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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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주
요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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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운영철학

Outline
기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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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양재 허브 홈페이지 및 SNS 등

선정절차

서류평가

발표평가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사업계획서 검토

· 발표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
  (발표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결과발표 · AI 양재 허브 홈페이지 등 게재

독립형

개방형

· 기본 1년, 1년 단위 연장 평가(최대 3년)

· 기업보육료 ㎡당 월 5,000원+건물관리비 ㎡당 월 1,780원 
  (6개월분 선납, VAT별도)

· 기본 1년, 1년 단위 연장 평가(최대 3년)

· 기업보육료 좌석당 월 60,000원+건물관리비 좌석당 월 8,900원 
  (6개월분 선납,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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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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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 Procedure
입주신청 및 절차

Types & Benefits
입주유형 및 혜택



AI 전문인재 양성

AI 최고급 과정 AI 중견기업 혁신성장 과정

· 운영목적: 기술 개발 혁신을 필요로 하는 선도기업의 AI 최고급 인력 양성

· 지원대상: 국내 선도 중견기업 석· 박사급 기술개발(R&D) 인력  

· 교육내용: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 AI 고급 이론, 실습, 프로젝트 진행

AI 고급 과정 AI SW 개발자 양성 교육

AI HW 반도체 취업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ETRI)

· 운영목적: 취업연계 인력양성을 확대하여 AI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AI·SW 역량 교육

· 지원대상: AI 관련 학부 대학(원)생 및 취업 준비생 등 

· 교육내용: AI 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본 개념 이해 학습, 실무프로젝트, 모의면접, 취업지원

AI 일반 과정 AI 아카데미

· 운영목적: 비전공자가 AI를 이해하고 AI 기회 요소를 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강화

· 지원대상: 인문·사회·예술 등 비전공자, 일반인 등

· 교육내용: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예술 등 AI 융복합 교육

· 운영목적: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및 채용연계

· 지원대상: 대학(원)생 졸업 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교육내용: 인공지능 하드웨어 설계 구현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학습 및 취업 면접

AI HW 실무 역량 강화 교육(ETRI)

· 운영목적: AI 하드웨어 융합 실무인재 역량 강화 교육

· 지원대상: AI 분야 재직자 및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교육내용: AI 하드웨어(반도체, 가속기) 기초 역량 학습 및 심화 교육

AI 인재 채용 지원 허브 기업 인턴지원제

· 운영목적: 

  - (교육생) 우수 수료생들이 AI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 기회 제공

  -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인력난을 겪는 AI 스타트업에게 AI역량을 갖춘 인적자원 공급

· 지원대상: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중 구인기업 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AI 양재 허브 교육생 인턴 경험 제공, 입주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기업당 1명)

Program
프
로
그
램

상세정보는 AI 양재 허브 공식 홈페이지(ai-yangjae.kr)를 확인해주세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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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네트워크 구축 및 AI + X 융복합 활성화

AI 비즈니스 네트워킹 AI 분야 네트워킹 구축 및 교류협력

AI 컨퍼런스

국내외 AI 분야 트렌드 및 기술공유, 기업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

AI 전문가 초청강연, 패널토크, 부스전시, 데모데이 등 다양한 구성의 컨퍼런스 개최

AI + X 융복합 활성화 AI 산업과 신성장 혁신거점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AI 양재 허브 플랫폼 운영

AI 기술 연관성 기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산업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 및 AI + X 거버넌스 구축

AI 양재 허브 기업을 위한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AI 기술 개발 배포

공공 AI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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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민간협력 성장 촉진

대  중견기업 협력을 
통한 국내 민간협력 
성장 촉진

AI 양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테스트 베드(test-bed) 프로그램

대,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사업화 기회 제공

중소,중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높은 기술력과 빠른 실행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기술 완성도 제고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

국외 민간협력 
성장 촉진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글로벌 역량 함양, 해외 진출 가능성 검증, 잠재고객 발굴 등

AI 우수기업 발굴 및 스케일업 지원

유망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AI 양재 멤버십 프로그램

인공지능 오픈소스 활용 경진대회

AI 양재 허브 및 입주기업 홍보

비입주사 대상 모집 및 선발하여 AI (예비)스타트업 간 커뮤니티 형성 및 혁신 기회 제공

인공지능 분야 관심도 제고 및 유망 예비창업팀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경진대회 진행

허브 및 입주기업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브랜딩, 홍보, 마케팅 사업 진행

사업화 자금 
및 기술지원

AI Seed Camp

경영지원서비스

유망한 초기 AI 스타트업 발굴 및 민간투자 촉진 지원

분야별(기술/경영, 영업/홍보/마케팅, 인사/노무, 특허 등) 멘토링 서비스 및 바우처 제공

AI 반도체 기술사업화 지원

AI 반도체 설계 기반 조성 및 AI 반도체 잠재유망 기업 발굴

투자 유치 
및 판로개척

IR Runway

VC/AC 연계 기업성장 프로그램 운영

AI 인프라 지원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자 멘토링 및 데모데이 행사 진행

민간 VC/AC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성장지원 도모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빅데이터 캠퍼스(분원) 운영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VDI(개인PC)와 VM(분석서버) 등 빅데이터 분석(카드매출, 인구, 도로시설 등) 솔루션 제공

04AI YANGJAE HUB 2022



AI 양재 허브
한국교총

AI 양재 허브
AI 교육 센터

1F

5F

6F

8F

· 세미나실(1개실)

· 강의실(2개실) 

· 빅데이터캠퍼스

· 라운지

· 강의실(2개실)

· 운영사무실, 라운지

· 독립형 사무공간(12개실)

· 휴게공간

· 개방형 라운지(50명 수용)

· 파트너스사 공간(2개실)

· 파트너스사 전용 회의실(1개실)

· 개방형 사무공간(54좌석)

· 회의실(중형 1개실, 소형 4개실)

· 프리미엄 라운지 및 운영사무실

· 독립형 사무공간(4개실)

· 개방형 사무공간(45좌석)

· 회의실(2개실), 라운지

1,050m²

650m²
1F

2F
433.4m²

1,098m²4,000m²

8,763m²

4,351m²

439.9m²

1,050m²
B1F
224.9m²

1,250m²

AI 양재 허브
희경빌딩

B, C - 3,743m² D, E - 3,225m² F - 1,795m²

B1F

2F

3F

4F · 독립형 사무공간(7개실)

· 강의장(3개실)

· 회의실(2개실), 라운지

· 독립형 사무공간(4개실)

· 개방형 사무공간(20좌석)

· 회의실(2개실), 서버실

· 독립형 사무공간(6개실)

· 운영사무실, 회의실(1개실)

· 독립형 사무공간(8개실)

· 회의실(7개실), 코워킹 스페이스

· 라운지, 서버실

· 독립형 사무공간(3개실)

· 개방형 사무공간(48좌석)

· 독립형 사무공간(8개실)

· 독립형 사무공간(2개실) 

· 회의실(3개실)

· 라운지, 서버실

· 개방형 사무공간(28좌석)

· 독립형 사무공간(2개실)

· 독립형 사무공간(3개실)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1 5 6 8층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8길 47 희경재단 
B C D E F동

AI 양재 허브
하이브랜드 14F

· 독립형 사무공간(12개실)

· 회의실(2개)

· 개방형 사무공간(8좌석)

· 운영사무실

· 독립형 사무공간(5개실)

· 회의실(1개)

· 개방형 사무공간(15좌석)

· 탕비실

1,204m²

13F
1,643m²

· 독립형 사무공간(10개실)

· 회의실(2개실)

· 라운지, 서버실 

12F
1,504m²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12 13 14층

AI Playground

Location & Infrastructure
위치 및 인프라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적의 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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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 한국교총 입주 (22개 기업)

AI 양재 허브 하이브랜드 입주 (26개 기업)

AI 양재 허브 희경빌딩 입주 (46개 기업)

㈜누비랩

㈜뉴로클

㈜드로미

㈜디아비전

딥빌드㈜

㈜랑데뷰

㈜로고스바이오일렉트로닉스

㈜로민

로켓뷰㈜

루나랩스㈜

㈜루플

㈜리온아이피엘

㈜리티브

㈜링크스타터랩

㈜마인드밤

㈜메라커

몬드리안에이아이㈜

㈜몰팩바이오

브릴리언트컴퍼니㈜

㈜비주얼캠프

소프트런치㈜

스마트마인드㈜

㈜스톤랩

인공지능 푸드스캐너를 이용한 헬스케어 솔루션

딥러닝 기반 비전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 처리 분석 전문 GeoAI 기업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한 질병 예측 솔루션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을 통한 인테리어 추천 서비스

분산처리 임베디드 스마트 카메라 및 자동화 솔루션

딥러닝기반 발 진단 분석 및 맞춤형 깔짱 제작 서비스

비정형문서 이미지에서 문자를 인식하는 AI OCR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리테일 테크 플랫폼 '찍검'

소프트웨어개발업 외/로봇 비전 시스템

인공지능 라이트 테라피 디바이스 & 솔루션

AI 특허번역 서비스 플랫폼 사업

AI 기반 스포츠 동영상 분석 및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홍보, 채용, 투자 보조 비즈니스

GPS출석 및 AI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개별 학습 지원 솔루션

휴대형 안과카메라 및 메타버스용 AI센서

웹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통합 연구개발

이미지, 정량적 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AI 의료 진단

AI 분석 어린이 천식의 중증도를 개선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선 추적(Eye-Tracking)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의 온오프라인 구매 데이터를 수집 분석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실시간 추천 플랫폼

통합 바이오정보 기반 메디컬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심바이오트 에이아이

㈜씨브이티

㈜아스크스토리디에스

㈜아이디어콘서트

㈜아이앤아이솔루션

아이콘에이아이㈜

㈜안가본길

㈜에이엘아이

㈜엑스퀀트

엑티브레인바이오㈜

㈜오투오

㈜옴니커넥트

㈜임팩티브에이아이

㈜지와이네트웍스

㈜카이어

캐치플로우㈜

㈜커먼컴퓨터

㈜테디썸

㈜툰스퀘어

㈜프리베노틱스

㈜플랭

㈜피노랩

허드슨에이아이

인공지능 3D 창작 플랫폼

인공지능 얼굴 인식 시스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소프트웨어개발/웹툰무비저작툴

식품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 비대면 영양 설계 플랫폼

AI 스피커 UX/UI 엔진 솔루션

비대면 리모델링 AI 플랫폼

최신 AI 트렌드 및 기술 개발 응용

오류 가능성 높은 금융기관 장외거래 수기입력의 AI기반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분석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및 추천 솔루션 디바이스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한 AI 심리측정 솔루션

AI 솔루션 개발

시각지능기반 이미지 객체인식 및 분류 SW

딥러닝 지도 학습 및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 탐지 솔루션

지향성 스피커 개발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서버리스 플랫폼

음성정보/영상정보에 대한 멀티 모델 NLP 요약서비스

글을 쓰면 웹툰형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AI 기술 및 서비스

인공지능을 통한 '위암', '장상피화생' 위내시경 진단보조

AI 영어 회화 선생님 서비스

AI 기반 투자분석, 자산관리 플랫폼

AI 기술 활용 비디오 메타버스 다국어 더빙 솔루션

㈜구스랩스

㈜내스타일

㈜두다지

㈜드랩

디지로그㈜

㈜딥인스펙션

㈜룩씨드

㈜마이프랜차이즈

㈜마인드아이

㈜모플

㈜몽뷰로

㈜블루프린트랩

㈜스프링클라우드

AI 동작 인식 기술 기반 모바일 댄스 게임

가상 옷 입어보기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 서비스

AI 개발도구 개발 및 공급

커머스 광고 이미지 AI 기반 자동 생성 및 최적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팜 최적 케어 솔루션 제공

AI 기반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자동화 기술 개발

AI 휴먼 3D 모션 제너레이팅 서비스

프랜차이즈 정보 수집, 브랜드 및 지역 최적화 추천 알고리즘 개발

동영상 채집/분석 및 심리생리 상태 정보 획득 기술 기반 솔루션

AI 기반 실물 경제 예측 서비스 개발

시선 추척 기술을 활용한 UI/UX 테스트 플랫폼 제공

얼굴인식과 AR기술 기반의 가상 피팅 솔루션 제공

인공지능 기반 통합 자율 주행 서비스 운영 및 연구개발

시너지에이아이㈜

㈜씨앤에이아이

㈜아스크스토리

㈜아이텍솔루션

㈜아키드로우

알레시오㈜

㈜에이아이시스템즈

㈜에이아이트릭스

㈜캐치잇플레이

㈜코그콤

㈜트리플렛

㈜패션에이드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 해부학적 영역부피 추출 및 3D 용적 측정 솔루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독자 Autonmous Building에 필요한 능동형 AGI SW 개발

수학 교육에 필요한 솔루션 및 딥러닝 OCR 기술 개발

3D 메타버스 가상 홈퍼니싱 플랫폼

초음파 태아사진 3D 이미지 변환 기술

객체 고유 및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동영상 식별 기술 개발

AI 활용 음성 영상 기반 가상인간 생성 서비스

AI 추천 시스템을 이용한 게임같은 언어학습 플랫폼 제공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조각 제공 및 검색 기술 솔루션

AI영상분석 기반 매장분석, 무인매장, AI고객응대 솔루션

이미지 머신러닝 기술 활용, 상품기반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

AI 생체인식 기반 반려동물 신원확인 서비스 및 펫 플랫폼

고캠퍼스

㈜뉴로라인즈

㈜다임리서치

㈜더발라

㈜드림에이스

라피키

㈜모아이스

㈜미친익스프레스

바비디㈜

㈜비트리스

비블

합격 빅데이터 기반의 AI 대입 학습 어시스턴트

지능형 온라인 화학물질 정보 제공 플랫폼

소프트웨어, IT/AI 기반 협업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뷰티 콘텐츠 및 화장품 유통 플랫폼

모빌리티 OS 기반 자율주행 및 AI 서비스 개발

이미지 캡셔닝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앱

스포츠 분야 모바일 딥러닝 기반 자세분석 및 레슨관리

e커머스 매출전환 AI SW 개발

AI 모델을 커뮤니티를 통해 검증해주는 서비스

빅데이터 및 가상표본집단 기반의 인실리코 연구기반 신약개발

메타버스를 위한 인공지능 목소리 아바타 솔루션

스트라

㈜써머캣

㈜어크로스비

에딘트

㈜에임퓨처

㈜엑스엘에이트에이아이

유엑스엔터프라이즈

㈜인스유틸

㈜인졀미

㈜테크플럭스

㈜투블럭에이아이

AI 코드 악보 자동 생성 앱

인공지능 영상 내 피부보정 솔루션

AI 기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통합 물류플랫폼 개발

AI 기술 기반 온라인 시험 서비스

CNN/DNN 가속기 HW & SW IP 개발 및 판매

미디어 특화, Text-to-Text & Text-to-Speech 서비스

감염병 조기발견 AI 예측모델 개발 및 서비스

딥러닝 기반 댓글/리뷰 감성 분석 솔루션

미성년자 중심 비의료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AI기반 해외 기사 및 특허 추천 서비스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 컨설팅 및 대화형 AI 서비스

· 상세 기업 소개 홈페이지(ai-yangjae.kr) 참고 

· 2022년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모집 시 홈페이지(ai-yangjae.kr) 내 공고 게재94 입주기업
2022.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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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Companies
멤버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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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ㄱ ~ ㅂ

AIDEN LAP

㈜Fliption

㈜SH Lab

㈜고고에프앤디

㈜글라우드

노리스페이스(NoriS)

㈜다겸

㈜다파다

㈜데이터비

㈜도비스튜디오

디비퍼스트

㈜랩큐

㈜랭코드

럽디

㈜리얼셀러

㈜마블러스

머신 러닝 기반 인플루언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엔진

가상 얼굴 합성을 통한 고객 맞춤형 버추얼 모델 제작 솔루션 

결합재 혼합 후 AI 기반 물성 검출

IoT 센서 및 AI를 활용한 이륜차 핀테크 솔루션 기업

치과를 위한 디지털 진료 전환 서비스 '저스트스캔'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Backoffice AI솔루션, 'NoriS엔진'

MOAI, 반도제 징비-로봇의 고속 미세 모션 감시, 분석, 예측

AI를 활용한 전자공시 등 금융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AI와 빅데이터 기반 자동 영문 교정 서비스

영상 편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DoVie’

13시간 운전을 즐거움으로 바꾼 특별한 SNS 트럭놀이터 탱고 

AI기반 정신건강 케어, 수자원 관리, 이상 탐지 등 서비스 개발

대화를  통해 AI와 사람을 연결하여 이뤄내는 비즈니스 혁신

IT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애 관련된 이별, 싱글 문제 해결

인공지능(AI)기반 개인간 거래 큐레이션 플랫폼-워닛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MOON

㈜마인드포지

메디아이플러스

㈜메디웨일

㈜메사쿠어컴퍼니

메이저맵㈜

모노리스

모바일앱개발협동조합

㈜모빅랩

㈜벨루가

㈜보다비

㈜보이스프린트

㈜브이다임

㈜비디오몬스터

빅웨이브

㈜빛날덴탈스튜디오

Edge Device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

맞춤형 임상시험 데이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망막AI바이오마커 제작

국내 최초 제1금융권 얼굴인증 기술 도입, 얼굴인식 AI 전문기업

AI를 활용한 입시/진로 솔루션

AI 추천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코딩과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유아 AI SW 전문 개발 기업

소음 분석을 통한 설비 고장 예지 AI솔루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이미지 데이터

세일즈 대화 AI 분석 기술 및 솔루션 기업

아이들의 인터랙티브 AI 잉글리쉬 프렌즈(티키타카) 서비스

개인형 실감 AI Avatar를 통한 메타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비스 

위치 및 영상인식기반 여행 브이로그 자동편집 APP-ViiV

자산 정리, 상속 설계를 바탕의 법적 효력 유언장 완성 서비스

딥러닝 기반 3D 객체 재현 알고리즘의 바이오 적용 솔루션

ㅅ ~ ㅇ 

산타마리아

세미콘트러스트

세미파이브

㈜소프트마일

수퍼게이트

㈜스마트동스쿨

㈜스튜디오랩

㈜스튜디오 사월

㈜스페이스마인드

스포터

㈜스피링크

시티아이랩㈜

실리콘아츠

㈜써니마인드

쓰리디오엔에스

쓰리에이로직㈜

씨자인

㈜씨티아이랩

㈜아로파테크

㈜아이닉스

아이디비㈜

㈜아이미마인

아이씨티케이

㈜아이클레이브

아티피셜소사이어티

㈜악어디지털

알고리마

㈜알파홀딩스

㈜애니멀보이스

교육용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메타버스용 GPU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기술 개발(AI CCTV SoC)

물류장비용 AMR 개발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조 및 IC 설계기술

인공지능 기반 시간 관리 및 코칭 앱

패션 커머스 셀러들을 위한 디지털 컨텐츠 자동 제작 솔루션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숏폼 콘텐츠의 대본을 읽고 쓰는 플랫폼

AI 기반 건강환경 제공 스마트홈 컨트롤러 및 서비스

공정 AI 자동화 솔루션

인공지능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구축 및 설계 서비스 TEXTNET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교통 데이터 자동 생성 서비스

메타버스를 위한 고성능 고화질 path tracing GPU 기술 데모

AI 고객 보이스 (VOC) 자동 분석 솔루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SoC 및 ASIC 설계

NPU와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 IP 개발

세계 최초 AI 기반 차세대 컨버전스 사이버 위협 탐지 기술 DTI 

초대규모 AI 이미지 인식과 AR콘텐츠를 결합한 AR ZONE.kr 

보안용 AI CCTV칩

IoT, AI 분석, 시각화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

인체측정 AI 알고리즘 '전신사진스캔 사이즈 측정' 시스템

IoT 등 시스템 반도체 개발 플랫폼 설계 및 AI 반도체 칩 개발

이머커스 배너 운영 자동화 비전ai, 큐레이션 배너 자동화 로보MD

인공지능 독해력 향상 모바일 앱 서비스

문서전자화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

No-Code 형태의 AI 교육 콘텐츠와 역량 자격평가 시험을 개발

고객 요구 설계 환경과 최적의 성능 구현을 위한 Total Solution 

반려동물 울음소리를 감정으로 해석/생성하는 AI 솔루션 제공

㈜앱닥터

어보브반도체

㈜업데이터

㈜에이아이노미스

㈜에이아이포블록체인

에이피랩스

㈜엘렉시

㈜엘핀

㈜엠더블유스토리

㈜엠로보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온잇코리아㈜

㈜옷봐코리아

㈜와이에이

㈜왓섭

㈜우노실리콘

워릭

㈜원모어시큐리티

㈜웨인힐스브라이언트AI

웰로

위더맥스㈜

㈜이노야드

㈜이롭

이와이엘

㈜인강코어

㈜인공지능팩토리

인테리어티쳐

㈜인텔리즈

인공지능 개발자 시간제 아웃소싱 서비스

AI 반도체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IP

AI 기반 드론 활용 지장물 조사 서비스 

코드 없는 모바일 AI 훈련/개발 솔루션 '노코딩AI'

AI 기반 물체탐지 및 부피측정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공

MCU, Driver IC, Sensor 및 AI 반도체

딥러닝 기반 시계열 / 동영상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AI + 위치 복합 측위 인증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0|미지 인식과 Takedown RPA 기술 기반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언론·미디어 기업을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제작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보안 전문 토털솔루션(PUF)

AI 스마트 이사 서비스 ‘트럭링스’

빅데이터와 AI 기반 동대문 의료 도소매 중개 플랫폼

AI 스피치트레이닝을 활용한 사용자 음성빅데이터 구축 플랫폼

구독 관리부터 간편 해지까지! 신개념 구독 플랫폼, 왓섭!

인공지능(AI) 암호화 칩

RF / IoT / AI Platform SoC ASIC 반도체 설계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인공지능-정보보호

텍스트를 디지털 영상컨텐츠로 자동변환해주는 A.I. Software

정책 분야에서 개인과 기업을 국가와 연결 Policy-Tech 플랫폼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전문 회사

딥러닝 라이더 센서 모바일 의료용 스캐너

인공지능 퓨전카메라,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IoT, AI 반도체 설계

학습 스타일 분석 기반의 강의 매칭 및 맞춤형 비대면 교육 플랫폼

딥러닝 기반 우주기상 모니터링 솔루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 플랫폼

중소제조기업의 DX혁신을 선도하는 AI머신 비전 플랫폼 기업



ㅈ ~ ㅎ

㈜제이엔제이테크

㈜제이투씨

㈜제타뱅크

㈜종달랩

㈜지식과사업

㈜지행아이티

찬스웨이브

㈜칩스앤미디어

㈜카비랩

㈜카탈로닉스

㈜케이스노트

㈜케이앤어스

케이퍼스트랩㈜

코리아칩스

㈜코젠

코코넛사일로㈜

콜라블㈜

퀄리타스반도체

큐브엔시스㈜

㈜크레비쥬

㈜크레이더스

㈜키센스

인공 지능 기반 자동 조제 검수 솔루션

광학 홍채인식 모듈(HW), 경랑화 AI 홍채 인식 알고리즘(SW)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과 AI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제품 개발

AI기술을 활용한 패션원단, 부자재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

전문지식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웹보안 소프트웨어

흩어진 공공정책을 한 번에 검색, 추천, 구독, 신청 서비스

다중객체 검출을 위한 NPU SoC 개발

AI 기반 정형외과 치료계획 자동 수립 솔루션 공급 기업

생육관리 무인 스테이션, AI 딥러닝, 데이터 가공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AI 기반의 법률정보검색서비스

전파SW기술 기반의 AI활용 물리보안 플랫폼- 도청탐지 등 제조

인공지능 코디 추천 서비스

4차산업혁명 데이터센터용 최첨단 데이터 송수신 케이블 E-tube

IoT 및 Al 를 융합한 자등 제어 설비의 고장 예지 기술 개발

AI 물류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바일에 직접 풀고 채점하는 학습교재 전용 전자책 플랫폼

복합센서 처리 알고리즘 내장 지능형 AI 반도체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3D 모션 데이터 기반 AI 모션 솔루션 개발

바이오 배뇨센서 측정 기술기반 스마트기저귀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

㈜타날리시스

태그하이브㈜

㈜테서

㈜테스트웍스

㈜튜닙

㈜팀아이브

㈜페이버핏

㈜펫페오톡

㈜포데로사

㈜포디아이비젼

포인투테크

㈜포자랩스

프롭웨이브

프리마이즈

㈜플리퍼코퍼레이션

㈜피노텍

피알랩

하만

㈜해시스크래퍼

휴네이처㈜

㈜흥지연

㈜희랩

특허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특허 분석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솔루션

빅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수집/가공) 및 S/W 테스팅

지능을 가진 소셜 챗봇 서비스 개발

자동 스토리보드 생성으로 빠르고 간편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AI 컨텐츠 분석의 이미지 제작 가이드 및 사진작가 매칭 플랫폼 Favorfit

Vision AI 기반의 반려동물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CT영상을 MRI영상으로 변환하는 의료 SW 개발

중소형 스마트 공장을 위한 로봇팔 빈피킹 자동화 솔루션

RF 통신 등 반도체 설계

배경음악 생성 기술 개발을 통한 최적화된 배경음악 판매 서비스

CCTV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 주차장 관리 솔루션 ‘오픈주차장’

스마트팩토리 설비 최적운전시스템

코딩 없이 모바일 앱 개발이 가능한 앱 빌더 서비스 '힛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팅기반 로봇 상담 기술

영상신호처리와 AI패턴 인식기술 기반의 인간 행동 및 감정 인식

Meta Glasses에 사용되는 AR Chip 연구 개발

빠르고 정확한 웹크롤링 SaaS

Edge AI, Mesh 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모바일 App

위조상품 관리를 위한 AI기반 온라인마켓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AI 기반, 미술 심리 검사 진단 및 아트 테라피 솔루션

· 2022년 하반기 중 모집 예정

※ 모집 시 홈페이지(ai-yangjae.kr) 내 공고 게재132 멤버십기업
2022.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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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졸업 (7개 기업)

20년 졸업 (6개 기업)

21년 졸업 (32개 기업)

고큐바테크놀로지㈜

기술독립군

㈜나인와트

네오사피엔스㈜

㈜넥시스

㈜데이터리퍼블릭

㈜무스마

㈜베스코

㈜보인바이오컨버젼스

㈜브이아이소프트

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

㈜비쥬웍스

㈜소프트마일

㈜씨티아이랩

㈜아로파테크

㈜알틱스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케어 서비스 플랫폼

시니어 기술 전문가 커뮤니티

건물에너지절감 AI솔루션 개발 및 유지관리

인공지능 기반 음성 합성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실내자율주행(AGV) 공간인식 SW모듈 개발

데이터 처리 자동화 솔루션

정보서비스업/산업현장 IoT모니터링 솔루션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링/식물공장/인공지능

한의증상 DB설계, 환자맞춤형 ‘Bi-directional' 진단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반 실내 GPS 플랫폼

인공지능 진료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진료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물류장비용 AMR 개발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 최초 AI 기반 차세대 컨버전스 사이버 위협 탐지 기술 DTI 

초대규모 AI 이미지 인식과 AR콘텐츠를 결합한 AR ZONE.kr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엘렉시

㈜오이스터에이블

㈜인공지능팩토리

㈜인텔리코드

㈜지식과사업

㈜지행아이티

㈜캘커타커뮤니케이션

㈜케이스노트

큐브엔시스㈜

㈜키센스

㈜탑필드

㈜테서

티쓰리큐㈜

㈜포자랩스

㈜피노텍

㈜효돌

딥러닝 기반 시계열 / 동영상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재사용 재활용 촉진을 위한 AIoT 분리배출 솔루션

딥러닝 기반 우주기상 모니터링 솔루션

Al와 통계적 추론 기반으로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

전문 지식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웹보안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학술연구 용역, 컨설팅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AI 기반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

농업ICT플랫폼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플랫폼과 AI 훈민정음

배경음악 생성 기술 개발을 통한 최적화된 배경음악 판매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팅기반 로봇 상담 기술

노인 돌봄 토이봇 개발

㈜HBSmith

㈜메이아이

㈜소네트

B2B SaaS형 인공지능 모니터링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오프라인 마켓의 디지털화 솔루션

자율주행 차량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엘리스

㈜인제니오에이아이

㈜해시블록

인공지능 기반 학습 성취도 모니터링 기술

AI기반 스마트팩토리 응용기술 연구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판독 지원 시스템

㈜더웨이브톡

㈜더플레이랩

㈜딥메디

㈜성광유니텍

스패클 패턴분석 기반 박테리아 검출

스마트 교육 플랫폼

AI기반 헬스케어

스마트 방범/보안 시스템

월넛

㈜천명소프트

㈜호아이티

맥락 기반 AI 자연어 처리 기술

감사정보시스템, E-금융시스템

암복호화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Graduated Companies

22년 졸업 (15개 기업)

㈜날비컴퍼니

㈜뉴로센스

딥네츄럴

㈜딥인포

㈜딥픽셀

빅웨이브

㈜센티언스

㈜스피링크

인물/배경 세그멘테이션 기반 앱서비스

제조업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생산

AI 언어데이터 및 학습데이터 구축 서비스 제공

패킷 이상치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시각 지능 알고리즘 API 및 소프트웨어 개발

장례식이 아닌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서비스

행동경제학 기반의 AI 기술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구축 및 설계 서비스 TEXTNET

심플렉스㈜

㈜악어디지털

㈜앱닥터

㈜에이티에이엠

㈜엠로보

㈜옷봐코리아

㈜크라우드웍스

신약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전자화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

인공지능 개발자 시간제 아웃소싱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PPL 효과 확인 서비스 플랫폼

언론·미디어 기업을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제작 솔루션

빅데이터와 AI 기반 동대문 의료 도소매 중개 플랫폼

데이터 라벨링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졸업기업 60졸업기업
2022.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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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 Friends
파트너 및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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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1 5 6 8층

© AI Yangjae Hub. All rights reserved. Ver. 1.06 (2022.10.)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8길 47 
희경재단 B C D E F동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서울시 서초구 매헌로16 
12 13 14층

AI 양재 허브 - 한국교총 AI 양재 허브 - 희경빌딩 AI 양재 허브 - AI 교육 센터AI 양재 허브 - 하이브랜드

· 웹사이트

· AI 양재 허브 플랫폼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www.ai-yangjae.kr

ai-platform.kr 

facebook.com/aiyangjaehub 

aiyangjaehub_official

‘AI양재허브’ 검색

Website &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