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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하이라이트] Young Innovators Talk @강원대학교
구성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지난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오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한빛관 2층에 위치해 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커넥트스퀘어에서
‘2016 Young Innovators Talk’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Ksef)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데이터는 최근 창업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구상에서부터 사업 모델 구축에 이르기까지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로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모두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연구하고 분석
한다면 인간의 성향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
는데 필요한 정보 처리 기술과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의 등장은 쇼핑, 학습, 운송, 건강 등 다양한 인간의 활동을 스마트하게 변화 시
키고 있다. 이번 Young Innovators Talk 행사에서는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 스마트한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세 분의
연사를 초청하여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데이터와 관련한 창업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첫 연사로 나선 차승학 B.U.S. Creative 공동창업자(CPO)는 기상청의 수치로 된 날씨 정보 데이터를 귀여운 호우호우 캐릭터가 현재
의 날씨 상황에 맞는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달하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두 번째
연사인 이주완 플런티 개발팀장은 문자를 주고 받을 때 터치 한번으로, 자사의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하여 제시한
적절한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자사의 서비스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연사는 강원대학교 재학 중, 창업한 학생 창업가 박종일 디노
웍스 대표로, 디노웍스의 콘텐츠 데이터를 제시하는 서비스 플랫폼 ‘AWAKE’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고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생각들을 학생 동문들에게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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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novators의 비즈니스 모델
“숫자만으로 표현된 기존의 날씨 정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날씨예보는 바람 3m/s, 습도 50% 등과 같이 단순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어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에 대한 정확한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 즉, 날씨에
관한 정확한 수치 정보가 사람들에는 불편한 정보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날씨예보보다는 어머니의 우산 챙겨나가라는 말씀, 친구의 오늘은 후덥지근하다는 불평
차승학
B.U.S Creative
최고제품책임자(CPO)

에 더 공감하고 신뢰를 갖는다. B.U.S Creative의 호우호우 서비스는 귀여운 캐릭터를 통
해 사람들에게 직관적이고 편안한 표현 방식으로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의 감각과
연결된 날씨 정보는 다양한 생활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생활 편의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계학습이 스마트폰 문자와 관련한 귀찮은 일을
대신해줄 수 없을까?”
스마트폰의 편리성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넘쳐나는 문자에 대한 귀찮음도 발생
시켰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문자와 관련해 불편한 순간을 자주 마주친다. 아무 것도 안하
고 있지만 문자에 답변하기 귀찮은 상황, 답변하기에 너무 바쁜 상황, 답은 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등이 그러하다. 또한 스마트폰 문자 중 반복적인
이주완

대화의 비율은 30%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하루 답장에 소비하는 시간도 30분이나 된다.

플런티 개발팀장
Data Scientist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플런티는 소셜 미디어 상의 대화 데이터 기반으로 기계학습
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변을 제시한다. 또한 사용자 대화 간 텍스
트를 파악하여 음악, 광고, 맛집, 캘린더,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사용자에게 편
리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의 도서를 온라인의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방법은
결국 스마트폰 친화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친근한 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점점 매력 없는 콘텐츠
로 여겨지고 있다. 지식 습득의 방법도 두껍고 무거운 오프라인의 책보다는 간결하고 정제
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호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넘쳐나는 스낵
박종일

콘텐츠(가벼운 흥미 위주의 정보)와 달리 영감을 주는 책 안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

디노웍스 대표

법을 찾던 디노웍스 박종일 대표는 ‘카드뉴스’ 형태의 도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상했다.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인 오디오북은 스마트폰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에 익숙한 사용자의
특성을 간과한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새로운 카드뉴스 서비스는 결국 스마트폰 친화적이
면서도 영감을 주는 책 속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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