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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부산대) (국민대)

10:50~11:10 Coffee Break

 11:10~12:30

개막식 및 기조연설 (사회: 이서영 아나운서(동양대학교))    
<기조연설>    

Can the Bright Origin-based eCommerce be Possible? (이재규 시안교통대 석좌교수, KAIST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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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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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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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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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ICEC 이사회 및 총회

09:20~10:50

SESSION A SESSION B SESSION C SESSION D SESSION E

A1 [Tutorial] B1 [Special 
Session]

C1 [KIISS-Paper
Session]

D1 [ICEC-Paper
Session]

E1 [ICEC-Paper
Session]

Tutorial
(Africa Startup)

NIA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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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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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Sung B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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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좌장: Shan Liu

(Kyung Hee 
Univ.) (NIA) (선도소프트) (Sejong Cyber

Univ.)
(Xi'an Jiaotong

Univ.)
10:50~11:00 Coffee Break

11:00~12:50

A2 [Startup 
Session]

B2 [Special 
Session]

C2 [KIISS-Paper
Session]

D2 [ICEC-Paper
Session]

E2 [ICEC-Paper
Session]

AI와 이커머스를
이끄는

한국의 스타트업들

Graduate Student
Research 

Colloquium
for Publication in

High-ranking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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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

& Text Mining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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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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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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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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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Science)

12:50~14:00 Lunch

16:00~17:50

A3 [Academic
Forum]

B3 [Special 
Session]

C3 [ICEC-Paper
Session]

D3 [KIISS-Paper
Session]

E3 [KIISS-Paper
Session]

Bright Internet
and Emerging
Technologies

인텔리전스 대상
기업 세션 II

Recommender
System

자연어
처리

추천시스템과
인공지능

좌장: Daegon 
Cho 좌장: 박 승 범 좌장: Liquo Lou 좌장: 백 승 익 사회: 김 남 규

(KAIST) (호서대) (Nigbo Univ. of
Technology) (한양대) (국민대)

14:0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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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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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Special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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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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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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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Humans 빅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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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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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Joon Koh 좌장: 권 오 병 좌장: 이 충 권 좌장: Kyoung 
Jun Lee 좌장: Jian Mou

(Chonnam 
Univ.) (경희대) (계명대) (Kyung Hee 

Univ.)
(Pusan National

 Univ.)



15:50~16: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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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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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실무능력

인증과정
Live

Commerce
Fintech &

Blockchain &
Cryptocurrency

IT/IS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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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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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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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 금요일)

시 간 순 서

09:30~15:30 대구 산학프로그램 (Industy-Academic Networking in Daegu)





Day 1 (Wed. 22nd June)

A1 [Tutorial] Tutorial(AI, DX, R&D)

A1.1 AI Sharing without Sharing Data: Research Findings & Business Models ···························· 2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양극화 해소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전략

Kyoung Jun Lee (Kyung Hee University)
이경전 (경희대)

A1.2 1Focus on Customer : Data-Driven Customer Experience Redesign ······································ 4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디자인

Kyung Jin Cha (Hanyang University)
차경진 (한양대)

A1.3
An innovative approach to evaluating and selecting system for performance 
enhancement of SMEs’ R&D projects supported by government ············································· 9
중소벤처기업 R&D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과제 선정평가체계 혁신 방안

Hyung Sung Chang (TIP)
장현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1 [Special Session] Intelligence Award I 
인텔리전스 대상 기업 세션 I

B1.1 My DATA Driven by AI ···························································································································· 13
AI 기반 마이데이터 (하나합)

JongKwon Ham (KEB HANA BANK)
함종권 (하나은행)

B1.2 Super Simple AI Logistics Competitiveness ····················································································· 14
초간단 AI 물류경쟁력, 콜로세움

Jin Soo Park (Colosseum)
박진수 (콜로세움)

B1.3 AI CuC, AI-Based Contactless business support solution ·························································· 15
LGCNS의 계속사용인증(CuC) 보안서비스

Beekei, PARK (LGCNS)
박병권 (LGCNS)

B1.4 Caremind Dreams of the Futeure ······································································································· 17
케어마인드가 꿈꾸는 미래 

Yoonje, Shin (CAREMIND)
신윤제 (케어마인드)

B1.5 Demonstration of AI-based Energy Efficiency Platform for Resorts ····································· 19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리조트 실증

John Lee (GreenData)
이호준 (그린데이터)

[세부 프로그램]



C1 [ICEC-Paper Session ] Social Media

C1.1 How Social Media Capability Influence the Firm Performance of SME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RM System Adoption ······························································· 23
Ning-Yi Yang (National Taiwan Univ.), Choon Ling Sia (National Taiwan Univ.)

C1.2 How destination marketing on social media affects behavioral intention ························· 29
Ivelina Ilieva (Kyoto Univ.), Spring Han (Kyoto Univ.)

C1.3 How to Choose the Right Person? Social Media ··········································································· 37
Kitae Kim (KAIST), Sung-Hyuk Park (KAIST)

C1.4 Understanding the Usage of In-app Community in Photo and Video 
Editing Apps ··············································································································································· 38
Ning-Yi Yang (National Taiwan Univ.), Choon Ling Sia (National Taiwan Univ.)

C1.5
Understand Users’ Sharing and Continuance Intention toward 
Commodity-Oriented AR Filters on Social Media: an Integrated Perspective 
of Stimulus-Organism-Response Theory ························································································ 43
Ning-Yi Yang (National Taiwan Univ.), Choon Ling Sia (National Taiwan Univ.)

C1.6 Exploring changes in sharing experiences to social media: Focusing on the 
case of domestic tourists in Jeju Island before and after Covid-19 ··································· 49
Unchan Park (Hanyang Univ.), Minha Choi (Hanyang Univ.), KyungJin Cha (Hanyang Univ.)

D1 [KIISS-Paper Session] Cryptocurrency & Fintech 1
암호화폐와 핀테크 1

D1.1 CNN based Robot Advisor for the investment of Cryptocurrency ········································· 58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CNN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
원종관, 홍태호 (부산대)

D1.2
A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Flow of Thematic Cryptocurrencies and 
Tokens Using Transfer Entropy and Network Topology ···························································· 59
전이 엔트로피 및 네트워크 위상을 활용한 테마별 암호화폐 및 토큰의 시스템적 위험의 정보 흐름 분석
최인수 (KAIST), 이준협 (한양대), 조영환(KAIST), 최현수 (동국대), 김우창 (KAIST)

D1.3 부도예측모형에서 도메인 지식을 통합한 반사고적 예시 기반 설명력 증진 방법 ···························· 61

조수현, 신경식 (이화여대)

E1 [KIISS-Paper Session] AI & Deep-Learning 1
인공지능과 딥러닝 1

E1.1 Automated Machine Learning Using Transaction Data ······························································ 63
트랜잭션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자동화 방법론

Kyeongbin Park, Yoonho Cho
박경빈, 조윤호 (국민대)

E1.2 Improving particulate matter prediction performance using reconstruction error ········ 65
복원오류를 활용한 시공간 트랜스포머 모델의 미세먼지 예측 성능 향상



Youngkwang Kim
김영광 (웨슬리퀘스트)

E1.3 Data Proliferation Techniques through Shape Deformation ····················································· 67
이미지 데이터 증식 Crumple 알고리즘 연구

Kyounglim Cho, Minyoung Lee, Inchoel Shin
신인철, 조경림, 이민영 (선도소프트)

E1.4 AI-Connect Protocol:  A New Federated Deep Learning Method for User-Centric 
AI Service ······················································································································································ 69
Seoung-Ho Choi, Baek Jeong, YuJeong Hwangbo, Kyung Yang Park, Kyoung Jun Lee 
최승호(경희대), 정백(경희대), 황보유정(경희대), 박경양(하렉스인포텍), 이경전(경희대)

E1.5 Multivariate time series traffic anomaly detection with Prediction & AutoEncoder
ConvLSTM과 ATTENTION AutoEncoder를 통한 다변량 시계열 트래픽 이상탐지 ···················· 71
Junghyeon Lee, Koosup Jeong, Wooju Kim
이정현, 정구섭, 김우주 (연세대)

A2 [Tutorial] Tutorial (Amazon, Gartner)

A2.1 Accelerate Digital Experience Transformation ··············································································· 73
Choi, Youn (Gartner)
최윤 (가트너)

A2.2 Amazon A9 & A10 Algorithms that Make Amazon Sellers Laugh and Cry ························ 74
Ju-young Seo (FAEM GLOBAL Inc)
서주영 (FAEM GLOBAL)

A2.3 ICAN: icon-based coding education software  for all ages ······················································ 75
Byungseok Kang (S1)
강병석 (에스원)

B2 [Special Session] Seoul Digital Foundation 
서울디지털재단

B2.1
Analyzing Environmental effects the Park and Green Space on Urban area : 
A Case of Using Dense IoT Infrastructure in Seoul ···································································· 78
스마트시티에서 IoT인프라의 정책 활용 

Jihye Park
박지혜 (디지털재단)

B2.2 
The Impact of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the 
Digital Technology ····································································································································· 7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고찰

Ko Seoltae
고설태 (디지털재단)

B2.3
A Study on the Location of the Public Wi-Fi Hot Pla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loating Population in Time and Space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80
시공간 유동인구 분석 기반 공공와이파이 핫플레이스 입지 분석

Tae-Houn Ji 
지태훈 (디지털재단)



B2.4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GeoAI-based urban change 
detection service ········································································································································ 81
GeoAI 기반 도시 변화탐지 서비스 도입과 활용방안

Sujin Back
백수진 (디지털재단)

B2.6 A Study on the Elderly-friendly Digital Accessibility Guideline ·············································· 82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개발

Minjung Kang 
강민정 (디지털재단)

C2 [ICEC-Paper Session] E-Commerce Strategy 

C2.1 The Effects of Social Influence on Consumer Behaviors in Social Commerce from 
Innovation Attributives ··························································································································· 84

Li Zhao (Southwestern Univ. of Finance and Economics), Yun Xu (Southwestern Univ. 
of Finance and Economics), Xu Xu (Southwestern Univ. of Finance and Economics)

C2.2 Feeling Close: The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in Augmented Reality-Enabled ··············
E-commerce Experiences ························································································································ 98

Jun Liu (Beijing Sport Univ.), Zhao Du (Beijing Sport Univ.), Tianjiao Wang (Beijing 
Sport Univ.), Guode Sun (Beijing Sport Univ.)

C2.3 The Impact of E-Commerce Capability on ······················································································ 99
Ilham Ait Bouazza (KAIST)

C2.4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ustomer ······································································ 100
Lei Li (Northwest Agriculture and Forestry Univ.), Jiabao Lin (South China Agricultural 
Univ.), Wenyi Luo (South China Agricultural Univ.)

C2.5 Can Social Commerce Platforms Retain Users? The Perspectives of Technological 
Environments and Perceived Values of Generation Z ···························································· 104

Ziqing Xu (Beijing Normal Univ.-Hong Kong Baptist Univ.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Zhenhua Ye (Beijing Normal Univ.-Hong Kong Baptist Univ.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Angela K-F Ma (Beijing Normal Univ.-Hong Kong Baptist Univ.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C2.6 Consumer Engagement and Reuse Intention Through Content Type in Mobile 
Commerce ················································································································································· 108
Ming Wang (Soonchunhyang Univ.), Jaewon Choi (Soonchunhyang Univ.)

D2 [Special Session] Welcome to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D2.1 In-depth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the virtual world ······················· 126
ShengJuan Zhao, Dengsheng Yu, GyooGun Lim
조승연 (한양대), Dengsheng Yu (Wenzhou Univ. of Technology), 임규건 (한양대)



D2.2 Analysis of NFT diversity trends ····································································································· 128
Hee-young Joe, Na-yeon Kim, Ho-yeon Park
조희영 (이화여대), 김나연 (이화여대), 박호연 (이화여대)

D2.3
A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factors perceived by users mobile banking 
service : Analysis of user review using Combined Topic Model and Sentiment 
analysis ························································································································································ 130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과 중요도 파악 : BERTopic 및 감성분석을 통한 사용자 리뷰 분석

Min Ji Kim, Kyung jin Cha
김민지, 차경진 (한양대 경영대학)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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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Woo Song, SeungGyu Ann, JongHyun Park, Hyunchul Ahn (Kookmin University)
송찬우, 안승규, 박종현, 안현철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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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AI Sharing without Sharing Data: Research 
Findings & Business Models

Kyoung Jun Lee
Kyung Hee University

klee@khu.ac.kr

Abstract
There has been rhetoric on sharing and data:  
"Let’s Share Everything", "Open Your Data", and 
"Share Your Data" etc. But, in reality, usually 
people do not want open or share her/his own data 
from privacy and business reasons. Companies 
neither wants to disclose nor shares their data from 
business & legal reasons. People and companies 
open or share their properties only when it is 
beneficial. When obliged to share their data, people 
and companies, the self-interested entities, usually 
share low-quality degraded data.
Data is considered as the new fuel of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Many people 
believe, "When we gather data, we can make good 
AI!" However, because of the reluctance of people 
and companies to share or open data, only large 
corporations and big tech platforms could make 
good AI. The stronger AI they have, the stronger 
the conglomerates and big tech platforms, which is 
a vicious cycle from fairness perspective. This 
tutorial proposes the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 AI sharing platform business model.
AI sharing is a business term of federated learning. 
An old model of AI development is that each firm 
develops AI separately with its own data. It is 
advantageous to large corporations because only 
large corporations can develop AI systems because 
they can have a large amount of data and skilled 
AI engineers. In this situation, SMEs should survive 
on their own by learning their local data, which is 
expected to widen AI gap & digital divide. On the 
other hand, a trustable AI sharing platform with 
federated learning technology can lower AI 
development cost and raises the AI performance of 
the platform participants. The AI sharing platform 
makes firms share AI rather than Data. SMEs can 
own data, strengthen its AI, and expand customer 
contacts.
This tutorial introduces real world success cases and 
checks the conditions of AI sharing projects of 
medical AI areas such as EXAM (Dayan et al. 

2021), UCADI (Bai et al. 2021), PriMIA (Kaissis et 
al. 2021), and CAreFL (Liu et al. 2021). In 
addition, the various application domains of 
federated learning will be explained such as 
privacy-preserving traffic flow prediction (Liu et al. 
2020), fraudulent credit card detection by sharing AI 
among banks (Zheng et al. 2021), personal 
healthcare and monitoring (Qiong et al. 2020, 
Bonura et al. 2021), and welding robots of smart 
factory improving AI without revelation of factory 
knowhow (Fecondo et al. 2021). AI sharing platform 
related trends will be introduced such as proved 
R&D cases, non-profit initiatives, business 
models/frameworks, and start-up companies etc. 
This tutorial’s main topic is AI-Connect Protocol 
(Choi et al. 2022) which is under development by 
Harex Infotech’s UCAI (User-Centric AI) Institute 
and Kyung Hee University’s AI-BM Lab (AI-BM.net). 
Using the patent-pending protocol, the AI sharing 
platform, the center, standardizes an AI model & 
sends the initial AI Model to each domain entity. 
Each entity learns AI Model with its partial data 
(e.g. 5%) and sends the learned model to the 
platform. Local entity gets a global model from the 
center and returns the newly learned model to the 
center. The center gets the learned results from the 
locals and constructs a new global model and helps 
locals update the model regularly or irregularly. Our 
experiment results using a new AI-Connect Protocol: 
Iterative Parallel Average (IPA), will be shown. The 
IPA’s performance exceled that of existing federated 
learning algorithm (we may call it ‘monolithic 
average’ comparing with ‘iterative parallel average’). 
Although the data-shared global AI, which shares all 
data among entities, AI shows the best performance 
as expected, but in the real world, such a data 
sharing does not occur.
Harex Infotech is developing a user-centric general 
commerce AI engine and its derived services such as 
hyper-personalized recommendation, target marketing 
for merchants (Lee, Jeong, Hwangbo, Kim, & Yang 
2022), product/service brainstorming for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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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eong, Hwangbo, Lee, & Cho 2022), merchant 
discovery brainstorming, product bundling, cross 
selling, and event promotion (time/occasion-aware 
recommendation). The cross-border commerce AI 
engine (Lee, Hwangbo, Jeong, & Choi 2022) is 
based on Transformer (Lee, Hwangbo, Jung, Jeong, 
Park, & Lee 2022), Federated Learning, and 
Data-Centric AI. It can be thought as a commerce 
version of ‘GPT-3’. The AI sharing platform based 
on the engine pursues synergy and efficiency by 
helping economic entities (firms, governments, and 
health organizations) share AI models, the learned 
results, and various derived services based on the AI 
engine.
This tutorial finally will discuss AI Sharing for 
Glocalization based on our experimental results (Bae 
2022). Al sharing can promote ‘locality’ through the 
modularization of shared AI engines & service 
diversification
Key Terms – AI Business Model, AI Sharing, Data 
Sharing, Deep Learning, Federa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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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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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중소벤처기업 R&D 성과향상을 위한 
정부지원과제 선정평가 및 지원체계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장현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sjang@tipa.or.kr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R&D 성
과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R&D과제의 선
정평가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성과실적과 연구분야 유사도기반 평가위원 
매칭과 지능형 평가모델 기반 예비평가, 연구개발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서 구조화 및 
제품, 기술, 서비스별 성능지표 등 지속전개 가능
한 기준정보체계 구축, 비즈니스 분야별 중소기업 
현황에 근거한 포트폴리오관리 등 중소벤처기업의 
R&D 성과 향상을 위한 스마트R&D평가� 지원쳬계를 
제안한다. 

Key Terms – 중소벤처기업R&D성과, 평가위원 매
칭, 지능형 평가모델, 기준정보체계, R&D포트폴리
오, 스마트R&D평가� 지원체계

I. 서론

2022년 기준, 중소벤처기업R&D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예산은 약 1조8천억원을 상회하고,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 형태는 단일 기업이 주
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주도형과 산
� 학� 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형, 
그리고 소부장,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
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목적형이 있으며, 매년 
약 50여개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R&D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최대 4년 
이내의 개발 기간과, 20억원 내외의 R&D자금이 연
구개발비로 지원하는데, 최근 R&D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의 성과분석 결과, 
정부출연금 1억원당 평균 약 6명의 고용 효과와, 
지원받은 금액 대비 약   11배의 과제와 연관된 
매출 증대, 그 외에도 수출이나 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지원사업이 중소기업 R&D 역량 향상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예산 및 사업물량
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평가운영관리 전반에 걸
쳐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 R&D 정부지원 사업

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R&D과제의 기
획과 평가, 선정 및 R&D 전주기 관리의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R&D평가� 지원체계를 제안하
고자 한다.

II. 본론

중소벤처기업의 R&D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
업이 중소기업에게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
은 분명하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의 물리적인 양
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평가업무 
프로세스, 인력 그리고 관련 시스템 전반에 걸처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평가위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일부 평가위
원의 상대적으로 많은 평가 횟수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 3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평가 횟수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가위
원 풀에서 기술분야별로 랜덤하게 선정된 평가위
원은 분과당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평
가위원의 과거 평가실적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반
영되지 않는다. 즉, 과거에 평가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 루프가 없기 때문에 좋은 평가점수로 선정
된 과제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는지, 평가결과와 
전혀 다른 성과가 나왔는지 평가위원에게도 피드
백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평가시스템 내부에
서도 이를 관리하지 않는다. 즉, 평가위원의 평가
가 R&D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손실 뿐 만 아니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진한 과제를 걸러내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평가위원에게 부여된 등급과 해당 평가위원
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업의 R&D성과 사이엔 유의
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이 시
급하다.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각 사업별 성과기
반 평가위원을 분류하고, 중소기업의R&D수행 후 
기업실적을 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평가위원 그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위원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문
분야 매칭의 한계이다. 현재는 평가위원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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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가능한 기술분야를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의 전문분야와 거리가 있
는 경우도 많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시된 과제의 
분야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평가위원이 과제
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분
석하여 유사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 중심으로 분
과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의 논문 등 전문문야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이 매칭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의 R&D과제는 다른 부처의 R&D와는 
달리 다양한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많아 이를 분
류하고 평가위원을 수작업 매칭하는 데 한계가 있
었으나,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평가위원 매칭으로 보다 높은 
R&D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화된 평가
위원 매칭 시스템은 평가를 운영하는 간사의 수작
업 업무를 대체하여 업무효도 높일 수 있게 되었
다. <그림 1>

<그림 1>  성과□전문분야기반 평가위원 자동매칭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R&D평가 및 운영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문제점은 수 많은 과제를 평
가하기 위하여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많게는 수백 여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평가
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표준화 및 정규화
가 불가능하다. 즉, 특정분과에서 우수한 과제로 
평가된 과제가 다른 분과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해 탈락한 과제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들이 본인
이 평가해야 하는 분과만의 과제 중에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접수
된 모든 과제 중에서 해당 분과에 배정된 과제가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의 과제인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능형 예비평가모형을 제안한다.

<그림 2> 지능형 예비평가모형 작동방식

설계된 지능형 예비평가모형은 과제계획서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통계적으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제시하여 과제가 제시하는 내
용을 전체 사업에 제안된 모든 과제계획서와 짧은 
시간내 상세하게 분석 가능하다. 또한 과거에 진
행되었던 사업별 과제들의 평가결과 및 성과데이
터를 포함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과제의 평가결과 및 성과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어 평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3> 지능형 예비평가화면 예시

이렇게 사업계획서 데이터 기반의 예비평가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구조화 및 성
능지표 등 기준정보 표준화가 필요한데, 특히 기
준정보의 표준화는 지속적으로 전개 가능한 구조
로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나 제
품,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지표의 표준화가 
제시되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 제
품, 서비스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성
능지표 또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정보 
온라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즉, 과제
계획서 입력 시 기본적으로 과거 과제로부터 추출 
및 표준화된 성능지표가 제시되는데 제시하는 과
제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입력한다. 
그러나 기존 성능지표에 해당사항이 없어, 신규로 
새로운 성능지표를 추가할 경우, 성능지표 입력과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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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작동한다. 온라인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 성능지표를 검토하여 Accept/Reject/Modify 
등의 기능이 작동되도록 구현하였으며, 향후 과제
가 누적되어 진행될수록 기준정보는 더욱 확장되
고 정제되어 지속전개가 가능하게 된다. <그림 4>

<그림 4> 지속전개가능한 기준정보의 표준화

III. 결론

앞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의 R&D성과향상을 
위한 혁신방안 외에도 실제 진행된 중소기업R&D과
제의 현황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
업 R&D과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 평가일정계획 및 평가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공유 및 축적을 통하여 평가와 관련된 위험 
예방 및 평가업무 전문가 양성을 도울 수 있는 스
케줄러기반 평가계획관리 기능,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반 요건검토 등 시간이 많
이 걸리는 단순 수작업 행정업무의 무인자동화, 
선정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나 실패
를 예방하는 과제전주기 미세관리 기능과, 문서나 
보고서처럼 정량화, 데이터화 되어있지 않은 정보
들을 디지털 전환하고 R&D 평가 및 지원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가용한 자원
의 활용을 최적화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국 중소기업R&D 성과향상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능 체계, 
즉 스마트R&D평가� 지원체계를 제안한다. <그림 
5>

<그림 5> 스마트R&D평가□지원체계 개념도

 제안하는 스마트R&D평가� 지원체계는 2020
년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현재 스케줄러기반 평가
계획관리와 RPA기반 평가운영관리 자동화 기능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어 운영 중이며, 2022년 현재, 
앞서 제시한 성과기반 평가위원 자동매칭 및 지능
형 예비평가, 기준정보 표준화 및 지속 전개가능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2023년까지 제
시된 모든 혁신방안을 완성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와 
함께, 진행 중인 IT기술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을 연구논문으로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으로 더 나은, 미래의 바람직한 
R&D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R&D역량 향
상은 물론, R&D성과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IV.참고문헌

“2022년 중소기업R&D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
처기업부, 2022 

“중소기업R&D 성과조사분석 연구,”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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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스 대상 기업 세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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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AI 기반 마이데이터 (하나합)

함 종 권
하나은행 데이터&제휴투자본부 마이데이터유닛 유닛리더

국문초록
2022년 1월 5일부터 API방식을 통한 본격적인 금
융 마이데이터 사업 서비스가 시작됐다. 마이데이
터 사업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
로부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본허가를 받은 업체는 은행, 증권, 신용
카드, 빅테크/핀테크사 등 총 56개사이며 이중 45
개 업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
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정
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
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
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정보주체가 
정보 활용을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에서 전송∙
활용을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자
기결정권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데이터의 자
유로운 이동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 질의 개선과 가격 합리화 촉진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자산관리 서비
스 “하나합”을 지난해 12월 공식 출시했다. 하나합
은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 곳으로 모아(合) 관리하
며, 금융서비스를 즐긴다는 의미이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
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디지털을 통해 모든 손님
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산관
리 성향을 진단하는 ‘자산관리스타일’서비스, 고객 
개개인의 지출을 분석하는 라이프스타일분석 서비
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외화 자산을 불려
주는 환테크 챌린지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향후 
축적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영역을 확장하
고, AI 분석 모형을 접목해 맞춤형 상품 추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산업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써, ① 방대한 양의 데
이터 처리를 통해 인사이트를 찾아내 새로운 수익
을 창출하고 ② 소비자에게 향상된 개인화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고객 경험∙가치를 제고시키며 ③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운용비용을 절감하
고 ④ 복잡한 금융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향후 AI도입과 활용을 위한 금융부문 투자는 확대
돌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시장 역시 높은 성장률
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년 1월에 본격 출범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
해 금융 시장의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및 플랫폼 시장은 향후 
금융 AI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용정보법, 개
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하나합, 디지털 자산관리, 
AI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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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초간단 AI 물류경쟁력, 콜로세움

박진수
콜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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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 LGCNS의 계속사용인증(CuC) 보안서비스

박병권
LG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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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 케어마인드가 꿈꾸는 미래 

신윤제
㈜케어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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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리조트 실증

이호준 (그린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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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C1 [ICEC-Paper Sessio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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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How Social Media Capability Influence the Firm 
Performance of SME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RM System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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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How destination marketing on social media 
affects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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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How to Choose the Right Person? Social Media
Marketing Optimiz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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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Understanding the Usage of In-app Community 
in Photo and Video Editing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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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 Understand Users’ Sharing and Continuance 
Intention toward Commodity-Oriented AR Filters on 

Social Media: an Integrated Perspective of 
Stimulus-Organism-Respon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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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Exploring changes in sharing experiences to 
social media: Focusing on the case of domestic 
tourists in Jeju Island before an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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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D1 [KIISS-Paper Session] 

암호화폐와 핀테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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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CNN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

원종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jongkwan1@pusan.ac.kr

홍태호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hongth@pusan.ac.kr

국문초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
자자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고, 
머신러닝 및 딥러닝 방법론을 활용한 가격 및 등
락 예측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력과 설명력을 동시에 향상시
키기 위해 최근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활용해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기법을 활용해 예측 모형이 산출한 결과 값
의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실증 연구에서 LSTM과 
CNN을 기술적 지표(technical indicators)와 구글 검
색량에 적용해 일주일 후 가격 등락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그 예측성과를 ANN(Artificial Neural 
Networks), SVM(Support Vector Machines)을 적용한 
모형들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 LSTM과 CNN을 활
용해 구축한 모형들이 높은 예측성능을 보였다. 
이어 XAI 기법인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를 예측 성과가 가장 우수한 딥러닝 
모형에 적용해 각 입력 변수들이 모형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역적 해석 및 지
역적 해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딥러닝 예측 모
형의 예측값 및 XAI 적용을 통해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문형 로
보 어드바이저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미지 분
류에 높은 예측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CNN과 투자
자 및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인 구글 검색
량을 활용해 예측성과를 향상시켰다는 점과, 
SHAP를 활용해 예측 결과에 대한 설명력 및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켜 금융 도메인에서의 딥러닝 활
용 가능성과 투자자의 수용성을 향상시켰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암호화폐 가격 등락예측, 딥러닝, 설명 가능한 인
공지능, SHapely Additive exPlanations(S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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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부도예측모형에서 도메인 지식을 통합한 
반사고적 예시 기반 설명력 증진 방법

조수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빅데이터분석학

soohyuncho7117@gmail.com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ksshin@ewha.ac.kr

국문초록
부도예측모형은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의 
지식기반(knowledge base)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머신러닝 기법의 발전으로 이를 도입하여 고도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모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모형을 이용하
는 사용자와 설명제공 대상인 고객의 이해와 수용
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이 현실적 가능성(feasibility)이 결여되어 있다
면 모형의 신뢰성과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메인 지식을 설명 
생성 알고리즘에 통합하여 현실적으로 타당한 설
명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부도예측 모형에 설명력을 더하
는 방법으로 반사고적 예시 기반의 로컬영역에서
의 설명을 제공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
은 모형에 이용된 재무변수의 특성을 설명력 생성 
알고리즘에 통합하여 설명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
보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이해와 수용을 도모하
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반사고적 예시
(counterfactual example)기반 설명을 위해 유전알고
리즘(GA)를 이용하며 다목적함수를 목적함수로 설
정하여 반사고적 예시(counterfactual example)의 주
요 기준이 되는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부도예측모형을 학습시킨 뒤, 사후적 방법
(post-hoc)으로 설명을 위한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기존의 모형 설명 알고리즘인 LIME과 현실적 가
능성이 결여된 반사고적 예시 기반 알고리즘과 비
교하였다. 더 나아가 제안방법의 금융/회계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여 제안 방법
의 설명의 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부도예측모형,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로컬영
역 설명력, 반사고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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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 트랜잭션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자동화 
방법론

박경빈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pkb0126@naver.com

조윤호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www4u@kookmin.ac.kr

Abstract – 트랜잭션 데이터는 고객의 행위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비즈니
스 데이터이다. 그렇게 때문에 트랜잭션 데이터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이다. 하
지만 트랜잭션 데이터는 구조상 원천 데이터를 가
공해야만 머신러닝 모형에 적용할 수 있다. 즉, 
특성 공학 과정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보다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특성 공학 과정을 자동화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트랜잭션 데이터
에 대한 연구 사례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의 연구 
사례에 비해 적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트랜
잭션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서 높은 성능을 보
인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기법을 사용하였
다. Word2Vec과 Glove를 활용하여 트랜잭션 데이
터에서의 Item을 벡터화하고, 중심연결법
(Centroid)을 통해 아이템 벡터들과 클래스 라벨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그 후, 
Softmax를 사용하여 클래스 라벨을 예측하는 확률
을 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 각 사용자 별 트
랜잭션이 충분히 발생한 경우에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트랜잭션 데이터에 특화된 새로운 분류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특성 공
학과 모델링 과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전체적인 머
신러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의 예측 결과를 특성 공학과 모
델링 작업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Key Terms – AutoML, Transaction data, Word 
embedding, SVD, Classification Analysis

I. 서론

트랜잭션 데이터는 고객들의 물품 구매 여부 
또는 여러 물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가 기록된 
정형 데이터로, 고객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고객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

하는 데에 필수적인 데이터이다(김준우, 2015; 안
길승 외, 2016). 따라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석
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기업의 향후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feature)을 생성하거나 가공하는 
특성 공학 과정과 모델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트
랜잭션 데이터 자체를 이용해 머신러닝 분류 문제
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 기반의 워드 임베
딩 기법인 Word2Vec과 Glove를 사용해 벡터화하
고, 생성된 벡터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함으로
써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한 특성 공학 과정과 모
델링 과정의 자동화를 구현한다. <그림 1>은 기존
의 예측 모델 생성 과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기존과 새로운 예측 과정의 비교

이를 통해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특성 공학과 모델링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사람이 특성 공학 과정에 
개입해 생성된 모형의 성능에 대한 성과 측정 기
준이 되는 준거 모델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II.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그림 2>와 같
은 프로세스를 가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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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션 데이터에서 아이템을 추출한 후, 집합에 클
래스 라벨을 추가하여 복원 추출을 통해 Corpus를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된 Corpus에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기법을 적용하여 모
든 아이템과 클래스 라벨에 대해 각각 임베딩 벡
터를 생성한다. 이 때, 두 모델에서 생성된 벡터 
중 상관관계가 높은 값들을 제거하기 위해 SVD를 
사용하여 차원을 축소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중심연결법(Centroid)을 사용하여 클래스 라벨 벡
터와 아이템 벡터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고 
클래스 라벨을 예측하는 확률을 구한다.

<그림 2> 클래스 라벨 예측 과정

III.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토하
기 위해 특성이 다른 두 데이터를 본 연구의 제안 
방법과 Featuretools를 활용한 방법에 각각 적용
하였다. 그 결과, 각 사용자 별 트랜잭션이 충분
히 발생한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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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 복원오류를 활용한 시공간 트랜스포머 모델의 
미세먼지 예측 성능 향상

김영광
㈜웨슬리퀘스트

glory@wesleyquest.com

Abstract –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
질 데이터의 수집 및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이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지하철 역사 미세
먼지 농도 예측관련 연구는 통계 및 순환신경망 
기반의 모델 활용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시공간 트
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모델들보다 우수
한 성능을 확인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시공간 트랜스포머 모델의 미세먼지 예측 성
능을 향상시키고자 복원오류를 활용한 모델을 제
안한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
템과 연계하여 지하철 역사내 미세먼지 저감 활동
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Key Terms – 미세먼지 농도 예측, 시계열 데이터 
분석, 복원오류, 시공간 트랜스포머

I. 서론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환경부의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18~2022)에 의하면 지하철 역사의 경우21
개 다중이용시설 중 두번째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는 약 7,900여억원
의 사업비(2019년부터 2022년)를 투자하여 지하역
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공기
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공기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
이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미세먼지 농도 예측 성
능이 개선 될수록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된
다.

미세먼지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 다양한 
시계열 분석기법들이 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활용
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 이전에는 지수
평활법이나 ARIMA(Box, Jenkins, Reinsel, & Ljung, 
2015)와 같은 통계모델들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ARIMA는 데이터의 안정성(Stationary)과 같은 이
론적 요구사항의 고려가 필요하며, 비선형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 예측 성능 저하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간의 비
선형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과 순차
적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순환신경
망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
한 전통적인 순환신경망이 가지는 기울기 소실 문
제로 인한 장기 의존 관계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하여 LSTM(Hochreiter & Schmidhuber, 
1997)과 GRU(Cho et al., 2014)가 제안되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모델의 성능을 높였다. 이러한 응용
모델 중에는 인코더, 문맥벡터(Context vector)와 
디코더로 구성된 시퀀스 투 시퀀스(Seq2Seq)모델
(Cho et al., 2014; Sutskever, Vinyals, & Le, 2014)
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Seq2Seq 모델의 입력 
시퀀스의 길이 증가에 따른 성능 감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어텐션(Attention) 기반의 모델
(Bahdanau, Cho, & Bengio, 2014)이 제안되었다.

2017년에 제안된 트랜스포머 모델(Vaswani et 
al., 2017)은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뛰
어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에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 변수들로 구성된 다변량 시
계열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수간에 존재
하는 공간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원조 
트랜스포머 모델은 매 시점에 입력되는 다변수들
을 단일한 개념의 토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시간
적 어텐션은 학습하지만 변수간에 존재하는 공간
적 관계가 무시된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시계열 
데이터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어텐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 예측 연구는 
기존의 통계와 순환신경망 기반의 모델 연구에 국
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김영광, 김복주와 안성만
(2022)은 시공간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하여 기
존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본 논
문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 예측 성능
의 추가향상을 위하여 시공간 트랜스포머에 복원
오류 (Reconstruction error)를 활용한 모델을 제안
한다. 복원오류를 활용한 선행연구로는 Huang et 
al.(2014)이 데이터의 복원오류가 특정 기준보다 
큰 데이터를 선정후 부스팅 모델을 활용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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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훈련을 시킴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가 있다. Han, Zhang, Ringeval, and 
Schuller(2017)와 Yin, Lv, Sang, and Guo(2016)는 
각각 회귀모델과 분류모델에 복원오류를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제안모델 프레임워크

본 연구의 제안모델 프레임워크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제안 모델 프레임워크

우선 입력 데이터에 대해 고정길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통하여 지도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
성하고, 정규화 처리를 한다. 이를 오토인코더 모
델에 투입하여 복원오류를 구한다. 이 복원오류는 
다른 변수들과 함께 예측모델에 입력으로 투입되
어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한다.

III.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3개 지하철역의 공기
질 데이터, 지하철 운영자료, 역사 외부 미세먼지 
농도,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LSTM, Seq2Seq, 트랜스포머, 시공간 트랜스포머에 
복원오류를 적용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에서도 시공간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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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3 이미지 데이터 증식 Crumple 알고리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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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해당 논문에서는 구겨지거나 찌그러지
는 등의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미지를 증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미
지 증식 기법은 기존에 많은 방법이 알려져 있지
만, 단순한 이미지의 색상, 각도, 크기에 대한 변
화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은 GAN을 통해 이
미지의 스타일을 변환하는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
와 같은 방식은 이미지의 형태를 변환하지는 못한
다. 
형태가 변하기 쉬운 대상을 증식하여, 수집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
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형태를 변환하여 증식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통
해 수집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실제 구겨진 형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해당 논문에서는 딥러닝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 증
식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미지를 종이를 구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하 
Crumple이라 칭한다.

Key Terms – Feature Engineering(특징 공학),
Data Augmentation(데이터 증식), 
Deep Learning(딥러닝),
Image Processing(이미지 처리)

I. 서론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해당 논문에서는 기
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연구에 대한 결과이다.

학습 데이터라 하면 학습시킬 모델의 목적에 
따른 데이터의 가공과 근본적으로 양질의 많은 데
이터를 필요로 한다.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과소 적합(Under 
Fitting)의 원인이 되며, 원활한 학습이 되지 않

는다. 또한 동일한 이미지로만 학습이 이루어진다
면, 과대 적합(Over Fitting)의 원인이 되며, 그
로 인해 학습 데이터 외의 실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 증식 기법(Data Augmentation)이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재활용품 분류 및 선별 데
이터 구축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딥러닝 객
체 탐지 모델을 통해 폐기물을 탐지하고, 분류함
으로써 재활용센터에서의 폐기물 분류를 자동화하
기 위해 사용할 학습 데이터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이와 같은 증식 기법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이미지 증식은 다양한 환경과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 회전, 뒤
집기, 비율 변형, 밝기, 색조 조절, 노이즈 조절
에 대한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환경, 형태
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로써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알루미늄, 비닐봉지와 같은 
쉽게 구겨지고, 휘어지는 대상의 경우 해당 증식 
방식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Crumple은 이미지에 격자(Meshgrid)를 이용해 
작동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1> 해당 알고리즘으로 증식한 과자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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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당 알고리즘으로 증식한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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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4 AI-Connect Protocol:  A New Federated Deep 
Learning Method for User-Centric AI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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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Data 를 결합하지 않고도 학습 가중치만
을 공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위 문제를 경감
하기 위해서 학습 가중치만 공유하는 개념에 기반
하여 
Iterative Parallel Average(IPA)를 제안한다. 새
롭게 제안하는 IPA 방식은 학습 Data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Local Model을 만들고 학습 가중치를 
반복 누적 평균하여 만든 Global Model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Local Model의 평균, Data를 결
합한 Global Model, 기존의 연합학습에서 사용되
고 있는 이른바 Monolithic Average (MA) 방법, 
그리고 IPA 방법을 Text classification 와 Text 
generation 태스크 실험을 통해 비교했다. IPA 방
식의 성능은 Local Model의 평균 성능보다 각 태
스크에서 4.1%, 8.7%, MA 방법의 성능보다 5.1%, 
13.7% 향상되었고, Data를 결합한 Global Model의 
성능보다는 낮았다. 결론적으로 Data를 결합하지 
않는 조건에서, 새롭게 제안한 IPA 방식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다.

Key Terms – AI-Connect Protocol, Federated 
Learning, Iterative Parallel Average, 
Monolithic Average, User-Centric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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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1]은 사용자 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사

업자간 상호 공유 혹은 통합하지 않고,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 인공
지능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연합학습을 적용한다. 
연합학습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Data 를 결합하지 
않고도 학습 가중치만을 공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Data를 결합하지 않
고 학습 가중치 만을 공유하는 AI-Connect 
Protocol을 제안한다. Text classification과 
Text Generation 두가지 태스크를 통해 제안 방
법을 검증한다. 

<그림 1> AI-Connect Protocol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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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2997 0.2927 0.3130 0.3150
4 0.2921 0.2795 0.3129 0.3156
5 0.2865 0.2813 0.3142 0.3145
6 0.2693 0.2588 0.3116 0.3146
7 0.257 0.2542 0.3021 0.3154

3 0.2997 0.2927 0.3130 0.3150
4 0.2921 0.2975 0.3129 0.3156
5 0.2865 0.2813 0.3142 0.3145
6 0.2693 0.2588 0.3116 0.3146
7 0.257 0.2542 0.3021 0.3154

II. 제안방법

제안하는 AI-Connect Protocol은 <그림 1>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Local 
Model은 각각의 Data로 학습된 Local Model이며, 
두번째 Monolithic Average(MA) 방법은 기존 연합
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edAvg [2]로 각각
의 Data로 학습된 Local Model의 학습 가중치를 
평균한 Global Model을 지칭한다. 세번째 
Iterative Parallel Average (IPA) 방법은 새롭게 
제안한 방법으로, 각각의 Data를 분할하여 순차적
으로 학습된 Local Model을 만들고 학습 가중치를 
반복 누적 평균하여 만든 Global Model이다. 마지
막으로 Data-shared Global 방법은 모든 Data를 
결합하여 만든 Global Model이다.

III. 실험 방법

Text Classification [3]과 Text Generation 
[4]에 AI-Connect Protocol 4가지 방법을 실험하
였다. 평가지표는 Accuracy = (1 - (Ground truth 
– Model predict)*100)을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했
다. Local Model 수에 따른 Global Model의 성능
을 함께 확인하기위해 Local Model을 2,3,4,5,6, 
그리고 7개로 만들었다. Local Model 성능은 모델
의 개수를 나눈 평균 값을 이용했다.

IV. 실험 결과

<표1>은 Text Generation의 태스크에서 
AI-Connect Protocol을 적용한 실험 결과이며, 
<표2>는 Text Classification의 태스크에서 확인
한 결과이다. 두 태스크에서 Local Model을 여러 
개로 만들어 확인한 실험 결과 모두 동일하게 
Data-shared Global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IPA 방법이 높은 성능
을 보였으며, Local Model의 평균 성능보다 각 태
스크에서 4.1%, 8.7%, MA 방법의 성능보다 5.1%, 
13.7%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Data를 결합하지 
않는 조건에서, 새롭게 제안한 IPA 방식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MA 방식은 Local Model에서 만들어진 학습 
가중치를 단일로 평균하는 과정은 각 Local Model
모델의 가중치 표현이 기존의 모델의 가중치 특성 
표현이 뭉개져서 모델의 성능이 낮게 나올 수 있
다. 그러나 IPA 방법은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누적 
학습함으로 Local Model의 학습 가중치를 MA 방식
보다 Global 모델에 누적 반영하여 모델의 가중치
의 특성을 강건하게 표현함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
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Data-shared Global 방법의 성능이 가
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Data-shared 
Global 방법은 한 순간 혹은 고정적인 순간에 높
은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IPA 방법은 
시간성을 가진 상태 혹은 동적으로 환경이 변화하

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Data를 결합하여 
Global Model을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서비스
로써 AI-Connect Protocol에서는 Data를 결합하지 
않는 IPA 방식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Text Generation의 태스크에서 AI-Connect 
Protocol 성능 경향성 분석

A) Local Model Performance Average, B) Monolithic Average, 
C) Iterative Parallel Average, and D) Data-shared Global

<표 2> Text Classification의 태스크에서 
AI-Connect Protocol 성능 경향성 분석 

A) Local Model Performance Average, B) Monolithic Average, 
C) Iterative Parallel Average, and D) Data-shared Global

V. 결론

사용자 중심 AI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연합학습
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Data를 결합하지 않고도 학습 
가중치만을 공유해야 되는 문제점을 경감하기 위해 
새로운 AI-Connect Protocol 방법을 제안했다. 
AI-Connect Protocol에서 제안한 Local 방법, Monolithic 
Average 방법, Iterative Parallel Average 방법, 그
리고 Data-shared Global 방법을 Text generation 그
리고 Text classification에 실험해 검증했다. 이를 
통해 제안한 IPA 방법이 로컬 방법, Monolithic 
Average 방법 보다 성능이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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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5 ConvLSTM과 ATTENTION AutoEncoder를 
통한 다변량 시계열 트래픽 이상탐지

이정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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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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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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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한 
DDOS(Distributed Denial-of-Service) 이상탐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악의적 트래픽으로 인
해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기때
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변량으로 이루어진 트래픽 
Netflow데이터를 바탕으로  DDoS공격을 탐지하는 
이상탐지 모델링을 주제로 하여, 정상과 구별되는 
이상을 탐지하고, 
보다 빠른 이상시점의 탐지와 연속성에 대한 문제
를 보완하여 현업에서 더욱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
을 구축하여 보완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DDoS 공격은 호스트의 악의적인 공격 방식과 공격
에 활용되는 Bot-Net의 개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상 패턴을 갖기 때문에 그 특성을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nomaly 시점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supervised 방법은 학습한 이상 패턴 외의 새로운 
유형에 대응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므
로,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한 AutoEncoder 기반의 
semi-supervised방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
였다. 
또한 AutoEncoder에 Multihead-Attentionlayer를 
함께 적용하여 정상과 이상시점의 간극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모델 구조를 변형하였다.
한편,일반적인 Sequence기반의 이상탐지 모델들이 
최근 주를 이루는데 이는 현업에서 적용시 이상시
점의 빠른 대처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시계열을 이미지화하
여 ConvLSTM을 통한 시점기반 예측모델로 보다 빠
른 이상시점 탐지를 가능하게 구조화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Multi-head attention을 활용한 
AutoEncoder와 ConvLSTM을 함께 활용하여 정확하
고 빠른 이상탐지 모델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고
도화 하였으며 이는 딥러닝을 활용한 이상탐지 연
구 분야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Key Terms – DDoS, Anomaly Detection, 
AutoEncoder, ConvLSTM, Multi-Head Attention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사업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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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Accelerate Digital Experience Transformation

최  윤
가트너

During  times  of  disruption  and  uncertain  times,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is  critical  for  organizations  that  want  to  prepare  now  for 
what's  next.  Facing  CEO  demands  to  grow  and  digitalize  efficiently,  IT  leaders 
must  find  force  multipliers  to  drive  growth,  adopt  technology  to  scale 
digitalization,  and  create  scalable  IT  foundations  for  cost  efficiency.  Gartner’s 
strategic  technology  trends  show  the  key  technologies  to  scale,  adapt  and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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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Amazon A9 & A10 Algorithms that Make
Amazon Sellers Laugh and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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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ICAN: icon-based coding education software 
for all ages

강병석
에스원

Abstract
As the Software (SW) centered society has emerged, 
SW-base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emphasized in 
all areas of society. It is a trend that universities are 
obliged to do SW basic education for non-major 
students and they are carrying out programming 
education. This study derives grammatical elements 
based on conciseness, generality, and efficiency 
among the design principles of programming theories 
and based on it, compares and analyses visual 
programming language and diagramming languag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ew coding education 
software ICAN for all ages. It supports icon coding 
and debugging mode, students can check wrong part 
or value with callstack while programming. In 
addition, ICAN provides multi-user tournament-style 
evaluation mode.

Keyword
ICAN, coding, programming, icon coding, new 
codin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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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 스마트시티에서 IoT인프라의 정책 활용 
: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효과와 신규입지 선정

박지혜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전략팀

jhpark@sdf.seoul.kr

Abstract – 스마트시티는 도시화로 인한 각종 문제
를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
속 가능한 도시이다. 관련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성
하는 요소로서 사물인터넷 인프라는 도시 운영정
보를 물리적 최접점에서 관측·수집함으로써 내부
자원 최적화를 위한 원천데이터의 보고가 되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린인프
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1,100개의 지점에 도시
데이터 복합센서(S-DoT)를 설치하고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시현상 확인과 스마트도시 정
책 수립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S-DoT 
환경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원, 인근지, 비공원간 열섬
현상, 미세먼지, 악취, 대기오염 4개 분야의 환경
수치 차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며, 
아울러 녹지 우선조성 필요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공원녹지의 환경효과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위성사진과 열적외선 등 전자기파를 
활용한 열섬현상 감소효과의 확인은 다수 이루어
졌으나, 상대적으로 계량연구 결과가 부족한 악취, 
대기,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환경효과를 확인한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한정된 대기측정소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수이
나,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의 인프라로써 설치된 
IoT에서 수집한 공간적으로 밀도 있는 환경측정 
자료가 사용된 활용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
를 갖는다.

Key Terms – 공원녹지, 그린인프라, 스마트시티, 

열섬현상, S-DoT



- 79 -

B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고찰

고설태
서울디지털재단

kost@sdf.seoul.kr

Abstract –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
라 상대적으로 준비가 열악한 중소규모 건축공사
장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 건설기술’로 명명된 
건설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자원관리, 안
전관리, 프로젝트관리, 현장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향후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Key Terms – 중대재해처벌법, 스마트 건설기술, 
IoT, 블록체인,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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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 시공간 유동인구 분석 기반 공공와이파이 
핫플레이스 입지 분석

지태훈
서울디지털재단

jith@sdf.seoul.kr

Abstract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공
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기반의 핫플레이스 입
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의 전
체 유동인구 값을 활용하여 핫플레이스를 선정하
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계절 등의 유동인구 변
화 환경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의 시계열 변
화에 따른 유동인구 패턴을 추가로 분석하여 핫플
레이스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담당자의 신규 공공와이파이 
지점 선정에 활용되었다.

Key Terms – 공공와이파이, 입지분석, GIS, 
Hotsp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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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 GeoAI 기반 도시 변화탐지 서비스 도입과 
활용방안

백수진
서울디지털재단

sjback@sdf.seoul.kr

Abstract – 도시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
는 가운데 건물을 무단 변경한 불법건축물 관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관리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항공영상을 활용한 변화건
물 정밀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람의 육안에 
의존하여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다. 본 연구의 목
적은 현행 인력의존형 도시변화 탐지 업무에 
GeoAI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탐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해상도 항공영상 및 드론
영상을 활용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건물
의 외관상 변화를 탐지해낼 수 있는 CNN 기반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인식가능한 객체의 범
위를 녹지, 도로, 태양광패널 등으로 확대하여 서
비스 활용의 분야를 확장하였다. 연구 결과는 서
울시 판독현황도 제작에 시범적용하여 탐지 정확
도와 실용성을 검증한다.

Key Terms – GeoAI, 항공영상, 객체탐지, CNN 



- 82 -

B4.5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개발

강민정
서울디지털재단

kmj95@sdf.seoul.kr

Abstract –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세대 간 
디지털 활용 격차가 심화되면서 디지털계층화가 
사회적계층화로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서비스
의 활용이 필수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신체적 노화로부터 발생하는 장애
요인으로 인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층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용 편의를 증
대시키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정보접근성의 개념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
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념으로 널
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접근성의 대상
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고령층의 특징에 주목한 디
지털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물리적·기술적 기준에서 화면의 기본구성(정보구
조), 서비스 흐름(과업 수행 절차)까지 연구 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사용자의 신체·
인지·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서비스 디
자인 관점과 함께 객관적 측정 및 실험을 통한 감
성·인지공학 관점을 접목한 복합적 접근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Key Terms – 디지털포용, 정보접근권,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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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Feeling Close: The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in Augmented Reality-Enabled 

E-commerce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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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The Impact of E-Commerce Capability on
Expor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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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Can Social Commerce Platforms Retain Users? 
The Perspectives of Technological Environments and 

Perceived Values of Generatio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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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Consumer Engagement and Reuse Intention 
Through Content Type in Mobil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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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In-depth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the virtual world

조승연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shengj0712@gmail.com

Dengsheng Yu
Wenzhou University of 

Technology
kits0820@naver.com

임규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gglim@hanyang.ac.kr

Abstract – With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virtual world from all walks of life, 
blockchain technology with a decentralized 
and distributed structure has also received 
widespread attention. Many companies and 
scholars who develop virtual worlds believe 
that an economic system can be built in the 
virtual worl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 not only provide the fairness of 
the virtual world economy but also increase 
transparency.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we 
believe that the blockchain technology can 
have more and wider applications in the 
virtual world.
The development process of blockchain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wo aspects. One aspect 
is technology. Technologies such as decentralized 
storage, authentication, private computing, and 
BaaS (blockchain-as-a-service) provide the 
foundation for decentralized applications in 
industries such as healthcare, manufacturing, 
and energy. Another aspect is finance. DeFi, 
xFi, NFT and other methods provide various 
service models for the financial market.
Since the virtual world is constructed from a 
3D virtual reality space, it enables users to 
interact with digital objects in an immersive 
environment. Therefore, both areas of blockchain 
development can have positive applications in 
the virtual world.
First,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blockchain-related development environments 
and development tools in the technology 
field, the demand for BaaS is also growing 
rapidly. BaaS is a cloud-based blockchain 
development platform. It can be expected 

that a lot of resources and funds will be 
wasted when developing blockchains that 
meet the various needs of the virtual world, 
and BaaS can effectively reduce this problem. 
In addition, with the increase in transaction 
demand, the phenomenon of inter-chain 
transactions is also increasing. By developing 
exchange functions within BaaS, it is 
possible to build an environment that enables 
smooth transactions between chains. Virtual 
worlds can also generate identity verification 
capabilities via blockchain. In the case of 
Bitcoin and many virtual currencies, the 
authentication process is performed via 
asymmetric keys. User privacy is guaranteed 
when asymmetric keys are used. Hyperledger 
creates an MSP (Membership Service Provider) 
and uses a system to manage user personal 
information for each ledger. This method 
provides convenience in management, and can 
also be easily connected when linking with 
applications.
Secondly, in the financial field, when building 
an economic system, it can be develop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asset types. For 
assets with high liquidity such as cash stocks, 
the transparency and liquidity of assets can 
be checked through distributed storage and 
calculation methods such as virtual currency. 
Assets with low liquidity such as real estate 
and artwork can be traded by generating 
NFT to ensure asset safety and profitability. 
In addition, digital goods in the virtual world 
can also be securely traded through the 
blockchai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age, the demand for digital commodity 
trading is also increasing. Trading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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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through the blockchain can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caused by network copy 
and paste, while also ensuring transaction 
security by tracking all transaction details. 
Blockchain also has the profitability of reducing 
intermediary costs due to transactions without 
a central intermediary.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widely used in 
the virtual world, but its shortcomings cannot 
be ignored. Excessive price volatility of 
cryptocurrencies can cause financial losses to 
users and cause chaos in the financial sector. 
Also, there is a phenomenon where the 
source files are modified or replaced after 
the NFT is created, which can lead to later 
asset risks. When the source files of digital 
products are very large, it is also difficult to 
upload all of them to the chain for transactions. 
As a decentralized system, blockchain also 
has the problems of low real-time processing 
efficiency and unsmooth verification of 
transactions. In terms of technology, the 
compatibility problem between BaaS platforms 
cannot be ignored. So far, there is no unified 
standard for each BaaS platform. And because 
the virtual world has no country restrictions, 
when verifying identity, the verification standards 
between countries must also be unified.
Therefore, this research divides the blockchain 
technology into two fields, the technical field 
and the financial field, through literature and 
example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virtual world. In the future, there are plans 
to collect expert opinions to further study 
the significance and methods of updating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virtual world.
Key Terms – Blockchain As A Service, 
DeFi, digital transaction, NFT, virtu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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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Analysis of NFT diversity trends 
using topic model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Hee-young Joe 
Ewha Wom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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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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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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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eon Park 
Ewha Wom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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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n-Fungible Token is a type of crypto 
asset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at is meant 
to be unique. It has become a widely accepted 
concept with elevated accessibility either as a buyer 
and a creator via the popularization of platforms 
that offer free minting. This paper attempts to 
organize papers that articulate NFT in diverse 
perspectives and ultimately suggest the next methods 
to analyze NFT’s trends. 

Key Terms –  NFT, non-fungible token, blockchain

I. Introduction

Non-fungible token (NFT) is a digital asset 
delivered via blockchain technology with its 
uniqueness proven based on smart contracts. It has 
paved ways for replicable digital assets to acquire 
tradeable rights (Nadini et al., 2021;Dowling, 2022). 
While contents can be minted on-chain or off-chain, 
it theoretically provides the irreplaceable ownership 
value once it is minted.

NFT is spotlighted as a novel method to create 
unique, non-repudiable, authorized contract that has 
been managed by hand or managed in a scanned 
format. Policy makers assume NFT as the 
next-generation format of existing assets that can 
revolutionize how documents are created and used. 
As numerous business people including Mark 
Zuckerberg of Meta anticipate a metaverse with 
substantial number of humans and materials 
transferred into its digital twin, NFT is also 
attracting attention as means of expressing digital 
existence.

Before NFT, contemporary digital assets were 
easily replicable. After the advent of NFT, through 
the blockchain technology that enable 
non-replicability and increased security, assets were 
given proprietary value. Unlike other formats of 
digital assets, not only can NFT provide value to 
intangible assets, it enables trade of ownership upon 
game assets, digital arts, and other properties 

involved in various fields(Chalmers et al., 2022 ; 
Park et al., 2022). However, research topics within 
Korea mainly involve legal issues and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rather than NFT d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 of NFT to imply its 
diversity. We used topic modeling, which is a 
branch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idely used in Social Science research.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journals outside 
Korea, and we proceeded text mining with the 
keyword “NFT.” Through this study, we desired to 
grasp the research trend by consuming large volumes 
of data and practicing objective analysis.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presents the related literature. Section III describes 
this paper methods. In Section IV, we will discuss 
the experiment results. Finally, the paper is 
concluded in Section Ⅴ.

II. NFT 

NFT is a token that endows a unique identifier 
to digital assets thereby generating “NFT ownership” 
and preventing duplication. As the implicated value 
of each token is different due to the duplication 
prevention technolog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NFT enables the proof of originality and 
ownership unlike other digital assets(Gong et al., 
2021; Zhang et al., 2021). This is also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t is a Ethereum-based coin with a 
non-replicable tag assuring uniqueness. Digital asset 
ownership sparked conversa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cryptocurrency replacing not only the value 
representation of artworks of a prominent artist but 
also every other assets in real life. NFT is already 
in use to prove ownership of various media such as 
the very first tweet message, doodles of children, 
adorable cat drawings, and memes. 

III.  Methodology 

Text mining is a vocabulary that joins "Text 
and Mining. It is one of unstructured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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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that extracts meaningful information within a 
document. It is comprised of web crawling, data 
pre-processing, data extraction, data analysis, and 
data utilization in sequence. This study attempted to 
proceed text mining using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which is a topic modelling method 
widely used for document analysi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is one of Social Studies 
research analysis tactics. LDA was us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by constructing relationship indicators 
utilizing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between a 
vocabulary and a concept. Social Network Analysis 
used a complex system and devised groups of 
socially connected objects. The analysis was 
undergone under the construct that individuals 
formulate networks upon interactions. The network 
theory was calculated based on graph theory. 

Ⅳ. Experiment results 

The data is comprised of articles from the 
“Science Direct” and “IEEE” between 2019 January 
and 2022 February, searched with keywords 
“non-fungible token,” and “NFT.”  Unexpectedly, the 
keyword “NFT” was also a traditional abbreviation 
of a biochemistry term “neurofibrillary degeneration” 
and after removing relevant articles we acquired 32 
research articles with which we proceeded our 
experiment. 

Before conducting LDA experiment, data was 
pre-processed: punctuation marks and symbols were 
excluded, words were decapitalized and undergone 
stemming, and stopwords and other unnecessary 
vocabularies were removed as well. The term 
“covid-19” was intentionally included in decapitalized 
form because it is an important keyword that implies 
the time period. After that, we proceeded LDA 
experiment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opic 
importance in relation to NFT and similarity between 
topics. 

<Figure 1> Social network analysis experiment result

The result of utilizing LDA methodology is 
shown in <FIGURE 1>. “blockchain”, “covid-19” 
and “traceability” appeared as the essential words. 
Executing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important word matrix made with LDA. 

 

Ⅴ. Conclusions 

Unlike contemporary studies on NFT that focus 
on a single topic, we executed quantitative analysis 
encompassing all areas relevant with NFT in order 
to provide novel insight. As the result of our 
experiment, we discovered that the research trend on 
“NFT” began with “blockchain” and “COVID-19.” In 
later studies, we assume that studying the research 
trend on “NFT” before and after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will provide interesting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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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과 
중요도 파악 : BERTopic 및 감성분석을 통한 

사용자 리뷰 분석

김민지, 차경진
한양대 경영대학

Abstract –  COVID-19의 발생 이후로 대부분의 비
즈니스 활동들이 억제되는 동시에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 
중 금융산업은 디지털 뱅킹의 사용이 더욱 활발해
졌으며 디지털 경험에 대한 고객의 욕구가 높아졌
다. 이에 핀테크 및 기타 디지털에 정통한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은행은 이에 맞춰 핵심 플
랫폼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McKinsey and 
Co, 2021; McKinsey and Co, 2022). 
  플랫폼의 현대화와 함께 더 많은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실제 불만을 파악하여 개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
나는 사용자의 리뷰 분석이다. 리뷰는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
품인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가 공유한 리뷰는 사용자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Chatterjee, S., 
2019).  모바일 뱅킹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모바일 뱅킹에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리뷰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진행될 가치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
이션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바일 뱅킹의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수집된 데이
터를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서비스 품질 차원을 알기 
위해 서비스 품질 중요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기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
한 차이를 확인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의 점수를 
차원별로 측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서비
스의 전체적인 품질 점수를 측정했다. 이에 더해, 
서비스 품질 차원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서비스 품
질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서비
스 품질 차원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품질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 품질 차원을 선정하는 
지표를 제시한다.

Key Terms – Mobile banking service, Service 
quality, Service quality importance, Sentiment 
analysis, Top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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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량의 말뭉치를 비지도 방식으로 학습하여 자연
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사전학습 언어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은 최근 자연어 처리 
모델 개발에 있어 매우 일반적인 요소이다. 하지
만, 여타 기계학습 방식의 성격과 동일하게 사전
학습 언어모델 또한 학습 단계에 사용된 자연어 
말뭉치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후 사전
학습 언어모델이 실제 활용되는 응용단계 태스크
(Downstream task)가 적용되는 도메인에 따라 최종 
모델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
로,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최적화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도메
인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
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Finance) 도메
인에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반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금융 특화 사전학습 언어모델의 
학습 과정 및 그 응용 방식에 대해 논한다. 금융 
도메인 지식을 보유한 언어모델의 사전학습을 위
해 경제 뉴스, 금융 상품 설명서 등으로 구성된 
금융 특화 말뭉치가 사용되었으며, 학습된 언어 
모델의 금융 지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토
픽 분류, 감성 분류, 질의 응답의 세 종류 자연어 
처리 데이터셋에서의 모델 성능을 측정하였다. 금
융 도메인 말뭉치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KB-BERT는 KoELECTRA, KLUE-RoBERTa 등 
State-of-the-art 한국어 사전학습 언어 모델과 비교
하여 일반적인 언어 지식을 요구하는 범용 벤치마
크 데이터셋에서 견줄 만한 성능을 보였으며, 문
제 해결에 있어 금융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금융 
특화 데이터셋에서는 비교대상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자연어 처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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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지역화폐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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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지역화폐는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
로 운영되어 공동체화폐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매년 발행 규모를 
늘리며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
고 있는 ‘지역화폐’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화폐가 활
성화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도된 
‘지역화폐’관련 신문기사 21,884건을 수집하고 전
처리과정을 거쳐 빈도분석과 LDA분석을 실시하였
고 총 15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자체별로 발행하고 운영하는 지역
화폐는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의 역
외유출을 차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고 지역화폐를 정책적 발행으로 활용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혜택을 부여 하였
다. 또한 지역화폐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유통 방
지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지역화폐
와 공공배달앱서비스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 내 자
영업자와 소비자 간 상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발행과 사용 확대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증가 등 경제적 역효과
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도는 다음과 같다. 학술적으로는 
본 연구가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이에 대한 신문기사 보도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이
슈와 변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향후 지역화폐
연구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역화폐,빅데이터,텍스트마이닝,토픽모델링분석,LDA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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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 CNN과 분류기의 결합을 이용한 피부질환 
분류모델 구축

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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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Xception)에 적용한 값

train/validation/test 6/2/2
loss function categorical_crossentropy

optimizer adam(lr=0.001)
epoch/batch_size 50/256

I. 연구배경 및 목적

서양인에게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던 피부암이 
국내에서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부암
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대
부분의 환자가 피부암을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
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병원을 찾게 되어 
치사율이 높다.
최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팀은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피부암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연구결과[1]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
다. 이에 김성환 교수는 “실제 진료에서 전문의
는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의 여러 특
징과 병력을 종합해 진단한다.”라고 인터뷰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장성은 의사 또한 “병변의 
사진만 보고 진료하는 방식은 병원에서 의사가 실
제로 환자의 병변을 보고 진료하는 것 보다는 아
직 부정확하며 한계가 있다.”며 지적했다. 실제 
아직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AI진단모델이 진료
에 도입하기에는 성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던 피부암 AI진단모델의 단점은 시
각정보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환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만든 CNN-분류기 결
합 모델을 제안한다.

II. 연구 방법

2.1 데이터 소개 및 전처리

데이터 출처는 HAVARD dataverse Medical University 
of Vienna이며, HAMmetadata(Human Against 
Machine with 10000 training images metadata) 
[https://dataverse.harvard.edu/dataset.xhtml?persistentId
=doi:10.7910/DVN/DBW86T]데이터 세트를 사용했
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인구로부터 수집된 피부
경 이미지로 총 10015개의 피부경 이미지로 이루
어져 있다. Metadata는 총 7개의 칼럼이 존재하
며, 피부질환

종류는Melanocytic nevi(nv), Melanoma(mel), 
Benign keratosis-like lesions(bkl), Basal cell 
carcinoma(bcc), Actinic keratoses(akiec), Vascular 
lesions(vasc), Dermatofibroma(df) 7가지이다.

<그림1> 피부질환 종류 파이차트

 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분류해야 할 피부질환 
종류 7개중nv가 전체 데이터의 약 67%로 클래스 
불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 과적합을 
피하고자 이미지증강(image augmentation) 기법을 
사용했다. 

2.2 모델 구조

<그림2> CNN-분류기 모델 결합 예시 구조

 CNN모델과 세가지 분류기(RandomForest[2], Linear 
Regression, SVM) 를 결합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CNN모델은 Xception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분류기
는 세가지를 비교해 볼 예정이다. 

2.3 모델 구축 과정

<표 1>  CNN에 적용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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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recall F1-score
RF akiec 79% 80% 79%

df 86% 83% 84%
vasc 89% 86% 87%

LR akiec 87% 82% 84%
df 90% 83% 86%
vasc 88% 82% 85%

SVM akiec 86% 78% 82%
df 95% 83% 88%
vasc 92% 82% 87%

RF LR SVM

F1-score 92.85% 93.21% 92.96%

accuracy 92.96% 93.15% 92.84%

CNN(Xception)모델로부터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
한 값과 기존 HAMmetadata를 합친 데이터프레임을 
만들어준다. 이 데이터프레임에서 dx_type(진단유
형), localization(피부질환 부위), sex(성별), 
age(나이) 와 앞서 CNN에서 추출한 특징(length 
52)이 독립변수가 되고, cell_type_idx(피부질환 
7가지 종류를 0-6으로 변환한 값)가 종속변수가 
된다. 그리고나서 RandomForest, LinearRegression, 
SVM 세가지 분류기에 대입한다.

2.4 성능평가지표

 클래스가 불균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minor 
class에 대한 precision과 recall을 위주로 비교하고, 
F1-   score를 최종 성능평가로 사용한다. F1-score
중에서도 weighted average값을 사용해 비교해볼 
것이다. minor class는 7가지 피부질환 중 데이터 
개수 하위 3가지로 정의한다. 

III. 연구 결과

<표 2>  소수클래스에 대한 분류기별 precision, 
recall값 비교

Precision과 recall값을 보면 전체적으로 
RandomForest보단 LinearRegression과 SVM이 더 
높다.

<표 3> 전체 클래스에 대한 분류기별 
F1-score값과 accuracy값 비교

 F1-score는 LinearRegression의 F1-score가 
93.2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Xception 
단독모델일 때의 정확도는 81%로 세 분류기의 정
확도와 비교해보면 성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
다.

Ⅳ. 결론

 클래스가 불균형한 데이터였으나 F1-score와 
accuracy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클래스 불균형
으로 인한 문제는 적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가지 분류 모델 중 Linear Regression의 
F1-score와 accuracy가 가장 높았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팀은 전문의 피부

암진단 정확도는 약 95%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번 
구축 모델의 성능인 93%와 비교해보았을 때 전문
의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앞에서 여러 전
문의들이 AI진단모델에서 지적한 ‘병변의 사진에
만 의존하는 방식’을 보완하고자 이미지 외에도 
환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만든 모델이라는 점
에서 기존의 AI진단모델과 차별화 된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피

부암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AI진료
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 피부암의 주된 원인인 다양한 기저질환과 같
은 환자의 특성을 추가한다면 더욱 높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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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 비전 트랜스포머와 K-최근접 트리플 마이닝을 
활용한 시각예술 이미지의 검색에 관한 연구

간정현
연세대학교 디지털애널리틱스융합학과

jhgan00@yonsei.ac.kr

김우주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wkim@yonsei.ac.kr

Tan et al., 2021 0.5232 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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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시각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디지털
화 데이터셋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머신
러닝 기반 이미지 검색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열
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
지털화 시각예술 이미지의 검색 성능을 고도화하
기 위한 검색 모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미지의 스타일과 장르를 하나의 임베
딩 벡터에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K-최근접 트리플 
마이닝 기법을 제안한다. 해당 기법을 비전 트랜
스포머 모델에 적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모
델들보다 위키아트 데이터셋에서 뛰어난 검색 성
능을 얻을 수 있었다. 

Key Terms –비전 트랜스포머, 메트릭 러닝, 시각예
술 이미지, 이미지 검색

I. 서론

최근 딥러닝 기반 이미지 처리 기술은 급속
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이미지를 시스템에 질의하면 유사한 상품, 
혹은 관련 있는 문서들을 검색해주는 이미지 기반 
검색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술 분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시각예술 분야에
서도 이미 적게는 수천 건부터 많게는 수천만 건
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디지털화 데이터셋이 구축
되어 있다(Castellano and Vessio, 2021).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시각예술 이미지 검
색 기술 역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작품의 스타일
과 장르를 동시에 고려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
다. 기존의 시각예술 이미지 검색 연구 대부분 작
품의 스타일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Matsuo et 
al., 2016; Tan et al., 2021; Ruta et al., 
2021). 하지만 그림의 장르는 스타일과 함께 그림
의 시각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중요한 메타데이터
이다. <그림 1>을 보면 스타일만을 학습한 모델과 
스타일과 장르를 모두 학습한 모델의 차이를 파악
할 수 있다. 두 모델의 검색 결과는 모두 쿼리 이

미지와 일치하는 스타일을 갖는다. 하지만 스타일
만 학습한 모델의 검색 결과는 쿼리 이미지의 의
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
면 스타일과 장르를 모두 학습한 모델의 경우 쿼
리 이미지의 스타일뿐 아니라‘아기예수를 안은 
성모’라는 이미지의 내용까지 상당히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처리에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연구들은 대부분 합성곱 신경망에 기반한 네트
워크를 사용해왔다(Seguin et al., 2016; Matsuo 
et al., 2016; Castellano et al., 2020; Tan el 
al., 2021; Ruta et al., 2021). 특히 최근 이미
지 관련 처리 관련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
이는 비전 트랜스포머(Dosovitskiy et al., 2021)를 
활용한 시각예술 이미지 검색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하지만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다른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이미지 인식에서 뛰어난 성
능을 보이고 있는 바(Dong et al., 2021; He et al., 
2021), 시각예술 이미지 분야에서도 충분히 해당 
모델 구조를 적용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스타일과 장르 
정보를 동시에 반영하는 멀티 태스크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에서 모델은 스타일/
장르 분류 손실함수와 K-최근접 이웃 트리플 손실
함수를 통해 학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검색 모델은 위키아트 데이터셋에 대한 스타일/장
르 검색 성능 모두에서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모
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또한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 스타일/장르가 일치하지 않은 검
색 결과에서도 모델이 쿼리 이미지의 구도, 색조, 
의미 등을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Figures and Tables

<표 1>  위키아트 검색 성능(Precision a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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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타일을 학습한 모델(상)과 
스타일/장르를 모두 학습한 모델(하)

<그림 2>  제안된 모델의 검색 결과

<그림 3> 스타일/장르가 일치하지 않는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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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3 CEP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통합 장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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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이터센터의 장애 사전 분석을 위해 로그분석, 
시계열 분석 기반의 패턴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이상 감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일 장비 기준으로 적용
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하는 이벤트 및 수치 값의 
종류는 방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무와 시스
템의 종류가 상당히 복잡하여 통합장애관리가 쉽
지 않다. 이에 다양한 장비의 통합장애관리를 위
해서는 단일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뿐만 아니
라 다양한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벤트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중
심으로 2차 활용이 가능한 이벤트를 생성한 뒤, 
의미를 순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구간별 분석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인프라 장애 이상징후 사전 
감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Causal Reasoning 기반
의 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제어
인프라장애 분석, 복합이벤트프로세스, 이상징후사
전감지, Causal Reasoning, Anomaly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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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4 Masked Autoencoder와 SE-block 기반의 Vision 
Transformer 을 활용한 딥페이크 탐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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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다양한 딥페이크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딥페이크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 또한 필수적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상의 이미지에서 전역정보와 지역정
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에 Squeeze and Excitation Block을 이용한 딥페
이크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Masked Auto Encoder 기법으로 사전학습된 방법을 
이용해 탐지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Key Terms – Deepfake Detection,  Face Detection, 
Masked Autoencoder, Squeeze and Excitation Block, 
Vision Transformer,  

I. 서론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알고리즘이 활성화 됨에 따라 다양한 딥
페이크 방식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딥페이
크 방식이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얼굴 합성기
술을 일컫는 용어로, 원본 영상의 특정 인물에 대
해 다른 영상의 인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된다.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생성방식이 고도화됨
에 따라 기술사용자가 나쁜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영상들을 생성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디지털 범죄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의 예방차원에
서 딥페이크 탐지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필요해 보
인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딥페이크 탐지 알고리즘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CNN기반의 알
고리즘과 VIT기반의 알고리즘이다. 

CNN기반의 모델의 경우 Local Feature들에 
초점을 맞춘 모델 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감하는 
global한 특징들에 조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VIT기반의 모델의 경우 하나의 이미지에 대
해서 통째로 self-attention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정보(Local Feature)보다는 전역정보에 더 치
우져저 있다. 그렇기 때문에 Inductive bias가 강
하지 않아서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성능이 
낮은 문제가 있다.

앞선 2가지의 선행연구는 모두 Local 
Feature와 Global Feature간의 Trade-off 를 적절
히 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이미지 단계에서 전역정
보(Global Feature)를 잘 활용가능한 Vision 
Transformer를 Back bone으로 활용하고 이에 지역
정보(Local Feature)를 잘 이용한 Masked 
Autoencoder 기반의 훈련방식을 체택하였고, 마지
막 Attention map channel단계에서Squeeze and 
Excitation Block을 이용하여 지역정보와 전역정
보의 trade-off 를 극복하였다. 

해당 제안 모델을 이용하여 FaceForensics++ 
데이터셋에 현재 알려진 State-of-art 모델 알고
리즘과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 및 시험해본 결과,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II. Figures and Tables

<그림 1>  제안 모델 구조도

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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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Cryptocurrency Price Fluctuations and Prices of 
Non-Fungible Tokens: Empirical Evidence from 

OpenSea

Jaehye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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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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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ungible tokens (NFTs) have drawn massive 
attention from creators and collectors to 
companies outside the art and media industries. 
Especially,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NFTs amplify the expectations for 
NFTs as they were expected to solve the 
royalty and ownership problems. Despite rapidly 
growing marketplaces and business applications, 
however, it is not much known about the 
complex dynamics that play out underneath 
– how sellers and buyers trade NFTs and 
how their prices are formed in online 
marketplaces. It is not only because the 
concept of NFTs is new but also because 
the extreme fluctuations of cryptocurrencies 
used for payment complicate the evaluation 
of historical prices and the prediction of 
future prices for NFT traders. In this study, 
we collected granular data on NFT 
transactions from OpenSea, the first and 
largest NFT marketplace, to investigate 
whether and how ETH fluctuations are related 
to the listing price set by sellers and the 
selling price taken by buyers of NFTs listed 
in ETH, the dominant cryptocurrency of NFT 
market. Panel regression analyses on repeatedly 
sold NFTs and the result show that sellers 
who chose ETH set the listing price much 
higher (or lower) than they purchased when 
ETH appreciated (or depreciated). And once 
listed in ETH, buyers paid a much higher 
(or lower) price when ETH was stronger. 
This study is one of the first to inspect 
NFT pricing with pricing steps. In addition, 
the results extend the literature on denomination 
and anchoring effects by examining the 
effect when using highly volatile currencies 
in the multi-currenc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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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ive as the Coin Price Rises?

Euro Bae
College of Business, 

KAIST

Hyeokkoo Eric Kw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Jaywon Lee
Sejong University

Daegon Cho
College of Business, 

KAIST

Cryptocurrencies have emerged as a new 
means of loyalty programs that platforms 
can employ to enhance user participation 
with greater transparency. However, without 
a well-orchestrated system that can address 
the unique vulnerabilities stemming from 
cryptocurrencies’ high volatility and liquidity, 
the virtue of a cryptocurrency-based loyalty 
program (i.e., CBLP) will not be realized. 
Therefore, platforms often adopt a “two-stage” 
CBLP design, which first awards loyalty 
points with stable value and allows their 
conversion into platform-specific cryptocurrencies. 
We investigate how a two-stage CBLP 
improves users’ participation, exploiting a 
dataset obtained from a ride-hailing platform 
that suspended users’ point-to-cryptocurrency 
conversion until 14 weeks after the start of 
its CBLP. The results illustrate that awarding 
points enhances users’ participation, and 
the positive effect does not reduce after 
users encounter the volatility and liquidity 
of cryptocurrencies through the conversion. 
We further find that, after the conversion, 
the loyalty effect becomes more prominent 
when the cryptocurrency price increases. 
Notably, however, the loyalty effect diminishes 
with a coin price increase before the 
conversion, contrary to platforms’ general 
expectation. We propose an alternative design 
strategy of encouraging the conversion with 
additional empirical support, which contradicts 
comm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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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Quantifying Knowledge Synchronization in the 
21st century

Jisung Yoon 
POSTECH

Jinseo Park 
Indiana University

Jinhyuk Yun
KISTI

Woo-Sung Jung 
POSTECH

Humans acquire and accumulate knowledge 
through language usage and eagerly 
exchange their knowledge for advancement. 
Although geographical barriers had previously 
limited communication, the em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opened new 
avenues for knowledge exchange. However, 
it is unclear which communication pathway 
is dominant in the 21st century. Here, we 
explore the dominant path of knowledge 
diffusion in the 21st century using Wikipedia, 
the largest communal dataset. We evaluate 
the similarity of shared knowledge between 
population groups, distinguished based on 
their language usage. When population groups 
are more engaged with each other, their 
knowledge structure is more similar, where 
engagement is indicated by socioeconomic 
connections, such as cultural, linguistic, and 
historical features. Moreover, geographical 
proximity is no longer a critical requirement 
for knowledge dissemination. Furthermore, 
we integrate our data into a mechanistic 
model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mechanism and suggest that the knowledg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is base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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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 생성적 AI 기술 기반 가상 아이덴티티 서비스 
및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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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 GeoAI를 활용한 농경지 변화탐지 및 면적 
산출 시스템

이민영
선도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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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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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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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우리나라는 지역적 안보 요인 때문
에 위성영상의 폐쇄적 사용정책으로 민간분야의 
위성영상 활용은 한계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중위도 국가는 상대적으로 식량안보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해외 직접 투자 흐름에서 
소외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지구관측데이터 이용
이 부족하여 농경지 파악 및 작물 현황에 대한 사
용 가능한 공간자료에 한계가 있었고, 실시간 모
니터링에 따른 지표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존한 단순한 
비공간 지표 활용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코페르니쿠스 데이터 허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연계하여 위성영상 다운로드하고, GeoAI를 통해 
경작지의 작황분석하는 과정의 아키텍처와 농작물 
작황분석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계를 하여 농경지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Key Terms – GeoAI, GIS, 빅데이터, 위성영상, 머
신러닝, 딥러닝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 기
술개발사업(과제명 : GeoAI 를 활용한 농경지분석 
플랫폼 개발) 결과의 일부입니다.

I. 서론

우리나라는 지역적 안보 요인 때문에 위성영상
의 폐쇄적 사용정책으로 민간분야의 위성영상 활
용은 한계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의 중위도 국가는 상대적으로 식량안보 공적개발
원조 사업 및 해외 직접 투자 흐름에서 소외되었
다. 또한 기존에는 지구관측데이터 이용이 부족하
여 농경지 파악 및 작물 현황에 대한 사용 가능한 
공간자료에 한계가 있었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
른 지표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존한 단순한 비공간 
지표 활용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통계자료에 의존
을 탈피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농경지 중심의 위
도별 접근을 통해 식량안보 관련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O(Earth Observation)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자료를 확보하고, non-EO 자료와 융
합하여 식량안보 및 관련된 농경지의 시공간 지표

를 개발하여 기존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페르니쿠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위성영상을 GeoAI 를 통해 벼 경작지
의 작황분석하는 과정의 아키텍처와 농작물 작황
분석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계하여 GeoAI 를 활용
한 농경지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본론

유럽의 혁신 기술인 Copernicus EO(Earth 
Observation, 지구관측) 수집 및 저장 기법, RNN 
기반의 공간 빅데이터 위성영상 이미지 처리기법, 
JDIG(Joint-Decision Making &Information 
Governance) 기술을 확보하여 식량안보 분야 의사
결정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혁신성이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진행하였다.

첫째로는, 코페르니쿠스에서 제공하는 
Sentinel 1 과 Sentinel 2 위성영상의 수집 및 다
운로드 프로세스를 코페르니쿠스 허브별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별 다운로드 속도 스코어링을 통한 
최적의 다운로드 방식 고려하며 설계하였고, 수집
한 데이터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위성영상 
이미지와 함께 아카이빙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
였다.

<그림 1>  코페르니쿠스 Hub Data 접근 아카이빙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식량 안보 관련 데이터 
예상과 평가 정보가 미흡하였으나, 본 플랫폼에서
는 콘텐츠 개발과 연계하여 정밀 농업 예상치, 관
리 정보, 경작지도 등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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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곡물시세정보 

마지막으로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
보에 대한 분석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통계자료 위
주이지만, 유럽의 혁신 기술인 Copernicus 데이터
인 EO 와 non-EO 데이터를 융합한 상세 시공간 공
간 빅데이터 딥러닝 분석을 통한 분석 접근법으로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였다. 

<그림 3>  RNN 기반의 논 경작지 예측 알고리즘

<그림 4>  논 경작지 면적 예측 결과 

Ⅲ. 결론

이와 같은 플랫폼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구변화의 선진 데이터베이스인 
Copernicus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의 EO 및 
non-EO 데이터에 대한 선진 접근 방식을 확보하
고, 국내 실정에 맞는 종합 솔루션으로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
가적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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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A multimodal deep learning approach for online 
course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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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복수 텍스트(text)로 단수 컨텍스트(context)의 
의미를 분해하는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술 개발*

김원회
브레인벤쳐스

*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첫걸음)의 지원에 의
해 연구되었다(과제번호: S3054215).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술 중에서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은 

바로 텍스트 등에서의 의미 추출 기술과 감성 평가 기술이다. 그동안 비정형 데이터로서 그 처

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에서 브레인벤쳐스는 한국어 BIO 태깅 기반 Triplet 기술을 응용 개발하여 위에서 언급한 텍스

트와 컨텍스트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그것의 감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자동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우선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상관관계 그리고 텍스트를 통하여 컨텍스트를 어떻게 의미 분해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관점 1)

사회문화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도에서 소 숭배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

(관점2)

인도의 식량난과 다수의 기아자들을 생각하

면 소를 식용으로 먹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이다.

[표1: 인도 소 숭배 전통에 대해 두 가지 논점으로 분석하기,

전통을 지켜야한다(좌측 관점), 지키지 않아야한다(우측 관점)]

위의 용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컨텍스트(공통 제시문)에서는 인도 경제 상황, 소 숭배 문

화 등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제시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소 숭배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는 관점이다. 그 아래에는 인도의 어려운 경제사항으로 말미암아 소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전통적 문화를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인도에서 소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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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식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점1의 시각에서는 

컨텍스트의 내용과 긍정성을 공유하고, 관점2의 시각에서는 컨텍스트와 서로 다른, 부정성을 공

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컨텍스트를 두 개 이상의 관점으로 그 감성을 분석하는 기술이 

본 연구발표의 주제이며, 이러한 감성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바로 Triplet 기술이다. 

II. 중심 말 

II-1 Triplet 기술 개요 및 이론적 진화

대부분의 경우 의미 추출은 문장 단위에서 이루어진다.1) 그동안 문장 의미 추출 분야에서 연

구되어온 ABSA(Aspect-based Sentiment Anayisis) 방법은 aspect-sentiment 2가적 요소 추출로

서 opinion term을 추출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aspect-opinion 추

출은 그들의 감성적 상관성을 추출해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림1: ABSA 방법의 한계]

위의 한계점이 Aspect Sentiment Triplet Extraction가 왜 필요한가? 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

다. 즉, 그 이유는 문장의 감성 분석은 target, opinion, sentiment 등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추출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후 Triplet 추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

다. 유사한 연구에서 가장 인정받는 연구는 Peng et al(2019)이다. 이들은 우선 

aspect-sentiment 쌍과 opinion을 연속적인 두 개의 태커(Tagger)를 결합하여 추출한다. 이 태

거에서 감성은 통합된 태그(Unified Tag)를 통해 aspect에 첨가된다. 그리고 opinion은 추가적인 

1) 이들이 단어가 아니라 구나 단어의 연속이 될 수 있으므로 span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191 -

분류기(Classifier)를 통하여 첨가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a. 통합된 태그(Unified tag)를 통하여 감성을 예측할 때 생기는 감성 의존도 감소의 문제

(Degrading the Sentiment Dependency)

b. Aspect-sentiment 결합 형식이 Opinion과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문제: aspect나 opinion이 중첩(Overlap)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그런 경우의 용례이

다.

[그림2: Peng, 2019 방법의 문제점 예시]

다음의 주요 방법은 triplet 추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BIOES(Begin, Inside, Outside, End, Single) 태깅 구조와 

LSTM, CRF(Conditional Random Fields), GCN(Graph Convolutional Network)을 이용하여 타켓, 

감성, 오피니온을 추출하기 위한 순차적 라벨링(Sequence Labeling)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Multi-Layer Perception(MLP)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기(Classifier)를 사용하여 target과 

opinion을 결합시켜서 triplet을 완성한다.

[그림3: ASTE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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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S 태깅 기법도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위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타겟과 오피니온을 연결하는 두 번째 처리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Chen Zhang et al(2020)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ABSA의 관점을 수용하며 aspect-term, 

opinion-term과 함께 동시에 그들 사이의 감성 상관관계를 biaffine score를 기반으로 parsing하

는 multi-task learning framework를 제안한다(OTE-MTL). 이 방법은 멀티 헤드 구조를 이용하여 

aspect와 opinion을 두 개의 독립적인 헤드에서 추출하고, 감성 예측을 aspect 추출에서 분리하

는 방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 헤드로서 감성 의존 파서(Sentiment 

Dependency Parser)를 도입하여 단어 레벨에서의 감성 의존을 예측하고 향후 추가적인 상위 

레벨(Further Decode Span-level)에서의 활용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기술을 ASBA를 위

한 4가지 SemEval benchmarks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4: Chen Zhang et al(2020)의 OTE-MTL 프레임워크]

Multi-task 구조 내에서는 aspect and opinion tagging과 word-level sentiment dependency 

parsing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추출된 3가지 요소(Aspect, Opinion, Word-level 

Sentiment Dependency)는 휴리스틱 규칙(Heuristic Rule)을 통하여 triplet decoding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Great battery, start up speed."

aspect tag {O, B, O, B, I, I, O}

opinion tag {B, O, O, O, O, O, O}

word-level sentiment dependency (6, 1, POS)2)

final output [(4,6), (1,1), POS]

2) Index 형식으로서 6: aspect의 마지막 단어 speed의 문장 내 위치, 1: opinion의 마지막 단어 great의 
문장 내 위치를 위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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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실제 수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5: Chen Zhang et al(2020)의 OTE-MTL 처리 결과표]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구조 내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Core Componet)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보다 강건한 aspect, opinion 추출 태거 개발, triplet 추출을 위한 좀 더 유연한 평가 

메트릭(Flexible Evaluation Metric) 개발, 좀 더 강력한 triplet 상호 작용 매커니즘(Interaction 

Mecanism) 개발 등의 이슈가 발생하였다. 

문장의 감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Aspect, opinion term의 추출도 중요하지만 이들 사이의 

연관성(Dependency)를 추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접근법도 논의되었다. 그것은 이를 통하

여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치적 연관성에 착안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Lu Xu, et al (2021)는 triplet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위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차적 태깅 접근법(Sequence 

Tagging Approach)을 이용하는 결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태깅 접근

법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여 이들 3요소 사이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가가 제일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이것의 해결책으로 triplet을 협업적으로 추출하는 위치-기반 태깅(Position-aware) 

구조 JET(Jointly Extract the Triplet)를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Target, Target Sentiment, 

Opinion span을 추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새로운 위치 기반 태깅 구조 도입: 

[그림6: 위치-기반 태깅(Position-aware) 구조 JET(Jointly Extract the Triplet)]



- 194 -

S: a single-word target

0: neutral

2, 3: 오른쪽 위치 지정

B: a target beginning   

-4: 왼쪽 위치 지정

위의 구조를 보면 target word의 정보를 중심으로 opinion word, sentiment의 값들을 동시에 

tagging하는 방식(Sub-tags BIOES)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위치 지정 정보를 “offset”

이라고 표시한다. 이러한 태깅은 기존의 연구가 2개의 태그로 분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합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he salad is cheap with fresh salmon

(salad, cheap with fresh salmon, positive)

(salmon, fresh, positive)

b. 단순 LSTM-기반 뉴럴 구조 도입 

[그림7: 단순 LSTM-기반 뉴럴 구조]

특성 학습(Feature Learnig)을 위해서 단순 LSTM-기반 뉴럴 구조를 도입한다. 위의 3번 그림

의 맨 윗 부분 4개의 박스에서는 Factorized feature score가 계산된다. 활용한 데이텟으로는 

Peng et al(2019)에서 제공한 것(ASTE-Data-V1)을 활용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하나의 opinion

이 여러 개의 target과 연결된 경우(Best service and atmosphere)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추

가하여 ASTE-Data-V2로 명명하고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최적화된 JET 모델도 

target, opinion, sentiment 등의 span 길이가 길어지면 추출 정확도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단점

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pipeline 모델에 비하여 향상된 precision, recall, 

F1 score 값을 보여준다는 장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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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한국어 Triplet 응용 기술 

브레인벤쳐스는 ASTE 작업을 위해 GTS모델을 채택했으며 CNN, BiLSTM, BERT 각 세 가지로 

구현된 모델 중 BERT GTS 모델을 사용하여 감성추출 기술개발을 진행하였다. 그 방법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GTS란 Grid Tagging Scheme의 약자로, [그림8]과 같이 모든 단

어 간의 관계를 5개의 태그 {A, O, Pos, Neu, Neg, N}를 이용해 나타내는 방법이다(Fang 

Wang, Yuncong Li et al (2021)). A는 aspect term, O는 opinion term을 뜻하고, Pos, Neu, 

Neg는 각각 positive, neutral, negative를 나타내며, N은 none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

한다. 모든 단어 간의 태깅을 마치면, 설계한 디코딩 알고리즘을 통해 Triplets를 추출한다. 

[그림8: Triplet 추출을 위한 태깅 예시]

먼저, Grid Tagging을 위해 데이터 포맷과 BIO 표현법을 사용한다. 데이터 포맷에 맞춰 데

이터를 넣을 때, GTS 모델이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백을 기준으로 문장

을 토크나이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글 데이터를 토크나이징 하기 위해 형태소마다 공백을 

넣어주어야 한다. 또한 한 문장에 aspect term이 여러 개일 경우, 구분하여 태깅해야 한다. 반

대로 하나의 aspect term에 대해 여러 개(2개 이상)의 opinion term이 존재한다면 각각 나누지 

않고 하나에 다 태깅해준다. 데이터 태깅 작업이 끝나면 인코딩 알고리즘을 통해 Triplet 추출 

작업과 모델 훈련을 위한 작업을 한다. 입력으로 BIO 태깅된 문장이 들어가면 우선 BIO 태그를 

이용해  aspect term과 opinion term을 찾아 문장 내 위치를 저장한다. 저장된 위치 정보와 인

코더를 통해 문장에서 aspect term은 ‘1’로, opinion term은 ‘2’로 각 negative, neutral, positive

는 ‘3’, ‘4’, ‘5’로 그 외 나머지는 -1로 바꿔주고 BERT 모델 훈련을 위한 마스크를 만들어준다. 

이 값들을 통해 모델을 훈련한다. 그 후, 디코더 를 통해 훈련한 모델이 예측한 Triplets를 추출

한다.

브레인벤쳐스는 한글 데이터에서 Triplets를 추출하기 위해 게임, 도서, 식당/카페, 호텔 분

야에서 리뷰 데이터를 수집했다. 테스트하기 위해 그중 50개 데이터를 GTS 모델 데이터 포맷에 

맞게 BIO 태깅을 했다. 그 후, 사전 훈련된 ‘Multilingual’ 모델과 토크나이저를 사용해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Triplets를 출력하기 위해 기존 코드를 수정하여 추출한 

Triplets를 출력하는 함수를 추가해주었다. 브레인벤쳐스가 개발한 한국어 Triplet 응용 기술을 



- 196 -

활용하여 한국어 문장에서 화자와 논제 그리고 극성값 추출하는 정확도를 실험한 결과, 0.770을 

기록하였고, 극성 값인 Opinion을 추출해 내는 정확도는 그보다 높은 0.852를 기록하였다. 

[그림9: 브레인벤쳐스 한국어 Triplet 추출 공인시험성적표 일부]

III. 맺는 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ripet은 관점(Aspect), 의견(Opinion), 감성(Sentimetnt)로 구성되는 

문장의 특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비정형 데이터인 자연어 문장에

서 그 의미를 자동추출하는 기술은 전 산업계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나날이 그 수요가 늘어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 특히 한국어에서 Triplet 기술 실현을 위해 선결되는 

것은 바로 한국어 BIO 태깅 기술과 Triplet 응용 기술이다. 이 두 기술이 합쳐져서 인공지능은 

컨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과 감성을 자동으로 추출하게 된다. 현재 브레인벤쳐스는 

관련한 데이터셋(정제된 4만개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관련 인공지

능 데이터 추가확보, 모델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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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업에 존재하는 조직문화가 기업의 재
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주
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라인 구
인·구직 플랫폼인 잡플래닛 (JobPlanet)으로 부터 
KOSPI 200에 포함된 59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해
당 기업의 조직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현직 
구성원들이 잡플래닛에서 작성한 81,067개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리뷰 데이
터로부터 해당 기업의 조직문화를 정의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직문화 관련 연구와 
유사어 도출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Word2Vec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
용될 문화사전 (Culture Dictionary)을 구축하였다. 
문화사전에 포함된 기본적인 5개의 문화적 가치 
(Innovation, Integrity, Teamwork, Quality, Respect)는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하였고, 각 문화적 가치와 
연관된 유사어들은 Word2Vec 분석 방법을 이용하
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가치가 기업
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기업의 가치 및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진 
Tobin’s Q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
자산영업이익율 (ROA: Return on Asset)을 본 연구
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문화적 가치 비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제하는 
통제 변수, 그리고 기업의 재무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자산영업이익률과 Tobin’s Q에 영향을 미
치는 문화 가치는 Innovation과 Quality로 나타났으
며, 총자산영업이익률에서는 기업의 산업 구분 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업
의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주제어
기업 문화, 문화 사전, 자연어 처리, 재무 성과, 패
널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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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지식과 정보산업이 경제의 주축인 지식
기반 사회에 있어 지식의 공유와 확산 및 체계적
인 관리는 국가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 가
능한 사회 발전의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경영
의 융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시
스템(Information Systems: IS) 연구 분야에서, 연구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오래된 지식을 과학적 지식
네트워크 관점의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지식의 진화가 일어난다. 특히, 인용과 공
저, 키워드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학제적 접목
을 통해 해당 연구분야의 관심 주제와 적용된 방
법론, 연구동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끌어낼 수 있다. 한편, 연구주제와 방법론, 공동저
자 등의 관계를 밝혀 해당 커뮤니티의 지식체계 
구조와 연구동향을 파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
었으나, 두 개 이상의 저널을 일부 기간으로 한정
해서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IS 연구분야의 전 
역사를 아우르면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 연구분야에
서 지식을 밝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MIS 
Quarterl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Quarterly: MISQ) 저널을 중심으로 창간호(1977년)
부터 현재(2022년 1분기)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으
로부터 (1) 키워드를 추출하고, (2) 추출된 키워드
를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 이론 등으로 각각 구
분한 후, (3)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IS 연구분야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변
화 양상을 연대기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MISQ에 게재된 IS 연구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IS 연구분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IS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
시하여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Terms – MIS Quarterly, 정보시스템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키워드 네트워크분석, 연대기적 분석 

본 논문은 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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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활용한 
청소년 정책 의제 도출

노수경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rsk2032@naver.com

홍순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shong@dau.ac.kr

임지원
동아대학교 

스마트거버넌스연구센터
ji1e@naver.com

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들이 인터넷 게
시판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주로 하고 있는지를 코로나19 전후로 구분하여 파
악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18년 1월
에서 2021년 4월까지로 총 464,590건을 수집하였
다. 전처리를 거쳐 최종 분석 대상 문서수는 코로
나 이전이 57,487건이고, 코로나 이후는 36,476건
이다. 게시글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TF-IDF, LDA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주제의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은 
‘교육환경’, ‘육체건강’, ‘정신건강’, ‘유학’, ‘선
물’, ‘진학’, ‘학습 방법’, ‘카드사용’, ‘얼굴 화
장’, ‘입시비리’, ‘상담’이었다. 코로나19 이후는 
‘교육환경’, ‘육체건강’, ‘정신건강’, ‘유학’, ‘선
물’, ‘진학’, ‘학습방법’, ‘공공의대’, ‘아동학대’이
다. 교육과 건강은 지속적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주요 이슈
로 ‘아동 학대’가 나타났다. 토픽별 분포 결과
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교육(44%, 41%), 
건강(25%, 28%)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항상 
자녀의 교육과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
다. 본 논문의 독창성은 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를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학부모들의 일상 
대화에서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Key Terms – 정책 의제 도출, 청소년 정책, 학부
모,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 LDA

이 논문은 2018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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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1 리조트 교차판매 예측모형 개발 및 XAI를 
활용한 해석

강보람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kangbr0220@kookmin.ac.kr

안현철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hcahn@kookmin.ac.kr

Abstract – 국내 관광 연구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
법은 수요예측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교차
판매 예측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또
한 넓은 의미로는 호텔과 같은 숙박업종이지만 회
원제 중심으로 운영하며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
설을 갖추고 있는 리조트 업종에 특화된 연구는 
더욱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리조트 회사의 투숙 데이터로 다양한 머신러
닝 기법을 활용하여 교차판매 예측 모형을 제안하
고자 한다. 또한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eXplainable AI) 기법을 적용해 교차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기업에서는 매출 증대를 위
한 영업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Key Terms – 교차판매, 기계학습, 설명가능한 인공
지능(eXplainable AI), SHAP

I. 서론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은 정치, 자연재해 등 다양한 내외부 요
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Kuo, Chen, 
Tseng, Ju, & Huang, 2008 ; 권혁진과 지윤호, 
2020). 최근 관광숙박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수익성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객실 수익의 증대 방법으로 객실 수익의 구성요소
가 되는 객실수, 점유율, 평균 객실료를 극대화하
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객실 판매로 인한 객실 
수익은 객실 수익 자체만의 수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영업 수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식음료와 부대 사업장의 수익 발생은 숙박객 
증대에 따른 객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강현신, 
2002).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은 기존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하
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정유경, 2003). 따라서 기존 고객
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고객으로부

터 새로운 매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차판매에 대
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교차판매는 기업
의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
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품의 특성과 고객 프로파
일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객들의 개별 정보, 즉 인
적사항, 라이프 스타일, 구매특성 등과 매치가 되
는 다른 상품들의 구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상승판매는 교차판매의 한가지 형태로써 고객의 
구매 형태와 관련 있는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정유경, 2003). 여행 수요 자체가 
축소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익 증대를 
위해 객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영업전
략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찾아온 고객에게 객
실 외 추가상품을 판매하여 객단가를 높이는 방향
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타 학문 분야 및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은 다양
한 예측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모형을 개발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법은 타 연구 기법과 비교하
였을 때, 시간과 비용은 감축시키면서 높은 예측 
정확성을 보인다 (이인지, 2020). 국내 관광 연구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법은 수요예측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교차판매 예측에 대해서는 연구
된 바가 거의 없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호텔과 
같은 숙박업종이지만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하며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리조트 
업종에 특화된 연구는 더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리조트 
회사의 투숙 데이터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
용하여 교차판매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eXplainable AI) 
기법을 적용해 교차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무
적으로 기업에서는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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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모형

기존의 교차판매 모델에서는 고객의 나이, 
성별, 연령대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으
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유출에 대한 
사고로 인해 관련한 이슈를 기업에서는 더욱 엄격
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리조트는 회원권을 보
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예약하고 실제 투숙자는 
개인회원의 추천인이나 법인회원의 임직원으로써 
예약자와 투숙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문 전에 투숙자의 정보를 알기 어렵고 예약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교차판매 캠페인을 실행하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숙자의 추가적인 개인
정보 없이 상품 정보 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교
차판매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캠페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XAI 기법을 활용하여 모델
을 해석함으로써 객실 외 추가적은 매출을 일으키
는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모형의 전반적
인 구조는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제안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 H리조트의 1년치 투숙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
터에는 투숙객의 고객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객실 상품에 대한 정보와 예약에 관련한 
속성만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484,857건으로 학습용과 검증용 데이터의 비율
은 75% : 25%로 하였다. 

종속 변수값은 객실당 결제 정보의 교차판매 
여부로서, 이 때 교차판매는 객실 외 리조트 내 

식음시설이나 테마시설 등에 지출한 경우를 의미
하여 객실 외 상품에 지출한 경우를 1, 객실만 이
용한 경우를 0으로 값을 부여하였다. 종속변수를 
예측하기위해 활용되는 독립변수는 총 74개로서, 
이 중 독립표본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유
의한 변수로 65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 로지스틱 회귀분석, 랜덤포레스트, 
XGBoost, GradientBoost 네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률을 확인하고 그 중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여  
XAI 기법 중 하나인 SHAP를 활용하여 변수들의 
중요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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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2 전문어의 범용 공간 매핑을 위한 
비선형 벡터 정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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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 텍스트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사전학습 언
어 모델을 적용하는 응용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은 범용 코퍼
스로 학습되어 특정 도메인의 전문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이는 파인 튜닝 시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임
베딩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들을 기존 관계를 유지
하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벡터 정렬을 통해 
전문어를 범용어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하는 방법
론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오토인코더를 활용하
여 고차원의 범용어 벡터를 저차원 벡터로 압축하
고, 고차원의 전문어 벡터를 압축된 저차원 벡터
로 예측하는 회귀 학습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전
문어를 범용어 공간으로 매핑하고, 범용 언어 모
델의 일반화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문어 벡
터 값을 얻을 수 있다.

Key Terms – 워드 임베딩, 사전학습 언어모델, 벡
터 정렬, 레이블 임베딩 

I. 서론

최근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이 딥러닝
(Deep Learning) 기반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태스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단어를 넘어 문서, 문장 임베딩의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의미적 교환을 학습하는 교차 언어 전
이(Cross-lingual transfer)는 임베딩 모델의 발
전과 동시에 성장한 분야로, 핵심 기술인 벡터 정
렬(Vector Alignment)(Mikolov et al., 2013)을 
통해 임베딩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응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고 그로 인해 확장성 또한 
매우 높다. 특히 대용량 범용 문서로 학습된 사전
학습 언어모델을 특정 전문 도메인에 미세 조정
(Fine-tuning) 하는 경우, 전문 도메인 어휘의 부
재로 인한 성능 하락 (Tai et al., 2020)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계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선형 기반 벡터 정렬은 기본적으로 
통계적 선형성을 가정하는 한계로 인해 성능 개선
에 제한이 있다(Vulić et al., 2019).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의 비선
형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반 벡터 정
렬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론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벡터로 표현된 전문어 임베딩을 범용어 
임베딩 공간으로 정렬하기 위해 오토인코더
(Autoencoder)와 회귀 모델의 단계별 학습으로 이
루어지며, 학습된 두 모델의 추론을 통해 범용어 
임베딩 공간에 정렬된 전문어 어휘를 획득할 수 
있다.

II. 제안 방법론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은 <그림 1>과 같으
며,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Phase 1은 서로 
다른 임베딩 공간에 존재하는 범용어와 전문어 단
어 중 앵커 포인트(Anchor Point)를 선별하는 과
정이며, Phase 2는 오토인코더를 통해 고차원 범
용어 벡터를 저차원 잠재 벡터로 압축하는 과정이
다. 최종 단계인 Phase 3은 회귀 모델 학습과 학
습된 회귀 모델과 오토인코더의 디코더(Decoder)
로 추론하는 단계로, 해당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벡터 정렬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이질적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단어 벡터들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 문서로 학
습된 단어 벡터를‘Technical Vector’로, 범용 
문서로 학습된 벡터는 ‘General Vector’로 명명
하여 사용한다. ‘Technical Vector’는 전문어 
문서를 Word2vec으로 처음부터 학습하여 도출하고
(1), ‘General Vector’는 범용 문서로 사전학습
된 Word2Vec의 가중치를 사용한다(2). 다음으로 
각 도메인에 등장하는 공통 단어와 전문어를 구별
하여 벡터 정렬에 사용될 앵커 포인트를 선정한다
(3). 이후 선별한 앵커포인트를 통해 고차원의 범
용어 공간을 저차원으로 압축하는 오토인코더 학
습을 진행하고(4), 그 과정에서 산출된 잠재 공간
을 저차원의 범용 단어의 벡터 값으로 활용한다. 
Phase 3은 학습과 추론 2가지 단계로 나뉘며, 학
습 단계는 전문어 공간에서 선별된 앵커포인트의 
고차원 전문어 벡터 값을 저차원 범용어 벡터로 
매핑하는 회귀 학습을 시행한다. 다음 추론 단계
에서는 회귀 모델을 통해 고차원의 전문어 벡터를 
저차원 범용어 벡터로 예측한 후, 오토인코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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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더를 통해 고차원의 범용어 벡터 공간으로 복
원한다(6).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범용어 공
간에서 전문어를 확장하는 벡터 정렬 방법론을 구
축할 수 있다.

III. 실험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 
도메인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국가 
R&D 보건의료 문서 77,578건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전문어 단어와 범용어 단어와의 비교를 통해 
앵커 포인트는 총 7,317개를 추출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 방법론인 비선형 기반 벡터 정
렬이 기존 선형 기반 벡터 정렬에 비해 코사인 유
사도(Cosine Similarity)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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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3 Scaler 종류에 따른 부도 예측 결과에 
대한 영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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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스케일 
조정에 매우 민감하며, 통상적으로 전처리 단계에
서 각 특성 스케일을 조정해 데이터를 가공한다. 
스케일러의 종류는 StandardScaler, MinMaxScaler, 
RobustScaler, Normalizer등이 있는데 부도예측에 
있어 어떤 Scaler를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정확
도를 보이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도 예측 데이터를 통해 4가지
의 Scaler를 적용하여 어떠한 것이 가장 우수한 정
확도를 보여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Key Terms – 부도예측, StandardScaler, MinMaxScaler, 
RobustScaler, Normalizer

I. 서론

‘Data Industry Promotion Strategy – I-KOREA 4.0 
Data Field Plan, I-DATA+’(2018)이란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인인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또한 2018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
회의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
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임을 밝히게 되면서 금융 분
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차성재와 강정석, 2018).

그중 기업의 부도를 예측하는 것은 지속하여 연
구되고 있고,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고자 노력
하고 있다.
기업의 부도는 그 기업의 경영자, 노동자 측면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직∙ 간접적
으로 연관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투자자, 금융기
관, 거래 기업 등)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강치형과 신해수, 2015).

그러한 데이터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
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
하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는 data cleaning, 
pruning, feature selection, scaling이 존재하지만, 대
부분의 부도예측 연구는 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Ahsan, Md Manjurul, et al, 2021).

Scaling 기법 중에는 각 특성의 평균을 0, 분
산을 1로 변경해주는 StandardScaler, 이와 유사하
지만, 평균과 분산 대신 중간 값과 사분위 값을 
사용하는 RobustScaler, 모든 특성이 정확하게 0과 
1 사이에 위치하도록 변경하는 MinMaxScaler, 특
성 벡터의 Euclidean Distance가 1이 되도록 데이터 
포인트를 조정하는 Normalizer가 있다(Andreas C. 
Muller, Sarah Guido 201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된 부도 예측 모델
에 4가지 Scaling 기법을 적용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연구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그림 1> 과 같
다. 먼저 부도 예측 데이터는 2001~2007년 제조업 
기업의 재무 정보를 활용한다.
부도 예측 데이터는 각 재무 비율이 모델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편향을 줄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 <그림1> 에 
제시한 Scaler를 Model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고 최종적으로 부도 예측에 가장 적절한 Scaler
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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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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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어떤 스마
트 기기 이용 특성이 온라인교육콘텐츠 소비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접근법을 이용해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소비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뒤, 대표적인 설명가능한 AI기법 중 하나인 SHAP
을 이용해 해당 모델에서 어떤 변수들이 종속변수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러한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확보 수준
에 따라 구체화된 학습자 타겟을 분류하고, 대상
자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온라
인교육콘텐츠 소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Terms – 교육콘텐츠, 디지털 리터러시, 머신
러닝, 온라인교육, SHAP

I.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육영역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
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학습에 있어서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고전적인 교육 방식
을 통한 지식 습득보다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지식 습득이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라 
함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
개 영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콘텐
츠 소비자들이 장문의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더 나아가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대한 양의 정보에 노
출되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소
비하고 싶어하는 욕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김진수, 2018).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
의 스마트 기기 이용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떻게 온라인교육콘텐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분석데이터는 미디어통계포털(KISDISTAT)의 한국 
미디어패널조사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패널조사는 동일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데이터를 
축적하는 설문조사이다.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이용 행태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010년부터 1년 주기로 시행해 오고 있
으며, 뉴미디어 이용 현황, 휴대폰 및 스마트 기
기에 대한 보유, 이용 현황,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과 지출 현황 등 미디어 이용 행태에 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2021
년 관측치는 총 10,154명이었다.

2. 연구절차

<그림 1> 연구 절차

3. 독립변인 유의성 검정 및 변수선택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각
각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초 70개의 독립변
수에서 시작하여46개의 독립변수로 추리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test 모두 95%의 신뢰수준 하에서 해석을 했으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수준인지를 확인하였
다.
추가적인 변수선택과정에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의 
후진선택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를 최종 24개로 
선정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후진선택법 결과 
추출된 유의미한 독립변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독립변수 24개 선택>
 age, fin_edu, marriage, income1, job_type2, ott_use, 
ott_broad, ott_sns , ott_monthly, news_use, 
music_use, game_use, sns_upload, s n s _ l i k e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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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home_shop, online_shop, mobile, voice_serv, tablet, 
mob_charge, email, cloud, club_mem, club_manage

4. 머신러닝기법 적용 및 예측모델링 결과 비교

<그림 2>  예측정확도 비교

5. SHAP 기법 적용을 통한 변수 해석

<그림 3>  SHAP 기법 적용 결과

Ⅲ.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통해 온
라인교육 이용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학습자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
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높은 
예측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측모델링에서 그치지 않고, 설명가능한 인
공지능 기법 중 SHAP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영향 
변수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온라인교육콘텐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확
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학습자를 세분화하고, 학습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큐레이션을 하는 것이 온라인교육콘텐츠의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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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딥 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이상 탐
지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의 이상 상황 탐지
는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된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
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학습 모델은 
이미지의 객체 클래스 분류를 학습한 모델로, 객
체들이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복잡한 상황을 
탐지해야 하는 이상 탐지에 곧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체 클래스 
분류를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이미지 
캡셔닝 학습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객체 파악뿐 
아니라 객체들이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이해해야 
하는 이상 상황 탐지에 적절한 2단계 사전학습 모
델을 제안한다. 

Key Terms – Deep Learning, Classification, 
Pre-trained Model, Image Captioning, 
Anomaly Detection

I. 서론

최근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매우 용이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능을 내는 딥 러닝
(Deep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으로 정의된 데이터와는 상이한 값 또는 패턴
을 갖는 데이터를 찾는 이상 탐지 (Anomaly 
Detection)(Chandola et al, 2009) 분야에서도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상 탐지 기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상 데이터에 대한 이상 탐지 
연구는 대부분 대용량의 이미지를 사전학습한 모
델을 미세 조정(Fine-tuning)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러한 사전학습 모델은 객체의 클래스 
분류 학습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
지만 영상 데이터의 이상 탐지의 경우 객체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
에, 객체들의 클래스 분류만을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상 탐지에 수행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a)와 
(b)는 정상(Normal)’ 상황을, 그리고 (c)는 ‘이

상(Abnormal)’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에서 
객체 ‘Person’과 ‘Car’는 세 이미지에 공통적
으로 등장하며, (a)에는 이들 객체 외에 
‘Plants’와 ‘Motorcycle’이, (b)에는 ‘Dog’
와 Tree’가, 그리고 (c)에는 ‘Tree’가 추가로 
등장한다. 본 예시는 객체 정보만으로는 정상 상
황과 이상 상황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객체
들이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상을 정확
하게 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전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림 1> 객체 인식 기반 이상 상황 탐지의 한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이상 상황 
탐지를 위해 객체 특질 학습과 상황 특질 학습으
로 구성된 2단계 사전학습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의 1단계에서는 대용량의 이미지로 학습된 기
존의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 다량의 이미지로부터 
객체의 특질을 학습하고, 2단계에서는 이미지 캡
셔닝(Image Captioning)(Xu et al., 2015)에 사용
되는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통해 상황 특질을 학
습한다. 이후 인코더에서 객체 특질과 상황 특질
을 모두 학습한 가중치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을 구축한다.

II. 제안 방법론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은 Phase 1의 사전학
습 단계(①~③), 그리고 Phase 2에서 객체들이 만
들어낸 상황을 학습한 가중치를 추출 및 활용하는 
단계(④, ⑤)로 구성된다. 제안 방법론의 전체적
인 과정은 아래 <그림 2>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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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상 상황 탐지에 적합한 이미지 데이
터를 수집하고 각 이미지에 맞는 캡션을 작성하여 
이미지 캡셔닝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①). 다음으로 대용량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객
체를 분류하는 학습을 한 사전학습 모델을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디코더 부분의 인코더에 사
용한다. 이미지 캡셔닝 학습 시에는 이미지에 대
한 상황을 설명한 캡션 데이터가 함께 사용되면
서, 인코더는 객체 특질과 상황 특질을 모두 학습
한다(②, ③). 이후 이미지 캡셔닝에 사용되는 인
코더-디코더 모델의 인코더에서 객체 특질과 상황 
특질을 모두 학습한 가중치를 추출한다. 이를 대
용량 데이터로 객체 분류를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
(②)과 결합하여 미세 조정을 진행한다(④, ⑤).

본 연구는 객체 특질뿐 아니라 상황 특질도 
학습하는 2단계 사전학습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영상 기반 이상 상황 탐지에 적용한다. 최종적으
로 객체 특질과 상황 특질을 사전에 모두 학습한 
이상 상황 탐지 모델이 생성된다. 

<그림 2> 제안 방법론 전체 개요

III. 실험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G 포털사이트에서 상황 
이미지를 수집하고, 해당 이미지에 맞는 캡션을 
직접 작성하여 멀티모달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수집한 이미지는 사람과 차가 동시에 등장하는 정
상 혹은 사고 상황을 나타내며, 캡션 데이터는 각 
이미지마다 5문장씩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아래 
<그림 3>은 정상과 비정상 상황에 대한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캡션의 예시이다.

<그림 3> 이미지와 캡션 데이터 예

Phase 1의 사전학습 단계는 총 2단계로 이루어지
는데, 1단계에서는 사전학습 모델인 Inception V3
가 ImageNet 데이터로 객체를 분류하는 학습을 수
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학습한 모델을 이
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 부분에 전이한 후, 특
질 학습을 위한 층(Context Layer)을 새로 쌓아 
학습을 진행한다. 이미지 캡셔닝의 전체적인 학습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이미지 캡셔닝 학습 구조

다음으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인코더에서 객
체 특질과 상황 특질을 모두 학습한 층(Context 
Layer)를 추출하고, 이를 분류 층이 제거된 사전 
학습 Inception V3 모델의 마지막에 추가하여 미
세 조정을 진행하였다. 파일럿 실험 결과 본 연구
의 제안 방법인 2단계 사전학습 방식을 적용한 이
상 상황 탐지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학
습 방식을 적용한 이상 상황 탐지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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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6 준지도학습 방식 속성 기반 감성분석을
이용한 다중 기준 추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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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속성 기반 감성분석은 문장에서 발생하
는 속성 용어에 대한 감성 극성을 결정하는 작업
이다. 이러한 속성 기반 감성분석은 리뷰 기반 추
천시스템에서 제품의 명시적 특성을 학습하고 제
품 추천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널리 활
용되고 있다. 추천시스템 효용가치가 높은 속성 
기반 감성분석도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데이터의 제약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준지도
학습 방식의 속성 기반 감성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 또한 단일 기준 추천시스템보다 효과적
으로 알려져 있는 다중 기준 추천시스템에 속성 
기반 감성분석을 통해 나온 제품의 다양한 명시적 
요소를 활용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추천시스템을 
모델링하고자 한다. 

Key Terms – 속성 기반 감성분석, 다중 기준 추천
시스템, 속성 추출, 준지도학습.

I. 서론

다양한 의견과 리뷰가 쏟아지는 온라인 플랫
폼에서 소비자의 피드백과 경험을 분석하는 추천
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를 학습하고 확인하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제공되
고 있다. 추천시스템은 단일 척도를 통하여 제품
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추천하는 방식
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일 기준 추천시스템 방
식은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 일 수 있다
[1].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다중 기준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도를 세분화하는 추천시스템 
모델이 많은 문헌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좋은 예측 
정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2,3]. 이러한 다중 
기준 추천시스템도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만 소비자의 평점이 매겨짐으로써 정확한 소비자
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기
준을 고려하거나 제 3의 요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 단일 기준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호도
를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4]. 제 3
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이브리
드 필터링 방식을 통하여 단일 기준 추천시스템의 
사용자 선호도와 결합하여 문제점을 방지한다.

속성 기반 감성분석은 고객의 세분화된 선호
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표인 연구로서 추
천시스템에서의 효용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ABSA에 관련된 다중 기준 추천시스템 연구들은 제
품의 속성과 감성이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
한 지도학습 기반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연
구들은 데이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5].

본 연구에서는 고객 리뷰에서 준지도학습 방
식 속성 기반 감성분석(Aspect-based Sentiment 
Analysis, ABSA)를 실시하여 Seed Word를 설정하
여 Location, Service, Facilities, Mood, Host등
의 숙소 속성에 대한 감성을  추출하고 추천 기준
으로 설정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선호도
를 파악하고 하이브리드 필터링을 결합하여 정확
성을 높인 하이브리드 다중 기준 추천시스템을 모
델링하고자 한다.

II. Figures and Tables

<표 1> Aspect Seed word

Aspect Seed Word

Location location, taxi, route, boston, uber, Downtown, 
st.

Facilities facilites, restaurant, starbucks, aquarium, 
laundry

Service checkin, airconditioner, heat, hair dryer, 
wifi,   bed, bathroom, mattress

Host host, worker, Anne, hostess,   he, waiter

Mood mood, place, interior, atmosphere, picturesque

<표 2>  RMSE, MAE
Model RMSE MAE

LocCF+Hybrid Filtering 0.4313 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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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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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 데이터셋 유형 분류를 통한 클래스 불균형 
해소 방법 및 분류 알고리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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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다양한 산업에서 접목하
기 위해 알고리즘 선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알고리즘 선택은 대부분 데이터 과학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
이 부족한 데이터 과학자의 경우 데이터셋 특성 
기반의 메타학습(meta learning) 을 통해 알고리즘
을 선택한다. 기존의 알고리즘 추천은 선정 과정
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 도출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k-
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적합한 분류 알고리즘과 클래스 불
균형 해소 방법을 탐색한다. 본 연구 결과 네 가
지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데이터셋 유형에 따라 적
합한 클래스 불균형 해소 방법과 분류 알고리즘을 
추천하였다.

주제어
클래스 불균형, 메타학습, 데이터셋 유형, 군집분
석, 데이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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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Human reasoning evidenced by a cortical 
surface-based meta-analysis

Minho Shin1andHyeon-AeJeon1,2

1Department  of  Brain  Sciences,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GIST),  Daegu 
42988,  Korea  and  2Partner  Group  of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Cognitive  and  Brain  Sciences  at 
the  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DGIST,  Daegu  42988,  Korea

Recent advances in neuroimaging have augmented 
numerous findings in the human reasoning process 
but have yielded varying results. One possibility for 
this inconsistency is that reasoning is such an 
intricate cognitive process, involving attention, 
memory, executive functions, symbolic processing, 
and fluid intelligence, whereby various brain regions 
are inevitably implicated in orchestrating the process. 
Therefore, researchers have used meta-analys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neural mechanisms of 
reasoning. However, previous meta-analysis 
techniques include weaknesses such as an inadequate 
representation of the cortical surface’s highly folded 
geometry. Accordingly, we developed a new 
meta-analysis method called Bayesian meta-analysis 
of the cortical surface (BMACS). BMACS offers a 
fast, accurate, and accessible inference of the spatial 
patterns of cognitive processes from peak brain 
activations across studies by applying spatial point 
processes to the cortical surface. Using BMACS, we 
found that the common pattern of activations from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was colocalized 
with the multiple-demand system, indicating that 
reasoning is a high-level convergence of complex 
cognitive processes. We hope surface-based 
meta-analysis will be facilitated by BMACS, bringing 
more profound knowledge of various cognitive 
processes.

Key words: Bayesian meta-analysis of the cortical 
surface (BMACS),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integrated nested Laplace approximation (INLA), 
log-Gaussian Cox process



- 239 -

C1.2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Consumer 
Purchase Intention on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

DengSheng Yu
Wenzhou University of Technology

E-mail: kits0820@naver.com

조승연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shengj0712@gmail.com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has formed the trend of global economic integration, 
and in this context, the cross-border e-commerce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rapidly. At the same 
time, the deepening of economic globalization 
provides essential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industry. It brings 
new changes to the global trade pattern. It allows 
consumers to purchase products from all over the 
world quickly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ime and 
space. Thus, it is rapidly gaining the favor of most 
consumers, and the cross-border shopping craze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industry, and the emergence of platforms represented 
by Selling, T-mall International, Amazon, e-Bey, etc.,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platforms in terms 
of goods, payment, and delivery levels. As a result, 
consumers' willingness to use each platform varies 
greatly. Many scholars currently study the 
development status of cross-border e-commerce, the 
construction of logistics systems, and optimization 
policies. However, there is an overall lack of 
research on the willingness to use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At the same time, how to 
enhance consumers' willingness to use the platform 
and further broaden their market share is a pressing 
issue for cross-border e-commerce enterprises.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and explore the 
key influencing factors of consumers' willingness to 
use cross-border e-commerce. This study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platform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consumers' 
willingness to use at the level of consumer 
characteristics. Also,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illingness to use cross-border 
e-commerce under different demographic variables.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is, This paper uses a 
combination of theoretical analysis and empirical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sent through online 
and offline methods.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SPSS 23.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also verified by analysis of 
Variance,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ve comment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 
and enhance consumers' willingness to continue using 
it.

Keyword: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 
Purchase Intention
Acknowledgement：Shandong Province Education 
Science "Thirteenth Five-Year Plan"，“Shandong 
Province Imple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Research”（VZ201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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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운영되는 대다수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
폼은 기존의 소비자와 공급자만이 존재하던 전통
적인 시장구조(단면시장, One-Sided Market)에서 
완전히 벗어나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다수의 공급
자와 소비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
의 양면 시장(Two-Sided Market)형태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시장은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중개인으로써,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
하게 되고 이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소비
자와 공급자간에 보이지 않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
성 효과라는 특별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며 이러
한 효과에 대한 연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가격비교 서비스
를 대상으로 양면시장만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
을 살펴보고 가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네이버쇼핑 가격비교 사이트 2018년 7월 1
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의 TV제품에 대한 쇼
핑관련 정보 데이터 787,179건을 수집하였고, 판
매자의 입장에서 제공한 홍보 데이터와 소비자 입
장에서 제품과 판매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제
품 리뷰, 상품 스펙, 쇼핑몰 브랜드 이미지 등을 
분류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
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기술적인 스펙이 높은 제품이라고 하
더라도 보편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제품군이 상대
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 있고 동일한 제품이라고 
할지도 브랜드 쇼핑몰보다는 판매자들끼리 보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상대
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에
게 정보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소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낮은 가격을 통한 판매 
정책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
점에서 가격결정에 대한 요인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판매 채널의 다각화와 보이지 않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많은 소비자의 증가로 인하여 각기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양면시장,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가격결정요인분석, 다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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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시장의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기대와 요구에 알맞는 신제품 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신제품 개발은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는 경쟁적이고 복잡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로서 회사의 경쟁력과 평판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많은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제품 출시 이후의 수요를 통해 성과가 판단되는 연역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 구조 마저도 기업 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주도되어 소수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렇게 개발된 새로운 제품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시 후 소비자와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기업은 신제품 개발 평가 기준이 되는 판매량 예측도구가 필요함을 인지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에 부합하는 툴이 없기 때문에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신제품 프로파일을 식별하고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이 연구는 기존 신제품 개발 방법론에서 드러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예측적 신제품 개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는 제품의 새로운 기능이 판매량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수요를 극대화하는 신제품 프로파일을 귀납적으로 제안하여 신제품 개발 과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제품의 속성적(Feature) 변화정도를 의미하는 신제품 차별화 지수(Differentiation Index)를 활용하여 수요 변동지수(Demand Variation Index)를 예측한다. 예측을 위해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Gaussian Process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하며, 이렇게 예측한 초기 판매량을 통해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신제품 프로파일을 도출한다.예측 모델 생성 중 제품 사용자의 기능별 만족도를 측정하는 KANO 모델의 결과값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소비자 데이터가 반영된 완성도 높은 예측 모델을 연구에 사용한다. 이는 기존 신제품 개발 방법론에서 지적된 전문가 의존적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며 예측모델의 신뢰와 객관성을 높인다.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예측 모델은 동일 제품군에서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종류의 신제품에 적용되기 적합하기에 신제품이 주기적으로 출시되며, 혁신 기능에 대한 기획이 꾸준히 일어나는 스마트워치 신제품 개발 사례를 예시로 수요 예측 모델에 적용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을 검증한다. 예측 모델 적용 결과, 본 연구의 예측 모델은 13%의 MAPE 예측 오차를 기록하며 스마트워치 신제품의 초기 판매량을 우수한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이후, AI 및 전자기기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새로운 속성들 중 실시간 통역 기능, 진맥 측정 기능, 공기 중 바이러스 측정 기능을 각각 포함한 3가지의 새로운 신제품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해당 제품의 초기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새로운 기능이 초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진맥 측정 기능이 0.567의 가장 높은 판매 기여도 수치를 기록하며 국내 시장에서 한의학적 접근으로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제품을 출시할 때 높은 시장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관적 의견에 의존하던 신제품 개발 방식을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객관적인 개발 방식으로 개선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KANO 모델을 예측모델에 결합하여 시장의 반응을 보다 정밀하게 수요예측에 반영했다는 점도 이 연구가 지니는 차별점이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신제품 개발의 극초기 단계에서 제품 출시 후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판매 성과를 극대화하는 신제품 프로파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예측적 신제품 개발, 수요 예측, 가우시안 프
로세스 리그레션, K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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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ived deception, perceived risk and 

negative emotional factors impact on distrust, 

dissatisfaction, boycott intention of consumer 

toward product and Youtuber who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paid 

advertisements in their content which called 

“hidden advertisement”. A total of 306 

YouTube viewers from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in an online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deception, perceived risk, negative emotional 

factors have been shown to increase the 

consumer’s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Second, 

we found that both consumer’s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have positively influenced boycott 

intention toward YouTubers and boycott 

intention toward produc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boycott intention of online 

consumer and it aims at finding out the reasons 

why boycotts can occur because in this issue 

the boycott just not only stopped at boycotting 

influencer or YouTuber, consumer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also can affect to boycott 

intention toward product and affect a long-term 

branding effort of company.

Keywords: Hidden advertisement, Influencer, 

Boycott intention, Consumer distrust, Consumer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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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모바일 채널에서의 소비자 행동 변화 확인: 
아이트래킹 접근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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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하여 채널 
간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
고 있다. PC와 모바일 채널 별 전자상거래 경험 
시 고객의 시각적 주의 변화 추이와 제품 타입, 
제품 배치 방식에 따른 시각적 주의의 분포 변화
를 아이트래킹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모바일 
채널의 경우 PC채널에 비해 시각적주의가 급격하
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타입과 
배치 형태에 따라 시각적 주의의 분포 경향이 변
화함을 확인하였다.

Key Terms – 모바일, 시각적 주의, 아이트래킹,  
전자상거래, 채널

이 논문은 2022년도 인하대학교, 카톨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온라인 채널의 도입은 전통적인 거래시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출현은 
거래비용과 탐색비용을 줄이고 전시공간 문제와 
재고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제
품을 적시에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태
블릿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의 출현은 전자 상거
래를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시공간의 
제약을 줄였으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PC와 모바일 채널의 도입과 이로 
인한 변화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ang 
et al. 2013). 특히 여러 채널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는 오랜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
와 방법론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상당수의 연구는 
서베이나 클릭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서베이연구는 응답자의 인지적 
제약이 존재하며 클릭스트림 데이터 분석의 경우 
소비자의 최종선택까지의 과정 중 실제 클릭하지 
않은 대안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
이 있다(Fowler 1992; Ahn et al. 2018). 이에 본 
연구는 아이트래킹 방법론을 활용해 고객의 의식
적, 무의식적 행위를 모두 관찰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시각적 주의는 광고나 제품 선택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Lee et al. 2015). 
주의는 제품을 인지하는 첫번째 단계에서 발생하
며 주의를 끌지 못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선택될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시각적 주의를 확보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트래킹 방법론은 시
각적 주의를 확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
론이며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에서 리뷰시스
템이나 광고, 상품 배치의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상거래 분야에서 새로운 채널의 도입은 항상 
커다란 변혁을 동반하였다. 온라인 채널의 출현은 
파레토 법칙에서 롱테일 법칙으로의 변화를 이끌
어 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채널의 
출현은 디스플레이 크기 변화와 입력장치의 부재
로 인하여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였
다(Park and Han 2010).

III. 가설 전개

사람의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입력된 자극이 가장 기억에 깊게 남고 그 이후의 
자극에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기 어렵다(Raymond 
et al. 1992).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대부
분의 주의는 처음과 초기의 자극에 집중되고 점차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분포를 시각화하면 알파벳F 
모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Ahn et al. 2018). PC 
채널에 비해 모바일 채널의 경우 입력장치가 없고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기에 더 많은 탐색비용이 필
요하기에 이러한 시각적 주의의 변화가 더 급격할 
것이다. 

H1. 모바일 채널에서 시각적 주의의 감소는 PC 채
널보다 더욱 급격히 나타날 것이다.

웹페이지 상에서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
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많이 활용
되는 형태로는 격자형과 리스트형이 있다. 리스트
형의 경우 검색엔진 사이트 등에서 가장 많이 활
용되는데 가장 상위포지션이 대다수의 시각적 주
의를 독차지 하는 경향이 있다(Haas and Unkel 
2017).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 사이트에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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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PC 그룹1 그룹2

모바일 그룹3 그룹4

자형 (테이블형) 배치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전
자상거래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배치형태와 채널에 
따라 시각적 주의 분포가 달라질 것이다.

H2. 격자형 배치에서 리스트형 배치 보다 시각적 
주의가 고루 분포될 것이다.

H3. PC 채널의 경우 배치 방법에 따른 시각적 주
의의 분포 차이가 모바일 채널 보다 클 것이
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
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
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경험/탐색재로의 상품의 특
성 분류가 있다(Bang et al. 2013). 경험재의 경
우 제품의 리뷰나 디자인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탐색재의 경우 제품의 성능 
관련 요인에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 

H4. 탐색재의 경우 시각적 주의가 일부 상품군에 
더욱 집중 될 것이다.

H5. 모바일 채널 상에서 탐색재의 경우 시각적 주
의가 PC채널에 비해 일부 상품군에 더욱 집중 
될 것이다. 

IV. 방법론 및 실험 디자인

PC채널과 모바일 채널을 동일한 환경에서 관
측하기 위하여 모바일 아이트래킹 기기(Tobii Pro 
Glasses 2)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은 채널(PC, 모바일), 배치(격자형, 리스트형)으
로 나누어 2*2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실험 참
가자는 각자 한 그룹에 배치되어 제작된 페이지에
서 총 4종류의 상품(탐색재 2종류 경험재 2종류) 
에 대한 구입을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각적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에 얼마나 자주 
시선이 갔는지에 대한 횟수를 기록하였다.

<표 1>  실험자의 그룹 배치

V. 실험 결과

실험결과 시각적 주의의 감소패턴은 선행연
구와 마찬가지로 초기 상품에 집중되고 점차 하락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모바일 채널에서 더욱 
급격히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기울기 
-0.0162 vs. -0.0201).

시각적 주의의 분포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지니계수를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상품 배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
석 결과, 리스트형의 경우 격자형 보다 시각적 주

의가 특정 상품군에 더욱 집중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지니계수 0.572 vs. 0.501). 또한 PC 
채널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상품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 탐색재의 경우 경험재 보다 시각적 주
의가 특정 상품군에 더욱 집중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지니계수 0.556 vs. 0.516). 또한 모바
일 채널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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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 Detection of interaction-based knowledge for 
reclassification of service robots: big data analytics 

perspective

왕 밍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Jcakwang1121@sch.ac.kr

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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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경영학과
Lyuf06@sch.ac.kr

최재원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jaewanchoi@sch..ac.kr

Abstract –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robot industry in human- 
robot interactive service has rapidly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cover user acceptance 
of human-robot interactive service robots based on 
online reviews. Extract reviews the public service 
robots and the domestic service robots from 
YouTube uses word2vec, sentiment classification, and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nalysis methods 
for research.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interactive 
technology, the public service robots, the domestic 
service robots, and the service robots can well 
receive the user’s speech, gestures, and 
understanding of emotional states and navigating 
with and around. However, collaborating with 
humans, users may be more fearful and worried. At 
the same time, the positive topic of the public 
service robots is experience value, and the negative 
topic is system quality. The positive topic of the 
domestic service robots is anthropomorphism, and 
the negative topic is perceived intelligence. The 
positive topic of the service robots is perceived 
enjoyment, and the negative topic is service quality. 
This research not only studies service robots, but 
also divides service robots into public service robots 
and domestic service robots for comparison and 
adds interactive technology for research，and 
supplements YouTube’s text mining to analyze on 
service robots. This research provides users with 
automated, intelligent and professional technologies, 
so that users have a more efficient, professional and 
better experience in different scenarios, strengthens 
users’ understanding of human–robot interaction 
service robots, and makes users accept service 
robots are of great significance.

Key Terms – Human–robot interactive, service robot, 
Word2Vec, sentiment classificatio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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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Exploring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Influencer 
Sponsorship Disclosure Posts: the Perspective of Product 

Involvement and Brand Strength

Xiuping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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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 Choi
순천향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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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sumers’ changing media consumption 
behaviors have prompted the growth of influencer 
marketing. The regulator emphasizes that influencers 
must disclose posts that work with brands as 
advertisements to protect consumers' right to know. 
Based on the differences in product involvement 
(high involvement products and low involvement 
products) and brand strength (strong brand and 
weak brand),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consumers' acceptance of influencer 
sponsorship disclosure posts. This study uses the 
method of data mining to analyze consumers' 
comments and explore consumers' attitude of the 
influencer sponsorship disclosure posts from four 
aspects: the content generated by influencers, 
influencers, products and brands.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rovide brand 
communication managers and influencers with 
important information on how to design sponsorship 
disclosure posts to meet consumer expectations.
 
Key Terms – Influencer marketing, Sponsorship 
disclosure,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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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 Boycott or Not? How do paid Advertisement 
Controversy in Youtuber Industry for Consumer’s 

Boycott Intention

왕 밍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Jcakwang1121@sch.ac.kr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ived deception, perceived risk and 

negative emotional factors impact on distrust, 

dissatisfaction, boycott intention of consumer 

toward product and Youtuber who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paid 

advertisements in their content which called 

“hidden advertisement”. A total of 306 

YouTube viewers from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in an online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deception, perceived risk, negative emotional 

factors have been shown to increase the 

consumer’s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Second, 

we found that both consumer’s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have positively influenced boycott 

intention toward YouTubers and boycott 

intention toward produc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boycott intention of online 

consumer and it aims at finding out the reasons 

why boycotts can occur because in this issue 

the boycott just not only stopped at boycotting 

influencer or YouTuber, consumer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also can affect to boycott 

intention toward product and affect a long-term 

branding effort of company.

Keywords: Hidden advertisement, Influencer, 

Boycott intention, Consumer distrust, Consumer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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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User Satisfaction 
with Interoperable AI Voice Assistants

김엘레나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Voogiejam22@sch.ac.kr

최재원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jaewonchoi@sch.ac.kr

Abstract –This study is built to identify the effect of 
System Quality and Service Convenience on 
Satisfaction in context of Interoperability of AI Voice 
Assistants.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The results of 
SEM testing showed that System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It has also proved 
that the System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Convenience as well. Service Convenience as 
well was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Thus, all three of proposed hypotheses 
were supported in this study. Last, the analysis of 
Variance was applied to discover the differences in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perceived AI Voice 
Assistant interoperability.  

Key Terms – AI Voice Assistant Interoperability, 
System Quality, Service Convenience

I. Introdu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on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performs manual work, that 
requires human intelligence. The main feature of AI, 
which outstands hundreds of previous inventions and 
make it so outstanding is that AI uses big data to 
broaden the possibilities of its’ task performance 
abilities and achieve best performance. Nowadays, AI 
is used in almost every field of human life: 
healthcare, law, finance, education, transport, and 
Virtual assistants. Virtual assistant or Voice assistant 
is a software that understands the user's language 
and performs the instructions that the user wants. 
Voice assistant service was created as a system, 
which could use AI to provide intelligent search 
techniques to simplify the search process, leading to 
a sufficient timesaving for multitasking (Rousso and 
Schwartz 2004). By applying its improved intelligent 
searching techniques, Voice assistant systems (VASs) 
are used as tools for online shopping, learning new 
languages, answering questions, controlling/using 
other applications and devices (Nasirian, Ahmadian 
& Lee, 2017). Apple made a huge breakthrough 
when the first ever digital virtual assistant Siri was 
introduced as a feature on company’s iPhone 4s in 
2011. Since then, similar attends of several 
companies brought many voice assistants to the 
market.  According to latest forecast from Gartner, 

worldwide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revenue is 
forecast to total US $62.5 billion in 2022, which 
compared to US $51.5 billion In 2021, representing 
an increase of 21.3% in total (Gartner, 2021). 
Virtual Assistant software also taking a big part in 
of the revenue: the AI Voice Assistant software 
market revenue for 2022 is $7.12 billion dollars, 
which indicates the growth compared to $6.2 billion 
in 2021. 
Though the AI Voice Assistants are constantly 
evolving, the adoption of such technologies remains 
a big issue. The adoption of AI technologies differs 
across the world (Mishra & Shukla, 2020). 
Voice-based virtual assistants are becoming more 
common on mobile devices. The technologies are 
now being integrated into other devices, such as 
laptops and desktop computers, and whole new 
market of stand-alone items that function as smart 
home assistants, like Amazon Echo, is emerging 
(Guzman, 2018). Given the exponential rise of 
voice-based technology, many tech-users now have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voice assistants as part 
of everyday life, exactly as they would with other 
humans (Sundar et al., 2017). Equipped with the set 
of useful features. AI-based voice assistants could 
not only play digital music through Wi-Fi and 
Bluetooth, but also can perform various verbal 
commands, based on users’ needs (Ling, et al., 
2021). As for 2021 year, the active usage of AI 
voice assistants still differs depends on the region. 
For example, even though market researchers give 
the AI voice assistant technology a big growth in 
revenue, in case of South Korea,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percent of households using the internet, 
only 33% of population in age of 20-50 are using 
AI Voice Assistant. In case of Taiwan, more than 
80 percent of people have smartphones, but only 
less than 10 percent of the people adopted smart 
speakers, as well as India, where smart voice 
assistants remain as a relatively young product 
(TWNIC, 2018; IDC, 2019). Moreover, as market 
competition for AI Voice Assistants has intensified 
due to the indiscriminate launch of AI Voice 
Assistants, the areas that users can use through one 
AI voice Assistant are decreasing. To address current 
issue, Microsoft Cortana and Amazon Alexa has 
launched an integrated service, where both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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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ach Voice Assistant can be used on one device. 
This integration of two Voice Assistants gives user 
the opportunity to get access to exclusive features of 
one or another voice assistant wherever they wanted. 
For example, a person with Cortana can order 
products off Amazon or manage existing orders with 
voice instructions.  In case of manufacturers, the 
creation of interoperable Voice Assistant services 
brings companies greater powers to compete with 
other AI Voice Assistant service providers. In case 
of other ICT companies, the biggest manufacturer of 
smart voice speakers, Amazon could not skip the 
opportunity to expand its zone of interest and 
launched the Voice Interoperability Initiative in 2019. 
Currently, The Voice Interoperability Initiative has 
gained support from 80 companies, including brands 
like Baidu, BMW, Bose, Microsoft, Salesforce, Sony 
and more, including companies like Facebook, 
Qualcomm, and Intel as a part of the initiative. 
Prior studies on AI Voice assistants made a focus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voice 
assistants and increase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voice speakers. Thus, the functionality and 
main attributes of AI Voice Assistant were tested by 
such models as Task-technology Fit Model and 
Diffusion of Innovations (Ling, et al., 202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lso is broadly u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test users’ tendency to 
use Voice Assistant technology (Nasirian, Ahmadian 
& Lee, 2017). As the market of Voice Assistant 
related technologies is growing, there remains a big 
issue of lack of the research on voice assistants 
interoperability.
In this study, we aim to discover a method for 
increasing the usefulness of ai voice assistant to 
utilize the multi-area of AI voice assistant service. 
Through previous research on the interoperability of 
mobile services, we intend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compatibility of ai voice assistant and to find 
out the effect of interoperability on service 
convenience and system quality. The topic of 
Interoperable Voice Assistant systems remains 
unexplored in prior literature. To find out efficient 
implications on this topic, we conducted the 
research, consisting of two studies: First – How 
consumers perceive the AI Voice Assistant service, 
tested in UEQ+ model. The second study is 
conducted in aim to find answers to three main 
questions. First, Does Interoperability affect system 
quality and service convenience? Second, Does 
Service quality of AI Voice Assistants affect service 
convenience? And third, Does Service Quality and 
Service Convenience affect consumers’ satisfaction 
and their intention to recommend the interoperable 
AI Voice Assistants?

II. Research Model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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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 What makes people purchase used products 
online using C2C used product platform?

Henry Of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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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2C used product platforms are revolutionizing the 
used product consumption and transition market on 
a global scale. Currently, in Korea, 25% of 
smartphone users utilize second-hand services to 
purchase products (Lee, 2020). In the USA, usage of 
C2C used product platforms such as, Thredup, Etsy, 
Depo, eBay, and Facebook Marketplace has 
increased, while in countries such as China Idle fish 
(Taoboa) has become the largest C2C 
community-based used product platform (Booker, 
2021).  These increases in usage support projections 
that anticipate that the product market will double 
within the next five years, with revenue projections 
close to $77 billion (Thredup, 2021); it also 
indicates that C2C used product platforms are 
focused on the exponential growth and successful 
trade of used products.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 C2C sharing 
platforms focused on ride sharing (Shao, Zhang, Li, 
& Zhang, 2022), accommodation (Yang, Lee, Lee, & 
Koo, 2019), and e-commerce(Shihab, Maulana, & 
Hidayanto, 2018) platforms, however,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2C platforms which 
enable consumers to engage in used-product 
transactions, thus a gap in C2C used-product 
platform research exists. Therefore,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consumer value serves 
as an antecedent of consumer engagement and 
platform attachment and how it leads to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of consumer-to-consumer (C2C) 
used-product platforms through the lens of users and 
the gratification theory.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latform type will be explored. 
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survey 
responses from experienced users of C2C 
used-product platforms such as Dangguen market 
and Joongonara reveals that multidimensional 
consumer values significantly influence consumer 
engagement and platform attachment. Consumer 
engagement is observed to substantially impact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of C2C used-product platforms. In contrast, 
platform attachment significantly affects only the 
recommendation intention. However, the multigroup 
analysis result shows that community-based 
connectors, C2C, and supportive used-product 
platform types do not moderate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constructs of the model. The results raise a 
favourable theoretical implication for fut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C2C used products and 
e-commerce firms.
Keywords: Consumer value, platform attachment, 
consumer engagement, continuous use intention, C2C 
used-product platform,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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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LED 마스크의 효능과 사용자 경험이 대두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 AI 기반 혁신 기능 적용 모델
을 통해 LED 마스크의 개선점과 보완점들을 분석
하여 인식, 예측, 최적화, 소통, 생성의 각 요소에
서 AI 기술을 LED 마스크에 효과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능형 LED 
마스크가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
용을 끌어내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중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마켓 풀 (Market-Pull) 기반의 분석 방
법론을 다루었으며 인공지능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LED 마스크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도화
하기 위해 KANO 모델과 TOPSIS 모델을 통합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안한다. KANO 모델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LED 마스크 제품에 
원하는 품질 기능들을 선별 및 평가하였고 
TOPSIS를 기반으로 LED 품질들에 대한 중요도
를 구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소
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기능들은 피부 상태 
분석 진단 기능, 사용자 맞춤화 기능, 디스플레이 
기능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KANO – TOPSIS 통
합 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LED 마스
크 제품의 기능들을 제시한 점과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여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수용도 높고 우
수한 지능형 LED 마스크 제품을 제안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LED 마스크, 카노(KANO) 모델, 

탑시스(TOPSI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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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사용자 만족이 
경영성과와 고도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성공모형을 기반으로

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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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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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
트팩토리는 제조업 관점에서는 자원의 효율성과 
적응성 향상을,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고객 또는 
공급자의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적이고 스마
트한 공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제조업 혁
신 3.0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와 제
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보급 및 
확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의 약 75%가 MES, ERP, SCM등 공
정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 등 기초 단계에 머무
르고 있으며, 솔루션을 기 구축한 기업들마저 이
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
생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구축단계
까지의 일부 사례를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일부 공정의 스마트팩토리 추진사례
를 소개하거나 구축 및 운용 시 빅데이터 적용방
안 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적 활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성
공모형(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과 스
마트팩토리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팩토
리 사용도 및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선
행요인(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 품
질비용, 정부지원)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사용
도 및 사용자 만족을 거쳐 지속사용의도, 경영성
과 및 고도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경영성과와 고도화 수용의도
의 영향 관계에 있어 고도화 구축비용의 조절효과
를 추가 검증하고자 한다. 도출된 연구가설의 검
증을 위해 이미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여 기초 단
계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 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
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예
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활용하
여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사용 만족으로 
인한 경영성과와 고도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구체
적인 영향 메커니즘을 최초로 실증한 연구라는 점
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이
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고도화 

단계까지 추진하여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
는 전략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Key Terms – 스마트팩토리, 사용자 만족, 경영성
과, 지속사용의도, 고도화 수용의도,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중소 제조기업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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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저성능 자원에서 멀티 에이전트 운영을 위한 
의도 분류 모델 경량화

윤용선
(주) 자이냅스

ysyoon@xinapse.ai

강진범(주)
자이냅스

jb.kang@xinapse.ai

국문초록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규모 사전학습 언어
모델(Large-scale pretrained language model, LPLM)
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미세조정(Fine-tuning)한 의
도 분류 모델의 성능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실시
간 응답을 요하는 대화 시스템에서 대규모 모델을 
미세조정하는 방법은 많은 운영 비용을 필요로 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저성능 자원에
서도 멀티 에이전트 운영이 가능한 의도 분류 모
델 경량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경량화
된 문장 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제 독립적
(Task-agnostic) 단계와 경량화된 문장 인코더에 어
답터(Adapter)를 부착하여 의도 분류 모델을 학습
하는 과제 특화적(Task-specific) 단계로 구성된다. 
다양한 도메인의 의도 분류 데이터셋으로 진행한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의도 분류, 모델 경량화
Acknowledgement (사사)
논문에 대한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 여기에 
사사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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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Patch Mix 기반의 이미지 생성을 통한 
전기차 배터리 OOD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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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오늘날 제조 공정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이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도메인에
서의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 공정에서 미세하게 
등장하는 불량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 
할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서의, 정확한 이상 탐지에 대한 연구가 활
발 하게 진행중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미지 이상 탐지(Image anomaly 
detection)를 패치 믹스 기반의 이미지 생성을 통
해 Outlier Exposure 방법론의 보조 데이터셋으로 
사용해 기존의 문제 해결을 제안한다. 이미지 이
상 탐지는 정상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다른 
패턴을 가진 이미지 데이터를 검출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문제이며, Outlier Exposure는 학습 과정
에 있어 기존의 연구처럼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하
는 것이 아닌 불량 보조 데이터 셋도 같이 학습함
에 따라 OOD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이
다.

효과적인 이미지 이상 탐지(Image anomaly 
detection)를 위해, 학습 과정에서는 ImageNet 
Pretrained EfficientNet B0 model을 사용하여 
Multiclass Classifier를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Patch Cloning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양
한 augmentation 적용과 Weight sampling을 통해 
Mix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 후 원본 이미지와 Mix 
이미지에 대해 최종 Weight를 부여해 Mix해 최종 
불량 이미지를 생성했다. 생성한 이미지를 불량 
보조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고 학습과정에서 정상
데이터에는 CrossEntropy Loss를 보조 데이터에는 
Uniform Loss를 추가하여 사용했다. 이를 통해 정
상 이미지는 잘 예측하고 불량 이미지의 경우 
Uniform한 Softmax값을 가지게 했다. 이를 통해 
정상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지니며 다양한 불량 
보조 데이터 셋 생성을 했다. 이 데이터를 
Outlier Exposure 방법론의 보조 데이터 셋으로 
사용해 전기차 배터리 OOD 탐지 성능을 향상시켰
다.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방법론이 기존 
Image augmentation 및 합성 기반의 생성 방식들
보다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던 기존의 
이상 탐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보조 데이터 셋
을 추가로 사용을 한 연구로, 이 과정에서 정상과 
최대한 유사한 분포를 지니며 다양한 클래스 생성
을 통해 모델을 Robust하게 학습하고
Recall, Precision, F1-score 등 기존의 성능이 
향상 되었고 Generative Model 보다 이미지 생성 
속도가 빠른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 데이터 탐지
를 위해 이미지의 특성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이상 탐지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Key Terms – OOD, Anomaly Detection, Image 
Augmentation, Natural Anomalies, Patch Cloning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산학연 Collab 
R&D사업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정 자동화를 
위한 딥러닝 결함 분류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지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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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GAN과 같은 생성형 AI는 동영상의 
제작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인
식되고 있다. 더욱이 AI의 클라우드화 또는 웹 프
로그램화는 누구든지 쉽게 AI에 접근하여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
직도 AI 창작 능력의 수준에 대한 의심이나 AI에 
의하여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수용성에 대한 논
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나 아
직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 
교육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는 것
이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AI생
성 강의 동영상이 일반 강의 동영상에 비해 미치
는 교육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2 
(콘텐츠 생성기: 사람 vs 인공지능) x 3(정보 전
달 방식: 테스트 vs 오디오 vs 비디오) x 3(콘텐
츠 주제: 지식적 vs 감성적 vs 의지적)의 혼합 주
제 설계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콘텐츠 생성기와 
정보 전달 방식은 학습자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Key Terms –  AI 생성 콘텐츠, 학습자 만족도, 학
습자 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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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093277) 

I. 서론

최근 GAN과 같은 생성형 AI기술이 발달되면
서 인간의 모습을 매우 닮은 현실감이 높은 가상
휴먼 제작이 상용화의 단계까지 진전하였다. 특히 
AI의 클라우드화 또는 웹 프로그램화는 누구든지 
쉽게 AI에 접근하여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상휴먼 모델로 광고나 간단한 
드라마를 촬영하고, 기업 소개를 하며 SNS에서 인
플루언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최근
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나 조교의 형태가 등장
하기도 했다 (Wang, 2021). 오늘날의 가상휴먼 기
술은 AI기술의 도움으로 인간과 흡사한 감정을 표
현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Treal et al., 

2021). 그러므로 가상휴먼에 의하여 교육훈련용 
강의 동영상을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비용면에서 우수하고 학습자가 강사의 특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AI에 의하여 생성된 가상휴먼에 의한 강의에 대한 
교육 효과는 아직 검증된 적이 없다. 더구나 AI 
창작 능력의 수준에 대한 의심이나 AI에 의하여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은 본격적인 가상휴먼의 강의 
채택 이전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I 가상휴먼에 의
하여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실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2 (콘텐츠 생
성기: 인간 vs 가상휴먼) x 2(정보 전달 방식: 오
디오 vs 비디오) x 3(콘텐츠 주제: 지식적 vs 감
성적 vs 의지적)의 혼합 주제 설계이다. 구체적으
로 교육 효과를 강의 내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 및 
지식의 변화의 두 가지로 보고, 먼저 AI 가상휴먼
에 의한 강의와 실제 인간 강사에 의한 강의의 차
이가 있는지, 강의 토픽(WHAT: 개념, 실천 호
소:WHY, 추진 노하우: HOW)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달방식(동영상, 음성)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실증한다.

II. 방법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전달한 강의콘텐츠는 
주제에 의해 3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설명적 
주제인 콘텐츠이며, 두 번째는 감성적 주제인 내
용이고, 세 번째는 의지적 주제인 내용이다.

본 실험은 중국의 설문조사 전문 기관
(https://wj.qq.com/)의 패널들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2 (human vs. AI) * 2 (audio vs. 
video) * 3 (Explanatory vs. Sensitive vs. 
volitional) 그룹으로 랜덤하게 나누었다. 각 주
제에 대한 내용은 오디오나 비디오 방식으로 전달
되었다. 각 참가자는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오디
오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설문에 답하게 했
다. 설문을 했을 때, AI 생성 콘텐츠를 제공한 경
우, 해당 콘텐츠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밝혔
다. 본 연구는 실험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의 
직장인 859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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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은 28.2%로 1위를 차지하였고, 40대는 26.2%로 그 
뒤에 있었고, 30대와 20대는 각각 24.4%와 21.2%
로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성별의 비율
을 보면, 남성은 51.5%이고, 여성은 48.5%이다.

III. 결과

실험 결과 콘텐츠 생성기와 정보 전달 방식, 콘
텐츠 생성기와 콘텐츠 주제, 정보 전달 방식과 콘
텐츠 주제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콘텐츠 생성기 * 정보 전달 방식

<그림 2> 콘텐츠 생성기 * 콘텐츠 주제 

<그림 3> 정보 전달 방식 * 콘텐츠 주제

IV. 결론 

실험 결과, AI콘텐츠 생성기에 의해 제작된 
가상 휴먼의 경우 정보전달방식은 오디오이든 비
디오이든 상관없이 각 주제(설명적, 감성적, 의지
적)가 지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AI 생
성 학습 콘텐츠가 주제에 따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떤 내용으로 AI 생성 학습 콘텐츠를 만
드면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도 파악
할 수 있다면 다양한 AI기술 기반의 학습 플랫폼
의 진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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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공지능 기술(AI)로 동영상 생성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과 온라인 교육 체험을 개선하
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이전 연구의 대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AI) 생성 동영상의 화질과 
자연스러움 등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AI)을 활용해 생성 학습 
동영상에 대해 진정성을 지각하는 것이 학습자 체
험 및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연구
는 여전히 소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
습자가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AI)로 만든 교육 비
디오과 교육 동영상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 
지각이 학습자의 체험과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하는 것이다.

Key Terms –  만족도; 가상인간; 진정성; 체험경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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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공지능 기술(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딥
러닝 기술로 텍스트를 토대로 동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은 각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특히 
COVID-19 대유행이 시작한 후에 가상 학습과 온라
인 교육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AI)로 동영상 생성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과 온라인 교육 체험을 개선하는 사람들
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동영상의 화질과 자연스러움 등을 탐구
하는 위주였다. 하지만 서비스에 사용되는 가상 
인간의 경우 화질과 자연스러움 외에도 가상 인간 
체험의 질과 그 체험이 서비스 만족도 등 성과로
도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강사나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신분으로 가상 인간이 등장하려면 외
모나 음성, 동작 등에서 진정성(authority)이 발
현되어야 그 효과가 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교
육 분야에서 인공지능형 가상 인간을 활용해 생성 
학습 동영상에 대해 진정성을 지각하는 것이 학습
자 체험 및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가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AI)로 만든 교육 비디오과 교육 동
영상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 지각이 학습자
의 체험과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체풍부성 이론과 진정성 이
론을 근간으로 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수립하였
다. 

II. 진정성

진정성이란 어떤 대상이 진짜(real) 또는 참
(true, original)이라고 보는 생각이다(Chalmers, 
2007). 진정성은 구체적인 실체를 증명하기는 어
려우나 일관되게 인지되어지는 서비스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마케팅 분야
에서의 진정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진정성은 여러 차원으로 
소개되고 있다. 진정성 구조의 객관적 진정성
(objective authenticity), 구성적 진정성
(constructive authenticity)과 실존적 진정성
(existential authenticity) 3가지 분야를 통해 
학습자의 생성 동영상에 대한 진정성 감각을 평가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인공지능 기술(AI)
을 활용해 생성 학습 동영상에 대해 진정성을 지
각하는 것은 학습자의 체험 및 학습자 교육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습자 체험 및 
학습자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학습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
한 성공 요소이자(Goh, Chin 등, 2017) 학습 성과
다(Ertl and Mandl, 2008). 만족도는 AI가 생성하
는 교육 콘텐츠의 효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만족도는 학습자가 AI가 생성하는 교육 콘
텐츠를 수용하는 정도와 관련되므로, AI가 생성하
는 교육 콘텐츠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경영 교육 학습자의 만족을 형성하
는데 진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Lu et al., 
2015; Nguyen & Cheung, 2016). 

진정성은 교육의 학습 성과와 만족도에 미치
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6; 
Nguyen & Cheung, 2016). 마찬가지로 진정성의 구
체적인 세 가지 개념인 객관적, 구성적, 및 실존
적 등의 개념에서도 AI 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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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과 교육효과에 대한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
성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 

III. 방법

본 연구는 제안된 연구 구조가 양적 연구 방
법으로 실증 분석을 하고 중국의 설문조사 전문 
기관의 패널들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2 (human 
vs. AI) × 2 (audio vs. video) 그룹으로 랜덤하
게 나눴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분석을 위한 자료
를 수집했고 설문지에서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
하였다. 연구모형에 등장하는 변인에 대해 관련 
선행 연구로부터 획득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 사항에 맞춰 수정해 설문 도구를 제작했다. 
특히 언어적 인간 유사도는 "교육 동영상 속에서 
AI가 생성한 강사가 말하는 강의 내용은 완전하다
고 느꼈다”(Gorla, 2010) 등으로, 시각적 인간 
유사도는 "교육 동영상에 속에서 AI가 생성한 강
사가 진짜 사람처럼 느껴졌다.”(Lalicic, 2017)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체험경제요소 관련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기반해(McMahan, 
2012; Quadri-Felitti. 2013) 본 연구 상황에 맞
춰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만족감은 ”AI
가 생성한 교육 동영상을 통한 학습이 나의 발전
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기존 문헌
의 설문 문항 (Chen et al., 2011; Strokes, 
2011)을 수정 보완해 본 연구를 위한 척도로 삼았
다. 개발된 설문 문항에 대해서 척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학습자가 가상 휴먼 강사
에 대해 느끼는 시각 및 언어적 차원의 인간 유사
도가 인간의 체험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체
험과 만족감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중
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체험경제 모형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가상 휴먼 교
육 콘텐츠에 대한 시각 및 언어 차원의 인간 유사
도 지각이 사람 체험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사람
들의 만족감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가상 휴먼의 인간 유
사도(시각, 언어)가 올라가면 AI가 생성하는 교육 
콘텐츠와 교육 체험의 만족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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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AI가 생성 기술로 제작된 학습 동영상이 ESG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 시작하기 전에 
Synthesia서비스에서 ESG경영 지식에 관련 텍스트를 입력해서 인공지능 기반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 강사가 ESG경영의 개념, 필요성, 실천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하였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실제 강사가 ESG경영 지식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녹화했다. 이를 통해 AI가 생성한 동영상이 실제 교수자가 녹화된 동영상보다 학습자의 교육효과 및 학습 만족도 더 높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향후 Synthesia와 같은 서비스에서 text를 입력하면 사실적인 인물이 그것을 설명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러닝 교육 분야 등에 더욱 많아질 것이다. 

Key Terms – Attitudinal Change; Credibility; 
Satisfaction; Understandability; Video Generation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093277) 

I. 서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로 ESG경영에 대한 중
요성이 상승하면서 기업체 근무자들에 대한 ESG경
영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다. ESG경영 교육은 기업
의 ESG 경영에 대한 수용도 증대 및 성공적인 전
략 수립에 유용하다. 특히 근로자들의 개인 특성
별로 동일한 ESG경영 학습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개인
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 AI Video generation에 의하여 학습 동영상
을 생성하게 되면 개인화된 ESG경영 학습을 제공
하는 것을 비용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가 생성 기술로 제작된 
학습 동영상이 ESG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 시작하기 전에 Synthesia
서비스에서 ESG경영 지식에 관련 text를 입력해서 
인공지능 기반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 강사가 ESG
경영의 개념, 필요성, 실천방법을 소개하는 동영

상 제작하였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실제 강사
가 ESG경영 지식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녹화했다. 
이를 통해 AI가 생성한 동영상이 실제 교수자가 
녹화된 동영상보다 학습자의 교육효과 및 학습 만
족도 더 높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향후 
Synthesia와 같은 서비스에서 text를 입력하면 사
실적인 인물이 그것을 설명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
스템을 만들어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러닝 교육 분야 등에 더욱 많
아질 것이다. 

II. 동영상 생성 기술

가상 인간은 동영상 생성 기술에 의하여 제
작된다. 동영상 생성(Video generation)은 머신러
닝 및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난이도가 높은 과제 
중 하나다. 인간은 자연어 문장을 듣거나 읽을 수 
있고, 설명되는 것을 상상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
으므로, 자연어 문장으로부터의 동영상 생성은 인
공지능 분야의 매력적인 목표이다(Mazaheri, 
2021).

동영상 생성은 몇 가지 전략으로 시도되고 
있다. 먼저 이미지 정보로부터의 비디오 합성
(Image-to-Video Synthesis)로서, 이전 비디오 정
보를 프레임 단위로 분리한 후 이를 학습하여 이
후에 발생하는 장면을 예측하는 예측(video 
prediction)이다(Finn et al., 2016). 

둘째, 텍스트 정보를 통해 동영상을 합성하
는 텍스트로부터의 비디오 합성(Text-to-Video 
Synthesis, T2V)기술이다(Balaji et al., 
2019)[14]. 예를 들어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과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텍스트(text)와 비디오(video) 사이의 
관계성을 학습하여 몸짓 표정과 같은 시각적 요소
(visual feature)를 추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디
오를 생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GAN부
터, DCGAN(Deep convolutional GAN), WGAN, 
BiGAN, SelfGAN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얼마나 자연스럽
고 실감나게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Balaji et al., 
2019), 생성된 동영상물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
떻게 인지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
의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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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법

설문 수집을 위해서 먼저 실험 도구인 AI가 
생성한 가상 휴먼 강사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AI 가상 휴먼 제작이 가능한 Synthesia 저작 
도구를 활용했으며(https://www.synthesia.io/), 
<그림 2>와 같이 제작했다. 본 저작 도구는 먼저 
가상 휴먼의 특징을 선정하고, 가상 휴먼이 말을 
할 수 있는 텍스트인 강의 내용의 텍스트를 올리
면 단어의 발음과 의미에 맞게, Synthesia 의 AI
가 말투와 표정에 따라 동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
업윤리 교육을 하고자 (1) ESG의 개념 (2) ESG의 
중요성 (3) 경영활동에서 ESG 원칙을 어떻게 준수
하는가에 관련해 세 가지 주제의 강의 텍스트를 
중국어로 제작한 후에 AI에 적용했다. AI에 의해 
생성된 실험 동영상은 3가지 주제별로 각 1분 정
도였고, 응답자는 이중 랜덤으로 선택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수강을 하고 설문에 응답했다. 

교육 효과는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변화 
및 ESG경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실험 전에 ESG경영에 대한 사전 지식을 
묻는 질문과 ESG경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소
의 태도를 물었으며, 설문 후에 동일한 질문을 다
시 하여 그 변화량을 교육의 효과로 보았다. 

 IV. 결과

주체 간 효과 검정 결과를 보면, 콘텐츠 생
성기(F(1,847)= 3.237, P = 0.072 > 0.05)에 따라 
지식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수준에 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 인간에 의한 
ESG교육이 인간에 의한 교육에 미흡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좀 더 비용 효과적인 가상 인간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외의 정보전달방식(F(1,847) = 32.403, 
P = 0.000 < 0.05), 콘텐츠 주제(F(2,847) = 
71.636, P = 0.000 < 0.05), 콘텐츠 생성기와 정
보전달방식 간의 상호작용(F(1,847) = 14.814, P 
= 0.000 < 0.05), 콘텐츠 생성기와 콘텐츠 주제 
간의 상호작용(F(2,847) = 10.417, P = 0.000 < 
0.05), 정보전달방식과 콘텐츠 주제 간의 상호작
용(F(2,847) = 12.661, P = 0.000 < 0.05), 콘텐
츠 생성기와 정보전달방식과 콘텐츠 주제 간의 상
호작용(F(2,847) = 3.928, P = 0.02 < 0.05)이 학
습자의 지식변화에 대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변화의 경우 쌍대 비교 분석과 단
일 변량 분석의 결과에 의거, 정보 전달 방식이 
오디오일 때 그리고 콘텐츠 주제가 설명적인 경우
(F(1,847) = 5.796, P = 0.016 < 0.05), AI 콘텐
츠 생성기인지 인간 콘텐츠 생성기인지에 따른  
태도변화의 차이(평균 차이(AI - Human) = 
-0.370, P = 0.016 < 0.05)가 유의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가상 인간과 실

제 인간의 성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로써 ESG경영의 개념을 설명하는 지식 전달
을 오디오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 인간에 
의한 ESG경영 교육의 성과가 인간에 의한 것과 결
코 뒤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학습자가 가상 휴먼 강사
에 대해 느끼는 시각 및 언어적 차원의 인간 유사
도가 교육 효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도리
어 가상 인간에 의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이
어서 장차 가상 인간을 교육 동영상에 등장시키는 
방안이 실용적으로도 의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가상 휴먼의 인간 유사도(시각, 언어)
가 더 개선되면 AI가 생성하는 교육 콘텐츠와 교
육 체험의 만족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가상인간 저작 도구를 더 다양화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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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가상휴먼의 등장은 기업의 광고, 마케
팅, 서비스의 다변화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휴먼을 모델링하는 기술은 기존의 가
상휴먼과 최근 인간 유사도가 높은 메타휴먼까지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휴먼로봇과 같은 인
간을 닮은 개발 연구에서는 인간 유사도와 친숙도
와 관련한 언캐니밸리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유사도가 
높은 메타휴먼이 기존의 가상휴먼과 언캐니밸리를 
느끼는 정도의 퀄리티를 살펴보고, 사용 만족감의 
차이를 실증하는 것이다.

Key Terms – 가상휴먼, 메타휴먼, 인간유사도, 친
밀감, 사용 만족감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093277) 

I. 서론

실감 콘텐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인간-
기계 상호작용을 더욱 몰입감을 주고 상호작용하
며 현장감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감 
콘텐츠는 현재 공연, 관광, 교육, 전자상거래 등 
인간-기계 상호작용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
로운 기술로 채택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이러한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중요한 매개로 
가상휴먼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상휴먼은 실제 사람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사람
의 얼굴이 닮은 모습으로 사람의 언어까지 구사해
서 하는 기술로 흥미롭다(Dean, 2013). 가상휴먼
을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개
발되어 소개되었다(Gaisbauer et al., 2020). 이
러한 가상휴먼의 적용은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실
제 작업자 대신 가상의 인간을 통해서 다양한 데
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Gawand, 2020; 
Mohammed et al., 2020).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 이론에 의하면 
인간 유사도와 친숙도 사이에는 일종의 비선형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상휴먼이 실제 인간의 
모습과 유사해질수록 친숙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히 기이하다는 느낌을 주어 친숙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다(Mori, 
1970). 

IT 제품 또는 IT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느
끼는 친숙도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의 발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결재(Pei et al., 2021), 온라인 예약 
서비스(Kim et al., 2020)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
난다. 마찬가지로 메타휴먼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
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려는 데 의지를 가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 유사도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인 가상휴먼과 메타
휴먼의 사용 만족감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알아
보고자 한다. 언캐니밸리이론에서 설명하는 인간
유사도와 친숙도, 그리고 사회적 실재감과 사용 
만족감을 중심으로 가상휴먼과 메타휴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 요인을 통해 실감 
콘텐츠 분야에서 가상휴먼을 적용할 때, 사용자의 
만족감을 위해 반영해야 할 주요 요인에 대해 학
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방법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전문 조사 기관을 통
해 2021년 5월에 조사 기관의 패널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을 수행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적인 가상휴먼과 메타휴먼의 시뮬레이션 동영
상 중 하나를 무작위로 먼저 시청하게 했다. 동영
상 시청 이후 자신이 경험한 동영상 속 디지털 휴
먼을 기억하고 설문에 응답하게 했다. 불성실 응
답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는 280개 샘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응답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여성48.9%, 남성 51.1% 응답했고, 연령대
는 20대 30%, 30대 30%, 40대 22.1%, 50대이상 
17.9%가 응답했다. 일반적인 가상휴먼을 시청한 
응답자는 49.6%, 메타휴먼을 시청한 응답자는 
50.4%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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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ype n M SD t df p

인간
유사도

가상휴먼 139 3.76   1.31   
-10.706   *** 276.800 0.000

메타휴먼 141 5.40   1.25   

사회
존재감

가상휴먼 139 2.96   1.26   
-6.960   *** 277.813 0.000

메타휴먼 141 4.00   1.24   

신기성
가상휴먼 139 4.25   1.39   

-4.681   *** 278.000 0.000
메타휴먼 141 4.96   1.15   

친숙도
가상휴먼 139 3.00   1.18   

-4.052   *** 278.000 0.000
메타휴먼 141 3.62   1.39   

사용
만족감

가상휴먼 139 4.01   1.30   
-4.058 ***

277.889 0.000
메타휴먼 141 4.65   1.30   277.680 0.026

Note: *p<0.05, **p<0.01, ***p<0.001

<표 1> 실험 대상별 요인의 차이 분석

III. 결과

가상휴먼과 메타휴먼별 인간 유사도, 사회 존재
감, 신기성, 친숙도, 및 사용 만족감의 차이는 독
립 T 검정을 통해 <표 1>과 같이 확인했다. 결과
를 확인하면, 사용 만족감(t = -4.058, p = 0.026), 
인간 유사도(t = -10.706, p = 0.000), 사회 존재감(t 
= -6.960, p = 0.000), 신기성(t  = -4.681, p = 
0.000), 친숙도(t = -4.058, p = 0.000) 등 메타휴먼
과 가상휴먼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모
든 변수에 대해 메타휴먼이 가상휴먼보다 높은 평
가를 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인간 유사도에서 
메타휴먼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신기성이 그 다
음으로 확인했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먼저, 사용 만족감도 

메타휴먼과 가상휴먼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인간 유사도와 친숙도, 신기성, 친숙도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했고, 메타휴먼이 더 높
게 평가한 것을 통해 메타휴먼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상휴먼의 성능 발
전에 관심과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인간 
유사도가 높은 메타휴먼의 사용 만족감이 더 높게 
평가받은 것처럼, 언캐니밸리를 지난 상태이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언캐니밸리이론을 적용해 가상
휴먼과 메타휴먼의 주요 요인으로 살펴봤다는 학
술적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비교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기술이나 콘텐츠 개발에 적용
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는 실무적 시사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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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
업 업무프로세스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표준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장
애인 지역 사회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 하여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
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 사례분석 및 문헌조사, 업무프로세스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안은 보건복지시스템 
연계, 시스템자원 연계, 장애특이적 요소가 반영된 시스템 개
발 연계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 특이적 요소가 반영된 지
역사회 통합돌봄 공공 및 민간의 정보시스템 연계와 정보시스
템간 보건 및 복지자원 체계적 연계를 제시 하였고, 이를 통
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복지 자원을 통합
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게 되어 가용한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탐색하여 수요자 에게 제공하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 지역기반 돌봄 공동체가 협력을 통한 통합·효율·효과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Terms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프로 세스, 정보
시스템, 개선방안

본 연구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내부연구사
업(21-H-03)으로 수행함.

I. 서론

보건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돌봄 사
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를 지향하며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편(안)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기존 사회
보장시스템보다 연계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보건 시스템과의 연

계를 고도화하여 보건 정보도 파악할 수 있으며 통합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공통 사례관리 플랫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특성을 보이
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업무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그림 1>.

따라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업무프로세
스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의 표준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장애인 지역 사회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 하여 향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고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자 한다

Ⅱ.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 연구 절차<그림 2>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그림 2> 연구절차

Ⅲ. 결과

1)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프로세스 분석

<그림 3> 업무프로세스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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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시스템간 연계 방안 >

< 시스템 자원 연계 방안 >

< 장애특이적 요소가 반영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계 방안 >

2)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 분석

< 자체발굴, 대상자 의뢰 단계 >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 서비스제공 및 점검 단계 > < 종결 단계 >

<그림 4>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 분석

3)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개선방안도출

<그림 5>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장애 특이적 요소가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으로 공공 및 민간의 보건과 복
지자원 정보시스템간 체계적 연계를 제시 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복지 자원을 통합적
으로 등록 및 관리하게 되어 가용한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탐색하여 수요자 에게 제공하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기반 돌봄 공동체가 협력을 통한 통합·효율·효과적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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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라북도의 지방도 포장보수 이력 관리 현황은 현
장 건설사의 포장보수 후 성과품에만 의존하여 엑
셀, 한글 문서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덧씌
우기 예산 등은 매년 불규칙적인 투입으로 안정적
인 도로 관리 불가한 현황이다. 그에 따라 지방도
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필요하다. 해당 논문
에서는 도로 파손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 및 도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을 도출하였
다. 해당 예측 결과 지역을 현장검수하여 해당 방
법론의 유효성을 파악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국도의 도로 파임 발생 건수
는 18년도에 약 4만7천건, 19년도에 약 3만8천건
이며 도로 파임 피해 소송건수는 18년도에 93건, 
19년도에 119건으로 증가했다.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 파임 발생 건수가 18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이는 도로 포장 보수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 건수
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전라북도의 지방도의 
포장보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해, 엑셀, 한글 문서로만 관리되는 지방도 
포트홀 상습발생지, 덧씌우기 사업구간, 긴급 보수
구간위치와 같은 보수 이력데이터를 데이터화 하
여, 분석하고, 보수 이력 데이터에서 벗어나 지방
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개선한다. 더 나아가,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데이터를 활용하여 공
간 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학습 데이
터 및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였다. 
해당 공간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도 유지관리
가 필요한 우선지역을 예측하고 도로포장 유지관
리 우선수위 예측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도로관리 예산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려 한다.

주제어
공간정보, 빅데이터, GIS, 머신러닝, 포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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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User Satisfaction 
with Interoperable AI Voice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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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uilt to identify the effect of 
System Quality and Service Convenience on 
Satisfaction in context of Interoperability of AI Voice 
Assistants.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The results of 
SEM testing showed that System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It has also proved 
that the System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Convenience as well. Service Convenience as 
well was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Thus, all three of proposed hypotheses 
were supported in this study. Last, the analysis of 
Variance was applied to discover the differences in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perceived AI Voice 
Assistant interoperability.  

Key Terms – AI Voice Assistant Interoperability, System 
Quality, Service Convenience

I. Introdu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on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performs manual work, that 
requires human intelligence. The main feature of AI, 
which outstands hundreds of previous inventions and 
make it so outstanding is that AI uses big data to 
broaden the possibilities of its’ task performance 
abilities and achieve best performance. Nowadays, AI 
is used in almost every field of human life: 
healthcare, law, finance, education, transport, and 
Virtual assistants. Virtual assistant or Voice assistant 
is a software that understands the user's language 
and performs the instructions that the user wants. 
Voice assistant service was created as a system, 
which could use AI to provide intelligent search 
techniques to simplify the search process, leading to 
a sufficient timesaving for multitasking (Rousso and 
Schwartz 2004). By applying its improved intelligent 
searching techniques, Voice assistant systems (VASs) 
are used as tools for online shopping, learning new 
languages, answering questions, controlling/using 
other applications and devices (Nasirian, Ahmadian 
& Lee, 2017). Apple made a huge breakthrough 
when the first ever digital virtual assistant Siri was 
introduced as a feature on company’s iPhone 4s in 
2011. Since then, similar attends of several 
companies brought many voice assistants to the 

market.  According to latest forecast from Gartner, 
worldwide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revenue is 
forecast to total US $62.5 billion in 2022, which 
compared to US $51.5 billion In 2021, representing 
an increase of 21.3% in total (Gartner, 2021). 
Virtual Assistant software also taking a big part in 
of the revenue: the AI Voice Assistant software 
market revenue for 2022 is $7.12 billion dollars, 
which indicates the growth compared to $6.2 billion 
in 2021. 
Though the AI Voice Assistants are constantly 
evolving, the adoption of such technologies remains 
a big issue. The adoption of AI technologies differs 
across the world (Mishra & Shukla, 2020). 
Voice-based virtual assistants are becoming more 
common on mobile devices. The technologies are 
now being integrated into other devices, such as 
laptops and desktop computers, and whole new 
market of stand-alone items that function as smart 
home assistants, like Amazon Echo, is emerging 
(Guzman, 2018). Given the exponential rise of 
voice-based technology, many tech-users now have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voice assistants as part 
of everyday life, exactly as they would with other 
humans (Sundar et al., 2017). Equipped with the set 
of useful features. AI-based voice assistants could 
not only play digital music through Wi-Fi and 
Bluetooth, but also can perform various verbal 
commands, based on users’ needs (Ling, et al., 
2021). As for 2021 year, the active usage of AI 
voice assistants still differs depends on the region. 
For example, even though market researchers give 
the AI voice assistant technology a big growth in 
revenue, in case of South Korea,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percent of households using the internet, 
only 33% of population in age of 20-50 are using 
AI Voice Assistant. In case of Taiwan, more than 
80 percent of people have smartphones, but only 
less than 10 percent of the people adopted smart 
speakers, as well as India, where smart voice 
assistants remain as a relatively young product 
(TWNIC, 2018; IDC, 2019). Moreover, as market 
competition for AI Voice Assistants has intensified 
due to the indiscriminate launch of AI Voice 
Assistants, the areas that users can use through one 
AI voice Assistant are decreasing. To address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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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Microsoft Cortana and Amazon Alexa has 
launched an integrated service, where both features 
of each Voice Assistant can be used on one device. 
This integration of two Voice Assistants gives user 
the opportunity to get access to exclusive features of 
one or another voice assistant wherever they wanted. 
For example, a person with Cortana can order 
products off Amazon or manage existing orders with 
voice instructions.  In case of manufacturers, the 
creation of interoperable Voice Assistant services 
brings companies greater powers to compete with 
other AI Voice Assistant service providers. In case 
of other ICT companies, the biggest manufacturer of 
smart voice speakers, Amazon could not skip the 
opportunity to expand its zone of interest and 
launched the Voice Interoperability Initiative in 2019. 
Currently, The Voice Interoperability Initiative has 
gained support from 80 companies, including brands 
like Baidu, BMW, Bose, Microsoft, Salesforce, Sony 
and more, including companies like Facebook, 
Qualcomm, and Intel as a part of the initiative. 
Prior studies on AI Voice assistants made a focus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voice 
assistants and increase the purchase intention of 
smart voice speakers. Thus, the functionality and 
main attributes of AI Voice Assistant were tested by 
such models as Task-technology Fit Model and 
Diffusion of Innovations (Ling, et al., 202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lso is broadly u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test users’ tendency to 
use Voice Assistant technology (Nasirian, Ahmadian 
& Lee, 2017). As the market of Voice Assistant 
related technologies is growing, there remains a big 
issue of lack of the research on voice assistants 
interoperability.
In this study, we aim to discover a method for 
increasing the usefulness of ai voice assistant to 
utilize the multi-area of AI voice assistant service. 
Through previous research on the interoperability of 
mobile services, we intend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compatibility of ai voice assistant and to find 
out the effect of interoperability on service 
convenience and system quality. The topic of 
Interoperable Voice Assistant systems remains 
unexplored in prior literature. To find out efficient 
implications on this topic, we conducted the 
research, consisting of two studies: First – How 
consumers perceive the AI Voice Assistant service, 
tested in UEQ+ model. The second study is 
conducted in aim to find answers to three main 
questions. First, Does Interoperability affect system 
quality and service convenience? Second, Does 
Service quality of AI Voice Assistants affect service 
convenience? And third, Does Service Quality and 
Service Convenience affect consumers’ satisfaction 
and their intention to recommend the interoperable 
AI Voice Assistants?

II. Research Model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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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The Developmental measures and implications of 
introducing voice-based public services for 

strengthening the accessibility of the social vulnerable  
and open public communication*.

송진순 (동아대)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develop 

discussions on the premise that they can facilitate 

smooth public communication with the socially 

vulnerable by promoting citizens' welfare by 

providing voice-based service chatbots to citizen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intelligent governments to provide quick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services by efficiently manag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in and outside 

government organizations based on ICT and 

facilitating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for 

citizens, especially vulnerable groups. This paper 

confirms that citizens' attitudes,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ahead of 

voice-based service provision are positive through 

small survey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with 

knowled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 the 

technical aspects of voice-based service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using and providing 

voice-based services. As a result, chatbot's 

voice-based servic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providing an opportunity and platform for wider 

citizens to participate in intelligent government, to 

strengthen information accessibility, guarantee and 

strengthen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of the 

socially vulnerable.

Key Words: Voice-based services, public communication, 

Artificial lnteligence government, 

           social-vulnerables, Digital Embrace, information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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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5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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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새로운 산업혁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과 코로나19 펜데믹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는 
생존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트랜스포메
이션이 주요 이슈이다. 교육 영역에서도 사회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장, 
높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트랜
스포메이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총체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체제 혁신
을 통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양대학교는 2018년부터 실제 사회와의 연계성을 
중심에 둔 IC-PBL(Industry Couple 
Problem/Project Based Learning)교수학습모델
을 개발하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실제 사
회 연계를 통해 관계성, 상호의존성, 공진화와 협력
을 중점에 둔 학습생태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온
라인 기반 교육이 하나의 뉴노멀로 등장한 상황에
서 학습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체제 
혁신에 기반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진 학습생태계를 디
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테
크놀로지의 도구적 활용을 넘어 테크놀로지 기반의 
체제 혁신을 통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핵심 요소
를 추출하고 관계성, 상호의존성, 공진화와 협업가
능성이라는 학습생태계 원리가 구현된 실제 사회 
연계 중심의 Connect & Share 플랫폼 생태계 구
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테크놀로지 
기반의 인프라 구축, 참여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체제, 이를 지지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 생태계의 청사
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Terms – 교수학습, 교육플랫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학습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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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표

준에 기초한 수원시의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를 구축하여 수원시 관내 공용 전기차 충전소

의 최적입지의 선정과 우선순위를 제시한 연

구이다. 수원시에는 2021년 현재, 496개소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나 향후 전기차의 수요

증가를 고려할 시 추가적인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법령의 검토, 전

기차 충전가능 다중이용시설 검토, 근린주구 

이론을 적용한 GIS 공간분석 등을 통해 최종

적으로 168개소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설치 대

상 최적입지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168개소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설치 대상지역은 최적입지 

우선순위 기준적용을 통해 1순위 57개소, 2순

위 90개소, 3순위 21개소 등으로 차등하여 제

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전기차 충전소, 공공데이터, 근린주구, GIS 데

이터, 최적입지 분석, 탄소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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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 functional foods must be reviewed for safety before being sold to consumers. 
During inspection at the point of import, unsafe health functional foods are difficult to 
identify. Machine learning models can help provide the knowledge needed to extract 
samples that need to be examined. However, the most popular machine learning model, 
GLM, produces some outliers and is vulnerable to the limitations of customs clearance 
data, which is known for high nonlinearity and class imbalance. Therefore, a more 
suitable algorithm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 optimal machine 
learning model in terms of both accuracy and explainability of resul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functional food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at our 
approach will be applicable to other inspection problems with data characterized by 
outliers, nonlinearity, and class imbalance.

Keywords: health functional foods, inspection problems, machine learning, data imbalance

Introduction

Health functional foods must be reviewed for safety before being sold to consumers (Kim et al., 2006; 
Lobo et al., 2010). During inspection at the point of import, unsafe health functional foods are difficult 
to identify. Lack of knowledge of which products should be inspected results in random inspection, 
limiting detection of defective products, increasing the number of inspections, and causing inefficiency. 
However, knowledge of which cases should be extracted and inspected can be gained using a machine 
learning model. In the past, generalized linear modelling has been used for selection of potentially 
defective health functional foods for inspection. However, using the GLM, it is difficult to as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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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ness for the residuals. In addition, results using this method are vulnerable to nonlinearity and 
outliers (Warne, 2020). Moreover, the prediction accuracy using the GLM is generally not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optimal machine learning model considering both its accuracy in 
terms of defect determination and explainability of resul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functional foods. Because real-time inspection is sometimes required for rapid learning, we also
examine elapsed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solving other inspection problems 
involving data with many outliers, severe nonlinearity, and class imbalance.

Method

Preprocessing

Data was obtained from public institutions in charge of customs clearance of health functional foods. 
Since our intention was to compare the GLM with other models using the variables in the data, the same 
data was used in all models. However, in this study, variables were modified so as to improve predictive 
power. First, among the 64 variables, those with a missing value ratio of more than 50% or a very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were dropped out. The remaining variables were 
changed as follows:

First, we performed binning of variables. Taxable price, net weight, date of receipt, name of exporting 
country, and item name were changed into taxable value (low, normal, high), net weight (light, normal, 
heavy), time of day (dawn, morning, daytime, evening, night), seaso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the continent to which the exporting country belongs, and item group.

Second, the researchers entered "<item name> defect detection" as a keyword in Google and used the 
search volume as a risk variable for each item.

Third, date-related data such as shipment date, arrival date, and receipt date, and shipping distance data 
such as the elapsed time between date of arrival and date of shipment (arrival date – shipment date), 
elapsed time between the arrival date and date of entry into port (arrival date – the date of entry), elapsed 
time between the date of receipt and date of delivery (date of receipt – date of delivery), total days 
required (date of receipt – date of shipment), and days required versus distance (total required days ÷ 
shipping distance) were converted into variables helpful in determining defective products.

Fourth, data for all variables was converted to a nonconformity ratio. For example, the name of the 
country of manufacture may not affect which products are identified as defective, but the nonconformity 
ratio of past cases of defective goods coming from a given country of origin may do so. Thus, we used 
the likelihood value for each variable, both as a variable and as a classifier, as follows:

x → Pr(�)

Pr(�) = log(τ(�) × λ(�))

where τ(X), λ(X) indicates the frequency and nonconformity ratio of feature X.

Models

We compared the following models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detect defective products: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naïve Bayes, MLP, LightGBM, XG Boost, Cat Boost, and 
explainable boosting machine. Data from January 2016 to the third quarter of 2021 was used as training 
data and test data, and data from the fourth quarter of 2021 was used as the validation set. A five-fold 
cross-validation method was used for training and test data selection and model optimization.

As performance evaluation metrics, we utilized overall accuracy, precision, recall, the F1-score, AUC, 
and Mathew correlation coefficient as accuracy indicators.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role of recall, 
because it is important to find defective products, and because of the severe data imbalance. Clearly, 
recall is more important in identifying defective products than other metrics. In addition, required time 
and explainability we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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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able 1 and Figure 1 illustrate the results of performing nine tests using all types of ML models 
examined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GLM, a comparative model, the results were obtained by 
performing model updates at 15-day intervals using the original dataset.

Table 1. A Sample Table

Model AUC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MCC Elapsed
Time 
(min)

Explainab
ility

CM

GLM 0.53 0.66 0.01 0.4 0.02 0.014 - high 4.00 

Random 
forest

0.97 0.98 0.27 0.46 0.34 0.34 10 fair 9.14 

Cat Boost 0.97 0.98 0.3 0.39 0.34 0.34 6 fair 8.29 

LightGBM 0.97 0.98 0.24 0.44 0.31 0.32 1 fair 8.00 

XG Boost 0.97 0.98 0.22 0.37 0.28 0.28 5 fair 6.57 

EBM 0.66 0.98 0.26 0.32 0.29 0.29 160 high 6.21 

MLP 0.97 0.98 0.18 0.44 0.25 0.27 186 low 6.57 

Decision tree 0.65 0.98 0.19 0.27 0.22 0.22 1 high 4.29 

Logistic 
regression

0.96 0.97 0.1 0.37 0.16 0.19 1 fair 4.00 

Naïve Bayes 0.94 0.92 0.07 0.82 0.13 0.23 0.3 low 4.43 

(a) ROC curve (b) PR curve

Figure 1. Modified Research Model

Conclusion

Several lessons were learn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n severely imbalanced datasets with 
outliers, feature engineering can be more important than the problem of selecting the optimal machine 
learning algorithm.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quire inspection knowledge a priori, it may be better to 
recognize each variable as a classifier, searching for causal relationships by combining classifiers. 
Second, when the target of machine learning is temporal data, fair comparison in terms of training and 
validation performance is made possible by separating the data into different sets for each time period. 
In other words, the most desirable model is that which predicts the future well only by learning from 
past data. Third, predictive performance could be improved by including public data such as social data 
in the acquired internal dataset. In fact, the variables obtained using Google were among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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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 future, we intend to conduct research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s for further 
performance comparison. Finally, in order to solve the data imbalance problem, we plan to devise a 
method of automatically generating risk cases using GAN or an auto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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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1 딥러닝을 이용한 코로나 전후 기간 
항공 수요 예측 비교

손용성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AI빅데이터전공
dkbs12@kookmin.ac.kr

국문초록

최근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전통적인 시계열 관련 통계 기법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통적인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을 혼합한 접
근법 보다는 순수 머신러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역의 항공 
수요 관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다양한 딥러닝 모
델들의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대한 예측 성
능을 비교하였다. 공변량을 활용하지 않은 순수 
시계열 모형의 경우에는 ARIMA 모형을 Baseline으
로 LSTM과 N-BEATS 모형의 항공 수요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특정 이벤트, 정적 공변량, 시간 
의존적인 공변량 (Time Varying Covariate)을 모
형에 반영하기 위해 DeepAR, TFT(Temporal Fusion 
Transformer)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예측성능에 대
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에 대한 예측도는 모두 저조했으
나, DeepAR 및 TFT 모델은 타 모델에 비해 비교적 
sMAPE 기준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주제어

딥러닝, 머신러닝, 성능비교, 코로나, 항공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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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암호 화폐는 다양한 요
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아 가격 예측이 어려운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
는 암호 화폐의 가격 예측에 있어, 공변량의 효과
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과거 5년 동안의 가상화폐 거래 지표, 시장 참
여자의 투자 심리를 나타낸 공포-탐욕 지수, 그리
고 금리, 유가, 금시세, 원자재 가격등의 경제 산
업지표 등 암호화폐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를 활용하
였으며, RNN 기반의 LSTM, 순수 deep learning 모
형인 N-BEAT, Attention 기반 구조의 TFT(Temporal 
Fusion Transformers), 그리고 LSTM을 기반으로 
한 확률 모형인 DeepAR 등을 활용하여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의 가격 예측 성능을 비교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암호 화폐 가격 예측
에 있어, 공변량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 첫번
째로, 공변량이 없는 LSTM 모형을 Baseline 모델
로 하여 경제 지표 등의 정형 변수들이 암호화폐 
가격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를 통해 얻은 비정형 데이터를 공변량으로 활용하
여 시장의 감성이 가상화폐 가격예측에 미치는 영
향도를 확인 하였다.

주제어

가격 예측, 다변량분석, 딥러닝, 시계열분석, 암
호화폐



- 591 -

B4.3 딥러닝 기반 시계열 기법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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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전공
eunhaj02@kookmin.ac.kr

국문초록

유통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재고 결품과 과
재고 보유를 막기 위해 관련 수요 예측은 기업의 
수익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는 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외식업의 경우 그 특성상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품목들의 수명주기가 대체
로 짧아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유통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월 부터 2016년 6월 중순까지 
4만 2840개 품목에 대한 월마트 데이터를 기반으
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
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특히, 유통 
제품의 수요 예측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시계열 예측임에 따라 다양한 공변량을 활용하기 
위해 XGBoost, Catboost, LightGBM등 앙상블
(ensemble)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최근 
multi-scale 데이터에 대해 좋은 예측 성능을 보
여주는 Deep AR, N-BEATS와 Transformer를 활용한 
TFT 모형을 해당 수요 예측에 적용, 각 모형의 성
능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딥러닝, 시계열 분석, 앙상블모형, 유통공급망관
리,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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