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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는 국민대학교와 ETRI의 기술 자원 및 연구 역량, 

개방형 혁신 연구 문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AI 특화 기업을 발굴·육성하며, 개방형 연구 문화와 AI 전문가 간 소통·교류를 

촉진하는 서울시 산하의 인공지능 특화 지원 기관입니다.

모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인공지능 특화 지원 기관 
AI 양재 허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Three m
ajor tasks

기관명

사업주체

운영기관

추진사업

AI 양재 허브

서울특별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 전문인재 양성, AI 특화기업 성장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인공지능 특화 지원 기관

인공지능 중심의 창의인재와 우수기업이
성장 교류하고 기회를 만드는 서울의 혁신거점

AI 전문인재 양성

AI 특화기업 육성

소통 교류 활성화

미래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의 메카

인공지능에 특화된 사업화와 기업 성장 지원 플랫폼

소통과 교류, 협업을 통해 실현되는 개방형 혁신의 공간

Outline
기관개요

Philosophy
운영철학

3대
 주
요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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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모집대상/분야

제외대상

· 인공지능 관련 분야 기술 보유 및 사업을 계획중인 (예비)창업자

· 인공지능 관련 분야 초기 창업자 · 벤처 · 중소기업 · 부설연구소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의 규제대상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공고방식

공고기간

공고장소

· 기존 입주기업 졸업 및 신규 입주공간 확충 시(비정기적 모집)

· AI 양재 허브 홈페이지 및 SNS 등

선정절차

서류평가

발표평가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사업계획서 검토

· 15분 발표평가, 15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발표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결과발표 · AI 양재 허브 홈페이지 등 게재

독립형

개방형

· 기본 2년, 1년 단위 연장 평가(최대 4년)

· m² 당 월 5,000원(6개월분 선납, VAT 별도)  

· 기본 1년, 1년 단위 연장 평가(최대 2년)

· 좌석당 월 60,000원(6개월분 선납, VAT 별도)

혜택 · AI 양재 허브 내 회의실, 강의실, 라운지 등 이용 가능 

· 전기/난방, 인터넷, 출입 및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 무상 제공

· 네트워킹, 협업 프로그램, 기업 성장 프로그램 등 지원

입주유형

입주혜택

Application
& Procedure
입주신청 및 절차

Membership
benefits
입주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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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인재 양성

체계적
전문인재
양성

AI/ML 융합 교육

AI 핵심기술 및 활용역량 강화 교육

· 대상: (기초) AI/ML 기초 역량 학습을 원하는 일반인 등

          (실무) SW 종사자, AI 관련 대학(원)생, 직무전환 희망 일반인 등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 및 실무 프로젝트 추진

· 학제간 협업을 통한 학습 및 멘토링 진행 

· 기업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 대학(원)생, 일반인

· AI 기본 및 전문지식, 프로그래밍 개발 등 딥러닝 추론 구현

AI 가속기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 대상: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기업 재직자 등

· 기초 강의 및 가속기 실무 설계 구현

AI SoC 설계 과정

AI 거꾸로 교실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졸업 예정자

· 인공신경망의 하드웨어 설계 구현을 위한 AI SoC ASIC 설계

· 대상: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소프트웨어 (예비)개발자 등

· 직접 문제를 풀어가며 배우는 Bottom-up 방식의 교육 컨텐츠

AI 브레인 캠퍼스
· 대상: (예비)창업가, 기업가, 개발자, 학생 등

· 인문학적 소양 지식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 융합 추진

저변확대 청소년 AI 교육

부모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 대상: 인공지능에 관심있는 초·중·고 청소년

·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 블록 코딩 및 텍스트 코딩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체험

· 대상: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싶은 신중년

· 신중년(4060)세대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증진

AI x 예술 융합형 교육

· 대상: 예술/융합/미디어 아트 등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 비전공자 예술 분야에서 AI를 학습·구현할 수 있는 체험 및 활동

AI x 여성 인재 양성 교육

· 대상: 비인공지능 분야 여성 스타트업 대표 및 직원

· 인공지능 분야의 여성 커리어들과의 만남의 장 마련

UX/UI 설계형 AI 인재

· 대상: 인공지능에 관심있는 UX/UI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등

· 디자이너, 기획자 등 비전공자 대상의 UX/UI 설계 교육

Program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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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는 AI 양재 허브 공식 홈페이지(ai-yangjae.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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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화기업 성장지원

협업·연구 문화조성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자금 및 
기술지원

AI 기술사업화 지원

AI 스타트업 데모데이

AI 기술수요매칭 지원

기술고도화·판로개척이 필요한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입주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자금 투자 매칭 지원

기술수요자 중심의 사업화 협력 추진으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경영지원 서비스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강화

입주기업 기술 협력사업(co-working 프로젝트) 

산-학-연 기술 공유회 

입주기업의 기술 교류·협업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방안 제시

타 분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과 산업 간 융·복합 방안 마련 

지식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AI컨퍼런스(AICON)

입주기업 네트워킹 데이

AI 양재 허브 중심의 컨텐츠로 구성하여 전문가 초청강연, 입주기업 강연, 토크, 부스전시, 네트워킹 파티 등 진행

허브 입주기업 간 아이디어 확산 및 교류를 위한 정기모임, 간담회, 단합대회, 대표 협의회 등 진행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AI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험 청취 및 소통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

분야별 (기술경영, 특허, 영업/마케팅,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자문 및 기술특허 양도 서비스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AI 양재 허브에 입주한 기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용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마케팅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AI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AI 특화기업 스카우팅 프로그램

미국 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사업역량 함양, 시장진출 가능성 검증, 고객발굴 및 투자자 매칭 등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파트너사를 탐색하는 타 분야 기업에 입주사 홍보 및 사업 연계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AI 특화 및 입주기업 발굴 및 특화성장 지원

AI 기업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지원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 대학교(원), 공공기관 대상 (HW: GPU 서버 1식, SW: AI 개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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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
한국교총

AI 양재 허브
교육전문동

1F

5F

6F

8F

· 세미나실(2개실)

· 라운지

· 강의실(2개실) 

· 빅데이터캠퍼스

· 라운지

· 강의실(3개실)

· 운영사무실

· 독립형 사무공간(12개실)

· 휴게실

· 개방형 라운지(100명 수용)

· 강의실(2개실, 각 30명 내외 수용)

· 개방형 사무공간(55좌석)

· 회의실(중형 1개실, 소형 4개실)

· 프리미엄 라운지 및 운영사무실

· 독립형 사무공간(4개실)

· 개방형 사무공간(44좌석)

· 회의실(2개실), 라운지

1,050m²

650m²
1F

2F
433.4m²

439.9m²

1,050m²
B1F
224.9m²

550m²

AI 양재 허브
희경빌딩

B - 2,972m² (B,C 합산) C - 2,972m² (B,C 합산) F - 1,795m²

B1F

2F

3F

4F · 독립형 사무공간(3개실)

· 회의실(1개실)

· 라운지

· 독립형 사무공간(2개실)

· 서버실

· 회의실(1개실)

· 독립형 사무공간(2개실)

· 사무실, 회의실(1개실)

· 독립형 사무공간(4개실)

· 강의장(3개실)

· 회의실(1개실)

· 개방형 사무공간(20좌석)

· 독립형 사무공간(2개실)

· 회의실(1개실), 서버실

· 독립형 사무공간(4개실)

· 독립형 사무공간(2개실) 

· 회의실(3개실)

· 서버실, 라운지

· 개방형 사무공간(28좌석)

· 독립형 사무공간(2개실)

· 독립형 사무공간(3개실)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1 5 6 8층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품질시험소 별관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8길 47
희경재단 B C F동

D, E동 오픈준비중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적의 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양재 허브
하이브랜드 13F

· 독립형 사무공간(11개실)

· 개방형 사무공간(8좌석)

· 회의실(2개실, 18m²/35m²)

· 독립형 사무공간(10개실)

· 회의실(1개실, 35m²)

· 라운지

· 운영사무실, 서버실

 

1,454m²

12F
1,504m²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12 13층

Location
& Infrastructure
위치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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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 한국교총 입주기업 (30개 기업)

AI 양재 허브 하이브랜드 입주기업 (20개 기업)

AI 양재 허브 희경빌딩 입주기업 (27개 기업)

(주)뉴로센스

(주)뉴로클

(주)데이터리퍼블릭

(주)딥네츄럴

(주)딥픽셀

(주)랑데뷰

(주)로민

로켓뷰(주)

루나랩스(주)

(주)루플

(주)메이아이

(주)무스마

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

(주)비앤빛에이아이

제조업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생산

딥러닝 기반 비전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자동화 솔루션

인공지능 챗봇

시각 지능 알고리즘 API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산처리 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 및 자동화 솔루션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리테일 테크 플랫폼, '찍검'

소프트웨어개발업 외/로봇 비전 시스템

집중력 케어 인공지능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오프라인 마켓의 디지털화 솔루션

정보서비스업/산업현장 IoT모니터링 솔루션

인공지능 진료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진료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주)비쥬얼캠프

스마트마인드(주)

(주)씨브이티

(주)아스크스토리디에스

(주)아이디어콘서트

아이콘에이아이(주)

(주)아키드로우

(주)앱닥터

(주)에이티에이엠

(주)엔브레인

(주)오투오

캐치플로우(주)

(주)커먼컴퓨터

시선 추적(Eye-Tracking)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실시간 추천 플랫폼

인공지능 얼굴 인식 시스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웹툰 무비 저작툴

AI 스피커 UX/UI 엔진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공간창출 솔루션 제공

인공지능 개발자 시간제 아웃소싱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PPL 효과 확인 서비스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분석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음석인식 및 추천 솔루션 디바이스

지향성 스피커 개발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서버리스 플랫폼

(주)내스타일

네오사피엔스(주)

(주)넥시스

(주)다임리서치

(주)두다지

(주)딥인스펙션

(주)마인드아이

(주)베스코

(주)보인바이오컨버젼스

(주)스튜디오크로스컬처

인공지능 기반 패션분야 스타일테크

감정표현 음성합성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의료 영상 판독 기술

AI 협업지능을 활용, 로봇들이 서로 상부상조

AI 운영 GPU 인프라를 관리하는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서비스

공공시설물 대상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안전진단 서비스 사업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자율주행 이동수단 Platform 개발

정밀 한의학 지능형 진단 플랫폼 

노인 돌봄 토이봇 개발

(주)스프링클라우드

시너지에이아이(주)

(주)씨앤에이아이

(주)아로파테크

(주)아스크스토리

(주)에이아이시스템즈

(주)인텔리코드

(주)코그콤

티쓰리큐(주)

(주)포자랩스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 혁신, 협업, 그리고 가치

인공지능 기반 장기(간, 신장) 부피 측정 및 서비스 개발

콜센터 업무 자동화 솔루션 개발

커스텀 3D 피규어 즉석제작시스템(AR 피규어)

홈스마트가전과 사람의 행동패턴 학습을 통한 스마트홈제어기 제작

지능형 침입자/범죄자/조난자 및 상황인지 패턴분석 기술

보안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개발

인공지능 기반 문서요약 및 검색 기술 솔루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SaaS 기반의 쉽고 빠른 자동화 플랫폼

크리에이터들에게 자기 주도형 음악 제작 서비스 제공

고큐바테크놀로지(주)

기술독립군

(주)나인와트

(주)날비컴퍼니

(주)뉴로라인즈

(주)모아이스

(주)미친익스프레스

(주)브이아이소프트

(주)소프트마일

(주)스피링크

심플렉스(주)

(주)씨티아이랩

알레시오(주)

(주)알틱스

(주)에이치비스미스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케어 서비스 플랫폼

시니어 기술 전문가 커뮤니티

건물에너지절감 AI솔루션 개발 및 유지관리

인물/배경 세그멘테이션 기반 앱서비스

지능형 온라인 화학물질 정보 제공 플랫폼

스포츠 분야 모바일 딥러닝 기반 자세분석 및 레슨관리 APP개발

e커머스 매출전환 AI SW 개발

인공지능 기반 실내 GPS 플랫폼

물류장비용 AMR 개발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공급

신약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딥러닝 기반 악성코드 검출 시스템

초음파 태아사진 3D 이미지 변환기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B2B SaaS형 인공지능 모니터링 서비스

(주)엘렉시

(주)엘리스

(주)인공지능팩토리

(주)인제니오에이아이

(주)지식과사업

(주)지행아이티

(주)캘커타커뮤니케이션

큐브엔시스(주)

(주)크라우드웍스

(주)키센스

(주)탑필드

(주)테서

(주)테크플럭스

(주)투블럭에이아이

(주)피노텍

딥러닝 기반 이상패턴 감지 솔루션 Philo-AD

인공지능 기반 학습 성취도 모니터링 기술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환경 플랫폼

AI기반 스마트팩토리 응용기술 연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제법무지원서비스

웹보안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학술연구용역, 컨설팅

공간 분석 및 정보화(코딩) 기술

데이터 라벨링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

농업ICT플랫폼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AI기반 해외 기사 및 특허 추천 서비스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 컨설팅 및 대화형 AI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팅기반 로봇 상담 기술

인공지능 특화 77개 기업 입주(2020.11 기준)

미래 인공지능 분야을 선도할 
AI 양재 허브의 입주기업들을 소개합니다.

Status
of Members
입주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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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www.ai-yangjae.kr

facebook.com/aiyangjaehub 

aiyangjaehub_official

‘ai양재허브’ 검색

Website &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