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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
(바이브컴퍼니 그룹장)

이 범용 AI 생산자 플랫폼에 해당되는데, AutoML2란 Automated Machine Learning의 약
칭으로 머신러닝 비전문가에게 머신러닝을 제공하고, 머신러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머
신러닝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시키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그림 5-1-1] 전 세계 2025년까지의 AI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 전망

AI 생산자 플랫폼은 2025년까지 130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AutoML(Automated Machine Learning) 관련 솔루션 또한 2030년까지 145억 달러 규모의 성장

New Al-centric apps and middleware tools

Al facilitator platforms

Premium-priced Al-infused apps or middleware tools

Al maker platforms

[단위: 10억 달러]

$40
$36

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이슈

$32

들을 풀어나갈 인력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이 있다. 때문에 피처 엔지니어링, 튜닝, 분석모델 구현, 검

$28

증, 배포, 운영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utoML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데이터 분석에 발

$24
$20

생되는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부족을 보완해 준다. 향후에 는 기초적인

$16

분석 역량만을 보유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만으로도 이슈 해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투

$12

자 수익률(ROI)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
$4
$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처: Forrester,

「The AI Software Market Will Grow To $37 Billion Globally By 2025」, 2020.12.10.

1. AI/ML과 AutoML 시장의 전망
나. AutoML 시장의 전망
가. AI/ML 시장의 전망 및 AutoML 정의

P&S Intelligence의 보고서 [그림5-1-2]는 전 세계 AutoML 시장이 2019년 2억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하 ML)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Forrester의 보고서는

6,960만 달러, 2030년까지 145억 1,19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0~2030년까지 CAGR 기준으로 43.7%의 높은 성장세를 예상했다3.

2025년까지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시장 중 AI 생
산자 플랫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2025년까지 130억 달러의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
상된다.1
[그림 5-1-1]는 4가지의 AI 소프트웨어 부문을 ① 범용 AI 생산자(maker) 플랫폼, ② AI
촉진자(facilitator) 플랫폼,③ AI 중심(centric) 애플리케이션 및 미들웨어, ④ AI 인퓨즈드
2 https://www.automl.org (접속일: 2021.11.7.)
1 Forrester, 「Sizing The AI Software Market: Not As Big As Investors Expect But Still $37 Billion By 2025」,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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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DataRobot의 표준 머신러닝 프로세스 참고

[그림 5-1-2] 전 세계 자동 기계학습(Automated Machine Learning) 시장

1. 문제 정의 및 기대 가치

GLOBAL AUTOMATED MACHINE LEARNING MARKET
APAC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하
려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경우 실무단에서 어떤 영
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

Fastest-Growing Market
By Region (2020-2030)

North America
Largest Market
By Region(2019)

2. 데이터 수집


몇주
~
몇달

3. 레이블 데이터

다양한 소스로부터 모든 관련 데이
터를 단일 파일로 결합하고, 모든
데이터가 분석에 필요한 동일한 단
위 데이터로 구성되는지 확인⦁
예) 고객

단위의 분석이라면 개별 고
객 단위의 분석 단위로 데이터
구성


3~5
주

지도학습의 경우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알 수 있는 레이
블된 데이터가 필요
예) 고객 상품 구매 여부를 예
측 시 고객이 과거 12개월
내에 상품에 대한 구매내
역이 필요



2019

2030

Market Size

Market Size

$269.6

$14,511.9

million

million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모델 정확도를 측정할 지표를 결
정하고 임계치를 설정

Market
Growth Rate

예) 고객 캠페인에 응답률이 낮은 고
객을 예측하기 보다는 고객 캠페
인 응답률이 높은 고객을 찾는
Rate@Top5% 측정지표를 활용

(2020-2030)

43.7%

*출처: https://www.psmarketresearch.com/market-analysis/automated-machine-learning-market/ (접속일:
2021.10.30.)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



1일
~
1주

예) 고객 기준으로 정렬하여 데이터
셋을 랜덤하게 분리하거나 시간
을 고려하여 2년 전 데이터는 학
습데이터로, 최근 1년의 고객데
이터는 검증 데이터로 분리

1일
~
1주

원천 데이터로부터 모델 구
현을 위한 설명 피처로 활용
할 피처들을 변환하는 것이
필요
예) 고객의 생년월일로부터 나
이를 추출

5~10 일

7. 모델 학습

8. 모델 결과 분석

9. 모델 배포


5단계에서의 학습데이터로 모델
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 프
로세스를 반복

2. AutoML의 절차 및 제공 유형

5~10 일

4. 피처 추출

5. 데이터셋 분리

6. 모델 평가 지표

몇주
~
몇달


현업 실무자와 함께 모델 결과 및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피처와 의미를 검토, 인사이트를
확인

몇주
~
몇달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구현
된 분석모델로 통합
예)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배
포 모델을 통해 예측하여
마케팅 캠페인에 활용

가. AutoML의 절차
2 또는 4단계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음

AutoML은 머신러닝 전문가에 의존한 적절한 피처 선택, 워크플로우, 전형적인 머신러
닝,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벗어나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

* 출처: https://www.datarobot.com/wiki/automated-machine-learning/ (접속일: 2021.10.31)

닝 방법을 점진적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4 DataRobot에서는 [표5-1-1]과 같이
표준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9단계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① 비즈니스 문제 정의 및 기대

나. AutoML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가치 ② 데이터 수집 ③ 레이블 데이터 ④ 피처 추출 ⑤ 데이터셋 분리 ⑥ 모델 평가 지표 ⑦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통계적,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마이닝, 빅

모델 학습 ⑧ 모델 결과 분석 ⑨ 모델 배포 순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AutoML이 가능한 영역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해왔으나, 각 기업들의 데이터 사이

을 ④ ~ ⑨ 단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서 데이터셋이 업로드된 이후 분석이 자동으

언스 성숙도는 천차만별이다. 기업들의 데이터 사이언스 성숙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로 이루어져서,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람도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데, 이에 필요한 분석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
그리고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도 분석가에게 데이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현업 실
무자 입장에서는 분석 이해도가 떨어져서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는 것이 무척 어렵다. 2단계

4

Hutter F, Caruana R, Bardenet R, Bilenko M, Guyon I, Kegl B, and Larochelle H. "AutoML 2014@ICML". AutoML

에서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인사이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솔루션을 고려해서

2014 Workshop@ICML. Retrieved 20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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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전처리 솔루션,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피처 엔지니어링, 튜닝, 분석 모델 구현, 검증을 수행하여 빠른 시간에 최적의 모델을 추천

듯 하지만, 이 또한 현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3단계에서는 전

받아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엔지니어, 현업 실무자, IT실무자 등이 조직을 구성하여 예
측이 필요한 문제에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문제(실효성 평가)를 중심으로 과업을 정의한

다. AutoML의 제공 유형

다. 실무 관점에서 정의된 문제는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R/Python 코딩해서 머

AutoML의 제공 유형은 오픈소스(Open Source), 스타트업(Startups), 거대 테크(Tech

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배포하여 비즈니스 프로

giants)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픈 소스 AutoML 기반 도구로는 Python 또는 R의 개발환

세스에 접목시켜본다.

경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자동화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드작성 및 실

앞선 1~3단계는 기업들의 데이터 사이언스 성숙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시나리

행 능력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AutoML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족한 현실

오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전문 데이터 사

에서 분석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수익률(ROI)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언티스트와 데이터엔지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분석 역량이 부족한 사용자를 위해 깔끔한 인터페

한계에 부딪힌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 겪게 되는 문제로는 ① 피처 엔지니어링, 튜닝, 분석

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분석 결과와 모델 설명에 있어 필요한 시각화뿐만 아니라 모델 배포

모델 구현,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② 다양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코딩 능력과 지

과 운영 관리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거대 테크 기업으로는 구글(Google), 아마

식이 사람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유동적임 ③ 피처 중요도와 해석 설명이 표준화되지 않아

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AutoML로는 Google

이해도가 떨어짐 ④ 사람에 의존하여 머신러닝 코딩을 수행하기 때문에 병렬로 머신러닝 문

Cloud AutoML, AWS Sagemaker, Microsoft Azure 등이 있다.5

제해결을 수행할 수가 없음 ⑤ 데이터 변화에 따른 모델 재학습 및 변경 대응이 느림 ⑥ 모델
배포와 운영 서비스 관리가 어려움 ⑥ 현업 실무자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행하기 위한 진입

[표 5-1-2] AutoML 제공 유형

장벽이 높음 ⑦ 도메인 지식을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확보 및 육성의 어려움 등이 있

소프트웨어

제공유형

출시연도

고용자 수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AutoML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AutoML 솔루션을

Xpanse Analytics

Startup

2014

1-10

활용한다면 [그림 5-1-3]과 같이 자동으로 수많은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병렬로

TPOT

Open source(Python)

_

_

Tazi.ai

Startup

2015

1-10

PurePredictive

Startup

2011

11-50

MLJAR

Startup

2016

1-10

Kortical

Startup

2016

11-25

H2O.ai

Startup

2012

51-100

Google Cloud AutoML

Tech giant

2018

_

Enhencer

Startup

2017

1-10

DMWay Analytics

Startup

2014

1-10

DataRobot

Startup

2012

251-500

[그림 5-1-3] DataRobot 모델 결과를 제공하는 리더보드 화면

5 「AutoML Software/Tools in 2021: In-depth Guide」, 2018.6.3.

* 출처: Data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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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공유형

출시연도

고용자 수

Xpanse Analytics

Startup

2014

1-10

Caret

Open source(R)

_

_

100

Startup

_

11-25

75

Business Insight's TIMi Suite

[그림 5-1-5] 오픈소스 - Auto sklearn, Auto WEKA, TPOT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2015.7.1. ~ 2021.7.16.)

7월 2021
Auto sklearn

1

Auto WEKA

BigML OptiML

Open source

_

_

50

Azure Machine Learning

Tech giant

_

_

25

Auto-WEKA

Open source

2013

_

Auto-Sklearn

Open source(Python)

_

_

Auger.ai

Startup

2017

_

0

TPOT

46

AutoML

36

이 시점의 값은 확인 가능한 일부
(불완전)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2015.7.1

2017.8.1

2019.9.1

* 출처: Google Trends

* 출처: AI Multiple, 「AutoML Software/Tools in 2021: In-depth Guide」, 2021.1.18.

스타트업에서 제공하는 AutoML 제품군이 일반적인 기업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상용 솔
루션이며, [그림 5-1-6]에서의 분석 결과와 같이, AutoML과 관련된 상업용 솔루션에서는

3. AutoML 관심도 추이 및 주요 제공 유별별 검색 추이

DataRobot과 Dataiku의 검색량이 비슷하며, 함께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 AutoML에 대한 관심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

[그림 5-1-6] 스타트업 - DataRobot, Dataiku, H2O.ai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2015.7.1. ~ 2021.7.16.)

적으로 관련 키워드의 검색량이 증가했고, 2018년 ~2019년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부
100

터 감소세를 보였다.

7월 2021
75

50

[그림 5-1-4] Google Trends를 통한 AutoML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2015.7.1. ~ 2021.7.16.)

54

H2O.ai

2

AutoML

48

(불완전)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75

54

Dataiku

이 시점의 값은 확인 가능한 일부

25
100

DataRobot

2015.7.1

2017.8.1

2019.9.1

7월 2021
50
25

57

AutoML

43

* 출처: Google Trends

이 시점의 값은 확인 가능한 일부(불완전)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2015.7.1

Automated machine learning

2017.8.1

2019.9.1

대표적인 거대 테크 기업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utoML 제품군을 출시

* 출처: Google Trends

했고,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AutoML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5-1비록 최근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AutoML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

7]에서 2017년 8월 이후 아마존의 AWS Sagemaker 검색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5]와 같이 주요 AutoML 오픈소스 중 Auto-Sklearn, Auto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Microsoft Azure의 경우 AutoML

WEKA, TPOT 등의 경우 전반적인 AutoML 키워드 검색량에 비해 낮은 추이를 보이나. 최

과 상관없이 검색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근에는 TPOT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238

239

제5부. 제1장 AutoML 동향 그리고 대중화

[그림 5-1-7] 거대테크 - MS Azure, Google, AWS 등 관련 검색어 추이 분석(2015.7.1. ~ 2021.7.16.)

[그림 5-1-8] AutoML의 영향력
Low Impact

100

High Impact

7월 2021
75

Azure Machine Learning
Google Cloud AutoML

50

Business
Understanding

48
4

AWS Sagemaker

48

AutoML

51

Data
Understanding

이 시점의 값은 확인 가능한 일부

25

(불완전)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2015.7.1

2017.8.1

Data
Preparation

2019.9.1

Modelling

* 출처: Google Trends

Evaluation

Deployment

4. AutoML 역할 및 이점
Impact on expert Data Scientist
Impact on citizen Data Scientist

가. AutoML 역할

* 출처: Bip Consulting, 「Overview on AutoML Technologies v02」, 2020.10.

AutoML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 원인으로 데이터 분
석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턱없이 부족하며, 둘째, 기업의
비즈니스 투자수익률(ROI) 측면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석 결과를 내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

나. AutoML 이점

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MLOps를 통한 모델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①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코딩에 사용하던 또는 소모하던 시

기도 하다. Bip Consulting(2020)6은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

간을 절약할수 있고, 다양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모델 성능을 높일 수 있

스트로서의 역할에 대한 AutoML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비즈니스 문제를

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 및 성장에 필요한 투자비

해결하기 위해 잘 훈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앞

용도 줄일 수 있다.

으로 기업들은 어렵고 특화된 문제는 고비용의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결하게 하고,

② 성과 개선: 분석의 숙련도가 낮더라도 신속하게 다양한 모델을 학습, 검증하고 최적 모

일반적인 문제는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학 또는 수학이 부족하더라도 비즈니스 전문 지식과

델을 통해 비즈니스 관련 중요한 요인들과 예측 결과를 검토할 수 있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AutoML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즈니

찾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속하게 현실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스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수익률(ROI) 개선 정도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
③ 모델 운영 관리: 서비스 중단 없이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하
고 모델 정확도, 데이터 변화 관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델 운영 관
리가 가능하다.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모델 재학습 및 교체가 편리하다.

6

Bip Consulting, 「Overview on AutoML Technologies v02」, 2021.10.
https://www.bipconsulting.com/wp-content/uploads/2020/10/a.storyblok.com-f-68014-x-8f2b26c4f6overview-on-automl-technologies_v02.pdf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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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toML 주요 활용 사례

[그림 5-1-9] Targetbase(2018)의 Automation 평가

Data Processing

AutoML은 금융, 보험, 핀테크, 건설, 부동산, 의료, 제조, 유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Less

Feature Engineering
> More

예측, 고객 관리, 생산 수율 등 더 나은 의사결정과 예측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미국 Avant

Less

다. 브라질 레노버사는 DataRobot를 통해 판매 및 제조 작업 모델의 정확도를 80%에서

Less

Less

Capabilities

NT
CMP

NS

Medium

NT

MLJ
CMP

DMW

MLJ
NS

NT

OPL

DMW

XPNS

MLJ

H2O

DMW

NS

CMP

DR

H2O

NS

DR

NT

> More

TZ

TZ

XPNS

OPL

MLJ

CMP

Low

OPL

DMW

H2O

H2O
XPNS

OPL

르게 구현했고, 정확도는 95%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보았다.7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포스
NeuralStudio.ai
(NS)

코, 미래에셋, KT, 쏘카, 카카오뱅크, 라이나생명, 신한은행, 현대캐피탈, 현대제철, SK가스
등 대기업에서 주로 AutoML를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 대기업의 AutoML에 대한 활용

> More
DR

87.5%로 증가시켰으며, 모델 생성 시간을 4주에서 3일로 단축시킨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부동산업체 G5사는 H2O.ai를 통해 마케팅과 콜센터 관리에 있어 모델을 5배 빠

Visualization

Capabilities

TZ

DR

% of Automation

산성을 10배 향상시켰으며, 고객의 2/3가 이탈하기 전에 이탈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였

Modeling

> More

TZ

사의 경우 DataRobot를 통해 대출 의사결정의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정확하게 위험을 식
별한 성과를 냈고, 미국 Trupanion사는 DataRobot를 통해 판매 프로세스 속도를 높여 생

Capabilities
XPNS

High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래이상 탐지, 보험율 산정, 매출 예측, 영업관리, 마케팅, 수요

Capabilities

DataRobot
(DR)

Compellon
(CMP)

DMway
(DMW)

Tazi.ai
(TZ)

H2O.autoML
(H2O)

MLJar
(MLJ)

XpanseAI
(XPNS)

Ople.ai
(OPL)

NumberTheory.ai
(NT)

* 출처: Targetbase, 「Automated Machine Learning: An Agile Approach to AI Deployment」, 2018.7.24.

사례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민간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체 데이터
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도 AutoML 솔루션의 수요(Needs)가 있을 것이라고

[그림 5-1-10] AutoML 솔루션 새로운 흐름
			
Challengers
Contenders

전망한다.

Strong
Performers

Stronger
current
offering

Leaders

H2O.ai

DataRobot

dotData

6. AutoML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및 요구사항

가. 상업용 AutoML에 대한 평가

Aible

EdgeVerve

Targetbase(2018)의 “Automated Machine Learning: An Agile Approach to AI
Deployment"에 따르면 DataRobot과 H2O.ai가 다른 AutoML 공급업체보다 더 나은 성능
을 보인다고 평가를 하였으며, [그림 5-1-9]와 같이 DataRobot과 Tazi.ai가 평가된 데이터

DMway Analytics

프로세싱,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링, 시각화에서 다른 공급업체에 비해 더 높은 자동화 비율

Big Squid

Squark
Bell Integrator

을 나타내고 있다.

Weaker
current
offering
Weaker strategy

Stronger strategy
Market presence

7

* 출처: H2O.ai, 「H2O.ai is a Leader in The Forrester New Wave™: Automation-Focused Machine Learning Solutions,
Q2 2019」, 2019.5.

「22 AutoML Case Studies/Examples: In-Depth Guide [2021]」, 2019.8.9.
https://research.aimultiple.com/automl-case-studies/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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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ester(2019)의 보고서8는 [그림 5-1-10]과 같이 AutoML 시장에 대해서 현재 오퍼

손쉽고 편리하게 모델 배포와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자동으로 모델 생애주기(Lifecycle)

링(Current offering)과 시장 상황 (Market presence)의 정도에 따라 4가지 영역(Leaders:

가 관리되어 서비스 중단 없이 모델 재학습, 교체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모델 운영 관

리더, Strong Performers: 강력한 실행자, Contenders: 경쟁자, Challengers: 도전자)으

리에 필요한 서비스, 정확도, 데이터 드리프트 등과 같은 MLOps 서비스 화면이 잘 정비되

로 구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해당 Aible, Bell Integrator, Big Squid, DataRobot, DMway

어 있다. Dataiku DSS의 경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함께 워크플로우를 공유하면서 쉽

Analytics, dotData, EdgeVerve, H2O.ai, Squark 등의 솔루션 중에서 DataRobot과 H2O.

게 분석할 수 있고, R, Python, SQL등의 코딩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폭

ai를 리더그룹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DataRobot은 사용자 경험, 모델 운영, 비전, 로드맵

넓은 범위의 산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셋 처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을 포함한 10가지 평가 기준 중 9가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 2021년 AIMultiple

평도 있다. Dataiku DSS의 강점은 워크플로에 기반한 유연한 데이터 처리와 피처 생성 그리

9

의 AutoML Software 에 따르면 [표 5-1-3]과 같이 브랜드 인기도과 웹 트래픽에 있어

고 수동 (R/Python)코딩을 워크플로우에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H2O.ai의 경우

DataRobot, Dataiku DSS, H2O.ai가 Top3로 조사되었다.

머신러닝 수행을 위한 적절한 옵션 및 오픈 API를 활용하여 맞춤 설계와 배포가 가능하다.
다만 여러 번 실행 시 클러스터 안정성이 부족하고 웹 인터페이스에서 소프트웨어 활용이 제

[표 5-1-3] Market Presence Metrics

한적이라는 평도 있다. H2O.ai는 피처 엔지니어링 관점에 자동으로 상호작용이 높은 피처를

DataRobot

Dataiku DSS

H2O.ai

Others

인기도

43%

38%

6%

13%

웹 트래핑

45%

45%

4%

6%

생성하고 모델 설명을 위한 PDP, ICE, Permutation Feature Importance, Shapley Values,
LIME 등 다양한 시각화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AI Multiple, 「Top 24 AutoML software of 2021: In-Depth Guide」, 2021.

[표 5-1-4] Gartner Peer Insights(2021)의 Customer Reviews
평점 요소

DataRobot

Dataiku DSS

H20.ai

국내 상용 AutoML솔루션 시장에서도 현재 DataRobot, Dataiku DSS, H2O.ai가 제

전반적 평점

4.7

4.8

4.7

품 지원과 마케팅,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Gartner peerinsights(2021)10의 Data Science

평가 및 계약

4.5

4.5

4.7

and Machine Learning Platforms 평가 기반으로 DataRobot, Dataiku DSS, H2O.ai 등

통합 및 배포

4.5

4.5

4.6

에 대해서 [표 5-1-4]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각 솔루션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적 평가와 비

서비스 및 지원

4.7

4.8

4.9

판적 평가를 살펴보면, DataRobot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경우도 현실 비즈니스

제품 기능

4.6

4.8

4.6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여 생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AutoML 철학에 부합되는 솔루션이라

* 출처: Gartner Peer Insights,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ML) Platforms Reviews and Ratings」, 2021

는 평과 함께 최소한의 유연성만 허용되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DataRobot의 특
징은 아무리 복잡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PDP, Permutation Feature Importance, XEMP,

나. AutoML 요구사양

Shapley Values 등을 통해 피처 및 모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일관성 높은 인터페이스 화

AutoML 요구사양에 있어서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

면을 제공하고, DataRobot 노하우가 반영된 블루프린트 기반의 다양하고 수많은 알고리

터엔지니어, IT 전문가, 현업 비즈니스 실무자 등 폭넓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즘을 병렬로 학습, 검증, 블랜딩하여 높은 정확도의 모델을 추천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엔지니어링,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최적화 구현,
모델 설명 해석 가능성 그리고 MLOps 기능 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용자의 편리성, 모델의 다

8

H2O.ai, 「H2O.ai is a Leader in The Forrester New Wave™: Automation-Focused Machine Learning Solutions,

양성, 효율성, 정확성, 모델 운영/관리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Q2 2019」, 2019.5.
9

https://aimultiple.com/automl-software (접속일: 2021.11.2.)

10 https://www.gartner.com/reviews/market/data-science-machine-learning-platforms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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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검토하고 적용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AutoML 제품은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면

[표 5-1-5] AutoML 평가요소별 기능요소

피처 엔지니어링와 모델 학습 및 검증, 배포, 서비스 구현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다양성/확장성

효율성/정확성

운영/관리성

• 자동화 모델 생성
• 자동 EDA과 데이터
품질 추적과 관리
•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 모델 성능 평가 지표 및
모델 비교 제공
• 피처 중요도
• 피처 관계 해석
• 피처 엔지니어링 기능
• API 배포코드 및 보고서
기능

• 다양한 소스(CSV, DB,
Hive, Spark, HDFS 등)
연계
• 다양한 데이터 유형
(정형, 이미지, 텍스트,
공간정보 등)에 따른
분석 활용
• 최신의 다양한 머신러
닝/딥러닝(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시계열,
이상 탐지 등) 알고리즘
제공

• 다수 모델링 자동 병렬
실행을 통한 신속한
모델 구현
• 임계치 변동시뮬레이션
기능
• 모델 투자수익률(ROI)
시뮬레이션 기능
• 다수의 모델 설계 노하
우 기반 분석 시나리오
• 모델 간 오토 앙상블 및
Blend 기능

• 배포 모델 서비스 모니
터링 기능
• 배포 모델 정확도 및
데이터 변화 추적 모니
터링 기능
• 배포 모델 재학습과
모델 교체 기능
• 프로젝트 공유 및 이력
관리, 계정 권한 관리
• 프로젝트 자원 및
리소스 관리

종단간(End to End)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AutoML를 활용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
트가 기존보다 많은 비즈니스 문제에 있어 쉽고 빠르게 최적의 모델을 구현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투자수익률(ROI)을 개선하는 데 더 가치 있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7.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의 AutoML

최근에는 AutoML 제품을 활용하여, 비전문 분석인력(현업 비즈니스 실무자, IT 전문가,
데이터엔지니어)들도 직접 코딩하지 않더라도 머신러닝 프로세스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영업, 마케팅, 재무 또는 인적 자원과 같은 비즈
니스 라인에서 직면한 비즈니스 과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 과학자, 통계학
자 또는 수학자들이 했던 작업의 지원을 받아 분석한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인 분류, 회귀 분석과 같은 비교적 용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난이도가 높은 지식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경우,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잘
해결되기 어려운 분석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하거나 기업에서 최대한 많은 비전문 분석
인력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자문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 지식과 코딩 능
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보다는 모델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인터
페이스가 잘 갖추어진 상업용 AutoML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R이나 Python 코딩을 하지 않았으며,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가 없었고, 최신 알고리즘보다는 기존에 자주 사용했던 알고리즘만 사용하
는 경우가 많아서 배포된 모델이 최선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분석 중 최신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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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데이터산업 기술 동향
[표 5-2-1] 컴퓨팅 환경의 변화

제2장.
Cloud Computing

고태우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차장)

컴퓨팅 환경
데이터 위치 및 컴퓨팅 주체
자원 구매/폐기
사용자 컴퓨터 설치 S/W

데이터의 소유 및 관리

개인용 컴퓨팅 환경

서버-클라이언트 환경
서버/클라이언트

클라우드 서버(온라인)

이용자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OS, 응용 S/W

OS, 응용 S/W,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웹브라우저)

소유와 관리가 동일

소유와 관리가 일부 분리

• 소유와 관리 분리
- 소유: 이용자
- 관리: 서비스 제공자

오프라인 컴퓨팅 서비스
(문서작성, 통계 계산,
그래픽 작성 등)

• 기본 인터넷 서비스
- 웹, FTP, 이메일 등
• 응용 인터넷 서비스
- 웹하드, SBC, ASP 등
• IT 융합서비스
- VoIP, IPTV 등

• 가상 서버/데스크탑
서비스
• 스토리지 제공 서비스
• S/W 임대서비스 등

클라우드 기업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증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IT 솔루션 수요 확대에 따라 인프
라서비스(Infra as a Service, 이하 IaaS), 소프트웨어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 플
랫폼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이하 PaaS)를 On-premise, Private, Public, 하이브리드 등 고객

제공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 중이며, 본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국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개인용 PC, 노트북

내외 시장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안내서」, 2011.10.11.

나. 클라우드의 일반화
iCloud, Gmail, Google Photo, Google Drive 등의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기술은 일

1.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클라우드의 기본개념은 1960년대 인터넷의 전신인 ARPANET(Advanced Research

가. 개념과 특징, 그리고 변화

Project Agency Network)의 개발자인 릭라이더(Licklider)가 ‘Intergalactic Computer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이하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필요한 IT인프라(스

Network’에서 최초로 언급했으며,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리드컴퓨팅, 유틸리티컴퓨

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등)를 직접 물리적으로 구축하여 소유‧ 관리하는 기존 방식(On-

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네트워크컴퓨팅 등

premise)과는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구축해 놓은 가상화된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

다양한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해 빌려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소유와 관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이 웹사이트 상에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
스를 출시함으로써 클라우드의 개념이 현실에 구현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아마존이 2002년

리가 분리된 방식이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개별 사용자의 즉각적인 요구에 따라(On-demand) 최적화된 서비

도 AWS(Amazon Web Services)를 시작으로, 2006년 EC2(Elastic Compute Cloud)라는

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 기기의 제약이 없고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도 유연한 확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컴퓨터 구입 없이 빌려 쓰는 형태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

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게 되면서 클라우드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대형 범용 컴퓨터(메인 프레임) → 1990년대 단말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며
분산처리가 가능 → 2000년대 네트워크의 속도가 향상되어 기업 내 인트라넷 구축 → 2010

다. 클라우드의 장점

년대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며 기업들의 IT인프라(계산, 저장, 네트워크)를 특정 클라우

많은 기업체나 기관들이 필요한 IT 인프라 관리 및 데이터 백업,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
출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하드웨어 구입 시 필요한 배송 및 설치시간 감소, 필요한 전산 자원

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한다.

(컴퓨터 성능, 저장소, 대역폭)의 쉬운 확장, 전산 인프라 관리,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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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같은 반복적인 IT 관리 작업 감소로 필요한 핵심 목표에 집중 가능, 최신 컴퓨팅 자원 제

가. 데이터센터

공 및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구글, 아마존, MS 등의 해외 기업이 자사의 인프라(대여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자원)
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KT, NHN, NBP,
더존비즈온 등)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 중이다.

2.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표 5-2-2] 외국계 클라우드 국내 진출 현황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로 성장 중인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후방산업(데이터센터)을 기

기업명

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 파트너사의 협업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

[그림 5-2-1] 클라우드 사업구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기업

내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인프라/플랫폼/서비스)
데이터센터 대여

Cloud 서비스

임차료 지급

위치(임대기업)

2016년

서울 데이터센터 오픈(1개 리전, 2개 가용영역)

목동(KT), 일산(SKB)

2019년

서울 데이터센터 확장(1개 가용영역 추가)

용인(롯데정보통신)

2020년

서울 데이터센터 확장

평촌(LGU+)

2017년

서울과 부산에 데이터센터 구축(2개 리전)

평촌(LGU+), 김해(LG-CNS)

2018년

부산 데이터센터 2개 추가 구축

부산(MS 자체 구축)

2019년

서울 데이터센터 확장

목동(KT 2센터)

2021년

서울 데이터센터 확장

용산(KT)

2020년

서울 리전 설립(3개 가용영역)

평촌(LGU+), 가산(LGU+)

2021년

서울 리전 확장(3개 가용영역)

용산(KT)

2016년

서울 데이터센터 오픈(1개 리전, 1개 가용영역)

판교(SK C&C)

2019년

서울 데이터센터 오픈(1개 리전, 1개 가용영역)

목동(KT)

2020년

춘천 리전 오픈

춘천(삼성 SDS)

B2B
B2G

PaaS
SaaS

자체 데이터센터

내용

MS

기업 소비자

laaS
외부 데이터센터

시기

사용료 지급

구글

B2C

IBM

* 출처: 저자 작성

오라클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2-2] 클라우드 생태계 Value Chain
Hardware, Software, Infra
Physical
Infrastructure
제공자

하드웨어
개발자

▶ laaS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Market

파트너사

소비자

구글 클라우드의 서울 데이터센터 리전(Region) 설립 등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들(아마
존, MS, 오라클 등)이 시장 공세를 강화 중에 있으며, 국내 기업인 KT, 네이버의 NBP(Naver
Business Platform)는 시장의 약 20% 점유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laaS 제공자
Aggregator
/ Integrator

▶ 데이터센터 임대
▶ 아마존, MS는 자체소유

인터넷
가상화 Vendor
▶ 클라우드 On-demand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

가상화 컴퓨팅

▶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을 위한

런타임환경

개발환경

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파트너사
클라우드 사업구조의 Value Chain의 중심에 있는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통해 자체

PaaS 제공자

▶ 데이터센터 내 서버를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할당 시킴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소비자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거나, 내외부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대여하여 대 고객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 구축, 운영, 관리를 해주는
클라우드 컨설팅 회사

를 제공한다.

SaaS 제공자

외국계 주요 벤더사는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매출은 IaaS,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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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S, SaaS를 합산한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오라클, IBM, 구글, 알리바바
순이다.

루션 개발사의 연계가 진행 중에 있다.
MS가 MS office를 SaaS(Office365) 형태로 제공하여 동사의 IaaS 경쟁력 강화에 활용
하는 것처럼 구글도 Google Workspace라는 유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서 시장에 참여
했다.

[그림 5-2-3]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별 매출 및 성장률, 매출 대비 비중(2020)

클라우드 매출(L)

[단위: 백만 달러]

전체 매출 대비 비중(R)

매출 성장률(R)

[표 5-2-3] 클라우드 서비스 세부 유형 분류

70,000

80%

70.2%

서비스 유형

60,000
56.0%

50,000
31.6%
29.5%

IaaS

‧ • 스토리지, 서버 등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가상 하드웨어 자원 제공
‧ • 자체 인프라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
‧ • MS(Managed Service)를 통한 효율적 관리가 중요

PaaS

‧ •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툴이나 프레임워크 등 제공
‧ • 고가의 장비나 개발 툴을 구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
‧ • MS를 통한 효율적 관리가 중요

SaaS

‧ •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엔드유저에게 제공
‧ •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해 자신의 단말기에 설치하는 대신 웹 접속을 통한 임
대 형태로 사용

퍼블릭

‧ • 사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데이터센터 내의 컴퓨팅자원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들이 공용으로 이용(Multi-tenant)
‧ • 초기 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가 큼
‧ • 가장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IaaS와 PaaS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 (싱글/멀티 방식) 싱글 방식은 한 업체에 종속되며, 멀티 방식은 퍼블릭-퍼블릭 결합
형태로 단일 클라우드의 취약점(서버 부하 등)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함

프라이빗

‧ • 단일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 대규모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지만 데이터 및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이 크기 때문에
보안에 강점이 있음
‧ • 컴퓨팅 자원을 특정 사용자(Single-tenant)에게 할당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
‧ • 사용자의 기존 데이터센터 內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식도 가능(On-premise private
cloud)

46.4%

34.3%
40,000

40%

33.1%

30,000
6.9%

12.2%

7.9%

20%

IT
자원
유형

20,000
0.8%

-0.1%

0%

10,000

45,370

59,500

32,519

23,376

13,059

5,746

아마존 AMS

MS Azure

오라클

IBM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0

세부내용

60%

-20%

* 출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소프트웨어: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현황」, 2021.4.14.

클라우드 파트너사는 엔드유저에게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등의 공급과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격을 취득하여 클라우드 사업을 수행한다.
최근 IaaS에서는 선두업체의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IaaS·PaaS 통합 플랫폼화와 SaaS
분야의 참여자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
서비스
개방
여부

드 파트너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며, 클라우드

‧ •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혼용하는 방식
하이브리드 ‧ •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용절감이 가능
‧ • 공유를 원하지 않는 일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를 활용

파트너사를 통한 구축형 프로젝트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IaaS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 대상으로 대규모 투
자가 필요한 분야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해 가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퍼스널 클라우드의 기술동향」, 2013.9., 저자 재구성

대규모 IT 인프라 구축을 기본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산처리, AI 등의 PaaS 플랫폼이 결합되
는 형태로 경쟁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이다.

※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서비스의 발전

SaaS분야는 SW솔루션 기업들이 기존 구축형 제품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형하면서 자

1) IaaS의 과점화와 SaaS솔루션의 다양화는 클라우드 도입기업 입장에서 최적화 문제를

연스럽게 참여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aaS의 경

야기함에 따라 적합한 클라우드 사용환경을 제시해 줄 수 있는 MSP가 등장하게 되었다.

쟁력 강화에 SaaS솔루션 도입의 효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IaaS기업과 다양한 Third Party 솔

2) IaaS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PaaS, SaaS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AWS가 1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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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선택권은 확대되었으나, IT예산 제약을 가진 기업

[그림 5-2-4] 클라우드 시장 규모 전망

은 도입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클라우드 시장 규모 전망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등장한 MSP는 도입 기업의 안정적인 클라우드
운영을 보장함에 따라 클라우드 최적화 및 운영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발

.2%
R 18
CAG

[ 단위: 십억 달러 ]

전시키게 된다.
4) MS 분야의 성장에 따라, 기존의 웹/서버 호스팅 업체, IT컨설팅 업체(Accenture) 등
661

557

다양한 기반의 MPS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쟁에서 뒤쳐진 IaaS 후발

383

주자(Rackspace 등)까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42

322

270

'19

한편, IaaS 사업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IT 인프라를 관리하면서 지역, 언어, 통화 등을 감안

461

'20

'21E

'22F

'23F

'24F

'25F

* 출처: 가트너, 「Forecast : Public Cloud Services, Worldwide, 2019-2025」, 2021.4.,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현황」, 2021.4., 저자 가공

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MSP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추세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는 2021년 기준 IaaS의 성장률이 29.5%로 가장 높고, PaaS

[표 5-2-4] Managed Service(MS) 내용

자원관리

서버(컴퓨팅)자원, 패치관리(최신 업데이트, 패치 적용), 액세스관리(여러 인증 체계의 복잡
성을 관리)

보안관리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자산 보호

19.7%, SaaS 17.8%, BPaaS(Business Process as a Service) 아웃소싱 서비스 5.2% 순
이다.

[표 5-2-5]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성장률 전망
연속성관리

비즈니스 장애 및 중단 시 복원, 예약 백업 등 실시
구분

보고

모든 유형의 인프라를 기업이 통합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도록 IT 서비스 관리 도구와 통합
서비스 제공

* 출처: 저자 작성

‘19

‘20

‘21

‘22

‘23

‘24

PaaS

23.6%

24.8%

19.7%

23.6%

24.6%

19.9%

SaaS

0.9%

15.7%

17.8%

18.7%

18.8%

17.2%

BPaaS

2.6%

6.1%

5.2%

6.7%

8.2%

7.6%

보안/관리

12.2%

8.3%

11.6%

10.4%

10.4%

9.7%

IaaS

33.3%

33.4%

29.5%

29.4%

27.5%

25.4%

전체

11.5%

19.3%

18.9%

20.4%

20.7%

18.8%

3. 국내외 시장현황

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2021년 기준 시장 규모 3,220억 달러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8.2% 수준

* 출처: KRG,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이슈 브리핑」, 2019., 저자가공

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내 클라우드 시장
2017년 이전에는 국내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이 신중한 편이었으나,
2017년 쿠팡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대기업 최초로 대한항공이 클라우드를 전사적인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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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로 전환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시작되었다.

[그림 5-2-7] 국내 업종별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현황

[그림 5-2-8] 국내 업무별 클라우드 사용 현황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조원 수준이며, 각 서비스별 비중은
인터넷/전자상거래

Saas(51.4%), IaaS(39.4%), PaaS((9.1%) 순이다.

게임
공공

40.8%

미디어/방송

39.9%

[그림 5-2-5]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전망
클라우드 시장 규모 전망

교육/학교

28.9%

유통·물류

27.1%

제조/건설
서비스업
의료/제약/헬스케어
금융

17,000

22,100

19,600

25.0%
24.4%
30.8%
25.8%

79.2%

71.7%

53.1%

20.3% 10.5%
26.2%

36.5%
22.0%

30.3%

통신/IT서비스

%
R 13.0
CAG

[ 단위: 억 원 ]

63.0%
40.6%

Web/App서비스
개발/테스트
백업/스토리지

27.1%

37.1%

빅데이터/분석/BI

25.8%

AL/ML

21.5%
16.2%
6.2%

HPC/일괄처리

29.3%

27.8%

28.5%

ERP/CRM/업무용앱

46.3%

IoT

49.5%

20.8% 19.0%

73.1%
43.8%

3.8%
2.6%

20.0%

30.0%

20.9% 20.4% 21.7%

전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24,500
* 출처: 베스핀글로벌, 「2019 국내 클라우드 도입의 현주소」, 2019.5.29.

'19

'20

'21E

'22F

국내 기업들은 규모와 무관하게 빅데이터, 미디어, AI 등의 분야에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
* 출처: KRG, 「IT 시장백서(2020)」 , 저자 가공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림 5-2-6]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서비스별 비중
[표 5-2-6] 국내 주요 클라우드
‧ 개발자 생태계를 초기에 장악하여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
‧ 가격을 선도, 지속적 가격인하에도 매출, 영업이익 상승
‧ 머신러닝, AI기반의 PasS, SaaS로의 진화
SaaS
51.4%

'20년도
시장규모
2조원

laaS

laaS
39.4%

‧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보유
‧ 공공기관 대상의 G-클라우드에 강점
‧ 글로벌 회사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음

PaaS
SaaS

PaaS
9.1%

‧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크게 견인
‧ 토탈 기업솔루션을 목표로 모든 기업 내 비즈 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키고자 함

* 출처: IDC, 「Semiannual Public Cloud Services Tracker」, 2021

‧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여 고성장 지속
‧ • AI기술을 활용한 개발 툴과 플랫폼 제공, 오피스365 점유율을 바탕으로 IaaS, PaaS
고객 유치

국내 클라우드 주요 사업자는 자체 데이터센터 기반의 특화된 서비스로 외국계 클라우드

‧• 한국은행, 코레일 등 고객사 확보(기업 고객 6,000여개사)
‧ • 최근 금융/공공 영역에 집중해 클라우드 포털 별도 운영
‧ • 현재 15개 카테고리 119개 상품 보유 중

기업과 경쟁 중이며, 온라인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활용 비중이 높다.
특히 인터넷/전자상거래(63%), 게임(40.6%), 미디어/방송(39.9%) 등에서 높은 클라

‧ • SaaS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손쉬운 개발환경을 제공해 자체 생태계 구축
‧ • 적극적인 M&A로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에 강점 보유

우드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클라우드 활용 업무 영역에서는 Web/App서비스가 73.1%
의 활용률을 보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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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데이터산업 기술 동향

4. 마무리

가트너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18.2% 성장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가장 큰 시장은 SaaS이지만 최근 IaaS 영역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MS와 아마존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해당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시
장은 2020년 기준 2조원 규모이며, 국내 클라우드 주요 사업자는 자체 데이터센터 기반의

제3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수준 및 프레임워크

윤덕상
((주)파수 전략사업본부장)

특화된 서비스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과 경쟁 중이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보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국내 시
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클라우드 생태계 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기업(클라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이 발효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를 하
면 수집 목적 외의 활용이 가능해져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데이터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우드 서비스 제공자, 파트너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공과 민간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등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식별 처리 수준의 정의와 기준의 모호성은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비식별 처리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
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해온 다른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과제이기에 하다. 이를 위해 북미나 유럽
연합(EU)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앞장서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담당 실무자들이참고
하여 비식별 수준을 설정하고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비식별 처리 방법론이나 프레임워크를 제
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분야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처리 전 가명화 수준을
설정하고, 가명처리 후 가명화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 비식별 위험 요소와 데이터 상황

가. 비식별 데이터의 안전성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익명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민간조직인 영국 익명화 네트워크(UKAN)1는 “비식별화는 목적에 맞는 유용한 데이터가 생
성되어야만 의미가 있으며 유용하면서도 리스크가 없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를 비식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데이터는 완벽히 안전하
게 비식별 처리를 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다양한 위협 주체들로부터 여

1

영국 익명화 네트워크(The UK Anonymisation Network, UKAN)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되어 개인정보 익명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지침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1 데이터산업 백서 • 2021 DATA INDUSTRY WHITE PAPER

258

259

제5부. 제3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수준 및 프레임워크

러 유형의 재식별(Re-identification)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3-2] 비식별 처리의 유형

[표 5-3-1] 재식별 공격 위협

처리 유형

방법

정형 비식별
(Formal Anonymisation)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마스킹(masking)하여 방법
(재식별화 가능성을 1이하로 낮추는 메커니즘)

위협요인

내용

내부 공격자

특정 지식·기능·권한을 보유한 내부자가 비식별화에 이용된 기밀 또는 여타 중요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컨트롤러2, 데이터 프로세서3, 제3자가 모두 내부 공격자가 될 수 있음. 단,
감독관이나 법 집행 기관 등 개인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3자는 잠재적인 내부 공
격자에서 제외

보장형 비식별
(Guaranteed Anonymisation)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을 제로(zero)에 가깝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복구가 불가능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하지만 유용한 데이터를 공유하
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보장형 익명처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실용적이지 않음(재식별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메커니즘)

외부 공격자

비식별 처리의 기밀이나 기타 관련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나 비식별화 데이터셋에 접근하
여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 또는 적용함으로써 공격을 시도하며, 일반적인 외부자 이외에 악의적
인 데이터 컨트롤러와 악의적인 데이터 프로세서도 외부 공격자 역할을 할 수 있음

통계적 비식별
(Statistical Anonymisation)

재식별 가능성을 0의 확률로 축소하는 것이 어렵기에 특정 속성값에 대한 노출
빈도를 통계적으로 균일하게 처리6하는 비식별 처리로써 데이터의 속성값에 적
용한다는 부분에서 정형 익명처리 대상과 차이가 있음(정형, 보장형 익명처리
모두 통계적 익명처리의 특별한 경우임)

공격의 목적

공격이 발생하는 상황과 가명처리 방법 등에 따라, 공격자는 ①가명처리 기밀 인출(retrieval
of the pseudonymisation secret)4, ②완전한 재식별화(complete re-identification), ③판별
(discrimination) 등을 목적으로 공격을 시도

기능적 비식별
(Functional Anonymisation)

데이터 속성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상황이라 불리는 데이터 활용 목적과 환
경에 따라 비식별 처리 기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식별이 미치는 영향, 노출
이 가능한 데이터, 비식별 데이터의 관리 방법, 재식별 가능성을 분석하여 적합
한 방식을 선정하는 방법

주요 공격 기술

가명화된 데이터에 대한 공격은 ①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s 또는 exhaustive
search), ②사전검색(dictionary search), ③추측(guesswork)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같
은 공격 기술의 효과는 정보의 양, 배경지식, 가명처리 기법의 특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UKAN, 「The anonymis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2016.7., 저자 재구성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ENISA의 가명처리 기법 및 활용사례 보고서 분석」, 2020.1.

다. 비식별 위험결정 요인
나. 비식별 처리 유형

UKAN은 비식별 데이터의 위험은 특정 위험 결정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다음

비식별화의 주요 목적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셋(dataset)과 정보주체 간의 연결성을 제

과 같이 6가지 비식별 위험결정 요인을 제시하였다.

한하여 정보주체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유용성을 감안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비식별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Elliot5등은 비식

•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을 재식별하려는 공격동기

별 처리영역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비식별 처리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

• 개인정보 노출(Disclosure)에 따른 결과(공격 동기와 연관이 있음)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악의 없는 우발적 재식별(Spontaneous Identification)이슈
• 위험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데이터 접근관리 정책, 데이터 보안 및 다른 인프라들
• 해당 데이터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다른 데이터나 지식
• 해당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나 지식의 차이(Data Divergence)

2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공동(jointly)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라. 데이터 상황

단체를 의미

「통계적 비식별 처리유형」에 「위험 결정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비식별 처리를

3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

4

가장 심각한 공격으로, 해당 데이터 세트에서 재식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해 임의로 가명처리 프
로세스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

5

한 것이 바로 「기능적 비식별 처리」이다. 이렇듯 기능적 비식별 처리는 통계적 측면뿐만 아

Elliot, M. J., Dibben, C., Gowans, H.,Mackey, E., Lightfoot, D., O’Hara, K., and Purdam, K, 「Functional
Anonymisation: The crucial role of the data environment in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of data as (non-)
6

personal,」 CMIST work pap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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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본적인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 데이터 환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맥락

의 척도는 단순히 서수이기 때문에 레벨 간의 개념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즉, 레

(Context)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벨1, 2 사이의 거리 ≠ 레벨4, 5 사이의 거리) 또한 레벨 간 위험 수준이 비율 척도를 나타내

하여 재식별 위험을 평가한다. UKAN의 ADF7가 바로 해당 개념을 반영한 프레임워크이다.

는 것도 아니기에 레벨1에서 레벨3로 이동 시 위험 수준이 레벨1에서 레벨2로 이동 시 위

UKAN에서는 「데이터 상황」을 데이터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로 정의하고 데

험 수준의 2배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데이터가 비식별화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다. 데이터 환경은 세부적으로 다른 데이터, 행위자(에이전트), 거버넌스(법, 제도적 규칙),

[그림 5-3-1] Identifiability Continuum의 개념적 5단계 모델

8

인프라의 4가지 구성요소 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누가(Who), 무엇을(What), 어디서
discreet levels

(Where), 어떻게(How)라는 질문을 이용하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 환경 제어 방법을 특정
재식별 위험수준
Greater risk of
re-identification

할 수 있을 것이다.9

• 누가(Who)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
• 무슨(What)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가?

Greater effort,
cost, time and
skill to re-identify
재식별을 위한 노력

• 어디(Where)에서 데이터 접근/분석이 이루어지는가?
• 어떻게(How) 데이터에 접근하는가?

Level 5

Aggregate data

Level 4

Managed data

Level 3

Exposed data

Level 2

Masked data

Level 1

Readily identifiable data

Level 5: 식별할 수 없으면서 어떤 필드도 그룹으로
계층화 되지 않음
Identifiability below threshold Not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ability above threshold Personal information

Level 4: 식별가능성 객관적 평가(임계값)
Level 3: 준식별자, 식별변수도 마스킹, 그러나
식별가능성 측정 안함
Level 2: 직접식별자만 가역적/비가역적으로
마스킹한 상태

Irreversibly masked data
Reversibly masked data

Level 1: 추가 자료없이 명확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 출처: PharmaSUG, 「Practical Implications of Sharing Data: A Primer on Data Privacy, Anonymization, and DeIdentification」, 2015.

2. 주요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 및 위험평가 방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별가능성 판단 기준이 되는 임계값(Threshold)을 설정하는 것인
데, HITRUST는 임계값 설정 기초자료로 검사(Prosecutor)12, 기자(Journalist)13, 마케터

가. 미국 건강정보신뢰협회10의 리스크 기반 비식별화(Risk-Based De-Identification)

(Marketer)14 공격자 모델 기반의 데이터 자체 위험도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소

HITRUST에서는 개인정보의 식별성 판단을 비식별 데이터 처리수준이 특정 임계

에 대한 Check List 기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식별 수준을 결정하는 임계값을 구한다.

값(Threshold)을 넘으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Identifiable) 데이터’라 하고, 넘지 않으
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데이터의 식별성

• 데이터 사용자 환경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통제 상황(Mitigating Controls)

(Identifiability) 수준을 특정 단계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일종의 연속체11로 정의하고 데이

• 데이터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Invasion of Privacy)

터에 가해지는 비식별 조치 결과에 따라 재식별 위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 데이터 요청자의 재식별 동기와 능력(Motives and Capacity)

7
8

익명처리 의사결정 프레임워크(The Anonymisation Decision-making Framework, ADF)
내용참고: 김동현, 김순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데이터 상황기반의 위험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VOL 30, NO.4, 2020.8.

9
10

Duncan, G. T, Elliot, M. J and Salazar-Gonzalez, J. J, 「Statistical Confidentiality,」 New York: Springer, 2011
미국 건강정보신뢰협회(HITRUST): 2007년에 설립된 민간기구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정보 보안 및 위

12

험 관리 리더와 협력하여 의료산업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공통 위험 및 규정 준수 관리

13

프레임워크, 관련 평가 및 보증 방법론을 개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음을 증명하여 비식별 처리를 수행한 기관을 곤경에 처하도록 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임

11 (Continuum)Emam, K.E., Risk-Based De-Identification of Health Data. IEEE Security and Privacy, 8, 64-6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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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Journalist) 리스크: 정보 집합 안에 재식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1명이 있는 경우로 누군가를 재식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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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Marketer) 리스크: 정보 집합 안의 신원의 비율을 정확하게 재식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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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KAN의 익명화 의사결정 프레임워크(ADF 개정판15)

[그림 5-3-2] ADF Workflow

UKAN은 데이터가 익명화되었는지 여부를 데이터 속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그 맥락 간
구성요소 ➊

의 관계를 통해 결정하는 기능적 익명화(Functional Anonymisation) 방식의 프레임워크인

표출 문제 파악 및 기술

익명화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다음의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구성요소 ➋
데이터 흐름 파악 및 책임 결정

• 포괄성 원칙(Comprehensiveness Principle):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공유나 공개의 안
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살펴보아야 한다.
• 유용성 원칙(Utility Principle): 익명화는 안전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이

구성요소 ➍

구성요소 ➌

구성요소 ➎

데이터 설명 및 매핑

환경 속성 매핑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지만 생성된 데이터가 목적에 맞는 유용한 데이터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 현실적 위험 원칙(Realistic Risk Principle): 유용하면서도 리스크가 없는 데이터를 생

구성요소 ➏
데이터 상황 평가

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비례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위험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통제는 위험의 정도

구성요소 ❼

와 해당 위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영향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한다.

식별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는데
사용할 프로세스 선택 및 구현

이 프레임워크는 기술적(Technical)요소와 맥락적(Contextual)요소의, 두 가지 요소가 하
나로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환경까지를 모두 검토하여 현실적

구성요소 ❿

구성요소 ❾

구성요소 ❽

데이터 상황 변경 모니터링

일이 잘못될 경우 수행할 작업 계획

이해 관계자의 신뢰 유지

인 위험을 판단하는 재식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접근방식인 ⌜ 데이터 상황⌟ 접근법을
* 출처: Mark Elliot, Elaine Mackey and Kiero O’Hara, 「The Anonymysation Decision-Making Framwork: European
Practitioners’ Guide」, UKAN Publications 2020.

가장 처음 도입한 프레임워크이다.

• 기술적(Technical) 요소: 재식별 리스크의 정량화와 관리 방법 파악
• 맥락적(Contextual) 요소: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처리(데이터 흐름,

ADF는 총 3개 분야 10개의 구성요소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구성요소가 순서별로 목록화

법적 및 윤리적 책임, 거버넌스 관행, 공유 또는 릴리스 후의 책임, 문제 발생 상황에 대

되어 있기에 일반적으로 구성요소1 에서 시작하여 차례대로 적용하지만 그렇다고 엄격하게

한 대응계획)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순서 없이 자유로운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해 관계자 참여(구성 요소 5)는 프로세스의 모든 지점에서 발
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상황 평가(구성 요소6)의 경우도 데이터 상황을 새롭게 제안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15

ADF는 2016년 9월에 실무자들이 개인정보의 익명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발간되었
으며, 2018년 EU 전체에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ADF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기존 버전 사용자 커뮤니티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2020년 개정판
(2nd Edition)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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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ADF 구성요소 요약표
분류

데이터
상황 감시

식별 위험 평가
및 통제

영향도 관리

[표 5-3-4] 주요 비식별 프레임워크의 장·단점
구성요소

1

표출 문제 파악 및 기술

2

데이터 흐름 파악 및 책임 결정

3

환경 속성 매핑

4

데이터 설명 및 매핑

5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6

데이터 상황 평가

7

식별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할 프로세스 선택 및 구현

8

이해 관계자의 신뢰 유지

9

일이 잘못될 경우 수립할 작업 계획

10

데이터 상황 변경 모니터링

내용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
영국 UKAN
익명처리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데이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 익명처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위험을 식별하며 기술적 처
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

데이터의 식별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를
구현하는 단계

의도하지 않은 식별이나 법위반 등에 대비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수준을 적절히 유지하
기 위한 상황 모니터링 단계

* 출처: Mark Elliot, Elaine Mackey and Kiero O’Hara, 「The Anonymysation Decision-Making Framwork: European
Practitioners’ Guide」, UKAN Publications 2020., https://msrbcel.files.wordpress.com/2020/11/adf-2ndedition-1.pdf (접속일: 2021.11.2.)

장점

단점

단순하고 명료함

실제 데이터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에 부족

미국 NIST SP800-188(2nd Draft)
정부 데이터셋 비식별화 가이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변
여러 다른 측면을 고려토록 함

고려사항일뿐 구체적이지 못함

HIPAA 프라이버시 규칙 17

비식별 조치 전 데이터 중요도,
잠재적 피해, 공개 타당성 검토

측정 자체가 정성적이고 의료분야에
한정, 모든 환경요소 미고려

HITRUST & Privacy Analytics사
상황기반 위험도 측정 방법론

데이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 제시

우리나라의 법제도, 상황에 부적합하
며, 의료분야에 한정됨

대한민국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재식별 시도 가능성과 재식별
시 영향분석 등 일부 내용 포함

영향분석이 비식별 처리 이후 실시
데이터 상황 전체 구성요소 중 일부만
고려됨

* 출처: 김동현, 김순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데이터 상황기반의 위험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VOL 30, NO.4, 2020.8., 저자 재구성

2) 국내 가명·익명 프레임워크
실제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
행하는 2021년 가명정보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다. 우리나라 데이터 상황 기반의 가명·익명 프레임워크16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형하여 아래와 같이 총 3개 분야 6가지의 관점으로 데이터

1) 프레임워크 제정 배경

상황을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상황 기반 비식별 프레임워크는 201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탁
하고 한라대학교 김순석 교수팀에서 수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프레임워크 및 정보 활

(가) 데이터 활용 방법(A)

용절차 개선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데이터 활용 방법에서는 가명 처리 시와 익명 처리 시로 나누어 앞서 언급한 데이터 상황

제안한 데이터 상황 기반 접근법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적인 요소에 맞추어 적용하기에는

제어 요소들을 적용하였다. 먼저 가명 처리 시에는 누가(Who, 활용 주체), 어떻게(How, 결

적절치 않고, 의료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어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에 새로운 연구

합 유무), 어떻게(How, 활용 관점)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10가지의 상황을 점검

를 통해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 데이터3법을 따르면서 우리나라 법과 환경에 맞게 체계적

한다.

인 분류가 가능하고 각 구성요소들의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 A.1 누가(Who)(활용 주체) 분야에서는 내부 사용인지 외부 사용인지를 판단한다.

제시하였다.

• A.2 어떻게(How)(결합 유무) 분야에서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하는지, 만약에 한다
면 자사가 보유한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위해 내부 결합을 하는지, 아니면 타사 보유
16

김동현, 김순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데이터 상황기반의 위험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 Journal of The
17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ivacy Rule, 2012.12.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VOL 30, NO.4,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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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의 결합을 위해 외부 결합을 하는지 판단한다.

[그림 5-3-3] 국내 데이터 상황 분류도18

데이터 상황

• A.3 어떻게(How)(활용 관점) 분야에서는 조직 내부 사용 시에 데이터 관리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사용자가 외부일 경우 업무위탁 형태의
사용인지, 형태 제공인지, 제3자 제공인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A. 데이터 활용 방법

B. 데이터 이용 환경

C. 데이터(자체)

익명처리 시에는 추가적으로 어떻게(How, 목적 범위)를 추가하여 총 4개 분야 14가지의
A.1
누가(Who?)
(활용주체)

A.2
어떻게(How?)
(결합유무)

A.3
어떻게(How?)
(활용관점)

A.1.1
내부

A.2.1
결합없음

A.3.1
부서 내 사용

A.1.2
외부

A.2.2
내부결합

A.3.2
타부서 사용

A.2.3
외부결합

A.3.3
외부 사용자를 위한
샌드박스(업무위탁)

B.1

B.2
개인정보보호
수준

B.3
재식별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C.1
데이터
구성

C.2
데이터
분포

C.3
데이터
민감도

B.2.1
내부 관리 계획

B.3.1
법적이슈에 따른
사회적 혼란

C.1.1
간접/직접식별정보
컬럼 수

C.2.1
데이터
분포

C.3.1
데이터의 시간적
특징

B.2.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B.3.2
도덕적이슈에 따른
사회적 혼란

C.1.2
데이터셋
총 컬럼 수

C.2.2
데이터셋 내 컬럼값
들의 분포

C.3.2
법적제한 데이터
컬럼 수

B.2.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B.3.3
기술적이슈에 따른
사회적 혼란

C.1.3
데이터셋의 통계적
특징

C.2.3
데이터셋내 특이치
포함 여부

C.3.3
낙인성 정보 컬럼 수

A.3.4
외부 사용자를 위한 샌드
박스(외부 사용자용)

B.2.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B.3.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C.1.4
데이터셋의
제공형태

A.3.5
데이터 이용 합의서에
의한 제3자 제공

B.2.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상항

B.3.5
정보주체에 경제적
손실 발생

C.1.5
원본과 모집단의
특성

B.2.6
접근 통제에
관한 상항

B.3.6
정보주체에 비경제적
손실 발생

C.1.6
데이터셋의
최신성

B.2.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B.3.7
신청기관에 경제적
손실 발생

익명

A.3.6
완전공개

A.4
어떻게(How?)
(목적범위)

익명

익명

익명

익명

A.4.1
단일 목적

A.4.2
다중 목적

A.4.3
목적 제한 없음

재식별시 의도 및
능력
B.1.1
재식별
의도
B.1.2
재식별
능력
B.1.3
외부 정보 연계
가능성

B.2.14
재해 및 재난대비 개인정보처리시
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B.2.15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B.2.16
B.2.8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한 사항

C.3.4
민감속성 컬럼 수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B.2.19
개인정보 및 추가정보의
파기
B.2.20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B.2.21
데이터 이용자가 ISO2001,IS16, PM6
등의 인증을 받음(해당 분야에 한해)

• A.3 어떻게(How)(활용 관점)에서 익명 처리된 데이터가 완전 공개 데이터인지 여부
를 추가로 판단한다.
• A.4 어떻게(How)(목적 범위)에서는 활용 목적이 단일한 목적인지 다중의 목적인지,
아니면 목적에 제한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나) 데이터 이용환경 위험도 분석(B)
데이터 이용환경에 대한 위험도 분석은 총 3개 분야 32가지 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평
가를 해서 위험도를 산출해야 한다.

• B.1 비식별 의도 및 능력 분석 단계에서는 의도나 능력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거나 확보
가능한 외부정보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한다.

B.3.8
신청기관에 비경제적
손실 발생

• B.2 개인정보보호 수준 분석 단계에서는 내부관리계획부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
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21가지 상황에 걸쳐 점검한다.

B.2.17
B.2.9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대한 접근권한 분리
B.2.18

상황에 대해 점검을 통해 상황을 평가한다.

• B.3 재식별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계에서는 재식별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B.2.10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도덕적, 기술적 이슈에 따른 사회적 혼란 가능성이나 정보주체나 신청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정도,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까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B.2.11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B.2.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데이터 자체 위험도 분석(C)
마지막으로 데이터 자체 위험도 분석 단계에서는 총 3개 분야 13가지 데이터 자체에 대

B.2.13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평가해서 위험도를 산출한다.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년 가명정보 전문가 양성교육(심화과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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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데이터산업 기술 동향

• C.1 데이터 구성에서는 간접/직접 식별정보의 컬럼 수나 데이터 셋의 총 컬럼 수, 통계
적 특징, 제공형태, 모집단의 특성, 데이터의 최신성 등 주로 데이터 구성과 관련한 정
보를 검토한다.
• C.2 데이터 분포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분포나 컬럼값들의 분포, 특이치 포함 여부 등
을 평가한다.
• C.3 데이터 민감도 분야에서는 시계열 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적 특징, 법적

제4장.
안정적 AI/ML 서비스를
위한 MLOps

홍운표
(데이터로봇 코리아 상무)

제한 정보나 낙인성 정보, 민감속성 정보의 컬럼수 등을 파악한다.
한 조직 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하 ML)의 적용 및 확산 시 반드시 운영 단계에 대한 준

3) 위험도 평가 결과의 활용

비 및 고려가 필요하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또는 Action item 발굴을 염두에 둔 케이스라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 상황 및 데이터 자체에 대한 위험도는 ‘가명처리 단계별 세부절차19’

면 더욱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컴퓨팅 리소스 관리 외에도 데이터 수급, 변이 대응, 이상

의 가명처리 수준 정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각 속성 및 컬럼별 처리 수준을 정의하고 관

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AI/ML 결과물의 운영 적용을 위해 MLOps(Machine

련된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가명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바

Learning Operations)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MLOps와 주요 기능 및 가용 소

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프트웨어를 소개한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목적에 따라 활용이 되며, 적정하지 못할 경우는 다시 가명처리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 MLOps 등장 배경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만들고 툴에 투자한 이후에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ML 프로젝트 마지막에 운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이다. 왜냐하면 ML은 배
포(Deploy)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각자 선호하는 툴, 언어
와 기법이 있다. 또 각 팀은 각자 다른 문제를 다른 플랫폼으로 해결하기 마련이다. 더욱 어
렵게 만드는 것은 배포(Deploy) 이후 IT팀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R, Python과는
다른 Java, C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모델을 배
포(Deploy)하기 꺼려 하기 마련이다.
IT팀은 ML모델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로 간주하기 쉬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는 다르다. ML모델들은 학습데이터에 특정 알고리즘
과 파라미터가 튜닝된 결과물이어서 학습데이터가 바뀌면 (실제 운영환경에서 자주 발생하
는) 모델의 성능도 저하되고 재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작업된 모델은 앞서 운
영을 위해서 추가된 모니터링, 보안, 거버넌스 작업도 다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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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기존 DevOps 개념처럼, ML 모델의 지속적인 학습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MLOps

2. MLOps 구현 전략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MLOps는 초기 개발된 모델의 배포 및 운영과 개선방법을 제공하는
기능을 통칭한다. MLOps 가 지원해야 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들어진 모델이

전통적인 ML 개발 방법론을 준수하여 개발된 모델은 문제정의-데이터준비-탐색분석

예상대로 동작하는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 둘째, 모델 성능 저하 시 업무 프로세스 중

(EDA)-학습 및 튜닝-배포/운영의 생애주기를 갖게 된다. 각 단계별로 모델의 신뢰성 확보/

단 없이 어떻게 모델을 교체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운영환경 접근에 관한 통제를 구현할

유지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나 MLOps 관점에서 주요하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하는 위험은 배

것인가? 넷째, 운영 지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델 교체 등의 이벤트 발생 시에도 규제 사항을

포/운영 단계에 맞추어져 있다.

충족하면서 운영환경을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IT 팀이 요구하

MLOps를 구현할 때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성능 관점의 모델 확보를 위해 배포된

는 보안이나 거버넌스 정책을 회피하고 스스로 만든 플랫폼을 통해 배포(Deploy)하는 경우

모델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델의 지속적 개발(재학습, 재개발)은 기존의 ML 개발 방법론

가 적지 않게 된다.

을 따르도록 하거나 (이하 모델관리 중점 MLOps), 주기적인 재학습에 초점을 두고 자동 워

ML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정확도 높은 모델을 얻기 위한 코딩(R/Python)이 대부분

크플로우 구현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이하 재학습 중점 MLOps)

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대부분이 데이터 탐색

특히 모델관리 중점 MLOps에서는 배포/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서비스 관

및 모델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ML 프로젝트가 실제 운영까지 가기

점과 성능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안정적 예측 값 서비스를 위한 응

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루

답시간, 캐쉬율 등 일반적인 SW/HW 관리 측면이 중요하다. 성능 관점 또는 데이터 사이언

고 있는 주제가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인사이트를 얻고 끝내는 대신,

스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위험은 운영 중인 모델의 성능이 학습단계에서 보였던 수준으로 얼

실제 운영환경으로 배포(Deploy)를 해야 하고, [그림 5-4-1]과 같이 실제 운영으로 넘기기

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있으며,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

위해서 해야 하는 전체 작업 중에 코딩 작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코딩 작업과 전혀 다

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들과 추가로 재학습 중점 MLOps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능들을 아

른 성격의 일들이 존재하게 된다.1

래에서 기술한다.

[그림5-4-1] ML코드를

포함한 실제 ML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3. 모델 관리 중점 MLOps
Data
Verification
Configuration

Data Collection
ML
Code

Feature
Extraction

Machine
Resource
Managment
Analysis Tools

Monitoring

가. 드리프트(Drift)

Serving
Infrastructure

전형적인 ML개발방법론에 따르면, 학습된 모델의 운영/배포 이후 학습데이터의 패턴에
맞추어진 ML모델은 서비스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의 원

Process
Managment Tools

인은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지는데, 1) 타깃 정의(Concept) 드리프트, 2) 데이터 정의 드리
프트, 3) 데이터 드리프트가 존재한다2. 타깃 정의 드리프트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측하고

* 출처: Sculley, D. a.-F., 「Hidden Technical Debt in Machine Learning Systems」, Curran Associates, Inc., 2015.

자 하는 타깃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 내 경쟁사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고객 예측을 타깃으로 배포하였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3개월이 아닌 1개월 내 이동이

1

Sculley, D. a.-F. (2015). Hidden Technical Debt in Machine Learning System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urran Associat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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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mas, J., Databricks Blog. Retrieved from https://databricks.com/blog/2019/09/18/productionizing-machinelearning-from-deployment-to-drift-detection.html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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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고객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해진 경우이다. 데이터 정의 드리프트는 데이터 내 컬럼

[표 5-4-1] PSI 계산 예시

의 포맷이 변화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무게를 나타내는 컬럼이 킬로그램(kg) 단위

Score Range

에서 파운드(lb)로 바뀐 경우, 해당 모델을 변경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720

1

12%

11%

1%

0.09

0.001

671-720

2

11%

11%

0%

0.00

0.000

641-670

3

14%

12%

2%

0.15

0.003

611-640

4

12%

13%

-1%

-0.08

0.001

581-610

5

12%

11%

1%

0.09

0.001

551-580

6

10%

11%

-1%

-0.10

0.001

521-550

7

12%

13%

-1%

-0.08

0.001

491-520

8

6%

5%

1%

0.18

0.002

451-490

9

6%

7%

-1%

-0.15

0.002

< 451

10

5%

6%

-1%

-0.18

0.002

이 두 가지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데이터 드리프트에 비하면 해결책이 단순하기 때문
에 이 장에서는 첫 번째 형태의 드리프트에 대해서만 고찰한다.
대부분의 ML 알고리즘들은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 또는 패턴에 집중하여 정확하고 강
건한 예측 모델을 얻어내기 때문에 학습데이터와 운영 단계에서 예측 요청에 들어오는 데이
터의 통계적인 특성들이 달라진다면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통계적인 특성
이라 함은 확률분포(Probability density/mass function)로 완벽하게 표현 가능하고, 이를

분위수(Decile) Scoring%(A) Training%(B)

A-B

ln(A/B)

PSI

0.013

운영단계에서 추적하고 모니터링한다면 데이터의 드리프트를 완벽하게 검출하고 대비할 수

* 출처: LISTEN DATA, 「POPULATION STABILITY INDEX AND CHARACTERISTIC ANALYSIS」, 2015.5.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률분포의 정밀한 함수 표현식을 기준으로 놓고 학습데이터와 예측데
이터의 차이(Skew)를 검출한다는 것은 모수의 부족 (예를 들어 실시간 예측 서비스가 필요

일반적으로는 PSI 값이 0.1 이하이면 별도의 작업이 필요없고, 0.1에서 0.25 사이 값이

한 경우) 및 통계 잡음으로 인해 판단 착오로 이어지기 쉽다.

라면 작은 변동으로 인식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0.25를 넘는 경우 심각한 차이

보다 근사적인 방법으로 확률분포의 수식적인 특성 차이를 보기보다는 평균과 분산처럼 모

(Skew)가 발생했다고 보고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

멘트값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으나,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감

학습 또는 모델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4. 그러나, PSI 값 자체는 사용된 구간의 수 [표 5-4-

마 분포) 이차항으로 전체 확률분포의 차이(skew)를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1]의 경우 10개 구간, 샘플 수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0.25라는 기준은 절대적일 수는 없다5.

에 대한 대안으로 모집단의 구간을 일정하게 나누어 각 구간별 빈도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림 5-4-2] 드리프트 모니터링 예시

이 있다. 아래의 수식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개념은 통계적인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며 구현이 쉽고 직관적이다.

즉, 하나의 피처를 구간(Bin)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전체 데이터 중의 비중을 구한 후, 운
영 시 예측 데이터로 들어온 피처의 구간별 비중의 차이를 구해 전체로 합산한 값이다. 예
를 들어, [표 5-4-1] PSI 계산 예시와 같이3 PSI 금융권 사례 중 신용도 구간이라는(Score
Range) 피처에 대해 학습데이터의 구간별 분포(Training%)를 구하고, 예측 데이터의 분포
(Scoring%)를 구해서 각 구간별 PSI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면 0.013이라는 값이 나온다.
* 출처: https://www.datarobot.com/blog/all-data-drift-is-not-created-equal-dot-dot-dot/ (접속일: 2021.11.2.)
4

Upadhyay, R. (n.d.). YOU CANalytics. Retrieved from http://ucanalytics.com/blogs/population-stability-indexpsi-banking-case-study/ (접속일: 2021.11.2.)

5
3

https://www.listendata.com/2015/05/population-stability-index.html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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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njo, B. Y.,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population stability index」, Journal of Risk Model Validation, Vol.14,
No.4, p89-1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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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당면 ML 사례에 대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현업 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협업하

[그림 5-4-3] 챌린저 모델의 정확도 모니터링 예시

여 각 피처별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드리프트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DataRobot사의 사례 [그림 5-4-2]를 보면, 모델 개발 시 확인된 주
요 변수 중 이자율(int_rate)에 대해 PSI 기준값을 0.1로 놓고, 특정 기간으로 필터링하여 모
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정확도 모니터링과 및 챌린저 모델
배포/운영 전환 이전에 모델 개발 단계에서 모델의 평가는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평가 기
준(metric)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평가 기준은 배포/운영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되어 개발단계에서의 평가치와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평가치가 비교 관리되어야 한다.

* 출처: https://www.datarobot.com/blog/how-mlops-helps-you-dodge-the-wrecking-ball-of-underspecification/
(접속일: 2021.11.2.)

관리되어야 하는 평가 기준은 운영 중인 모델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분류 모델
의 경우는 Logloss, AUC, 민감도/특이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회귀 모델의 경우는 RMSE,
2

MAPE, R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 이상치 대응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배포된 모델로부터 산출된 예측치가 해당

운영 시 배포된 모델은 예측 데이터에 대해 예측치를 계산하는데, 실제 값이 확보되기 전

모델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값을 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방문자 수를 예

까지 실제 정확도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예측 건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점에 계

측하는 모델이 음의 값을 낸다거나 정상 동작범위를 벗어나는 센서 값을 예측해야 되는 배포

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델의 실제 성능 저하는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앞서 언급된

의 경우, 또는 센서의 정상 동작 범위를 벗어나는 예측 값이 예측된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드리프트를 참고하여 먼저 성능 저하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정확도를 기반으로 한 정보는

야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로 하여 최종적인 모델 교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은 예측을 위해 입력된 종속변수들이 잠재적인 가정을 벗어나는 값이거나, 운

예측치에 대한 실제치가 확보되는 시점에는 기존에 발행된 예측치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영 중인 모델 자체가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고려를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체계가 미리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조인 키(Join Key)), 해당 모델에 적용 가능한

대비책으로 예측치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기록을 남기거나, 또는 예측 값을 제공하지 않고 에

평가 기준에 대해 계산 가능한 기능도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러값만을 반환하여 비즈니스에 파급효과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정확도 관점에서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델 개발 시 여러 가지 모델을 동
시에 배포하여 성능 저하에 대비할 수 있다. 즉,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을 실제 예측치로
서비스하되, 실제 예측 서비스는 하지 않더라도 동일 문제에서 확보된 다른 모델의 예측치를

4. 재학습 중점 MLOps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였다가 실제치가 확보되는 시점에 계산을 통해 후보 모델들의 정확도
를 산출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다. 많은 벤더사들이 이러한 개념을 챌린저 모델로 부르며 다

가. 모델 리프레시

수의 챌린저 모델을 동시에 배포하여 정확도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데이터 드리프트, 정확도 모니터링 및 이상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운
영 중인 모델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면 운영팀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현업 담
당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모델을 교체
(Replace)하거나, 모델 및 해당 비즈니스 케이스를 폐기(Retire)하거나 재학습(Retra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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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세 가지이다. 각각의 결정에 도달하는 조건은 조직마다 다를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6 7 8 9.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 [표 5-4-2]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5. 공통 기능

[표 5-4-2] 모델 학습방안 조건

드리프트

교체(Replace)

폐기(Retire)

재학습(Retrain)

설정된 기준 내에서 미미한 수
준의 변화를 보인다.

콘셉트 드리프트 발생으로 기
존 모델의 문제 정의와 달라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준선 이상의 데이터 드리프
트가 발생한다.

정확도

학습 시 보다 저하되었으나 챌
린저 모델의 성능이 현재 배포
된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여 상
당기간 유지되고 있다.

이상치

기존 모델로 처리 가능한 이상
치가 발생하며, 주요하게 고려
해야 할 이상치는 발생하지 않
는다.

고려 불필요

고려 불필요

가. 모델 거버넌스 (승인, 버전관리)
위에서 살펴본 모델의 Replace/Retire/Retrain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와 노력을

정확도는 학습 시 보다 하락하
였고, 챌린저 모델의 성능도 하
락 추세를 보인다.

기존 모델이 처리할 수 없는 이
상치의 잦은 발생으로 이상치
처리가 포함된 신규 모델이 필
요하다.

거쳐, 하나의 배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인스턴스가 발생하게 된다. 모델의 버전 관리, 승인
프로세스, 배포 권한관리 기능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모델 메타데이터 관리
운영되는 모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의 관리를 통해 해당
모델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ML 모델 자체에 대한 정보들(알고리즘,
하이퍼파라미터, 모델 사이즈 등)과, 피처 스토어와 연관된 정보들(데이터셋 아이디, 피처리

나. 피처 스토어(feature store)

스트 등)이 운영되는 동안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운영 중인 모델에 특정 시점까지 드리프트나 정확도의 추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주기적
으로 재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ML 모델들이 있다. 예를 들어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제조 설

다. 서비스 모니터링 및 관리

비의 경우 주기적인 정비(Periodic Maintenance, PM)가 필수적인데, 제조라인에서 수집된

운영되는 모델의 성능 외에도 예측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 시간당 요청 건수, 배치 및 실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경우 PM 전후 드리프트 발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학

시간 요청 통계 정보 등이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예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외에

습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수집하고, 정제

모델 Replace/Retire/Retrain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추가적인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거치는 것은 모델 개발의 속도를 저하하는 주요 요인
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피처 스토어이며, 재학습이 필요한 시점에 데이

라. 컨테이너 기반 컴퓨팅 자원

터엔지니어링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모델에 사용된 피처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다.

서버 인프라에 대한 고려는 각 기업 또는 조직이 처한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최

그러나 이전에 사용된 모델이 향후 꾸준히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피처 엔지니어링이

근의 추세만을 언급하자면, 가상 머신 기반으로 배포하는 것보다는 도커(Docker) 기반 컨테

포함된 피처 스토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성능상 의미가 있는 경
우라면 새로운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피처 스토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주 사용되는 파생

6

Khalid Salama, J. K. (n.d.). Google. Retrieved from mlops-whitepaper: https://cloud.google.com/resources/
mlops-whitepaper (접속일: 2021.11.2.)

7

Thomas, J. (2019, September 18). Databricks Blog. Retrieved from https://databricks.com/blog/2019/09/18/
productionizing-machine-learning-from-deployment-to-drift-detection.html (접속일: 2021.11.2.)

8

AWS. (2021). Amazon SageMaker Feature Store. Retrieved from https://aws.amazon.com/sagemaker/featurestore/ (접속일: 2021.11.2.)

9

Google. (2021). Google Cloud. Retrieved from MLOps https://cloud.google.com/architecture/mlopscontinuous-delivery-and-automation-pipelines-in-machine-learning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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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으나 모델 관리 관점에서 위에 제시한 기능들에 대한 구현은 비교적 초기 상태이다13.

이너에 Flask 같은 작은 크기의 웹서버를 통해, 각 배포별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최근에는 도커 기반 컨테이너 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리 도구인
쿠버네티스(Kubernetes)를 채택하여 구축하는 경향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10. 아울러

라. Microsoft Azure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ML 파이프라인 수행을 돕는 오픈소스인 Kuberflow를 이용해 ML의

MS Azure Machine Learning 환경에서 개발된 모델을 웹서비스 형태로 배포할 수도 있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고, SDK기반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다양한 타깃(컨테이너,
Kubernetes, 웹서비스 등)에 배포하고 MLOps 개념을 구현할 수 있으나 드리프트 검출 기
능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14.

6. MLOps 상용 소프트웨어
마. AutoML 개발사
가. SAS

최근 들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부족에 따른 분석 자동화를 위해 AutoML 개발사들이

모델 관리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 MLOps 기능을 제공하며, 재학습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대두되었다. DataRobot, H2O.ai 및 DataIku 등이 해당하는데 분석 자동화를 모델 개발

ML 개발 방법론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별도의 패키지로 Model Manager를 판매하며 모

에 한정하지 않고, 모델 관리 및 재학습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MLOps 기능은 자연스

델 관리 관점에서 위에 언급된 기능 외에도 해당 모델의 내재적인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럽게 지원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모델 관리에 중점을 둔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할 수 있는 기능을 풍부하게 제공한다11.

DataRobot은 최근 Continuous AI를 선언하며 모델 관리 외에도 피처 스토어 및 재학습 워
크플로우 기능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Google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한 MLOps 개념을 활발히 적용하고 발표해 오고 있으며, 모델
관리 관점에 대한 기능들보다 재학습 중점에 보다 많은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ML

7. 마무리

Pipeline 자동화와 지속적 개발(Continuous Development) 지속적인 통합에(Continuous
Integration) 주안점을 두고 코드 기반의 MLOps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12.

이 장에서는 최근 AI/ML 도메인에서 관심도가 증가하는 MLOps에 대해 기술하였다. 전
통적인 모델 관리 관점에 초점을 맞춘 기능 요소와 더불어 재학습에 중점을 둔 MLOps에 요

다. AWS

구되는 기능들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AI/ML이 모델 개발에 집중하여

AWS Sagemaker 환경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SDK를 활용하여 코딩을 통해 API 엔드포인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최근에는 개발된 모델로부터 지속적

트(Endpoint)로 구현하거나 배치 서비스로 구현 가능하다. 최근에 MLOps 프레임워크를 발

인 비즈니스 효과를 거두기 위해 모델을 관리하고 재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뢰도 높은 모
델을 얻기 위해 MLOps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Singh, P. (2021). Deploy machine learning models to production: with flask, streamlit, docker, and kubernetes
on google cloud platform. Apress.

11

SAS. (n.d.). Model Manager. Retrieved from https://www.sas.com/en_us/software/model-manager.html (접

13

속일: 2021.11.2.)
12

Google. (2021). Google Cloud. Retrieved from MLOps: https://cloud.google.com/architecture/mlopscontinuous-delivery-and-automation-pipelines-in-machine-learning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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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2021). AWS MLOps Framework. Retrieved from https://aws.amazon.com/solutions/implementations/
aws-mlops-framework/ (접속일: 2021.11.2.)



14

Microsoft. (2021). Azure. Retrieved from MLOp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machine-learning/
concept-model-management-and-deployment (접속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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