중복 제거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가 중복제거 정도가
틀린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도 비정형데이터를 백
업시 성능이 저하되는데 비정형데이터 백업시에도 그런 성능
저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복제거 방법은 아예 삭제하거나 평균,분산값등으로 대체합니
다. 데이터 백업은 야간이나 주말등 성능저하가 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합니다.

32
 wiseProphet의 사전 체험판을 웨비나후에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체험판을 다운로드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체험판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http://prophet.wise.co.kr/ 로 접속하시면 사용해 보실 수 있습
니다.



33

요즘 회사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예측등을 중요하게 보
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AI 모델 개발을 통한   조성
추천, 포뮬레이션예측등을 활용하고자 DT계획을 세우고 있습
니다. 연구데이터(실험데이터)를 통한 AI 활용의 실 구축 사례
도 있을까요? 있으면 연구소인원들과 함께 활용하고자합니
다.

어떤 연구(실험) 데이터인지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비슷한 사
례가 있는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
프로핏 체험을 잠시해봤는데요, 데이터 로딩 시 소요되는 시
간에 대한 성능 보정은 솔루션보다 인프라에 크게 좌우될까
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35
머신러닝자동화 플랫폼에 원본 소스 복제를 위한 CDC와 ETL
툴은 오픈소스를 통해 구성하는지요? 별도의 상용 솔루션을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사에서 사용하는 ETL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따로 구
입하지는 않습니다.

36 데이터가 정리 안되어있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데이터가 정리되어야 학습이 잘되기때문에 데이터를 학습하기 좋
은 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7

AI 모델과 ML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과거데이터를 학습
시키는 것과, 활용 가능한 과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과거데이터가
다양한 파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그레이션과 과거데이터 축적부분도 컨
설팅이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가 이전부터 DW 구축등 데이터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
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도 컨설팅 가능합니다.

38
비정형 데이터 처리/모델링까지는 기존 출시하신 서비스로 가
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생성 모델도 서비스가 가능할지요.
원하는 타입은 문서입니다.

현재 모델 서비스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39
생성모델이라 함은 gan 같은것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제
너러티브 모델 말씀인가요?

일반 모델도 가능하고 딥러닝 및 강화학습 알고리즘도 가능합니
다.

40

와이즈프로핏(WiseProphet) 이 머신러닝 기반 프로그램이
라면 초기 학습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처음 기업에 도입 하
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단기간 수집하고 처리 하는지 방
식이 궁금합니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개월 프로그램 도입
후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도 알려주세요.

학습 목적 및 예측 타겟 선정 후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WiseProphet 저장소에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도입 이후 이용자
패턴에 따른 결과의 영향은 지금 상황에서 수치화해서 알려드리
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보통 50%정도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으
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41
강화학습솔루션을 기존 저희가 사용하던 ai분석시스템과 접
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혹시 적용한 bp사례가 있
다면 어떤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WiseProphe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강화학습에서 사용된
보상관련 코드를 공유하여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2

AI 모델과 AUTOML등을 구현하여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계
속해서 튜닝해 나가는 과정은 주기가 얼마나 되야하고, 이를
위해서 운영인력도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향후 도입을 위해
서 운영인력을 써야할까 아니면 연구현업인원들을 통해서 해
야할까 고민을 가지고있습니다.

모델을 튜닝하는 주기는 업무 프로세스나,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 생성 후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는 튜닝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
니다.
운영인력 또한 같은 맥락으로 모델 사용이 활발하거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경우는 고정적인 운영인력을 확보하시는 것
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튜닝과정의 주기는 모델의 정확도가 변하는 추이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데이터수집부터 관리가 필요하실경우는
운영인력이 필요하겠지만 데이터가 많이 변하지 않는 다면 현업
인원이 도구 사용법만 숙지해서 운영하면 될것 같습니다.



43 병렬처리시 동시수행이 어떻게 되나요 병렬처리는 로드밸런서나 병렬처리 가능한 알고리즘 사용합니다.

44
생성된 예측 모델을 Code 형태로 다운로드해서 사용자가 모
델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생성된 모델은 python 코드로 내려받아서 사용가능합니다.

45
AI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표준이 되거나, 혹은 용역 등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에서 데이터 확보를 하진 않지만 같이 협업한 회사의 경
우 용역으로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을 하고 그 데이터로 학습한
사례는 있습니다.

46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특성과 데이터의 질, 전
처리에 따라 예측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지는데 적합한 모델링
을 선택하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같은데이터 기준으로 여러 알고리즘과 하이퍼파라메터를 실행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7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소드나 고유의 방법은 어떠
한 것이 있나요?

모델 검증을 위해 회귀에선 mse,mape,rmse 등 오차범위에 관련
된 메소드를 사용하고 분류에서는 정밀도,재현율 등을 지표로 삼
고 있습니다.

48 학습데이타는 적어도 어느정도가 있어야 학습이 가능한가요?
데이터양은 적어도 학습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늘
어나는지 등을 판단해 정확도를 올리는 방안을 정한다면 초기 구
축에는 데이터 양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49
인프라구축 비용이 만만찮은데, 최적의 인프라 구축 환경을
어떻게 구현하는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효과적인지 가이드 가
능하는지요

클라우드를 이용해  사용할때만 서버환경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
을것 같습니다.

50
 AutoML 솔루션 적용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사례가 궁금합
니다.(우수사례)

홈페이지 구축사례
(http://www.wise.co.kr/reference/custSucCase.do)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
 AI/ML도 초기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류 체크를 위
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 줘야 하는지요?

지속적으로 학습은 자동으로 되며 정확도가 계속 기록됩니다. 지
속적으로 학습되고 있는 모델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는 사람이
판단해 체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52
wiseprophet으로 시뮬레이션을 할때 문제의 부분, 병목 부
분을 비쥬얼화해주는 기능도 혹시 있는걸까요? 왠지 있을거
같아 궁금하여 문의 드려요.

현재 주신 질문만으로는 어떤 병목을 얘기하시는지 판단하기 어
렵지만 Activate레이어 등에서 변화되는 이미지는 시각화 가능합
니다.

53

AutoML을 적용하게 되면 딥러닝을 적용하는 진입장벽이 크
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PoC(인공지능 전문가의 작
업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 지원을 요
청드릴 경우 기업내에서 어떠한 준비과정이(데이터 제공 등)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떤 output을 내는 모델을 만들지, 그 output으로 업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길 원하는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
니다.
다음으로 1)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는 무엇인지
2) 수집주기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3) 모델로 서비스할 시점
은 언제인지
과 같은 정보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
니다.



54
Artificial Intelligence와 Big Data를 상호 보완적으로 효율
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는 Hadoop Eco 시스템안에서 데이터
를 저장하고 변환하는 프로세스와 학습인 AI AutoML도구를 연
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5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이미지 이상시점 검출의 이점은 무엇일
까요?

심박동 이미지는 출산전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문제가 분명한 경우라 하면, 전문의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혹 애매한 경우를 분석모델이 잡아낸다면,  전문의에
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6
환경, 의료분애 AI/ML 진행시 자체 데이터에 의한 학습도 있
겠지만 병원, 공공데이터 등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들은 기존
데이터와 어떤 융합 과정을 거쳐 학습, 분석하나요?

현실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와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융합해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7
질문: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경우에 기술의 문제를
넘어 의료 기술 데이타의 사용 허가를 받는게 어려웠지 싶은
데, 의료쪽의 데이터 활용 관련 범규는 어떤편인지요?

네,  의료 데이터는 수집 부터 활용의 범규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런 민감하지만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정부과
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도록하는 사업을 진행 중
입니다. 시연 속의 데이터 역시 그러한 사업을 통해 여러 병원에
서 제공 받은 데이터이며,  추후 AI-Hub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58
태아 이상시점 검출로 이상, 정상 판단결과 이후 태아 건강 개
선에 어떤 기여가 될까요?  출생전에 심장 천공이라든지 선천
적 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현재 단계에서는 심장천공과 같은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저 있
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심박동에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결과로써 구체
적인 원인이 매칭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도출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59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AI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외에 그럼 SMB(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학습되는 환경을 만드는것이 중한것 같습니
다.

60

기업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을 향상시키는 데 최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세아이텍에서 제공하시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필요하신 요건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61
wiseprophet을 통해 학습/추론하는 예제들을 동영상으로 공
식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유투브 주소가 있을지요? 좀더 다
양하게 적용가능한 사례들에 대해 파악코자 합니다.

위세아이텍 홈페이지 www.wise.co.kr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위세아이텍채널

62

API 등을 활용한 Legacy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
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Update 시, 안정적인 서비
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프로토콜을 정하고 문서화하여 파라메터를 일원화하고 공유를 잘
하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3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도입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말
할수 있습니까?

현재  환경, 제조, 교육, 공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발히 적용되
고 있습니다.



64

wiseprophet 솔류션을 현재 운영중인 회사의 사례에 대해 어
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면,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될지요? 즉,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wiseprophet의 구조인지
궁금해서요.

필요하신 요건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65
비정형 데이터 학습은 수집한 원천 데이터만 있으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데이터는 이미지, 엑셀 모두 가능한가
요?

네 가능합니다.

66

바운딩 박스보다는 Gabor filter output 이나 wavelet
mother function 그리고 최선은 fourier filter frequency 가
데이터의 관리나 헉습데이터로 훨씬 적합해보아는대 저런 바
운딩 벅스 선택을 하신건 기존 보유하고 계신 dl model 때문
인가요?

수집한 데이터의 범위와 제공 범위를 모두 고려해 방향을 잡고 있
습니다. 실제로는 시연내용보다 더 많은 방법을 고려해 보고 있습
니다.
그 전에 WiseProphet으로는 주어진 자원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
를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67
AI를 더욱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
폼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는 건가요?

다양한 산업별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AI 모
델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68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의 경우 YOLO v3를 이용하셨다는 내용
을 오늘 세미나 소개 ppt 화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모델을 선
택하는 부분은 데모 과정에서 생략하셔서 따로 질문을 드립니
다.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의 경우에도 AutoML을 이용하셨는
지 그리고 AutoML에서 YOLO v3를 최적 알고리즘으로 선택
되었기 때문에 YOLO v3를 선택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WiseProphet에서는 아직 YOLO 알고리즘을 지원하지 않아 직
접 구현하였으며, 해당 의료 데이터에는 YOLO알고리즘이
WiseProphet에서 지원하는 알고리즘 보다 성능이 더 우수했습
니다.

69

직접 구현하셨다고 답변 주셨으나 오늘 세미나 중 태아 심박
동 모니터링의 데모 내용에 WiseProphet을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YOLO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WiseProphet을 사용하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
금합니다.

심박동 이미지는 기존 이미지분석과는 다른 양상의 이미지 였습
니다.  때문에 목표한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
었습니다.
WiseProphet을 통해 과연 목표설정 방향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70 타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용이 간단한 간단한 UI와 피처엔지니어링 기능입니다.

71

비정형데이터의 학습은 이젠 AI 학습에서 필수가 되었는데 비
정형데이터는 한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복합적인 비정형데이터를 모델
로 만들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정형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할 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bi 성과 ai성으
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가지 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인지요?

비정형데이터와 정형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 꼭 묶어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각각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
로 해석하여 결론을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WiseProphet에서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학습하는 ai
모델은 별도로 학습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72 성능 신뢰성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요?
신뢰성 검증은 일정 기간을 실제 운영기간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
니다.

73
이미지파일 데이터 분석을 할 경우 이미지 파일 포맷과 사이
즈, 해상도 등은 다양하게 지원하는지요? 그리고, 흑백이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도 분석 가능한지요?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74

비정형 데이터는 딥러닝을 통해 진행해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
지는 느낌입니다. 정형데이터에 비해 시간은 좀더 걸려도 어
느정도 정확도만 확보되면 좋을것 같은데 관련 데이터가 있을
까요

실제로도, 해당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딥러닝을 이용하지 않더
라도 정형데이터로 분석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
에, 기대하는 목표가 높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딥러
닝분석에만 의존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단순 통계나, 룰을 적용하
거나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정하게 섞어 사용하시는 것
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75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도 AI와 같이 예측/추론이 가능한가
요?

WiseIntelligence에서 WiseProphet 연동을 통해 시각화 가능합
니다.WiseProPhet에서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6
시각화구성의 경우 파워BI 나 태블로 같은 제품이 없어도 시
작화를 구성하고 수정이 가능한지요

네 맞습니다. 위세아이텍 자체 솔루션으로 WiseIntelligence는
파워 BI나 태블로같은 BI 솔루션으로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합니
다.

77
데이터 시각화는 거의 모든 솔루션이 제공하는데 웨세아이텍
이 제공하는 시각화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뒷부분에 설명드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자들도 간편한 동
작으로 쉽고 편하게 만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않아도 웹에서 엑셀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보고서 형태가 제
공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78
ModelOps라는 용어를 최근에 접했는데요 autoML과 유사
한것 같은데 간단히 두 용어간의 차이점을 알려주실수 있으실
까요?

autoML은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자동화 되는것을 말하며
ModelOps는 모델은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
다.

79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 있나요? 또 강화학습
학습용 데이터 및 훈련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었나요?

DQ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0
데이터 구성,시각화를 하트카운트와 연동하여 분석 결과의 고
도화와 시각화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 사전 작업과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지요?

WiseIntelligence는 자체 BI솔루션으로 하트카운트와 연동이 되
지는 않습니다.

81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나오는 그래프 결과를 윗분에게 보고
하기 위한 용도, 즉 PPT, 또는 docx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사
용가능할지요?

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여러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82 개인화된 BI 화면 구성은 어떤 것들이 지원 되는지요?
지금 설명 드린 비정형, 대시보드, 정형보고서 등의 형태로 제공
됩니다.

83
제공하는 20여가지의 고급통계분석 기능에 대해 좀더 궁금합
니다. 고급통계 이부분 관련 내용들  이메일로 수신 가능할지
요? 또는 공식 접근가능한 공식 주소가 있을지요?

분산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가설검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
다. 필요하신 부분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84

설계 담당 엔지니어가 직접 중복제거, 아웃라이어 제거, 데이
터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정제 작업을 히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요?

실제로도 데이터 정제작업이 가장 시간이 소요됩니다.
WiseProphet에서 변수 탐색 단계에서 변수마다의 값 분포를 확
인하실 수 있으며, 변수마다 결측치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측치
의 빈도에 따라 Row를 제거하나, 특정 값으로 치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85
원클릭 이후 dive down 하거나 퍼라메터 변경도 가능한가
요?

네 가능합니다 파라미터 변경 후 다시 조회해서 해당 파라미터로
조회 가능합니다.



86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기능들중에서 고객이 결과 자
료에 가장 적합한 시각화 메뉴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지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구조인지요?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87
다양한 시각화도구로 대시보드를 구성하려면 개발이 필요한
지 기본 제공되는 도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50여종의 차트가 제공되고 다른 차트가 필요하시면
커스텀개발로 추가 가능합니다.

88
구매후에 기술적인 지원은 별도로 subscription 체계인지요?
아니면 예를들어 구매후 1년간은 무료 기술지원일지요?

1년 무료 기술지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9

데이터 결측값(비어있는값) 상태로 모델 생성시 변수간 관게
왜곡으로 모델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데이터 결측시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결측을 처리 가
능한지? 또한 이상 데이터 처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변수 탐색 부분에서 변수마다 결측치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측치
의 빈도에 따라 Row를 제거하나, 특정 값으로 치환하는 것이
WiseProphet을 이용해 손쉽게 가능합니다.

90
카카오 지도를 연동하는 작업을 오픈 카카오 맵 API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능한것인지요? 이모든게 코딩없이 클
릭, 클릭만으로 가능하다는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네 오픈 카카오 API로 접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91
보여주시는 엑셀 보고서는 엑셀 파일이 아닌 wiseprophe의
웹기반 솔류션을 통해 불러오기/편집을 보여주는 기능인것인
지요?

방금 보여드린 엑셀 보고서는 WiseIntelligece 라는 위세아이텍
BI솔루션으로 엑셀 파일 형태를 업로드해서 틀을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엑셀처럼 사용가능합니다. 저장하시면 보고서 형태로 출
력됩니다.

92
서버 라이센스로 사용하다가 클라우드로 이전할 경우 제품의
기능상의 제약이나 버전업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다시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기능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따로 재설치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
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인원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
다.

93
대시보드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주사용하는 기능은 템
플릿화하여 자동화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비즈니스 변화에 따
라 수동 또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업에서 Portal 시스템에 연동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94

학습 데이터는 어떤행위들을 기반으로 학습되며 AI에서 학습
한 데이터가 어떤주기로 업데이트되고 이를 기반으로 와이즈
프로핏이 자동으로 모델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각 단계마다 선택한 설정 값(ex)목표 변수, 알고리즘, 파
라미터 등)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모델 운영 화면에서
배치 주기 설정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사
용자가 각 단계마다 선택한 설정 값(ex)목표 변수, 알고리즘, 파라
미터 등)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모델 운영 화면에서 배
치 주기 설정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95

다양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간화를 위한 API 연계에 있어 이슈는 없는지 구축을위한 고
려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보안정책에 따른 오버헤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API 연계시 파라메터 연계 부분이나 데이터가 커질경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API는 고객과 협의하고 문서화해서 공유하였으며
데이터가 클 경우나 학습할 모델의 대상 타겟이 너무 많아 모델이
많이질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 정책에 따른 오버헤드는 아직 없었습니다.

96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더욱 빠르고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는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구축
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
련하여 위세아텍에서 제공하시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질
문드립니다

기관/기업 상황에 따라 컨설팅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contact@wise.co.kr 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
다.



97
데이터 보안을 위해 기존 서드파티 솔루션과의 연동에는 이슈
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java로 된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거나 API로 접근 가능한 연동에는
이슈가 없을거같습니다. 예를들어 SSO나 DRM같은 경우는 제공
받으면 다 적용가능했습니다.

98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 데이터 거버넌
스 확보일까요? 데이터 리터러시=데이터문해력 일까요?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분석시스템
과 데이터 리터러시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9
ai 업무는 인프라 특히 gpu와 네트웍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
는데 gpu와 네트웍 속도의 병목 레이턴스를 줄이는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대용량 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모델이 구축, 변경될 때마다 이의 적용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마케팅
팀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utoML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런 선택이 과연 올바른 대안인
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프로세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플랫폼을 도
입한다며 모델이 변경되어도 수집되는 데이터 저장소와 모델 예
측된 결과가 저장되는 저장소는 변하지 않으므로 마케팅 팀은 결
과 테이블만 시각화 해서 볼 수 있기때문에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101
AutoML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으
며 RNN, LSTM, GRU 알고리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
명 부탁드립니다.

RNN,LSTM,GRU 모두 적용 가능 알고리즘입니다.

102
모든 분야에 데이타분석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불가능한
분야나 대상은 없는지??

데이터 시각화에 불가능한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3
최초에 crawling과정, 보통 데이타 수집을 할때 엑셀을 이용
하나요? 아니면 곧바로 numpy, padas와 같은 파이썬 모듈
을 이용하는 편인건가요?

보통 csv 파일이나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104

AutoML은 준비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많이 요구되는 복잡
한 작업으로 알고있습니다. ML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
려면 고도로 훈련된 데이터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준비되고
동원되여 각 단계마다 개입하면서 모델을 구축, 적용, 최적화
를 해야하는데 이런 이슈들이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
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세아이텍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
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 및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사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
이 투입되어 기업에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
다. 더불어 매뉴얼 제공을 통해 와이즈프로핏 각 단계별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5

지금 보여주시는 데모는 정부과제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인가
요? 데모 좌측 상단에 정부 로고가 보이네요. 사용방법이 그
냥 클릭, 선택, 레이아웃팅하면 바로 그 결과를 열람할수 있어
서 엄청 편리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한 그래프 결과
물에 대해 사람이 분석이 아닌 그래프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
하여 리포트 하는 기능 또는 준비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데모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2022년초에 오픈한 시스템으로 문화
관광체육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담당자들이 사용중
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동으로 분석하여 리포트 하는 기능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석 항목(시도,
시군구, 연도, 인구수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분석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화한 결과물을 개인
영역에 저장을 해두면 향후 데이터가 추가/변경시 변경된 데이터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06
보고 저장을 할때요. 보고서명을 적고나서, 저장할 폴더를 선
택하면, 저장되는 파일 확장자 포맷이 무엇이 되는 것인지요?

보고서의 경우는 파일로 저장되지않고 저희 개별 META DB에 저
장됩니다. 파일형태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기능으로 받으셔야 합
니다.



107
AI/머신러닝 기반 고객 데이터 예측 솔루션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사례가 궁금합니다

최근엔 태아그래프 관련 이상치 예측으로 이미지 분류사례가 있
습니다.

108

ai 업무는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기업에 항
상 데이터사이언스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데이터사이언
스가 기업에 없어도 위세아이텍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
님 어떻게 데이터사이언스의 롤을 지원해 주는지요?

네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109
대부분 원천데이터는 건들리 않는것이 맞는데 때로는 원천데
이터가 분석후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클렌징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클렌징이 가능한 것인가요?

오류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은 처리하느나 그대로 두고 분석하느
냐 선택의 문제이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
니다. 원천데이터를 건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
은다"는 의미이지 잘못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은 맞
지 않습니다.(수정시 원천데이터 작성자의 동의가 필요) 원천데이
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류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
다고 봅니다.
- 확인 가능시 : 원천데이터가 내부데이터라 확인이 가능하면 확
인 후 수정을 한 후에 분석을 해야합니다.
- 확인 불가능시 : 원천데이터가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라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 오류가 맞다면 제거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부기관 홀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축제관련 데이터로
방문자 분석을 했었는데 분석 후 특정 축제에 5억명이 방문했다
고 되어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수치이지만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해당 데이터가 반영되는 경우
전체 분석결과가 왜곡되므로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한바 있습니
다.

110
원주시의 도서관의 경우에 최종적인 결론이 보여주시는 그래
프 결과에 기반하여 의견반영이 되었을때, 이러한 통계로 인
한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요?

아마, 최종결론 도출시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다른 문제가 없었는
지는 여쭤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사례는 실제로 대
외적으로 공표되거나 한것이 아니라 데이터분석에 대한 가이드
역할로써 제시된 것이라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111
데이터 분석 사례에서 사용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일
반사용자들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담당자들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대국민 서
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할 메뉴와 시기는 주관기관에
서 정할 예정이며 대략 2024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112
와이즈인텔리전스에서도 AutoML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AutoML 활용을 위한 와이즈프로핏과 와이즈인텔리전스의
연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iseIntelligence에서 WiseProphet 연동을 통해 시각화 가능합
니다. WiseProPhet에서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3
기업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상관관계와 인과
관계를 최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
문드립니다

인과관계가 발생하려면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특정요인이 특정결
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했더니 매출이 증가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매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디자인변경 외에도 가
격내림, 프로모션, 고객증가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
다. 디자인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
해야 비로소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상관분석을 통해 매출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우선 도
출하고 각각의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 디자인 변경 전/후 시기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합
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위한 도구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114
시나리오 활용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단계적 분석결과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변수(데이터 항목)가 많을수록 당연히 단
계별 분석결과 수도 많습니다. 많은 분석결과 중에서 어떤 항목에
가중치를 둬야 하는지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
을 내릴 때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곳에 치우치지 않
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