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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힐스벤처스] 클라우드 공급 컨설팅 결과 보고서

1-1 2021~2022년 웨인힐스벤처스 (1/2)
대내〮외 환경분석

ICT Trend

1 분석 대상 기술

AI 관련 기술 트렌드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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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 선정 2021년 ICT 트렌드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 2020. 10., Gartner )

Hyperautomation
(초자동화)

Empowered Edge
(자율권을 가진 엣지)

Multiexperience
(다중 경험)

Distributed Cloud
(분산형 클라우드)

Democratization
(민주화)

Autonomous Things
(자율 사물)

Human Augmentation
(인간 증강)

Practical Blockchain
(실용적 블록체인)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투명성 및 추적성)

AI Security
(인공지능 보안)

AI,
빅데이터

디바이스,
VR, AR

AI ,
IT 기반 비즈니스

디바이스

정책, AI,
사이버 보안

엣지 컴퓨팅,
IoT

클라우드

AI, 드론,
디바이스

블록체인

AI,
사이버 보안

Tech Trends 2021
(2020.12, Deloitte )

Macro technology forces
(거시적 기술)

클라우드,
블록체인,

디지털리얼리티

Ethical technology and trust
(윤리적 기술과 신뢰)

사이버 보안,
컴플라이언스

Finance and the future of IT
(재무와 IT의 미래)

클라우드,
IT 기반

비즈니스

Architecture awakens
(아키텍처의 각성)

클라우드,
IT기반

비즈니스

Digital twins
: Bridging the physical and digital
(디지털 트윈 : 물질과 디지털의 연결)

디지털 트윈,
디지털리얼리티

Human experience platforms
(인간 경험 플랫폼)

AI, 플랫폼,
디지털리얼리티

Horizon next: A future look at the trends
(지평선을 넘어: 미래 동향을 보다)

IT기반
비즈니스

Worldwide IT Industry 2021 Predictions
( 2020. 10., IDC)

Hasten to Innovation
(가속된 혁신)

Inescapable Artificial Intelligence(AI)
(피할 수 없는 인공지능)

Connected Clouds
(연결된 클라우드)

Trust Is Promoted
(더 발전된 신뢰)

Edge Build-Out
(엣지 환경의 구축)

Every Enterprise a Platform
(모든 사업은 플랫폼으로)

Digital Innovation Factories
(디지털 혁신 공장)

Multi-Industry Mashups
(여러 산업의 융합)

Industry Apps Explosion
(폭발적인 앱 산업)

Tech Platform Wars
(기술 플랫폼 전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Io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이버 보안

플랫폼

플랫폼, 
IT 기반비즈니스

플랫폼,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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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2022년 웨인힐스벤처스 (2/2)
대내〮외 환경분석

ICT Trend

1.2 분석 대상 기술

최신 ICT 기술 적용으로 기대되는 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이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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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T 2021년 ICT

2021 ICT 10대 이슈
( 2020. 1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5G : 세계 최고 도약을 위한 정면승부

구독경제 : ICT 新 소비트렌드의 확산

인공지능 : 인공지능 활용의 보편화 가속

노동 4.0 : 플랫폼 노동과 자동화·무인화의
확산

반도체 :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202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친환경 ICT :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ICT 혁신

모빌리티 : 新모빌리티 혁신의 전환점

보호무역주의 : 글로벌 패권주의 확산으로
국내 ICT 혁신 촉발

규제 : 규제개혁을 통한 ICT 신성장 돌파구
마련

新남방·新북방
對中 무역의존도 탈피 본격화

5G

AI

디바이스

디바이스

정책

구독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기반 비즈니스

디바이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

정책

2021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 2020. 1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2021년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2020. 12.,한국정보화진흥원)

새로운 10년, ‘AI 시대의 서막’
(The opening of the AI era)

AI

본격적인 상용화로
‘산업 성장을 견인할 5G, 자율주행차‘

5G

경제·산업 분야에서
‘신뢰 기술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가상(假想)의 반격 : ‘인싸가 된 가상 세계‘
5G, 

VR, AR

진짜 같은 가짜 ‘Fake-demics;
가짜뉴스 전염병의 확산 경계‘

AI,
딥페이크

급격한 기술 혁신, 
‘불안한 기술 위험(Tech Risk)’

AI, IoT,
사이버 보안

고령화에 따른
‘맞춤의료 기술 수요의 급성장’

AI,
헬스케어

‘개인 로봇의 부상‘
(PR의 시대 : Personal Robot)

디바이스

미래 산업을 위해 ‘불필요한 적기조례
(Red Flag Act)를 거둘 타이밍‘

정책

자율형 IoT 기대감 증대

xAI 기술 현실화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모바일 폼팩터의 혁신

금융권 AI 투자 본격화

에너지 산업의 SW융합

의료 빅데이터 개방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선점 경쟁

지능형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

언택트(untact) 서비스 영역 확대

AI, IoT, 5G,
엣지컴퓨팅

AI

AI

AI, 5G,
빅데이터

AI, IoT

AI

디바이스

AI,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구독경제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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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 대상 기술 선정 (1/2)
대내〮외 환경분석

ICT Trend

1.2 분석 대상 기술

국내〮외 ICT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을 기준으로 향후 기업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9개의 분석대상 기술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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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트렌드

AI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구독경제디바이스

AI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디바이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블록체인

VR, AR 엣지 컴퓨팅 플랫폼

국내
ICT

트렌드

분석 대상 기술 선정 결과

블록체인5

AI(인공지능)1

VR, AR4

IoT(사물인터넷)2

빅데이터3

5G6

분석 대상 기술 후보

사이버 보안7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8

엣지 컴퓨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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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공지능 (2/3)
대내〮외 환경분석

ICT Trend

1.3 기술 분석

기존의 기계학습의 한계를 넘어 학습, 추론, 상황∙언어∙시각이해, 인식 및 인지 등의 핵심 기술들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설계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다양한 파생기술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 산업계로 확장되고 있음

- 5 -

인공지능 기술 분류 체계

 학습, 추론, 인지 등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적용 가능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기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기업 중심에서 전 산업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정점으로 꼽힘
Key Findings

핵심기술 세부기술 기술 정의

학습 및
추론 기술

지식표현  분석된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

지식베이스
 축적한 전문지식,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실과 규칙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

상황이해
기술

감정이해  사람의 기분, 감적을 인식/구분

공간이해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3차원의 세계를 변형

협력지능
 다른 에이전트와 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자가이해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음

언어이해
기술

질의응답  질문에 답변을 제시

음성처리  디지털 음성신호를 컴퓨터에서 처리 가능한 언어로 변환

자동통번역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하거나 통역

시각이해
기술

행동인식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사물의 행동을 인식

시각지식  영상데이터로부터 지식정보를 추출, 생성

인식 및
인지 기술

휴먼라이프이해  일상생활에 지능적 도움 제공을 위해 사람의 생활을 이해

인지아키텍처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구조를 컴퓨팅 모델화

인공지능 주요 적용 분야

제조 서비스 인프라

< 자율주행자동차 >

< 스마트 팩토리 >

< 인공지능 가전 >

< 금융시장 예측 >

< 건강진단 >

< 인공지능 챗봇 >

< 환경오염 모니터링 >

< 교통, 기상 예측 >

< 기반시설 이상 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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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공지능 (3/3)

1.3 기술 분석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지식 기반의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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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구현 방법론 인공지능 구현 핵심기술

지식
기반

방법론

데이터
기반

방법론

 인식, 추론, 학습 같은 지적 기능을 모방하기 위해 해당

영역의 지식을 기호로 표현·저장하고, 이를 논리적

규칙으로 처리, 변경하는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

- 전문가 시스템이나 논리/탐색기반 문제해결 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 (예: IBM Watson, Cycorp Cyc)

 해당 문제의 사례를 데이터로 제공, 이를 연역적으로

지식을 추출하여 문제를 해결

- 데이터로부터 연역적으로 모형 구축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계나 확률 (예: 구글 AlphaGo, Salesforce Einstein)

1

2

탐색
기술

규칙
기반

시스템

기계
학습

문제를 해결 공간상에 표현하고 초기점부터 해답을 찾는 기술

문제의 사례로부터 주어진 입력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자동으로 결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규칙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들의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

 무한에 가까운 방대한 공간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답 찾음

 정형화된 공간상에 표현 및 불필요한 탐색을 최소화함

 복잡한 변수가 포함된 문제에서 의사결정 시 적용 가능

＊ 예: 환자 상태를 고려한 최적의 치료방법 찾기

 복잡한 문제도 논리적 추론과 계획으로 설명이 가능한 결과 도출

 해당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필수

 영상이나 음성인식과 같은 패턴인식의 문제에 널리 사용

 인간의 뉴런을 모방한 신경단위를 대규모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망은 모형의 형태를 가정할 필요가 없어 쉽게 사용

 딥러닝이 더 실용적인 패턴인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 출처 : CES 2016 – IBM의 왓슨이 탑재된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로봇 페퍼, (IBM 뉴스룸,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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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웨인힐스 빅데이터 (2/3)
Ⅱ. 대내〮외 환경분석

2. ICT Trend

2.3 기술 분석

빅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표현 등의 처리 과정별로 새로운 기술 /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경쟁우위 수단,
사회현안 해결 및 신 성장동력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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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eporting

Searching

Search Engine
Graph
/ Chart

 다양한 뷰 제공

User Define
Query Script

ETL
Engine

 분산/병렬
데이터 분석

Collecting

Store

 웹, SNS 데이터
 시스템 로그 데이터

실시간 분석

구조적데이터저장소
(DBMS,NoSQL)

필터

파일저장소
(Storage)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Robot
RSS

Reader

Open API Data Aggregator

IndexingClustering Classifi-
cation

Sentimental
Analysis

분산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

정보분석 Repository / 사전

검색용 Index분석결과

프로세스 주요 내용 관련기법/기술

데이터
수집

검색엔진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기법

소스데이터의 추출, 전송, 변환, 적재 데이터 변환기법 등

데이터
저장/관리

비정형 데이터 관리 하둡, 데이터웨어하우스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분산병렬처리, NoSQL 등

데이터
처리/분석

데이터의 처리, 데이터의 패턴 발견 데이터마이닝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하둡, 맵리듀스 등

통계, 표현

데이터를 도표나 그래픽적으로 표현 형상화 기술(UI 기술)

데이터의 획득 및 재해석 DATA Acquisition 기술

빅데이터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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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웨인힐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2)
Ⅱ. 대내〮외 환경분석

2. ICT Trend

2.3 기술 분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투자

- 8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 및 현황

구분 정의

AT Kearney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임

PWC
기업경영에서 디지털 소비자 및 에코시스템이 기대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임

Microsoft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용하는 것임

IBM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Transform)시키고 산업(Entire Industries)에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을 정립하는 것임

IDC
고객 및 마켓(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임

World Economic 
Forum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임

9%

30%

33%

23%

5%

22%

28% 28%

18%

4%

0%

10%

20%

30%

40%

< 전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

글로벌

5그룹 4그룹 3그룹 2그룹 1그룹

디지털
미래에 대한
준비 및 계획

부재

낮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작

디지털
혁신 계획 및
점진적 실행

높은 수준의
디지털 혁신

구현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완료

단순 시스템 고도화가 아닌, 기업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디지털 능력을

활용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

웨인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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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속적인 투자 지속적인 예산, 인적자원, 시간 투자

협업환경 구성 팀 단위 업무 협업환경을 구성하여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

담당자 지정 회사 내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자 지정

민첩한 의사결정 의사결정시 시장 트렌드와 새로운 기회에 민첩하게 반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프로세스 보유

시장 중심 BM 시장 생태계 중심 비즈니스 모델 보유

학습 문화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문화 정착

구성원의 노력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2.3 웨인힐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효과 (2/2)
Ⅱ. 대내〮외 환경분석

2. ICT Trend

2.3 기술 분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한 기업들은 더 나은 ROI 순이익을 생성하고 있으며, 단순 매출 향상이 아닌 신사업
모델과 기업의 디지털 역량이 또다른 기업가치를 구축하여 경쟁우위를 확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오는 변화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 기업 특징 >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 >

20%

23%

21%

23%

22%

29%

33%

37%

33%

40%
신사업 매출

비용절감

고객 충성도

생산성 향상

영업이익율

: 2021년 증가율 추정치*: 2020년 증가율*

* 기존 기업 대비 주요 수치 증가율 및 증가율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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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웨인힐스 클라우드컴퓨팅
II. 대내∙외 환경분석

3.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 현황

3.1 클라우드 소개

미 국립표준기술원은 클라우드컴퓨팅 개념은 3개 서비스 모델과 4개 배치 모델 그리고 5대 주요 특징 (3-4-5 모델)에
기초하여 개념을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가상화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IT 자원을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빌려 쓰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서비스 방식

정 의

5가지 특징

(Essential 
Characteristics)

주문형 셀프 서비스 (On Demand Self-Service)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 (Broad Network Access)

자원의 공동관리 (Resource Pooling)

빠른 탄력성 (Rapid Elasticity)

측정 가능한 서비스 (Measured Service)

3가지

서비스 모델

(Service 
Models)

Application

Runtime

Hardware

Application

Runtime

Hardware

Application

Runtime

Hardware

IaaS PaaS SaaS

4가지

전개 모델

(Deployment 
Models)

Private
Cloud

Community
Cloud

Hybrid Cloud*
(Multi Cloud)

Public
Cloud

＊ Hybrid Cloud는 Private Cloud와 Public Cloud를 혼용하는 것을 의미하나, 최근에는 복수의 Public Cloud를 사용하는 Multi Cloud도 광의적으로 Hybrid Cloud라고 지칭함

※ 출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 국립표준기술원), 2009

3.1.2 

3.1.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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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클라우드 컴퓨팅 3가지 서비스 모델
II. 대내∙외 환경분석

3.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 현황

3.1 클라우드 소개

클라우드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은 SaaS, PaaS, IaaS의 3가지 종류로 구성

: 서비스 공급 영역

E
v
o
lv

in
g

Cloud Service Model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함

 어플리케이션 구축, 테스트, 설
치를 위한 통합 환경을
제공〮개발을 지원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파워를
대여해주는 서비스
(CPU,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서비스 예시

 ERP

 CRM

 협업툴

 Financials

 HR관리

 Social Network

 Email
&Office

 Database

 Business 
Intelligence

 Development
& Testing

 Application 
deployment

 Compute

 Storage

 CDN

 백업 및 복구

 Platform Hosting

 Services 
Management

Application

Runtime

Hardware

관리/제공 형태

Application

Runtime

Hardware

Application

Runtime

Hardware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및 제공 형태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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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클라우드컴퓨팅 전개모델
II. 대내∙외 환경분석

3.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 현황

3.1 클라우드 소개

클라우드컴퓨팅 전개모델(Deployment Model)은 Public, Private, Community Model 및 각 모델을 결합한 Hybrid 
Model

전개 모델 및 특성

배포 모델 Private
Private 

Managed
Private
Hosted

Shared-
Private

Public 
Hosted

소유자 사용자 사용자 제공자 제공자 제공자

운영자 사용자 제공자 제공자 제공자 제공자

인프라
구조

사용자
전용

사용자
전용

사용자
전용

공유
(지정된
사용자)

공유
(모든 사용자)

접근 방식 기업 내부망 기업 내부망
VPN 망,
인터넷 망

VPN
Network, 
Public 

Internet

Public
Internet

지불 방식
전통적

지불 구조
전통적

지불 구조

하이브리드
(전통적,

사용한 만큼
지불)

사용한 만큼
지불

사용한 만큼
지불

제어 수준 전체 제어
높은 수준의

제어
높은 수준의

제어
낮은 수준의

제어
없음

Private

Enterprise 
Data 

Center

Private
Hosted

Enterprise

Private
Managed

Enterprise 
Data 

Center

Managed 
Private 
Cloud

Provider 
Operated

Private 
Cloud

Hosted
Private 
Cloud

Provider

Shared
Private
Hosted

Enterprise A

Shared
Private 
Cloud

Provider

Public
Hosted

Enterprise

Public 
Cloud

Provider

Enterprise B

Enterprise C

Private Cloud
Community

Cloud
Public 
Cloud

※ 출처: IBM PON Seminar 자료 재구성 (IBM, 2010)

Hybri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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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제품 소개

1.1 웨인힐스벤처스 기업개요
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텍스트 데이터를 AI가 인식하고 이를 영상 컨텐츠로 자동 전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미래 컨텐츠 위주 문화
트랜드의 선두에서 업계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수요 기업 현황

학습된 AI를 활용하여 입력된 텍스트(음성) 데이터를 영상

컨텐츠로 자동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영상제작

• 웨인힐스벤처스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영상컨텐츠를 작성하여 제공

 시스템 개요

(1회)

영상
길이

20~30 Sec 120~180 Sec 240~300 Sec

가격 ￦20,000 ￦250,000 ￦320,000

SW

라이선스

구독

• 웨인힐스벤처스에서 제공하는 SaaS형 SW를

구해하여 소비자가 직접 영상 컨텐츠 제작

(연간)

구분 Fee Trials BASIC PREMIUM

기업용 - ￦35,000,000 ￦75,000,000

개인용
Free

(개수 제한)
￦350,000 ￦450,000

Input
Text

Analyze
Find & Match

(with AI)

Output
Video

 입력된 텍스트를 요약
 요약된 텍스트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알맞은 이미지 검색 및 전환
 작성된 동영상은 Youtube 등을 통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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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2)
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IT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활용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및 AI 사용이 증가하고,
YouTube 등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중심 트랜드가 되고 있으며, 클라우드로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
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클라우드 활용 확산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클라우드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서의 클라우드 역할 증대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빅데이터 및 AI 등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극복

2 영상 중심 문화 성장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기존의 검색 포털 대신 영상 컨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Youtube 등 플랫폼 활용 증가

새로운 트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영상 컨텐츠 중심 플랫폼이 성장하며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 증가

- 영상 컨텐츠 제공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동영상 제작은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

- 비전문가도 쉽게 영상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 필요

3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 필요

- 클라우드를 통해 해외 지사 및 에이전트 계약없이 서비스

공급 가능

-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

 글로벌 시장 진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현지 지사 등 작성 어려움

 클라우드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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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2/2)
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및 글로벌 시장으로 시장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IT 보
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목적

1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구현

 구독형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소 및 기기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사용 서비스의 종류 및 사용 방법에 따라 요금이 결정

2 시장 범위 확대

 전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소단체 및
개인의 서비스 활용 가능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

새로운 시장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영상 컨텐츠 제작에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단체 및 개인의 서비스 이용 가능해짐으로 시장 확장

-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가능

3 효율적인 영상 컨텐츠 제작 툴 제공

 대부분의 소비자가 활용가능한 영상 컨텐츠 제작
도구 필요

 영상 컨텐츠 중심 문화에 필요한 도구 제공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존 솔루션의

한계 극복

- 영상 컨텐츠 중심의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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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힐스벤처스] 클라우드 공급 컨설팅 결과 보고서

1.3 사업 추진 내용
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사용기업이 서비스에 가입 및 구독하고 사용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프로세스 제공

1. 서비스 신청 2. 원고 업로드

1. 가입 및 계정 생성

2. 사용할 서비스 선택 및

신청

1. 영상컨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텍스트 원고 업로드

2. 업로드한 텍스트

추출(요약) 및 진행

사용기업

3. 동영상 생성

1. 요약된 텍스트를 토대로

영상 컨텐츠 자동 생성

2. 생성된 영상 컨텐츠 내용

확인

웨인힐스벤처스

4. 동영상 배포

확인이 완료된 영상을

지정된 플랫폼(YouTube)에

업로드 및 배포 수행

웨인힐스벤처스사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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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힐스벤처스] 클라우드 공급 컨설팅 결과 보고서

1.3 사업 추진 내용
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셔터스톡,Getty image 등 DB 라이브러리 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을 구
별할 수 있도록 AI를 학습하고, 학습된 AI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 이메맞는 영상 컨텐츠 자동 작성

서비스 기능

• 글로벌 기업인 Gettyimage와 Microsoft사의 Bing의 DB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알고리즘 학습 수행

•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AI 개발 및 활용
• 영어, 한국어외에 베트남,중국,일본어 향후 사용언어 가능

•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요약하여 학습된 AI에게 제공
• Ai는 요약된 데이터와 DB를 대조하여 대응되는 이미지, 소리

자동 선정
• 선정된 이미지를 필요한 곳에 배열하고 화면 프레임 연결하여

영상 컨텐츠 제작

AI 딥러닝 영상 컨텐츠 자동 작성

출처: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 TensorFlow, 2017

< AI 러닝 알고리즘 예시 >

텍스트선택& 
내용입력

대응되는
이미지영상선정

대응되는사운드생성
추출+  합성+ 병합 컨텐츠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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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힐스벤처스] 클라우드 공급 컨설팅 결과 보고서

1.3 사업 추진 내용
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웨인힐스벤처스의 서비스는 타 플랫폼과 커머스에 API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다양한 시간의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음

경쟁업체와의 비교

구분 웨인힐스벤처스 키네마스터 Creative Cloud

기업명 웨인힐스벤처스 KINEMASTER Adobe

가격 월 \79,900원(예상) 월 \5,000원 월 \35,000원

방식

• 텍스트를 영상컨텐츠로 자동 전환하
는 SW

• 300페이지 이상의 텍스트 활용 가능
• 미디어 플랫폼(유투브)으로의 자동 배

포
• 소비자 반응 수집 및 분석을 모니터링

가능한 대쉬보드 제공

• 모바일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포럼식 커
뮤니티를 지원하여 소비자 반응 향상

• 무료버전 사용시 워터마크를 제공
• 전문도구 사전설정 제공

• 포토샵, 일러스트 등 다양한 편집소프
트웨어 제공

• 클라우드와 연계된 크리에이티브 툴
제공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

비고
• 타 플랫폼/커머스 API 도입 가능
• 다양한 시간의 영상 제작 가능(30~40

초/2~5분)

• 모바일 동영상 편집앱 및 플레이어 시
장에 안정된 진출

• 전세계적인 사용자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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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 기대 효과
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클라우드를 활용한 AI 영상 컨텐츠 자동 제작 솔루션을 제공함 작업 효율성 증가, 영상 중심의 문화 선도, 해외시장 개
척의 효과 기대

기대효과

 사람 대신 AI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영상 제작 가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영상 컨텐츠가 필요한 기업 및 개인의 작업
효율성 향상 가능

작업 효율성

증가

1

•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를 AI와 빅데이터, DB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영상화하고 유투브 등

플랫폼을 통해 제공

• 영상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문화 트랜드에 맞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가능

• 미래 영상 위주 문화 트랜드의 선두에서 업계 혁신을 추구

영상 중심

문화 선도

2

•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 인터넷이 통하는 어느 곳이나 제품의 판매∙공급∙지원이 가능해지므로

제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유리

해외 시장

개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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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업 현황분석

1. 기업 소개

2. 사업모델 As-Is 분석

3. 기업 요구사항 분석

4.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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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힐스벤처스] 클라우드 공급 컨설팅 결과 보고서

2.1 분석 개요
IV. 클라우드 사업 모델 제시

2. 사업모델 As-Is 분석

비즈니스의 9개 주요사업 요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된 그래픽 템플릿인 “Business Canvas”를 활용하여 現 서
비스 모델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

KA(Key Activities)
핵심활동

우리가고객에게제품이나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다른누구보다가장
잘하고있는핵심활동은
무엇인가?(혹은무엇이어야하는가?)

KP(Key Partnerships) 
핵심파트너쉽

우리가모든것을다할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다른협력/유통업체나외부의
도움을받아야하는가? 그들은
누구인가?(혹은누구여야하는가?)

KR(Key Resources) 
핵심자원

이비즈니스를하기위해꼭필요한
자원은무엇인가? 기술, 설비, 자금, 
인력등(혹은필요없는것은무엇인가?)

C$(Cost Structure)
비용구조

이비즈니스를하기위해어떤비용이
어디에얼마나드는가? 그비용은꼭
필요한가? 줄이거나없앨방법은
없는가?

CR(Customer Relationships)
고객관계

우리가고객과접점을맺고있는관계는
얼마나친밀하며직접적인가? 고객은

그방식을좋아하는가?(혹은좋아할것인가?)

CS(Customer Segments) 
고객세그먼트

우리가응대하고자하는고객은
누구인가? 불특정다수의대중인가? 
특정계층인가? 특정연령대인가? 

그들은어디에있는가?

VP(Value Propositions) 
가치제안

고객이우리를선택할수밖에없는
제품/서비스의실체는무엇인가?

RS(Revenue Streams) 
수익원

고객은어떤가치를위해기꺼이돈을
지불하는가? 현재무엇을위해, 어떻게

지불하고있는가?

CH(Channels)
채널

고객에게 VP를전달하기위해어떤
통로를이용하는가? 그통로가

효율적이며합리적인가?

Value Stream

“유기적으로연결된 9개의빌딩블록을
점검하여서비스현황을파악하고, 개선점

도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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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 모델
IV. 클라우드 사업 모델 제시

2. 사업모델 As-Is 분석

기업의 현재(As-Is) Business Canvas는 아래와 같음

셔터스톡Gettyimage
Microsoft bing 등
영상소스 DB보유

AWS 등 Cloud
Service Provider

SW 개발 비용
영상 소스 저작권료

영상 컨텐츠 제작
SW 라이선스 비용

효율적인 자동
영상제작 솔루션 제공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제작 솔루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

클라우드와 AI 보조로
사용 편의성 증대

SW 개발 인력

SW 개발 및 업그레이드
홍보 및 마케팅 수행

정부 사업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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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힐스벤처스] 클라우드 공급 컨설팅 결과 보고서

2.3 가치 제안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웨인힐스벤처스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영상 컨텐츠를 자동 제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영상 컨텐츠 작성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함

1.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분석

“효율적인 영상 컨텐츠 작성”

1.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2. 최신 기술 활용 가능

효율적으로 영상 컨텐츠

제작 가능한 최신 솔루션 제공

- 솔루션 활용으로 영상 컨텐츠 관련

교육 및 제작 시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 증가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빅데이터와

AI 등 최신 기술을 간편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지속적인 솔루션 업데이트로 최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시간/비용 절약

• 제공된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컨텐츠 작성 시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 가능

• 기존 SW 활용 시 필요한 교육 및
경험을 축소시킴으로 신속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

최신기술사용

• 컨텐츠 작성 시 AI 및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간단하게 활용 가능

•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별도의
시스템 설치 없이 최신 소프트웨어
기능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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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객 세그먼트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웨인힐스벤처스의 서비스는 영상 컨텐츠 제작을 위해 솔루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주요 고객으로 함

2. 고객 세그먼트(Customer Segments) 분석

“영상 제작 솔루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

단체

개인

•영상 제작 솔루션이 필요한 단체를 대상으로 SaaS 서비스 제공

- 영상제작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기존 제작 과정과 달리 손쉬운 접근 및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 AI 및 빅데이터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을 자동화함으로써
물질적·시간적 비용 단축 가능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솔루션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및 SW를 독자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중소단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영상 제작 솔루션이 필요한 개인을대상으로 SaaS 서비스제공

- 영상제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필요 비용이 높아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었던
개인들을 대상으로 SaaS 서비스 제공

- AI 및 빅데이터를 접목한 기능과 편리한 최신 기능 제공으로 전문가 외 취미나 학습용으로
영상 제작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쉽게 활용 가능

- AI를 통해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부분을 자동화하여 쉬운 서비스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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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객 관계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웨인힐스벤처스의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비교하여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며 AI 등 최신 기술 가능

3. 고객 관계(Customer Relationships) 분석

“손쉬운 솔루션 활용 AI”

1. 손쉬운 접근성 및 활용성
2. AI 지원·보조로 제작 자동화

클라우드 활용과 AI 보조를 통해

활용편의성 향상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및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용자에게 기회 제공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AI 알고리즘 구축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영상제작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자동화

손쉬운 활용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인프라 및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사용자의 손쉬운 접근이 가능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편의성 향상

AI보조서비스

• 클라우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축적
및 학습으로 제작된 AI 활용하여
영상제작 과정을 보조

• 텍스트 분석을 통해 AI가 장면에
필요한 그림을 유추 및
추천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상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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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채널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현재 웨인힐스벤처스는 정부 지원 정책 및 인적 네트워크를 채널로 활용하여 마케팅 진행 중

4. 채널(Channels) 분석

정부
지원
정책

인적
네트워크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마케팅 수행

-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홍보 및 마케팅 수행

- 신규 기업 또는 영업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확대 가능

- 선택 가능한 홍보 대상의 범위가 작고 기업이 홍보 대상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높음

-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시 향후 영업 조직 및 정책 수립에 대한 로드맵 계획 및 실행 필요

•구성원의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마케팅 수행

- 기업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하여 영상제작이 필요한 기업 및 단체에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수행

-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 및 마케팅의 효율적이 수행이 가능

- 제품 홍보 시 추가적인 할인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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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핵심 파트너쉽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웨인힐스벤처스는 이미지·동영상을 보유한 기업과 제휴함으로써 AI 및 빅데이터를 교육시키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매
하고 솔루션을 전환하여 영상제작 솔루션이 필요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핵심 파트너쉽(Key Partnerships) 분석

②시스템 제공 그룹 ③ 사용자 그룹

웨인힐스
벤처스

Cloud
Service

Brokerage

개인

서비스 활용

솔루션 제공 및
마케팅 수행

①인프라제공 그룹

Cloud
Service
Provider

Cloud
인프라 제공

단체

영상소스
DB보유
기업

데이터 러닝/AI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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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핵심 활동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웨인힐스벤처스의 클라우드 기반 AI 자동 영상 제작 솔루션의 성공을 위해 SW 개발 및 배포, 홍보 및 마케팅 2가지 핵
심활동을 보다 밀접히 연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6. 핵심활동(Key Activities) 분석

#3. 홍보 및
마케팅

“클라우드 기반 영상 제작 솔루션 구현을 위한 핵심활동”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활용

- 경쟁자의 사업아이템과의 차별성을 위해 AI 딥러닝, 낮은 비용, 자동화 작업 등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

- 기존 경쟁 제품을 사용하던 고객을 유치하고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등
다양한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단체 및 일반인 등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필요

-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홍보전략 및 마케팅 전략의 적절한 활용 필요

•SaaS 시스템용 SW 제작

-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영상 제작 솔루션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

- S/W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기능 및 니즈를 추가하기 위한 R&D 노력

- SaaS 시스템 모니터링 및 업그레이드 배포 프로세스 구현#1. S/W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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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핵심 자원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웨인힐스벤처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자원은 SW 개발 인력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웨인힐
스벤처스의 기술 역량과 클라우드 제품 특성에 기반함

7. 핵심자원(Key Resources) 분석

SaaS형 AI 영상 컨텐츠 자동 제작 분석결과

• 웨인힐스벤처스는 텍스트
데이터를 영상으로 전환하는
솔루션에 대해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자동 영상 컨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활용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AI
사용을 통해 자동화된 영상 제작
프로세스 구현

• 기존 온-프레미스 시뮬레이션에
비해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남

⇒ 클라우득 기반 영상 컨텐츠 자동
제작 소프트웨어 구현 및 유지, 
업데이트를 위해 SW 개발
인력이 핵심자원

 웨인힐스벤처스는 클라우드와 AI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영상컨텐츠로 자동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텍스트 자연어 기술 ‘ 파씽‘, 멀티미디어
문서 자동 생성 장치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제품의 특징

- AI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상 컨텐츠를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 보유

- 자연어를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미에

맞는 분석이 가능함

- 클라우드 및 AI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영상으로 자동 제작하고 플랫폼에 유통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영상 컨텐츠 제작 효율성 증가

- 타 DB와의 연결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DB와 다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함

 클라우드와 AI를 활용한 자동 영상 컨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물리적·시간적 비용 감소

 광고, 약관, 논문, 매뉴얼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영상화하여 시장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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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수익원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현재 웨인힐스벤처스의 수익원은 기업이 요구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줌으로써 얻는 수익과 구독자가 SW 라이선스
를 일정기간 구독함으로써 얻는 수익으로 구분됨

8. 수익원(Revenue Streams) 분석

영상 컨텐츠 제작

•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업이 요청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얻는 수익

• 영상 컨텐츠 제작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필요한 영상
컨텐츠를 제작·제공

• 작성되는 영상의 길이에 따라 비용 설정

SW 라이선스 구독

•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업 및 단체가 웨인힐스벤처스가 개발한 영상 컨텐츠 자동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연 단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영상 컨텐츠로 자동
제작

(1회)

영상 길이 20~30 Sec 120~180 Sec 240~300 Sec

가격 ￦20,000 ￦250,000 ￦400,000

(연간)

구분 Fee Trials BASIC PREMIUM

기업용 - ￦35,000,000 ￦75,000,000

개인용 Free (개수 제한) ￦550,000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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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비용구조 분석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SW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항목은 SW 개발, 인프라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성된
직접비와 홍보 및 마케팅비, 기타 운영 비용으로 구성된 간접비로 구분될 것으로 예측됨

9.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홍보 및 마케팅비간접비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개별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원가 기타 운영 비용

•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그 외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건물 임대료, 관리 인건비 등)

SW 개발비 및
유지보수 비용

직접비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
품이나 서비스에 직
접적으로 소비되는 것
이 인식되는 원가

SW 개발
• 서비스에 필요한 SW를 개발 및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유지보수
•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인프라비용 • SaaS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IaaS 및 PaaaS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저작권료
• AI 학습 및 영상제작 컨텐츠 소스로 활용하

기 위한 이미지 및 동영상 관련 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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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타
III. 기업 현황분석

2. 사업모델 As-Is 분석

웨인힐스벤처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비자들과 접근하기 위한 채널, 핵심자원 및 활동에 집
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파트너쉽,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원, 서비스 구현필요

기대효과
 채널은 고객들에게 가치제안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며 매크로액트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특성상 인터넷 브라우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홍보 및 제공될
것으로 예측됨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높을 빈도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고객에게 접근 및 어필 가능한
구체적인 채널을 구현 및 보완할 필요성 있음

채널

1

• 웨인힐스벤처스 서비스의 수익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사용자의

이용요금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기업버전과 개인버전을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각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사양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을 통해 수익원을 정의할 필요성 있음

수익원

3

• 핵심 파트너쉽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시 협업의 여부 및 대상을 정의

• 클라우드 인프라에 소프트웨어를 저장 및 배포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접속을 도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함

• AWS 등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및 필요 사양에 대해 고려 필요

핵심

파트너쉽

2

• 웨인힐스벤처스 서비스는 AI 학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미지 및 동영상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필수적임

•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저작권료를 최소화하고 제작 재료의 중복성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비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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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빅데이터
IV. 클라우드 이슈

기업은 축적된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 숨겨진 패턴과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함

개요

빅데이터
분석 역할

빅데이터
분석 목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 의해 분석된 정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의사결정 수행

① 의사결정 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

② 불확실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의사 결정일수록 실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필요

③ 다양한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의사결정 수행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

 데이터 마이닝

-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숨겨진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추출

 예측 분석

- 현황정보 대신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NoSQL, 

데이터베이스, 하듑, 맵리듀스 등 기술을 활용

1

2

빅데이터
분석 분류

 비즈니스 분석(Business Analytics)

- 현재의 현상과 결과적인 관점을 제시하는데 초점

- (예시) 기업의 품질부서에서 현재의 품질수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상황을 예측

- 구조화 및 비구조화된 복작한 형태의 데이터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 의미있는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든 기법과 기술을 활용

- (예시) 미래 품질 수준이 어떠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예측 모델 활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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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빅데이터 분석기법
II. 대내∙외 환경분석

빅데이터 분석의 용도 및 분석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활용됨

데이터 분석 기법

• 통계적 분석
• (Statistical Analysis)

1
•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 확률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분석방법
• 현상의 추정 및 예측의 검정 기법
•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주성분분석 활용

• 데이터 마이닝
• (Data Mining)

2
•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패턴인식, 인공지능 기법 활용
• 숨겨져 있는 데이터 간의 상화 관련성 및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현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활용

• 텍스트 마이닝
• (Text Mining)

3
• 텍스트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 발견
• 단어의 등장횟수 등을 조사하여 문서간 유사성을 수치화
• 유사문서분류 및 문서내 정보 추출 결과물 제공

• 평판 분석
• (Sentiment Analysis)

5
•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g)으로도 불림
• 정형/비정형 텍스트의 긍정/부정/중립의 선호도 판별
• 특정 상품의 시장규모 예측, 소비자 반응 확인 등에 활용

• 군집분석
• (Cluster Analysis)

6
•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 통합으로 유사한 특성의 그룹 발굴
• 관심사 및 취미에 따른 사용자 그룹을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

• 소셜 네트워크 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4
• 대용량 소셜미디어를 언어분석 기반 정보 추출로 탐지
• 시간 경과에 따른 이슈 모니터링 및 향후 추이 분석
• 연결구조 및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 명성 및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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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빅데이터 아키텍처
II. 대내∙외 환경분석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보다 발전된 서비스 제공 가능함

구분

비정형 외부 DB 기초데이터 결과데이터

HTTPS

SFTP

REST

SOAP

Agent

Download

SFEP

Agent

Download

Crawling

빅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

정보제공

내부 DB

외부 DB

공공 DB

문서
파일

포탈(
WEB)

SNS

A
P
I

A
G
E
N
T

빅
데
이
터
통
합
연
계
수
집

빅데이터 인프라

통합보안 H/W N/W S/W 인증

추출 전송 변환 저장

빅데이터 수집 인프라

RDBMS NO SQL 분산파일시스템

형태

정형/준정형 내부 DB

데이터
원본DB

기초데이터

분석
결과DB

결과데이터
Meta Repository

운영/관리 DB

빅데이터 저장 플랫폼

빅데이터 처리/분석 플랫폼

통계/분석/마이닝 하둡 기반 분석

통계/분석
데이터
마이닝

WEB 마이닝 배치분석
정형∙비정형
연계분석

메타DB관리

빅데이터 자원관리

공동기반 자원관리

발전된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보다 발전된 서비스 제공
메타DB관리

클러스터 관리

고객 관리 등

포탈시스템



End of Docu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