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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27만개의 스토어

10억개의 상품

월간 액티브 유저 1600만

월간 16억 건의 검색

NAVERSHOPPING

이 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을까?”



네이버 쇼핑 = 검색 + 가격 비교
전체검색 개인화검색 이미지검색 가격비교

검색

가격 비교

(카탈로그

서비스)



네이버 쇼핑 = 검색 + 가격 비교

사람이 일일이 처리할 수는 없는 일!사람이 일일이 처리할 수는 없는 일!



정확한 카테고리는 검색 품질의 기본

4단계 깊이

4,215개의 카테고리 수

몰 카테고리 : 디지털/가전 > MP3

≠

네이버 카테고리 : 생활/가전 > MP3



정확한 카테고리는 검색 품질의 기본

4단계 깊이

4,215개의 카테고리 수

몰 카테고리 : 디지털/가전 > MP3

≠

네이버 카테고리 : 생활/가전 > MP3

왜-Why!

네이버 카테고리로 매칭을 해야 할까?



‘갤럭시’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

“갤럭시＂로 검색을 하는

사용자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갤럭시’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

“갤럭시＂로 검색을 하는

사용자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CMP (Category matching probability)

이 검색어에 가장 잘 맞는 카테고리는?



최저가를 눌렀더니 장난감이 나온다면?

애초에 카테고리가 정확 했다면 …
잘 하고 싶다!

카테고리 매칭!



카테고리 분류 모델



낚시대를 사람이 만약 구분 한다면?

몰 카테고리 : 고양이 용품 > 고양이 장난감

몰 카테고리 : 미니어처소품 > 레저& 겜블링몰 카테고리 : 명품 낚시 브랜드 > 바낙스

몰 카테고리 : 미니어처소품 > 레저& 겜블링

몰 카테고리 : 용품 > 일반 > 낚시대

상품명 : 대박 낚시대



Base line accuracy

Validation Data set은

12만개 샘플링

사람이 라벨링

Human 75    vs    Machine 62.3



무엇을 학습 데이터로 만들 것인가?



텍스트 데이터 처리 : 상품명은 매우 단순

상품명

벨르노 접이식 캠핑의자

카우리홈 플로트 우드벤치 - 1000X400X450

땡땡이 허리끈 도트 랩 페미닌 롱 가을 원피스

데일리 화이트 오버핏 롱셔츠 가을롱남방

삼성전자 NX2000

…

몰 카테고리

생활/건강 > 생활용품 > 생활잡화 > 돗자리/매트

스포츠/레저 > 낚시 > 바다낚시 > 바다낚시세트

Overall model vs Custom data

상품명, 몰 카테고리와 같이

상품과 관련한 텍스트 정보는 단순한 구조

https://search.shopping.naver.com/category/category.nhn?cat_id=50000008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category.nhn?pagingIndex=1&pagingSize=40&viewType=list&sort=rel&cat_id=50002696&frm=NVSHCAT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category.nhn?pagingIndex=1&pagingSize=40&viewType=list&sort=rel&cat_id=50002696&frm=NVSHCAT
https://search.shopping.naver.com/category/category.nhn?cat_id=50000007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category.nhn?pagingIndex=1&pagingSize=40&viewType=list&sort=rel&cat_id=50003029&frm=NVSHCAT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category.nhn?pagingIndex=1&pagingSize=40&viewType=list&sort=rel&cat_id=50003029&frm=NVSHCAT


텍스트 데이터 처리 : Word2Vec

상품명

몰 카테고리

Term

Tokenizer

Word2Vec

(Vectorising)

상품명

몰 카테고리

Term

Tokenizer

Word2Vec

(Vectorising)



텍스트 데이터 처리 : Word2Vec

상품명

몰 카테고리

Term

Tokenizer

Word2Vec

(Vectorising)

상품명

몰 카테고리

Term

Tokenizer

Word2Vec

(Vectorising)

상품명

몰 카테고리

Term

Tokenizer

Word2Vec

(Vectorising)



텍스트 데이터 처리 : Vocabulary는 적게

140만 vocab VS 2만 vocab

45 VS 65



텍스트 데이터 처리 : Vocabulary는 적게

None Word2Vec

VS

Word2Vec



카테고리 분류 모델



Multi Task model code snippet

Product name, 

Mall Category, Image

각각의 학습

세 가지 결과를

모아서 학습



텍스트 모델의 구조 – 1D CNN

Text CNN



이미지 처리 백본 : MobileNet V2

ResNet50 vs MobileNetV2 (raw image fine-tune)

Accuracy 0.796 vs 0.753

Fine-tune



입력 이미지는 어떤 크기가 좋을까?

• image 실험 크기: 224x224, 160x160, 120x120, 100x100, 80x80, 60x60



New Model accuracy

Machine 87

90점은 넘고 싶었다



노동의 시간 – ML의 끝은 전처리!



AutoML - 적은 fcl_dim이 유리



AutoML - 적은 fcl_dim이 유리



Data Imbalance problem



Data Imbalance problem

여성의류인 원피스 Vs 다큐멘터리 DVD

상품 수는 1000:1



Trend problem

최근 데이터만

잘 맞춤



Trend problem

최근 데이터만

잘 맞춤

최신의 데이터만 학습 한다면

상거래 특성상 비 시즈널 데이터에 취약하다.



Selfie – 잘못된 GT는 고치거나 빼자



Selfie – 잘못된 GT는 고치거나 빼자



Selfie – 잘못된 GT는 고치거나 빼자

90!!



New Model accuracy

Machine is now 90%



최후의 데이터 맞춤 튜닝



이미지 모델이 잘 학습 되었을까? - SHAP

Grad Cam



텍스트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을까?



텍스트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을까?



마지막 짜 내기

토크나이저의 튜닝은

학습 데이터에서 오 매칭 하기 쉬운 데이터들을

걸러 내는 것



마지막 짜 내기

for cat_nm, kwd in cat_remove_kwd_list



New Model accuracy

WOW! Machine is now 94



분류를 할 수 없는 분류의 문제

기타

모호한 카테고리

몰 카테고리가 어뷰징

기타…기타…ETC.. ㅠㅠ

이 바지가 그 바지 인가 저 바지 인가

구두..상품권..ㅠㅠ



최적의 운영
인퍼런스를 위한 노!하우



병렬 Kafka 큐 처리로 10배의 성능 개선

Consumer

Consumer

Consumer

Preprocessor

Preprocessor

Preprocessor

Preprocessor

Preprocessor

Classifier

queue
Input 
Topic ……

GPU

Classifier

batch_queue

멀티 프로세싱으로

전 처리시 CPU를 최대한 활용하고

GPU가 Pending되지 않을 만큼

의 Throughput을 큐로 관리



병렬 Kafka 큐 처리로 10배의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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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cessing msg per sec

multiprocess multiprocess_multiqueue (num_msg_pro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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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_size

Inference msg per sec

단순 멀티 프로세스 (녹색)과 멀티 큐를

사용한 멀티 프로세스 (파랑)

P40 GPU 하나당 500 TPS



What’s Next?



앞으로의 과제 - OCR

Image Data

OCR

Text Data



앞으로의 과제 – Feature extraction



Q & 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