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의료 인공지능 기업1



3 4의료 인공지능 기업



15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2 3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SEOUL AI STARTUP 100

AI 양재 허브 2022



4 5

AI 양재 허브 소개

AI 양재 허브 센터장 인터뷰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의 공간 되겠다” •10

AI 양재 허브 시설 소개 •15

AI 양재 허브 기업 현황과 성과 •18

2022년 진행 프로그램 •19

차

례

뉴로클 딥러닝 비전 모델 생성/적용 소프트웨어 •36

블루프린트랩 AR 가상피팅 솔루션 기업 •40

옴니커넥트 시선추적으로 마음 읽는다 •44

아키드로우 VR·AR 가상 인테리어 플랫폼 •48

씨브이티 딥러닝 접목한 얼굴인식 시스템 개발 •52

펫나우 반려동물 생체 정보 등록서비스 기업 •56

모아이스 인공지능 골프 코칭 서비스 ‘골프픽스’ •60

에딘트 인공지능 시험 감독관 서비스 기업 •64

드림에이스 원스톱 차량 화면관리 솔루션 기업 •68

비주얼캠프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선추적 SDK 제공 •72

프리베노틱스 AI 솔루션으로 암 예방과 진단 보조 •76

트리플렛 ‘AI 리테일 플랫폼’으로 매장 운영 효율성 •80

내스타일 딥러닝 기반 콘텐츠 창작 플랫폼 기업 •84

드랩 최적화 된 커머스용 상품 이미지 생성 기술 •88

써머캣 사진·영상 피부 리터칭 작업에 AI 적용 •92

아이텍솔루션 딥러닝 기반 수학 자료 인식 OCR 솔루션 개발 •96

딥인스펙션 “공공시설물 미세균열, 빈틈없이 잡아낸다” •100

시각

지능

로민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AI 문서 이해 플랫폼 개발 •104

심바이오트AI 모바일 모션 캡쳐 기술 개발 •108

지와이네트웍스 AI 기반 자동 레이블링 솔루션 기업 •112

루나랩스 3D카메라 기반 로봇 비전 솔루션 기업 •116

리티브 나만의 스포츠 활동 분석 플랫폼 ‘바스텟’ •120

몽뷰로 시선추적 기술로 ADHD 검진하는 서비스 개발 •124

패션에이드  이미지 딥러닝 기반의 가상피팅 솔루션 기업 •128

엑스엘에이트 미디어 번역 자동화 기업 •134

에이엘아이 원문 데이터 활용한 AI 지식서비스 기업 •138

테크플럭스 글로벌 기술 조합 서비스 기업 •142 

인스유틸 고객 경험을 기업 인사이트로 바꿔준다 •146

테디썸 대화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테디썸’ 솔루션 •150

커먼컴퓨터 누구나 간편하게 웹·메타버스에서 AI 활용 돕는다 •154

플랭 실전 영어 교육을 위한 AI 플랫폼 •158

리온아이피엘 특허문서 전문 번역·교정 서비스 기업•162

언어

지능

캐치플로우 지향 특성 활용한 스피커 개발 기업 •168

아이콘AI 아마존 알렉사 탑재된 스마트 미러로 ‘주목’ •172

허드슨AI 심층 신경망 기반 하이엔드 더빙 솔루션 기업 •176

음성

지능



6 7

루플 생체시계 재설정 솔루션 ‘Dr.16’ 개발 •212행동·소셜 

지능

액티브레인바이오 메타버스 기반 치매 디지털치료제 개발 •218

툰스퀘어 누구나 웹툰 창작 '투닝' 플랫폼 개발 •222

상황·감정 

이해

피노랩 AI 데이터 분석 기술로 푸드테크 영역 넓힌다 •228

어크로스비 딥러닝 활용 스마트 원클릭 물류 플랫폼 기업 •232

카이어 원클릭으로 AI 구축 지원하는 AIOps 기업 •236

안가본길 AI 기반 인테리어 추천 서비스 기업 •240

임팩티브AI 머신러닝 기반 수요예측 솔루션 기업 •244

오투오 AI 메타데이터로 VOD 추천 솔루션 개발 •248

스트라 음향 데이터로 악보 생성·연주 분석 기술 개발 •252

바비디 커뮤니티 기반 AI 모델 구축 플랫폼 •256

아스크스토리DS 지능형 통합 환경 IoT 제어 솔루션 기업 •260

에임퓨처 NPU 가속·구동 솔루션 개발 •264

범용 

인공지능

몬드리안AI AI 전 개발 과정 돕는 통합 솔루션 기업 •286

다임리서치 “물류 로봇 지능화해 공장 생산성 증대 돕는다” •290

뉴로라인즈 “화학물질 정보관리, AI로 편의성 높였다” •294

유엑스엔터프라이즈 분석 솔루션 '예지니'와 귀걸이형 '하트비'가 질병 위험도 예측 •298 

지능형 

에이전트

스마트마인드 SQL 기반 쿼리·AI 모델링 기업 •182

인졀미 게임형 AI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 •186

드로미 딥러닝·드론 기반 도로 정보 솔루션 기업 •190

비트리스 가상환경 임상시험 플랫폼 제공 기업 •194

소프트런치 나의 모든 데이터로 연결되는 '디로그'앱 개발 •198

모플 초고차원 정보 최적화해 정확도 높은 수요 예측 제공 •202

코그콤 사용자 관점의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206

데이터 

가공

더발라 “AI와 뷰티 전문가가 당신을 위한 화장품 추천해요” •268

마이프랜차이즈 “창업의 시작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될 것” •272

브릴리언트앤컴퍼니 똑똑한 초미니 실내 공기질 센서 개발 •276

아이앤아이솔루션 “음식 사진만 찰칵” 맞춤형 식단관리 앱 ‘잇코’ •280

스프링클라우드 자율주행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기업 •304

랑데뷰 자율주행·비전 인식 가능한 스마트팜 로봇 개발 •308

로보틱스

에이아이트릭스 환자 상태 사전예측 솔루션 '바이탈케어' 개발 •314

디아비전 디지털 진단키트 솔루션 개발 •318

의료 

인공지능

그 외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들 •324



8 9

AI
양재 허브



10 11AI 양재 허브10 11

인터뷰•AI 양재 허브 윤종영 센터장

글로벌 혁신 도시로 성장하는 서울에 '이곳'도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서울시

가 양재 일대를  AI 인재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거점'으로 조성하

기 위해 2017년 12월 개관한 'AI 양재 허브'다. 이곳은 '국내 최초'라는 타이

틀을 쥔 '인공지능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이다. 언젠가 세계의 이목

을 집중시킬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씨앗들이 자라는 곳이기도 하

다. 최근 2~3년 사이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AI 양재 허

브의 윤종영 센터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AI 양재 허브는 인공지능 분야를 특화했다. 왜 인공지능일까.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 서울에서 인공지능을 선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도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전기와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인공지능은 전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당연히 녹아든 것처럼 모든 산업에서 활

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느 기술 분야와 달리 인공지능을 그 중요성만큼

이나 확대하고 선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도시 경쟁력에서 중요하다. 이

런 점에서 특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AI 양재 허브의 위상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숫자(2022년 10월 기준)로 말한다면, 100여개에 달하는 입주기업과 150

여개의 멤버십 기업이 있고, 이곳을 졸업한 기업수도 70여개가 넘는다. 숫

자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업의 절반쯤이 이곳을 통해 혹은 관

계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씨를 

뿌리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혹은 스타트업으로서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엄

청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곳이다.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AI 양재 허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인식이 2~3년 사이에 많이 확산됐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차별점은 무엇인가. 

우선 멤버십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다. 멤버십 프로그램은 한정된 공간으

로 인해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 멤버십 

기업들과 입주기업들이 하나의 큰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는 것도 차별점이

라고 본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전

문협회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의 성장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 개발에 치중하던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고 실제 수요에 다가

설 수 있도록 지원한 점도 차별점으로 꼽는다.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의 매

출,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기업들의 요구가 늘면서 이 곳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금융, 리테일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에트리(ETRI)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교육을 제공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하드웨

어, 반도체를 간과할 수 없는데,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한다.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 AI 양재 허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선 공간에 대한 가성비를 들 수 있겠다. 서울 강남권에서 이곳만큼 저렴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 한다.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간

인터뷰•양재허브 윤종영 센터장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의 

  공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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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만한 규모도 없다. 

무엇보다 입주하려는 목적 가운데 입주사들 간에 시너지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이라는 공통의 주제가 있으니 각자가 특화된 영역 

외에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I 양재 허브’라는 브랜드도 경쟁력이라고 본다. 입주 절차를 통과해 이

곳에 입주한 것만으로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인증된 기업임을 입증한 

것이지 않겠나. 

입주사 선정 시 어떤 점을 주요하게 살펴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인가이다. 인공지능에 특화된 기술

을 가지고 있는가,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공지

능이 중심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메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하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과 관련한 데

이터다. 기계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기계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과 관

련한 데이터 전략을 묻는다.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개발할 때 회사의 자원

이 100이라면 50 이상은 데이터를 만들고 처리하는데 소요된다. 그만큼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이다. 

성공하는, 성장하는 스타트업에는 ‘이런 것’이 있다

성공 전략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사업 마인드도 당연히 필요하

겠다. 여기에는 적극성도 요구된다. 멘토라는 단어가 식상하긴 하지만 가

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

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업체가 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새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스타트업 피칭할 때 ‘문제’ 제기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뜬

구름 잡는 것이 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처음 이야

기하는 것이 문제 발견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는가이다. 뜬구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주위의 문제부터 발견해 보면 한다. 그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인지 검증해서 솔루션을 찾아 그 솔루션을 현실화시키는 과

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장도 보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

나 될지 정량적으로 조사도 해봐야 한다.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 능력, 

즉 전문성이 없다면, 이를 해결할 공동창업자를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성장과정에 인력이 늘면서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는 전문 경영인을 들이기도 한다. 이쯤 되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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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성, 

세계적 인공지능 분야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AI 양재 허브는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AI 인재

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거점으로 조성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오픈했다. 2020년 7월부

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의 

기술 자원 및 연구 역량, 개방형 혁신 연구 문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특화거점 조성”

AI 양재 허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을 비롯

해 하이브랜드와 희경빌딩 등에서 사무공간, 회의

실, 스튜디오 등 다양한 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AI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

년 하반기 예정으로 AI 지원 센터(가칭)도 준비

하고 있다.

시설 소개

AI 양재 허브 

한국교총회관

AI 양재 허브 

하이브랜드 

조성 2017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구성 1층• 개방형 라운지 ‘AI 플레이그라운드’, AI 양재 허브 파트너스 공간

 5층• 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사무실, 서버실, 

  AI 양재 허브 스튜디오

 6층• 독립형· 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8층• 독립형 사무공간, 휴게 공간

조성 2019년 6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구성 12층•독립형 사무공간, 라운지, 서버실, 회의실

 13층•독립형 · 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14층•독립형· 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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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 

희경빌딩

AI 교육 센터

조성 2020년, 2021년 

주소 B·C동•서울시 서초구 매헌로8길 47

 D·E동•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8길 39

 F동•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길 32

구성 B·C동•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교육실, 회의실, 휴게공간, 서버실

 D·E동•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휴게공간

 F동•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휴게공간, 다목적실

조성 2020년 6월 조성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구성 지하1층•세미나실

 1층•대·소강의실, 빅데이터캠퍼스 분원, 라운지

 2층•대·소강의실, 운영사무실, 라운지

AI 지원 센터(가칭)

조성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구성 지하 1층 ~ 지상 7층 : 공용 네트워킹, 교육, 공동연구, AI 전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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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이 된다” 

AI 양재 허브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관련 (예비)창업자, 스

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해 입주공간을 비롯한 원스

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2년 10월 기준 입주기업은 

81개사이다. 입주 공간은 제공하지 않지만, AI 양재 허브 프로그램

을 공유하는 멤버십 기업은 142개사다. 

AI 양재 허브는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기술 

지원, 투자 유치 및 판로 개척, AI 인프라 지원, AI 비즈니스 네트워

킹, 대·중견기업 협력을 통한 국내외 민간협력 성장촉진,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재 양성 등을 지원했다. 

이런 지원 덕분에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창출했다.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2516억원을 달성

했다.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부문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얻었다. 

2022년 3분기까지 투자 유치액은 2844억원이며, 고용 창출 인원

은 2623명이다. 

2022년 진행 프로그램 

유망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AI 양재 허브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발굴에도 힘

을 쓴다. AI에 특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

드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발굴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

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AI 양재 허브에 입주하거나 혹은 입주하지 않았지만 멤버십 기업이 

된 이들에게는 전시, 마케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해 성장을 도모한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AI 양재 허브는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

다. 이를 위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관련(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대상

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에게는 독립형 또는 개방형 입주 공간을 제

공한다. 입주 시 주요 혜택으로는 AI 양재 허브 내 회의실, 강의실, 라운지 등 시설 지

원, 각종 네트워킹 및 세미나,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AI 연

구 및 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도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한다.

AI 양재 허브 현황과 성과

현황

(*2022년10월 기준)

입주기업 멤버십 기업 졸업 기업

81개사 142개사 74개사 

성과

(*2022년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총 투자 유치액 고용 창출 인원

2516억 2844억 2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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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멤버십 프로그램

유망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관련(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

은 AI 양재 허브의 입주 공간은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AI 기업에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허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멤버십 기업 참여 가

능 프로그램에 한해서)에 참가 가능하며, 기타 멤버십 회원 간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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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홍보

전시 지원 사업

소속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2년에는 AI EXPO KOREA 2022(2022년 4월 13일 ~4월 15일), 대한민국 4

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2022년 9월 15일~9월 17일) 등에 참가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브랜딩 강화에 힘을 썼다. 박람회 참가를 통해 대외 인지도 향상과 투자 유

치 등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AI 양재 허브 공동관으로 참가해 홍보 시

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마케팅 지원 사업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마케팅 트렌드, 전략기획 방법을 익힐 수 있

는 마케팅 교육을 지원했다. 기술,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형식의 홍보 영상 제작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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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활성화 지원 및 기업 소개 책자 제작 지원

또한 투자, 사업 운영, 매출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는 입주기업의 기획기사 작성, 온

라인 기사 게재 등 언론보도를 활용해 기업을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섰다. 유관 기관

에게 기업 정보가 담긴 소개 책자 제작 지원 및 온오프라인 배포를 통한 홍보 활동

도 펼치고 있다. 

인공지능 오픈소스 활용 경진대회

인공지능 오픈소스를 활용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의 관심도

를 높이고 유망(예비) 창업팀을 발굴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 주

제는 이미지 초해상화(Image-Super Resolution)를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이었으

며, 11월 3일~4일 열린 ‘AI SEOUL 2022’에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시상

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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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및 기술지원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홍보는 물론 영업, 마케팅 등 여러 요소

가 요구된다. AI 양재 허브는 기업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 경

영, 영업 홍보 마케팅, 인사 노무, 세무 회계, 특허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 AC 기관과 협력해 기술 경영 컨설팅, 전

문가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AI SEED CAMP도 운영한다.

2022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는 AI 반도체 설계 기반 조성 및 

잠재 유망 기업 발굴 등을 진행했다.

AI SEED CAMP

유망한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간 엑셀

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초기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BM을 고도화하고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전문가 및 투자자 네트워킹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

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영지원 서비스, 투자자 연계 행사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

공하며, 최종 선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지원금을 제공한다. 민간 엑셀러레이

터에서 직접 투자 및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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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서비스

AI 양재 허브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세무·회계, 홍보·마케팅, 특허, 인사·노무 등 기

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문가 멘토링은 AI 양재 허브

의 전문가 풀에서 직접 매칭하는 방식과 기업에서 특정한 전문가를 허브 측에서 검

토하여 매칭해주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업 당 최대 연 4회(최대 2시간/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월 영역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개 및 강연하는 자리도 

개최하고 있다.

AI 반도체 기술 사업화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 등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설계 

기반 조성 및 AI 반도체 잠재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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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및 판로 개척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IR 피칭 능력이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

치 가능성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AI 스타트

업 데모데이를 진행했다. 또한 민간 VC/AC와 연계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AI 스타트업 데모데이(IR Runway)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데모데이 행사를 통

해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데모데이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 투자자 멘

토링 및 전략 코칭, 전문 투자자 및 AI 양재 허브 선배 기업과 네트워킹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모의 IR을 진행해 호응이 높은 기업을 최종 데

모데이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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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C 연계 기업 성장 프로그램 운영(파트너사 운영)  

전문성과 보육역량을 갖춘 민간 VC/AC 등을 모집해 협업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도모

한다. 효과적인 파트너스 활동을 위해 필요시 허브 공간을 제공하며, 기업 성장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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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지원

AI 기술 경쟁에서 인프라 구축은 중요하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연구의 속도와 질적인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

들이 대규모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를 위해 AI 양재 허브는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 캠퍼

스 운영을 통해 AI 비즈니스 개발에 중요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클라우드/IDC)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및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등

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와 IDC 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경쟁력

에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연구의 속도와 질적인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최

근 AI 발전으로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AI 양재 허브는 서울시 소재 인

공지능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한다. 클라우드는 AWS, 

애저, NCP, GCP, KT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IDC 지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만 진

행하며, 기업이 보유한 GPU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IDC를 임차해 서버 

코로케이션 형태로 지원한다.

빅데이터 캠퍼스(분원) 운영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및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캠퍼스(분원)도 운영한다. 

카드매출, 인구, 도로별 속도, 교통시설 등과 관련해 전용단말기를 통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캠퍼스(분원)는 AI 교육 센터 1층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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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즈니스 네트워킹

인공지능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갖는 기업들이 입주한 만큼 이들 

간 네트워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네트워크 장’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실제로 AI 양재 허브는 이 같은 네트워크 장을 마련

하고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간 정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해 교류 및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AI 양재 허브 × 텐서플로우 오프라인 네트워킹 세미나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과 텐서플로우코리아 멤버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

인 네트워킹 세미나도 마련했다. 국내외 인공지능 트렌드 및 기술을 공유하는 토크

쇼와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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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 네트워킹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해 기술 교류 및 네트워킹 세

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교류를 활성화하고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월

간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문화 생활 및 교양 증진, 긍정적인 네트워킹 형성 기회 마련

하고자, 인문학을 결합한 클래식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했다.

AI 컨퍼런스 ‘AI SEOUL 2022’

AI 기술 혁신 도시인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강화와 AI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로, AI 양재 허브 특성을 살린 글로벌 컨퍼런스, 데모데이, 채용 박람회, 기업 및 프로

그램 성과 전시, 네트워킹, 패널토크 등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

자들은 AI 산업 관련 기술, 기업, 인재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속되어 있는 AI 특화 기업들의 기술, 제품, 서비스를 홍보해 네

트워크 구축 및 투자 기회의 장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는 11월 3일~4일 서울 aT센터에서 ‘AI로 그려보는 서울의 미래(AI, Drawing the 

future of Seoul)’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AI 전문 컨퍼런스, AI 스타트업 인재 채용 박

람회, AI 기업 홍보부스 존, AI 워크샵, 오픈소스 경진대회, AI+X 포럼, IR Runway, 투

자 라운드 테이블, 네트워킹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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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Test-bed)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스마트화, 신사업발굴 등을 원

하는 기업 대상으로 허브 기업의 기술을 적용 및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AI 양재 허

브는 기술 검증을 통한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 제고와 후속 투자 유치 및 레퍼런스 확

보를 지원했으며, 무역센터 CMC, DRB, 롯데상사 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0 31

대·중견기업 협력을 통한 국내외 민간협력 성장 촉진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대·중견기업들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

유한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협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AI 

양재 허브는 이러한 갈증을 가진 대·중견기업들이 신기술과 아이

디어를 보유한 AI 양재 허브의 기업들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I 양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대·중견기업과 협력해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한 스타트업에게 공동기

술 개발 및 기술 제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업으로는 DRB, DB손해보험, 한화시스템, KB국민은행, KT 등이다. 대기업

의 기술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경진대회를 공동 개

최했으며, 후속 미팅을 통해 사업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테스트베드 프

로그램으로 연계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제반 영역의 지원

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진출 희망 국가의 시장·제도·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해

외에서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데에 필수적인 IR 역량 강화, 잠재 수요

처(파트너사, VC, 판매처 등) 발굴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indTheBridge, KILSA, KOTRA 등 다양한 기관들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였

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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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AI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자

를 대상으로 AI 개발자로의 성공적인 직무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과정은 이론, 

실습, 프로젝트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20시간 8주(1일 8시간 * 40일)를 진행

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최신 AI 기술 트

렌드 파악 및 내재화, KAIST AI 대학원 교수진 및 연구원들 그리고 유망 기업과의 네

트워킹을 가능하게 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교육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교육으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등 설계와 구

현을 위한 기본 이론 학습, 개념이해를 중심 내용으로 기수별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AI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실무프로젝트 진행 및 개발자와 교육 수료생 간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모의 

면접 및 포트폴리오 제작 등 커리어코칭으로 취업 성공률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실무역량을 보유한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는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

재 매칭 및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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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 전문인재 양성

인공지능 분야는 시각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

술이 중요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관점에서 인

공지능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의 협력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AI 양재 허브는 인공지능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AI 아카데미를 비롯해 AI 카이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등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재채용 박람회 등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주목받는

다. AI 양재 허브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 AI 스타트업과 우수한 

인재들이 연결되는 구인 구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AI 인재 채용 

박람회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AI 개발자 

양성 교육을 통해 총 2653명의 AI 인재를 배출했다.

AI 아카데미

비전공자(일반인)가 AI를 이해하고 AI 기회 요소를 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강화 프

로그램으로 이론 중심 교육을 보강해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인공

지능과 예술 아카데미, 바닥부터 배우는 AI 교육, 청소년 AI 교육 ‘똑똑! 인공지능’ 등

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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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뉴로티(Neuro-T), 뉴로엑스(Neuro-X), 뉴로알(Neuro-R)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neuro-cle.com

주요 서비스

뉴로클의 주요 서비스 뉴로티, 뉴로엑스, 뉴로알은 인공지능(AI) 딥

러닝 비전 모델 생성과 활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소

프트웨어다.

뉴로티는 산업 전문가를 위한 오토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다. 비

전문가도 간단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통해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딥러닝 엔지니어가 아니더라

도 직접 딥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뉴로엑스는 전문가를 위한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다. 딥러닝 전

문가가 직접 다양한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를 자유롭게 

조정하며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뉴로알은 현장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실시간 판독 소프트웨어

뉴로클
대표 이홍석

뉴로클은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산업, 의료, 교육 등에 활용되는 딥러닝 비전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9년 5월 회사를 설립했다.

딥러닝 비전 모델 생성/적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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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로티와 뉴로엑스에서 생성된 딥러닝 모델을 다양한 환경과 장

치에 적용할 수 있는 런타임(runtime) API다.

서비스 차별점

뉴로클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은 최적의 모델 학습에 필요한 모

든 요소를 자동으로 최적화하기 때문에 재학습이 불필요해 빠른 기

술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AI 엔지니어 없이도 AI 모델 생성과 활

뉴로클의 뉴로티, 뉴로엑스, 뉴로알 이미지

(사진 제공 : 뉴로클)

용이 가능하고, 파라미터 튜닝에 사용되던 엔지니어의 리소스를 절

감할 수 있다.

GUI 기반의 노코드(No-code) 제품으로 누구나 사용법을 쉽게 익

혀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 시작’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에 적

합한 딥러닝 비전 모델 자동 최적화가 가능하다. 실제 고객사 기존 

내부 직원이 제품 교육 후 3일 만에 99.7% 정확도를 갖는 AI 모델

을 생성한 바 있다.

뉴로클의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는 제조, 의료, 교육 분야에서 주

로 활용되고 있다. 제조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비전 검사 모델을 

생성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2차전지, 반도체, 디

스플레이, 자동차부품, PCB, 식음료 등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반 의료 이미지 분석과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주요 분야는 X-Ray, CT, MRI, 초음파, 내시경 등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활용 교육과 AI 활용 학술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인

천재능대학교, 강릉중앙고등학교 AI 실습실 등에서 실제 활용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뉴로클은 유럽/미주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지 전시

회 참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뉴로클과 뉴로클의 소프트웨어

를 알리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딥러닝 비전 분야

에서 표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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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웨어(WeAR)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blueprint-lab.com

주요 서비스

블루프린트랩의 주요 서비스 ‘웨어(WeAR)’는 컴퓨터 비전 기반 

AR 가상피팅 솔루션이다.

위에이알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웹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카

메라 등을 이용해 이미지를 인식하고 추적하며 인식된 이미지 위

에 가상현실(AR) 기술을 사용해 가상의 제품을 실시간으로 착용해 

볼 수 있다.

가령 사용자가 웹 환경에서도 안경을 착용하고 싶은 경우 위에이알

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면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보여준다. 사용자

가 얼굴을 좌우로 돌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도 이를 인식하기 때

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루프린트랩
대표 신승식

블루프린트랩은 

웹브라우저 기반의 

가상착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7년 2월 회사를 설립했고,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AR 가상피팅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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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웨어는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일반 카메라를 사용해 이미지를 인식

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비전을 통해 제

품의 3D모델을 사용해 가상착용의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정지된 이미지가 아닌 실시간 가상착용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

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가상착용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미지 인식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경량화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

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는 어

떤 환경에서든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장소에서

든 컴퓨팅 환경만 갖춰져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안경을 가상착용 하는 솔루션 위에이알은 안경 제조사, 안경 유통

점 등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웨어는 안경뿐 아니라 신체 각 부위에 착용할 수 있는 제품에 폭넓

게 적용할 수 있다. 안경 이외에도 귀걸이, 가상 네일링 등 다양한 

가상피팅 기능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활용 산업군도 안경 산업뿐 아니라 보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블루프린트랩의 AR 가상피팅 솔루션 ‘웨어’ 이미지

(사진 제공 : 블루프린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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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아이콘(Eyecon), 아이콘 에듀(Eyecon-edu), 

아이콘 알에스(Eyecon-RS)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omniconnect.co.kr

주요 서비스

옴니커넥트의 주요 서비스는 시선추적 기반 인공지능(AI) 심리측

정 서비스와 상품 추천 솔루션인 아이콘, 아이콘 에듀, 아이콘 알에

스 등이 있다.

아이콘은 웹캠으로 시선 움직임을 분석해 성격 특성을 예측하는 AI

성격검사다. 기존 자기 보고식 성격검사의 문제점인 피검사자의 응

답 왜곡과 문항 오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큰 강점이다.

아이콘 에듀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의 시선 움직

임을 AI로 분석해 ‘학습 몰입도’를 제공하는 학습 분석 솔루션이다. 

코로나19 이후 옴니채널에서 학습 경험 분석을 위해 학습기록저장

시스템(LRS:Learnig Record Storage)을 도입하려는 에듀테크 기

업을 타깃하고 있다. 

옴니커넥트
대표 양영준

옴니커넥트는 

시선추적을 기반으로 심리측정 서비스와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8월 회사를 설립했고, 

시드 라운드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선추적으로 마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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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알에스는 아이콘으로 파악한 고객의 성격 특성을 기반해 상

품을 추천해주는 솔루션이다.

서비스 차별점

아이콘은 정서 사진을 바라볼 때 시선의 움직임을 시선추적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질문지 형식의 성격검사와

는 달리 피검사자가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거나 문항을 오

해해서 잘못된 응답을 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다.

이런 특징으로 감정 노동에 취약한 콜센터 상담원의 직무 적합도와 

검사 문항 이해력이 떨어져 성격검사가 힘들었던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의 성격 특성과 직업 흥미도 예측에 특히 적합하다. 검사 시

간도 총 2분 내외에 불과해 한 번의 검사로 다양한 성격 이론에 기반

한 결과까지 알 수 있어 기존 검사 대비 비용이 2배 이상 저렴하다.

아이콘 에듀는 학습자의 로그파일 기반의 학습분석 솔루션이 파악

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시선을 분석해 정

교하게 제공할 수 있다.

아이콘 알에스는 협업 필터링 기반 상품 추천 시스템이다. 신규 고

객 혹은 구매 이력 데이터가 부족한 상품에는 상품 추천 성능이 떨

어지는데, 이 시스템은 고객의 성격 특성을 이용한 추천 알고리즘

을 사용해 이를 해결한다.

향후 서비스 전략

옴니커넥트는 채용, 진로지도, 교육, 마케팅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4년까지 시선추적 기반 우울증, 경도인지장애 진단 알

고리즘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계획이다.

아이콘 알에스의 경우 2022년에는 관광지 추천을, 2023년 이후에

는 영화, 도서, 음악, 패션, 인테리어 상품을 고객의 성격 특성 기

반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맞춤형으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 심리측정과 시선추적 AI 심리측정의 과정 비교

(사진 제공 : 옴니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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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아키스케치(ARCHISKETCH)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archisketch.com

주요 서비스

아키드로우의 주요 서비스 ‘아키스케치(ARCHISKETCH)’는 VR/

AR을 활용한 인테리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올인원 ‘3D 인테리어 디자인’ 플랫폼이다.

누구나 웹에서 3D 도면을 찾거나 그릴 수 있고 다양한 가구와 마감

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다. 특히 고퀄리티의 4K/8K

의 렌더링을 제공하며 파노라마뷰, 720뷰어를 통해 내가 만든 공간

에 직접 들어간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가구 등을 360도로 돌려가며 재질과 마감을 현실감 있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키스케치에서 제공되는 AR 뷰어를 통해 원하는 공

간 어디에서나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다.

아키드로우
대표 이주성

아키드로우는 

증강현실/가상현실(VR/AR)을 활용해 

가상 인테리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4년 11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총 86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VR·AR 가상 인테리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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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아키스케치는 설치프로그램 필요 없이 자체 엔진을 사용해 웹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며 8K의 고퀄리티 인테리어 렌더샷을 짧은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결과물은 일인칭뷰, 탑뷰, 720뷰, 파노라마뷰 

등 다양한 버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키스케치는 가구 업체 등과 협업해 메타버스 가상 쇼룸을 제공하

고 있다. 가상 쇼룸의 렌더샷을 통해 매거진 등의 표지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타 가구 업체의 스토어에 삽입될 제품 AR링크를 제공하고 있

다. ‘오늘의집’은 사이트에 아키스케치를 도입해 B2C 가상 인테리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아키드로우는 수년간 베트남 인테리어 시장 진출을 준비했고, 지난 

6월 본격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베트남 시장에 선보인 솔

루션은 ‘3D 온라인 인테리어’다.

아키드로우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일본 등 해외 인테리어 업체 혹은 

가구사 등과 협업해 아키스케치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해외 인테리

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아키스케치의 웹 AR 뷰어를 통해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한 화면

(사진 제공 : 아키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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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FACE A+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cvtinc.co.kr

주요 서비스

씨브이티의 얼굴인식 리더 ‘FACE A+’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출입통제, 근태관리, 식수결제를 하는 서비스다. 제품은 FA-1000, 

FA- 2000, FA-3000 등이 있다.

FACE A+는 PC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으로 사용자 

관리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지문인식과 달리 기기와의 직접

적인 접촉을 요구하지 않아 위생적이다. 또한 인식 카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에 따른 인식 제한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FACE A+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칩이나 작은 보드 안에 대부분

의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 이는 임베디드 스탠드얼론(Embedded 

Standalone) 방식을 가능케 하므로 네트워크 다운 시에도 정상적

으로 얼굴인식 기능이 작동한다. 또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시간

씨브이티
대표 이우균

씨브이티(CVT)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얼굴인식을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5년 7월 회사를 설립했고, 

15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딥러닝 접목한 얼굴인식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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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미묘한 얼굴 변화를 감지한다.

서비스 차별점

씨브이티는 카메라 모듈 기술과 얼굴인식 알고리즘 기술을 자체적

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얼굴검출과 얼굴인식 속도를 0.3초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고해상도(FHD) 이미지를 실시간 처리해 정확도를 향상시켰

다. 스마트 IR(적외선 센서)을 이용해 어둡거나 낮은 조도에서도 명

확한 인식이 이뤄진다. 얼굴 데이터는 암호화해 보안을 유지한다.

FACE A+는 광각카메라를 이용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부터 어

린이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단독 운영이 가능해 도입이 빠르

고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얼굴인식 리더 FACE A+는 건설현장, 공유오피스 등에서 출입통제 

와 근태관리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임직원 20만 명 규모의 국

내 기업의 근태관리용 얼굴인식 리더와 등록기를 제작했다. 이외에

도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씨브이티는 언택트 생활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솔루

션을 제시하고 있다. 기기에 등록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엘리베

이터를 호출하고 목적층까지 안내하는 솔루션의 PoC를 완료했다.

현재는 방문객이 안내 데스크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시스템에 자

가 등록할 수 있는 얼굴인식 키오스크 등을 개발 중이다.

씨브이티는 기업용 얼굴인식 리더기에서 나아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얼굴인식 도어벨과 스마트홈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BLE를 이용한 모바일 시스템과의 융합도 제공하고자 한다.

씨브이티의 얼굴인식 리더 ‘FACE A+’ 사용 모습

(사진 제공 : 씨브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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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펫나우(Petnow)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petnow.io

주요 서비스

펫나우는 스마트폰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체정보를 간편하게 등록

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앱 서비스다.

반려동물 또한 사람처럼 고유한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다. 반려견의 

경우 비문(코의 무늬)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생체정보다. 펫나

우는 이러한 생체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취득해 반려동

물 각각을 식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펫나우 앱을 실행한 후 반려동물을 향해 스마트폰을 비

추면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비문 위치를 찾아 사진을 자동으로 찍

는다. 이러한 ‘오토 포커싱’ 기능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체정보를 자

동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펫나우
대표 임준호

펫나우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8년 8월 회사를 설립했고, 

시드 투자로 6.5억 원의 시드 투자와

 53.5억 원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반려동물 생체 정보 등록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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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반려동물 신원확인 방식인 ‘마

이크로칩 삽입’은 동물의 몸에 이물질을 삽입해야 한다는 점과 신

원확인을 위해 스캐너가 필요해 불편하고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펫나우는 3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

체별 특징을 구분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앱

에 탑재된 3개 인공지능 기술이 강아지 얼굴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코를 찾은 뒤 자동으로 포커스해서 촬영한다.

펫나우는 명확한 촬영을 위해 독자적인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했다. 

촬영된 사진의 품질을 즉석에서 평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데이터

는 버리고 재취득을 시도하는 것이다.

펫나우의 독자적인 머신러닝 기술 혁신성과 우수성을 CES 2022 최

고혁신상 수상을 통해서도 인정 받은 바 있으며, 영국 BBC 방송에

서 기획 영상으로 소개된 바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스마트

폰만 있다면 비문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펫나우는 반려동물의 생체정보로 개체를 식별해 신원확인이 가능

해지면 품종별 질병, 각종 예방주사 접종 여부 등 체계적인 반려동

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펫나우는 개와 함께 반려동물로 각광 받는 고양이에 대한 신원확

인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최근까지 고양이 얼굴 인식률 99%를 달

성했다.

펫나우는 내년 초 고양이 신원확인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

고 있으며 ‘유실/유기 동물 없는 세상,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펫나우 서비스는 반려견의 비문을 촬영해 생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펫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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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골프픽스(Golf Fix)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moais.co.kr

주요 서비스

모아이스의 서비스 ‘골프픽스(Golf Fix)’는 딥러닝을 이용해 골프 

스윙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골프 코

칭 서비스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스윙 문제점을 AI 진단하고, AI 연습 점검, 빅데

이터 분석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골프 실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해주는 앱 서비스다.

수백 만 명의 스윙을 AI로 학습해 진단의 정확도를 끊임없이 향상

시키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개인화 솔루션 추천 기술 

또한 정확도를 향상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확한 분석을 제공받으며, 골프픽스에서 제안하는 솔루

션과 연습방법 등으로 빠른 속도로 본인의 스윙 실력을 개선하고 

모아이스
대표 이용근

모아이스는 

인공지능(AI) 코칭 기술과 

높은 수준의 동작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골프 코칭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2월 회사를 설립했고,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인공지능 골프 코칭 서비스 ‘골프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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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경쟁사들은 부정확한 2차원 관절 분석으로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

도가 낮고, 클럽 추정 불가능으로 문제점 진단 수가 현저히 적다. 하

지만 골프픽스는 정확한 2차원 관절 추정 기술과 클럽 위치 추정 기

반의 문제점 진단으로 타사 대비 8배 이상 많은 문제점을 진단한다.

경쟁사들은 서버 분석 기반의 진단 프로세스로 진단 결과를 받아보

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모든 영상이 서버로 전송된다는 고

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지만 골프픽스는 온디바

이스(on-device) 기술을 통해 스윙 영상이 서버로 가지 않고 스마

트폰 내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통신환경과 무관하게 5초 만에 실시

간 진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시간, 비용 등의 문제와 오프라인 레슨의 불만

을 느낀 독학 골퍼들이 그 대안으로 골프픽스로 유입되고 있다. 골

프픽스 앱 서비스는 2021년 1월에 비해 약 12배 이상 평균 분석 횟

수가 늘었다. IOS 버전 출시와 글로벌 영어 버전 출시를 통해 해외 

신규 유저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모아이스는 기존 스포츠 교육이 가진 한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AI 

중심으로 정확하면서 쉽고, 편하고, 저렴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모아이스는 골프픽스 서비스를 통해 획득하는 데이터와 AI SDK 판

매 고객사 측에서 얻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개인화 AI 솔루션 추

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골프픽스 BM 추가를 통해 매출 증대도 

계획하고 있다.

AI 골프 코칭 서비스 ‘골프픽스’

(사진 제공 : 모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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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프록토매틱(Proctormatic)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edint.io

주요 서비스

에딘트의 주요 서비스 ‘프록토매틱(Proctormatic)’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시험 영상 검증 서비스로, 별도의 시험 감독관이 없

는 온라인 시험의 개설과 진행은 물론이며 시험 후 확인까지 가능

하다.

시험을 진행하고 싶은 교육자가 시험을 개설하고 시험 참여자들에

게 링크를 전송하면 시험 참여자들은 온라인 시험을 진행하는 모습

을 촬영해 해당 링크로 업로드한다. 그 다음 프록토매틱의 AI 감지 

엔진을 통해 동영상을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부정행위를 

자동 포착하게 된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를 요약해 시험을 개설한 교육자에게 보고서

를 전송한다. 교육자는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확인해 시험을 관

에딘트
대표 원동일

에딘트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을 통해 

2022년 설립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의 원스톱 시험 서비스 기업이다. 

8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인공지능 시험 감독관 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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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프록토매틱의 경쟁력은 16개월간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AI 기반의 자동 감지 엔진이다. 응시자의 자세, 얼굴, 

사물 등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을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게 

된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부정행위를 자동 검

출해 공정한 온라인 시험 진행이 가능하다. 삼성그룹 채용시험을 3

년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자문을 얻어 서비스를 기

획하고 개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의 낙후된 온라인 시험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즉 모든 응

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을 통해 공정한 시험 진행이 가능

하며, 별도의 감독 인력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사용성 개선을 통한 온라인 시험의 대중

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에딘트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AI 기반의 

핵심 엔진을 응용하고 확장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3년에는 온라인 시험 자동 진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지

속적으로 에듀테크 분야의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에딘트는 국내 공공기관, 기업, 학교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으로 활

동 무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딘트의 프로토매틱 서비스 화면

(사진 제공 : 에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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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다익(DA IC)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drimaes.com

주요 서비스

통합 운전석 IVI(In-Vehicle Infotainment) 솔루션 ‘다익(DAIC)’은

클러스터(디지털 계기판), CID(중앙 정보 디스플레이), PD(조수석 

디스플레이), RSE(뒷좌석 디스플레이) 등 최대 6개 화면을 하나로 

묶었다.

각 특성에 맞게 개별 화면을 설치할 수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내 많은 

화면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

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

드림에이스는 여러 개 화면을 별도 화면처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가상화 기술 문제를 SoC(System on a Chip)를 적용해 풀어나갔다. 

가상 머신(VM)을 활용해 화면을 구동하는 방식인 하이퍼바이저는 

드림에이스
대표 임진우, 김국태

드림에이스는 

IVI 기술과 이동수단 UX의 노하우를 결합한 

통합 운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5년 11월 설립했고, 

125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원스톱 차량 화면관리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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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많이 활용되던 방식이지만, 다익 솔루션은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차별점

다익은 AAOS(안드로이드 차량용 OS)뿐 아니라 네이버 웹 플랫폼

도 같이 설계돼 범용성을 크게 확장한 대표 기기다. 운전자가 사용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앱이 있다면 AAOS를 통해, 앱이 없다면 네

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웨일 브라우저라는 웹 플랫폼 채택은 드림에이스와 타 업체의 서비

스 간 호환성과 개방성을 극대화시켰다. 운전자는 타 업체가 개발

한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들의 앱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이어 공기압에 경고등이 켜지면 정비 관련 서드 파티 

서비스가 정비 서비스를 제안하고 예약까지 직접 연계할 수 있다. 

만일 전기차에 전기 충전이 필요하면 충전 관련 서드 파티 서비스

가 경로상의 차량 충전기 예약을 제공한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앞서 설명한 다익을 활용한 차량 특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많은 

서드 파티 업체의 다양한 웹·앱 서비스 개발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드림에이스는 주요 서드 파티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

결했고 해당 서비스들을 다익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

에 있다.

드림에이스는 올해부터 IVI와 차량 구동부를 동시에 관리하고 운영

하는 주요 솔루션 제품인 다익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미 국

내외 완성차 업체들과 대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자동차 이용자

뿐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이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와 여러 종

류에 대해서도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드림에이스는 해외 진출과 관련해 동남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

쟁력과 니즈 선점을 위해 국내 유수 기업과 공동 파트너십을 체결

하고 있다.

드림에이스 통합 운전석 IVI ‘다익’의 예시 화면

(사진 제공 : 드림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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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시소(SeeSo)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seeso.io

주요 서비스

비주얼캠프의 인공지능 기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시소(SeeSo)’

는 사용자가 화면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생성한다.

시소는 SDK 형태로 제공된다. 시소 SDK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

마트 기기와 노트북에 내장된 전면 카메라 혹은 PC 웹 카메라를 사

용해 구동하는 제품이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시선추적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웹·앱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서비스 차별점

시소 SDK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비주얼캠프
대표 석윤찬

비주얼캠프는 

사람들의 시선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 개발을 위한 SDK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4년 11월 설립했고, 

약 58억 원의 투자(시리즈B)를 유치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선추적 SD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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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캠프가 모바일 시선추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이다. 시소는 

SDK의 기술 혁신성과 우수성은 CES, MWC 등 해외 전시회에서의 

수상을 통해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시소 SDK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존 하드

웨어 시선추적 기기의 정확도(1.0°±0.3°)와 유사한 수준(1.6°±0.3°)

의 정확도를 지니고 있다. 가격은 1대 당 200만~2,000만 원 상당의 

하드웨어 장비 대비 저가로 공급이 가능하다. MAU(월 활성 사용

자) 당 300원~2,000원 수준이다.

경쟁사의 경우 시선 추적을 위한 캘리브레이션(보정) 포인트가 5~9

개가 필요한 반면, 시소는 단일 포인트로도 보정이 가능하며, 보정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다. 시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또한 길

고 복잡한 기존 제품 대비 간단하고 빠르며, 그와 동시에 실시간으

로 처리가 가능하다.

비주얼캠프는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학습 몰입도 솔루션’, ‘근시 예측 솔루션’, ‘난독증 스크리닝과 

훈련 솔루션’, ‘인지장애/치매 스크리닝 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사

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2022년 상반기까지는 ‘학습 집중도 향상’이라는 사업 분야를 개발

했고, AI 바우처 사업을 수주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정

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읽기 능력 향상 솔루션이 2022년 내에 개발 완료되면 국내 교육청 

과 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에 PoC(개념 실증, Proof of Concept)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주얼캠프의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 구동 예시 이미지

(사진 제공 : 비주얼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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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암 예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prevenotics.co.kr

주요 서비스

프리베노틱스는 암의 예방과 진단을 보조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

고 있다. 국내에서 내시경 육안 진단 소견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주요 위암 고위험군 표적 질환들을 AI로 진단하고 보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암 자체의 조기 진단과 더불어 암 이전 단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

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진단 의사의 편의성, 진단 정확도 등

을 실시간 AI 기술로 보조하고 위암 고위험군 환자들의 맞춤형 위

암 예방을 돕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 이상 소견 실시간 진단 기술이

다. 위암 전 단계로 여겨지는 몇몇 주요 질환은 확진을 위한 조직검

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출혈 위험과 검사시간 지연 등 부분적으로 

프리베노틱스
대표 장수연

프리베노틱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암의 예방과 진단을 보조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2021년 7월 설립했고, 

2022년 4월 팁스(TIPS) 패스트트랙에 선정됐다.

AI 솔루션으로 암 예방과 진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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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육안 소견만으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위암과 같은 고위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진다.

프리베노틱스의 인공지능 진단 보조와 예방관리 시스템은 의료진

의 진료 하에 적극적인 예방의 노력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

해 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차별점

대장 내시경과 기타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환을 발견하는 AI 

진단(Detection)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존재한다. 위 내시경 관련 

기업과 특허 질환 예방보다는 위암 진단과 관련 질환 발견에 집중

되어 있다.

반면 프리베노틱스의 솔루션은 암의 전 단계 고위험질환을 표적 진

단하고, 적극적인 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기술이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헬스케어 보고서와 시스템을 

통해 암 예방을 보조하고 관리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프리베노틱스는 국내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은 위

암 예방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1차 상용화하는 것을 단기목표

로 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암으로 시작했지만 간암, 대장암 

등 치명적인 암의 전구단계를 진단 보조해 예방 관리가 가능한 생

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프리베노틱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제공 : 프리베노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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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딥라운지(DeepLounge)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triplllet.ai

주요 서비스

트리플렛은 AI 리테일 플랫폼 ‘딥라운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

비스는 AI 카메라를 통한 비전인식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준다.

딥라운지는 매장 방문객의 성별, 연령과 동선, 매대별 체류시간, 행

동을 분석하는 ‘매장 분석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다. ‘1:1 초개인

화 추천 AI’ 솔루션과 ‘무인매장 AI’ 솔루션 등 3가지 솔루션을 포

함한다.

서비스 차별점

딥라운지의 ‘매장 분석 AI’의 차별점은 첫째,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

트리플렛
대표 신동화

트리플렛은 

AI 카메라를 통한 

비전인식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AI 리테일 플랫폼인 딥라운지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5월 회사를 설립했고,

3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AI 리테일 플랫폼’으로 매장 운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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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솔루션이라는 점이다.

딥라운지 솔루션은 360도 AI 카메라를 기반으로 끊김 없이 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입증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매장 이용자들도 AI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정보를 기반으로 알맞은 상품을 

추천 받고 구매과정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정확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고

객사의 매장에서 장시간 학습을 통해 고도화된 딥라운지의 AI는 오

탐지와 데이터 유실, 사각에서의 데이터 꼬임 문제, 중복 카운트 등

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딥라운지 주요 서비스

(사진 제공 : 트리플렛)

셋째, 경제적인 솔루션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카메라로 방범용 

CCTV와 분석용 도구라는 여러 효과를 낼 수 있어 하드웨어 비용

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초개인화 추

천 AI 솔루션의 경우도 판매 전문 인력 없이도 고객들이 구체적인 

제품을 추천 받을 수 있어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무인화 AI 

솔루션은 매대에 IR 센서나 무게 감지 센서 없이 카메라 한 대로 진

열 상품의 재고 모니터링이 가능해 타사 대비 저렴한 도입비용으로 

스마트한 매장 관리 구축이 가능하다.

트리플렛은 다양한 리테일 매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딥

라운지의 기능을 토대로 많은 분야의 고객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

행 중이다. GS25를 비롯한 국내 대형 편의점, 게스 외 다수 패션매

장, 도서관, 면세점, 대소형 리테일 마트, F&B 매장 등의 국내 유수

기업과 함께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트리플렛은 딥라운지 솔루션을 다양한 매장에 적용해 새로운 모습

의 오프라인 매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트리플렛은 딥

라운지 솔루션은 물론 AI 카메라 기술력을 검증 받고자 다양한 사

업에 참여하고 있다. CES 2023 한국관에 참여해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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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딥러닝 이미지 변환·생성 기술에 기반한 

콘텐츠 창작 서비스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nestyle.ai

주요 서비스

내스타일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그림 생성과 스

타일 변환 서비스, 웹소설 창작을 위한 스토리 생성 서비스, 웹툰 캐

릭터 생성과 채색 서비스 등의 창작자를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

고 있다. 각 서비스 기능은 기업용 API로 지원한다.

패션 이커머스와 브랜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가상 피팅 서비스, 의

류 분류 서비스, 가상 헤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창

작자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증명, 가상 갤러리를 통

한 작품 거래 등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가상 피팅 서비스는 고해상도와 멀티 포즈를 지원한다. 

사용자들이 인물 이미지, 원하는 옷 이미지 정보를 입력하면 내스

타일의 ViTON-HD((Virtual Try-on High Definition) 서비스가 새

내스타일
대표 이용균

내스타일은 

1인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창작 플랫폼 기업으로 

AI그림, AI웹소설, AI 웹툰 캐릭터 등의 

창작 콘텐츠를 제공한다. 

2019년 11월 회사를 설립했고,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딥러닝 기반 콘텐츠 창작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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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가상 피팅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서비스 차별점

내스타일은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이미지 합성 기술 ‘ViTON-HD’

를 내세운다. 기존 가상 피팅 솔루션은 이미지 해상도가 낮으며, 해

상도가 높아지면 옷이 뒤틀리고 제대로 정렬되지 않는다. ViTON-

HD는 HD(1024x768) 이상의 가상 피팅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합

성할 수 있다.

내스타일의 솔루션은 KB국민은행에서 추진하는 NFT 마켓플레이

스에 활용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API 형태로 적용되는 그림 생성

과 스타일 변환 서비스다. 사용자들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쉽게 

NFT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내스타일의 솔루션은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생성하고 그 아바

타가 자신의 표정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서비스 전략

내스타일은 자사의 솔루션을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는 대량의 고

퀄리티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 1인 창작자들이 쉽게 작품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

스를 통해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

독 플랫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도 

보유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레이어와 협력을 추

진할 예정이다.

내스타일의 가상 피팅 서비스 구현 이미지

(사진 제공 : 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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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드랩아트(Draph Art)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draph.ai

주요 서비스

드랩의 주요 서비스 ‘드랩아트(Draph Art)’는 커머스와 광고 상에

서 소비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매출이 극대화될 만한 상품 사

진들을 AI로 자동 생성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을 촬영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

용을 투입해야 했다. 드랩아트는 AI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가 찍은 

듯한 상품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또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AB테스트를 해보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이미지를 찾아낸다.

드랩아트는 상품을 정확하게 인식해 추출하고 AI를 통해 심미적·물

리적으로 적합한 배경을 선정한 후 자연스럽게 배치해준다. AI 생성 

모델(GAN 기반)로 빛과 그림자, 사람 모델 등도 생성해준다.

드랩
대표 이주완

드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커머스에 활용되는 상품 이미지를 최적화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다. 

2022년 3월 회사를 설립했고, 

약 1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최적화 된 커머스용 상품 이미지 생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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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드랩은 컴퓨터 비전 중 이미지 컴포지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

다. 해당 분야는 특정 물체를 정확하게 사진에서 추출해 전혀 다른 

환경에 이질감 없이 배치시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분야다. 또

한 실시간으로 가상 모델을 생성하고 입혀주는 기술 분야에도 강점

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몇몇 솔루션은 템플릿 베이스로 진행돼 다소 품질도 낮고, 

자유도도 낮았다. 반면 드랩아트는 전체 과정을 AI로 진행하기 때

문에 품질과 자유도가 높다. 이뿐 아니라 판매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최적화도 동시에 진행된다.

드랩아트에서 생성하는 이미지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뿐 아니라 매출과 성과 데이터로 검증되는 결과물을 얻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드랩아트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수의 이미지를 생성

해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반응, 타이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출과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제공해준다.

향후 서비스 전략

드랩의 서비스는 상용화 준비 단계다. 현재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는 완성된 상태고, 딥테크 분야인 만큼 성

능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드랩은 2022년 내에 클로즈드 베타, 2023년 초에 정식 출시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위•드랩아트가 적용되기 전 이미지 

아래•적용된 후 이미지

(사진 제공 : 드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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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사진·영상 전문가용 AI 자동 피부 리터칭 툴

 ‘프리터치(PRETOUCH)’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summercat.co

주요 서비스

써머캣의 주요 서비스 ‘프리터치(PRETOUCH)’는 사진·영상 전문

가를 위한 자동 피부 리터칭 툴이다. 상업용 사진·영상에서는 피부 

리터칭 작업이 필수인데, 이 작업에 AI를 활용한 것이다.

프리터치는 별도의 설정 없이 AI를 통해 최적화된 리터칭을 제공하

는 것이 특징이며 해상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진 1장, 영상 

1프레임 당 10분 이상 걸리는 기존 전문가급 피부 리터칭 프로세스

를 프리터치를 통해 초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프리터치는 고화질의 퀄리티를 유지하며,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

러운 보정이 가능하다. 졸업 사진, 증명 사진, 이미지 사진, 셀프 웨

딩 사진, 스냅샷, 여행 사진 등의 각종 고화질 사진에서의 피부 보

정, 잔머리 제거, 얼굴과 체형 교정 등의 다양한 보정을 할 수 있다.

써머캣
대표 정우철

써머캣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디테일한 사진·영상의 

리터칭 작업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다. 

2019년 8월 회사를 설립했고, 

4,000만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사진·영상 피부 리터칭 작업에 A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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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설치 없이 사진과 영상 리터칭 모두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진 리터칭의 경우 어도비 포토샵 플러그인을 통해서도 사용 가

능하다.

서비스 차별점

기존 전문가용 피부 리터칭 자동화 제품들은 대부분 흔히 필터로 

알려진 스무딩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무딩 기술은 기술 특성

상 뿌옇게 번지는 해상도 저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하지 않

게 사용 시 피부 텍스쳐 개선에는 효과가 있으나 정교한 피부 잡티 

제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이유로 실제 전문가들은 디테일한 작업에서 스무딩 제품 사용

과 함께 포토샵을 통해 잡티를 하나하나 직접 제거해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반면 프리터치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부 

영역 내의 잡티만을 정교하게 제거함과 동시에 피부 텍스처를 개선

해 더욱 디테일하고 말끔한 피부 리터칭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별점을 바탕으로 프리터치는 유튜브 라네즈 채널의 뷰티 

택시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대

형 스튜디오, 국내외 사진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리터칭 단가가 비싸고 고품질 작업을 주

로 필요로 하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장기적으로는 피부 리터칭뿐 아니라 영상 내 인물의 3D 오

브젝트 파악을 통해 성형 리터칭을 제공하는 AI 엔진을 개발해 나

가려고 한다.

써머캣의 사진·영상 전문가용 AI 자동 피부 리터칭 툴 ‘프리터치’ 홍보 이미지

(사진 제공 : 써머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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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교육 콘텐츠 디지털라이징 서비스 ‘Qn.AI’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itexsolution.co.kr

 

주요 서비스

아이텍솔루션의 ‘Qn.AI’는 교육 콘텐츠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글 

박스를 인식(편집)하는 디지털라이징 솔루션이다.

Qn.AI는 수학 문항 Full-Text OCR 솔루션으로, 개인 스마트 디바

이스에서 필기(손가락, 스마트펜 등 사용) 방식으로 입력하면 웹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되는 시각자료 인식 인공지능(AI) 서비스다.

Qn.AI는 아이텍솔루션이 개발한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했다. 스냅샷, 스캔 이미지, PDF 등 모든 형식을 지원한

다. 특히 인식과 동시에 수식과 텍스트를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GUI(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에디터를 제공한다.

Qn.AI는 즉석 스냅샷, 스캔 수학 교재, PDF 문서 등 다양한 조건

의 교육 콘텐츠를 인식한다. 낙서가 포함된 지저분한 원본형 시험

아이텍솔루션
대표 유왕상

아이텍솔루션은 

딥러닝 기반 시각자료 인식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으로, 

특히 수학 교육에서 인식이 어려운 수식, 그래프 등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2014년 10월 설립했다.

딥러닝 기반 수학 자료 인식 OCR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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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학 그래프 자동 보정

도 가능하며, 인식한 결과물을 언제라도 한글·워드 문서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로마·이탤릭체, 대·소문자 등 섬세한 문서 인식을 지원하고, 

AI 심볼 추천 기능으로 사용자의 콘텐츠 인식 의도를 100% 반영

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Qn.AI는 자체 학습으로 완성한 딥러닝 모델이 빠르고 정확하게 수

식을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수식

을 수정하는 필기인식 솔루션은 특허로 등록되기도 했다.

Qn.AI는 공교육 시험에 활용되는 국내 최초의 AI 기술로, 교육과정

평가원이 추진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CBT 공식 수학 솔루션으로 선

정된 바 있다. 2022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초·중·고 학업 성취도 평

가 수학 정답 입력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SK행복나눔재단에서 추진하는 시각장애인용 교육 콘텐츠 

디지털화 사업에도  활용됐다. 올림피아드 교육, 수학 온라인 테스

트에도 Qn.AI 필기인식과 GUI 수식편집지가 사용됐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아이텍솔루션의 슬로건은 ‘콘텐츠와 사람을 잇다’다. 수천 년간 눈

부신 기술 혁신의 시대에도 교육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와 

사람이었다. 아이텍솔루션은 콘텐츠와 사람을 이어주는 기술을 개

발하는 교육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 아래 교육 콘텐츠의 출판 솔루션 개발, 웹 기반 수식 처

리 표준화 기술 고도화, 웹용 수식 편집기 개발 등 웹 환경에서 필요

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텍솔루션의 수학 Full-Text OCR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아이텍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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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딥인스펙터, 딥스캐너, 딥부스터, 

딥노이즈필터, 딥라벨플러스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deepinspection.ai

주요 서비스

공공시설물을 안전점검할 때 점검자가 육안으로 점검하면 균열과 

결함 검출/측정의 정확도가 낮고, 점검 시간이 과다 소요된다. 이뿐 

아니라 많은 인력과 장비의 투입으로 비경제적이며, 점검자의 안전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 

딥인스펙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인스펙터(Deep Inspector)와 

딥스캐너(Deep Scanner)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공시설물 외관을 4K급의 카메라 10대와 LED조명 

20대를 장착한 촬영 장치로 주행 중(20~40km) 영상을 촬영해 데

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0.1mm 

이상의 미세균열과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90% 이상), 측정하고 자

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외관조사망도와 상태 평가 보고서를 약 48

딥인스펙션
대표 이철희

딥인스펙션은 

터널, 댐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의결함을 검출하는 

딥인스펙터(Deep Inspector)와 딥스캐너(Deep Scanner)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 

회사는 2015년 설립했고,

4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공공시설물 미세균열, 빈틈없이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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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내에 출력한다. 

이 솔루션은 터널시설물뿐 아니라 교량, 공항활주로, 댐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핵심기술과 차별점으로는 국내 경쟁제품 대비 4배 빠른 주행속도

(시속 40km)를 갖는 영상 촬영장치, 국내 경쟁제품 대비 4배 높

은 해상도(4K, UHD급)를 갖는 영상 촬영장치, 전자동화된 프로세

스(인공지능 기반으로 영상 이미지로부터 균열과 결함을 자동으

로 검출 및 측정하며 외관조사망도(도면)와 상태평가보고서(안전

등급) 출력), AI 영상 처리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신기술인

증 (NET 제898호)과 GS인증, 국내 최초 신뢰기반의 설명 가능 인

공지능 기술 기반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국내 최초 분산 기반 멀티 

GPU AI 모델 학습 기술 등이다. 

딥인스펙션의 솔루션은 서울 남산터널과 부산의 만덕2터널 등 도

로터널 안전점검에 현장 적용했다. 최근 소양강댐, 보현산댐 등 댐

과 교량,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활용하는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국내 최고의 AI 기반 시설물 안전점검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기업

이 되고자 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AI 영상 데이터 처리 플랫폼

을 통해 유럽시장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딥인스펙션의 솔루션은 터널, 댐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결함을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딥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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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lomin.ai

주요 서비스

로민의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Textscope Studio)’는 문서를 이해

해 문서 내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이해 

플랫폼이다.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 최신 AI 기

술을 기반으로 문서를 식별, 분류하고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정

확하고 빠르게 추출해 문서 업무를 자동화한다.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는 문자 인식과 문서 인식 영역에서 실환

경 문자인식 기술(Scene Text Recognition), 퓨샷 학습(Few-shot 

Learning)을 적용한 자동 문서 분류 기술, 멀티모달 기반 Key-

Value 관계 인식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실환경 문자인식 기술은 촬영된 이미지에서 임의의 형태로 배치된 

텍스트를 인식한다. 글자 배치, 폰트, 크기, 화질에 상관없이 문자 인

로민
대표 강지홍

로민은 

인공지능 문서 이해 플랫폼인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Textscope Studio)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 

회사는 2018년 설립했다.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AI 문서 이해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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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가능하며, 불규칙하게 배치되고 알아보기 힘든 손글씨도 인식

할 수 있다. 퓨샷 학습을 적용한 자동 문서 분류 기술은 서식 별로 

최소 10장에서 최대 30장의 문서 이미지만 사용해도 99%의 높은 

정확도로 문서 분류가 가능하다. 멀티모달 기반 Key-Value 관계 인

식 기술은 줄글 형식의 텍스트와 표 구조로 이뤄진 문서에서 필요

한 데이터만 90% 중반의 인식률로 정확도 높게 추출해 문서 업무

를 자동화 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 차별점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는 스마트폰 사진, 저화질 팩스 등 다양한 이

텍스트코프 스튜디오는 문서 데이터 기반의 업무 처리를 자동화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려는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다.

(사진 제공 : 로민)

미지원에 대해 인식이 가능하고 저품질 저화질 조건에 강인해 98%

의 문자인식률을 보인다. 필기체, 인쇄체, 타자체 인식 모두 가능한 

AI OCR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문서 종류 자동 분류와 분류 정확도는 99.5%이며, 문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특정 데이터만 추출 가능한 정확도는 97.5%를 달성했다. 사

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비즈니스 활용도가 높은 정형/비정형 문

서 30여 종에 대해 문서인식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시간 당 2.88만 장의 대규모 문서 처리가 가능(1초 당 1장, GPU 8개 

기준)하며, 데이터 추출 후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 처리/활용이 용

이한 형태로 결과 출력을 제공한다. 개발지식이 없는 사용자를 위

한 노코드(No-Code) 기반 사용자 도구와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위

해 추출 결과 자동 검증, 처리 현황 모니터링 기능 등도 차별점이다. 

향후 서비스 전략

로민은 금융사, 일반기업, 공공부문에 구축형으로 제공하는 텍스

트스코프 스튜디오를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으로 사용자를 새롭게 확보하고 매출 규모를 성장할 계획이다. 클

라우드로 국내 시장을 석권한 후 2024년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으

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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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VIRTU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symbiote-ai.com

주요 서비스

심바이오트AI의 주요 서비스 ‘VIRTU’는 실시간 영상 통화·방송을 

하거나 쇼츠(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바타 소셜 플랫폼이다.

픽사, 지브리, 루카스아츠 등 수많은 제작자가 보여주었듯이 디지

털 캐릭터는 현실의 ‘나’는 할 수 없는 스토리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경험은 모션 캡처 장비나 가

상현실(VR) 디바이스, 웹캠과 같은 장비가 필요하며 전 세계 70억 

인구 중 고작 1000만 명, 즉 0.1% 만이 경험할 수 있었다.

VIRTU는 70억 인구에게 ‘내가 아닌 다른 디지털 존재가 되는 경험’

을 전달하고자 하는 심바이오트AI의 목표에 의해 개발됐다.

VIRTU는 현실의 물리 법칙에서 벗어나 외모와 성별이 다른 존재가 

심바이오트AI
대표 김태훈

심바이오트AI는 

모바일 모션 캡처 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

이 기술을 통해 여러 소셜미디어 앱에서 

개인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2021년 11월 회사를 설립했다.

모바일 모션 캡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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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험은 원초적인 재미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자신의 진짜 얼굴

을 기반으로 했던 유튜브, 트위치, 아자르와 같은 서비스에 완전히 

다른 유저 경험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심바이오트AI의 모바일 모션 캡처 기술이 적용된 VIRTU는 1,000

만 원 상당의 모션 캡처 장비가 아닌 20만 원의 저가형 휴대폰에서

도 아바타를 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VIRTU는 출시 후 6개월간 별다른 마케팅 없이 북미, 중국, 중동, 일

본 등의 국가에서 26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모았다.

심바이오트AI는 1억 명의 취향에 맞는 1억 개의 아바타를 제공하기 

위해 3D 아바타 생성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선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

구,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심바이오트AI는 1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매월 즐길 수 있는 서비

스를 만드는 것을 초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풀바디 

트래킹, 3D 메쉬 제너레이션, 3D 스타일 트랜스퍼, 3D 리토폴로지, 

텍스처 제너레이션, 애니메이션 제너레이션 등의 기술 연구에 지속

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심바이오트AI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아바타 크리에이터들이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있다.

VIRTU로 생성한 아바타 예시 이미지

(사진 제공 : 심바이오트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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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딥 매니저(Deep Manager)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team.gynetworks.com

주요 서비스

지와이네트웍스는 이미지 태깅 검색 서비스와 안전관리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 태깅 검색 서비스는 AI가 이미지

를 자동 태깅해 사용자의 검색을 돕는다. 현재는 저작권 위반을 판

별해주는 저작권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미디어 생태계를 구

축하고 있다.

안전관리 인공지능 솔루션은 위의 AI 태깅·마스킹 기술을 접목해 

CCTV 등 관제 IoT 내 이상상황(화재, 폭력, 누수, 안전모 유무, 쓰

러짐, 번호판 검출, 사람) 등을 검출하고 실시간 알람으로 위험상황 

과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지와이네트웍스
대표 방승온

지와이네트웍스는 

인공지능(AI)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색 및 분석하는 기업이다. 

2016년 1월 회사를 설립했고,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AI 기반 자동 레이블링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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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이미지 태깅 검색서비스는 이미지 당 0.3초 이내 2만 개의 이미지 

속성을 자동으로 추출해 키워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일한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검색한다. 이런 검

색기능을 통해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방대한 이미지를 정리하

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관리 인공지능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안전 사고 분야 AI 비전 

API 기반으로 기존 장비나 시스템에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CCTV 관제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상상황·행위

를 식별하고 상세하게 분석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상상황에 대해 관제사에게 즉각 알림을 주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무인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지와이네

트웍스의 솔루션을 활용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이미지 태깅 검색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플랫폼 기업 ‘오지큐’와 

연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해 안전

한 디지털 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원활한 수익창출로 연

결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인공지능 솔루션의 경우 보안 시장에 빠르게 확산하기 위

해 칩 위에 비전 기술을 결합한 ‘온디바이스 AI’로 제공된다. 온디바

이스 AI는 AI 최적화, 경량화 기술 기반으로 SoC 환경에서 원활히 

동작할 수 있게 설계됐다.

지와이네트웍스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재해 예방, 무인 매장 운

영 등에 안전관리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

을 주 타깃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지와이네트웍스의 AI 비전 오픈 API ‘딥 매니저’ 대표 이미지

(사진 제공 : 지와이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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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3D 카메라 기반의 로봇 비전 솔루션 

‘봇아이(BOT-EYE)’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lunalabs.net

주요 서비스

루나랩스의 봇아이(BOT-EYE)는 3D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로봇 비전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공장 자동화에서 스마

트한 로봇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생산직 근로자도 쉽

게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봇아이는 공장 현장에서 3D 카메라를 통한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제공되는 UI/UX 를 통한 손쉬운 로봇 제어 

프로그램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정성과 생산성 검증, 손쉬운 

로봇 제어 순서로 시스템이 구현된다.

루나랩스
대표 김원창

루나랩스는 

3D 비전 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로봇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2018년 10월 회사를 설립했다.

3D카메라 기반 로봇 비전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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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봇아이는 3D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디지털트 윈 환경을 구축해 디

지털 트윈 내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로봇이 제어가 되는지 프

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로봇의 충돌 안정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제어 프로그램이 원하는 생산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 성

능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로봇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로봇 엔지니어 채

용 역시 어려운 상황이어서 로봇 자동화 도입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누구나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봇아이의 특징은 로

봇 자동화 도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봇아이는 현재 엘티에스코리아의 열교환기 생산 공장에서 리턴밴

드를 조립하는 공정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산업진흥원의 로봇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더브레

드블루, 삼성웰스토리 등의 포장·조리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

가 진행 중이다.

향후 서비스 전략

루나랩스는 2023년 CES 전시회에 참가해 봇아이를 출품할 예정이

다. 2023년 하반기에는 누적 구축 사례를 5건 이상의 실적을 만들

어 충분히 검증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마케팅과 대리점 모집을 통

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봇아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유 공장 플랫폼으로 확장해 공정 

자동화 제조 현장의 새로운 패러타임 시프트를 주도할 계획이다.

루나랩스의 3D 카메라 기반 로봇 비전 솔루션 ‘봇아이’

(사진 제공 : 루나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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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스포츠 동영상 분석 및 공유 플랫폼 

‘바스텟(Bastat)’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litiv.net

주요 서비스

스포츠 분야에서 데이터는 다양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스포츠 데이터 분석 기술은 프로 리그를 대상

으로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전 세계 스포츠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유소년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스포츠 데이

터 분석의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바스텟(Bastat)’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유소년 선

수나 아마추어 선수들도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스포츠 데이

터 분석과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공과 선수를 정확하

게 검출하고 추적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리티브는 경기 영상에서 매우 작게 촬영되는 공을 정확하게 검출하

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 간에 경합이 잦은 단체 구기 종목

리티브
대표 김지훈

리티브는 

스마트폰, 액션 캠 등의 카메라 기능을 기반으로 

스포츠 활동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다. 

2020년 9월 회사를 설립했다.

나만의 스포츠 활동 분석 플랫폼 ‘바스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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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선수들끼리 서로 가리는 장면에서도 선수들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차별점

자신이 직접 플레이한 경기 영상을 토대로 분석되는 데이터는 여전

히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기존의 스포츠 데이터 솔루션을 활

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리티브의 바스텟 서비스는 프로 선수가 아니어도 누구나 손쉽고 저

렴하게 이용 가능한 스포츠 동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

자는 직접 참여한 경기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보급형 액션 캠으로 

촬영한 뒤 바스텟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손쉽

게 스포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기존 솔루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장비와 전문인력을 생

략할 수 있기에 AI 솔루션을 구동하기 위한 최소비용만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단가가 책정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참여한 경기의 하

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누적으로 기록된 자

신의 데이터를 토대로 프로 선수에게만 제공되던 데이터 분석을 받

아볼 수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바스텟 서비스는 연내 한국에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

사회인 농구 동호회, 유소년 캠프 등을 중심으로 고객층을 넓혀나

갈 계획이다. 2023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티브는 농구 종목으로 시작한 바스텟 서비스를 다양한 단체 구기 

종목으로 폭넓게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리티브의 스포츠 동영상 분석과 공유 플랫폼 ‘바스텟’ 앱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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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시선 추적 기술 ‘미니아이(Minieye)’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요 서비스

몽뷰로의 ‘미니아이(Minieye)’는 사용자의 시선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시선 추

적 기술은 센서가 부착된 하드웨어가 필요하지만 몽뷰로의 미니아

이는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캠, PC의 일반 캠

의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

몽뷰로는 미니아이 기술을 AS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자폐 스펙트럼 장애) 검진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

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이트래킹(Eye-Trackin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

영된 디지털 영상을 ADHD 검진도구(TOVA & MOXO-dCPT) 소

프트웨어에 접속해 ASD/ADHD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분류할 

몽뷰로
대표 송재복

몽뷰로는 

시각 추적 기술을 여러 디바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1년 11월 회사를 설립했다.

시선추적 기술로 ADHD 검진하는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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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식이다.

몽뷰로는 아이트래킹 기술을 EEG(Electroencephalogram, 뇌파),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NIRS(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기능적 근

적외선 분광법) 등 뇌 이미징 기술과 뇌 자극 활성화를 활용한 뉴로

피드백(Neuro feedback)의 자가진단에 접목해 이번 서비스를 개

발했다.

서비스 차별점

몽뷰로의 미니아이 기술 기반 ASD/ADHD 검진도구는 얼굴 인식 

기술로 사람의 시선 위치, 눈 움직임, 고정, 초점이동, 이동경로, 동

공 확장, 눈 깜박임의 관찰로 시각적 주의(Visual Attention), 관심

패턴, 집중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니아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에 장착돼 있는 내부카

메라로 아이트레킹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세팅에서 AI 분석

을 활용하는데, 약 2배 향상된 아이트래킹 정확도가 강점이다.

이뿐 아니라 시스템화한 데이터 검증, 정제, 분석 과정의 프로세스

로 반복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른 플랫폼과 

연동하는 비즈니스 연계도 가능하다.

향후 서비스 전략

몽뷰로는 우선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에게 

ADHD 검진도구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또한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아이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음식 선택 등

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음식 선택 서비스는 음식을 선택

할 때 짧은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상형을 선택하는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다.

몽뷰로의 미니아이 앱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몽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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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가상 피팅 솔루션 ‘스타일AI(StyleAI)’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themetastyle.club

주요 서비스

패션에이드의 주요 서비스 ‘스타일AI(StyleAI)’는 소비자가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본 의류상품을 토대로 취향에 맞게 가상으로 의상

을 장착해주는 인공지능(AI) 피팅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시장에서 기존의 의류 피팅 모델의 촬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패션에이드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생성적 대립 신경망) 기반의 이미지 생성 신경망 모델과 

알고리즘들을 설계, 개발하고 있다.

패션에이드는 해당 시스템의 분석·추천 로직을 통해 카페24 플랫

폼에서 가상 착용, 코디 추천 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표로 데

상트 코리아, 패션그룹 형지 등을 국내 기업 고객사로 두고 있다.

패션에이드
대표 백하정

패션에이드는 

이미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상 피팅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으로 

쇼핑몰, 패션 유통 채널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2020년 6월 회사를 설립했고, 

시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 딥러닝 기반의 가상피팅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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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기존의 가상 피팅 서비스들은 3D 모델링 작업을 통해 아바타에 옷

을 입히는 방식이다. 반면 스타일AI는 상품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가상 착용 기술로 기존 대비 5배 빠르게 가상 착용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패션 트랜드 데이터, 알고리즘 전문가를 통한 스타

일링 방법을 조합해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다.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의 클릭 데

이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최적의 상품 구성 등의 

판매 전략 설계가 가능하다.

패션에이드는 스타일AI뿐 아니라 현재 메타버스 시장에서 AR 가상

피팅, 가상의류, 가상패션모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패션위

크에 참여하는 Saint mill을 비롯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약 30여 

개 사에 3D 가상의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패션에이드의 첫 번째 목표는 B2C 사업 확장이다. 미래 성장 산업

인 메타버스 시장에서 가장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카테고리는 바로 

패션 아이템으로 판단하고 인스타,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들

에게 AR 가상 착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옷을 가상으로 먼저 경험하고 SNS에서 디지털 이미지

를 관리하기 위해 소유권이 제한된 가상 의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

는지 테스트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해외 진출이다. 2022년 올해 뉴욕의 테일러 샵(개인 맞

춤 의류)에서 가상 의류 콘텐츠를 공급하며 첫 수출 실적을 달성했

다. 패션에이드는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쉽게 가

상 착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글로벌 사업과 코트라(KOTRA) 주

관 ‘2022 코리아 ICT 엑스포 인 제팬’에 선발돼 일본 패션 시장 진

출을 준비하고 있다.

스타일AI에 적용된 가상 착용 엔진 구현 이미지

(사진 제공 : 패션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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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미디어캣(MediaCAT)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xl8.ai

주요 서비스

엑스엘에이트의 주요 서비스 ‘미디어캣’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디

어 번역을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다.

미디어캣은 기존의 AI를 활용한 엑스엘에이트의 솔루션을 바탕으

로 기업뿐 아니라 번역가 개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작업 방식

을 제안한다.

주요 기술은 싱크(Sync), 번역(Translation), 더빙(Dubbing)이다. 

싱크는 전사 작업과 타임코드 기록의 자동화 기술이다. 사용자는 

미디어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며, 다양한 언어의 음성

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사할 수 있다. 전사된 파일의 텍스트와 미

디어 파일의 동기화 기능도 제공한다.

번역은 다양한 자막 파일을 기계 번역해주는 최적의 툴로 66개 언

엑스엘에이트
대표 정영훈

엑스엘에이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 번역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9년 10월 회사를 설립했고, 

42억 원의 프리(Pre) A 투자를 받았다.

미디어 번역 자동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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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준다. 하나의 언어 자막 파일을 동시에 다양

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며, 원본 미디어 파일의 타임코드를 새로

운 파일에 저장한다.

더빙 기술을 활용하면 자막 파일을 원본 미디어에 입하는 더빙이

나 기존 음성에 목소리를 입히는 보이스 오버가 가능하다. 사용자

가 최종 선택한 언어의 자막 파일을 동기화해 합성 음성(synthetic 

voice)을 생성한다.

서비스 차별점

엑스엘에이트는 미디어, 특히 구어체에 특화된 콘텐츠를 번역하고 

자막, 더빙하는 현지화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했다. 이를 통

해 현지화 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했다.

엑스엘에이트는 글로벌 현지화 기업 IYUNO-SDI와 파트너십을 맺

고 기계 번역 후 전문가가 사후 편집한 완벽한 최종 결과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이 데이터는 웹에서 크롤링할 수 있는 데이터

와는 다르게 문장에서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엔진을 학습시킬 수 

있는 심층적인 대화를 포함한다. 구어체에 특화된 미디어 콘텐츠 번

역에서는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엑스엘에이트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

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제공되는 영상을 번역하고 있다. 지금

(2022년 9월 기준)까지 번역한 영상 콘텐츠 분량은 65만 시간이고 

번역한 단어는 15억 개를 넘어섰다.

엑스엘에이트의 서비스는 라이브 방송 또는 녹화된 콘텐츠 스트리

밍을 시청하는 청중의 몰입 경험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번역 엔진

에서 문맥 인식을 위한 고유한 기술을 적용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엑스엘에이트는 영상 번역부터 더빙까지 다양한 언어로 동시에 가

능한 올인원 솔루션 '미디어캣'이 현지화업체(LSP)뿐 아니라 프리

랜서 영상 번역가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널리 보급할 계획

이다. 간단한 워크플로우와 자동화된 프로세서, 최적의 인공지능 기

술이 현지화 전문가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엑스엘에이트의 미디어 번역 자동화 솔루션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엑스엘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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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에스크미(AskMe)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neoali.com

주요 서비스

에이엘아이(ALI)의 인공지능 지식서비스 ‘애스크미(AskMe)’는 기

존의 비효율, 저성능의 온톨로지(Ontology) 방식을 탈피하고 문

서 형태의 지식을 학습해 자연어로 정답을 전달하는 새로운 응답

(Answering) 솔루션이다.

기존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은 데이터 처리에 과도한 인력이 투입

되며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애스

크미 솔루션은 자사가 개발한 딥러닝 학습 기술을 이용해 레이블 데

이터의 의존성이 매우 낮으므로 사람의 개입이 줄어들고 자본이 비

교적 적은 기업이나 개인도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에이엘아이
대표 이민호

에이엘아이는 

인간다운 자연어 처리, 

감성 대화 에이전트 연구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2019년 1월 회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엔씨소프트의 10억 원의 투자를 비롯해 

총 13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원문 데이터 활용한 AI 지식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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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기존 지식서비스 엔진은 전문가의 노력으로 지식표현 온톨로지를 

구축하거나 딥러닝 기반 그래프 모델 구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

습으로 지식 Q&A 서비스를 구현해왔다.

하지만 에이엘아이에서 개발한 오픈도메인 지식서비스 애스크미

는 전문가 혹은 사람의 도움 없이 원문 자료를 사람처럼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한 후 다양한 질문에 필요한 답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지식서비스 엔진이다.

애스크미는 원문 내용이 바뀌거나 적용 분야가 달라지더라도 전문

가의 추가 개입 없이 스스로 주어진 문서를 학습한 후 사용자의 다

양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메뉴얼과 약관 등에 대

한 질의 응답이 필요한 은행이나 회사 인사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에이엘아이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자연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뿐 아니라 영어 서비스를 통

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페르소나 챗봇 모델과 연계해 사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뿐 아니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에이엘아이의 인공지능 지식서비스 ‘애스크미’

(사진 제공 : 에이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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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태그넷플로우(TagNetFlow)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tagnetflow.com

주요 서비스

테크플럭스의 태그넷플로우(TagNetFlow) 서비스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신규 기술 콘셉트를 도출하는 서비스다.

테크플럭스는 태그넷플로우를 통해 사용자 콘셉트와 유사한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

는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요소기술 후보를 

추출해 결합함으로써 신규 기술 콘셉트를 도출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기술결합 솔루션은 그래프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추출

이 가능하다. 기술정보는 논문, 기사,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글 특허정보를 메인 데이터로 사용해 태그넷플로우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플럭스
대표 이대희

테크플럭스는 

글로벌 IP 분석 및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정보 분석 전문 기업이다. 

2015년 6월 설립했고, 

8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글로벌 기술 조합 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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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태그넷플로우 서비스의 차별성은 빅데이터 분석과 일반적 통계기

법으로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간의 연

관성 분석, 그래프 분석과 기계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태그넷플로우는 가상머신 관련 기술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제시하는 데 활용됐다. 이때 가상머신 기술

과 스트리밍, 게임, IoT 및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기

술 콘셉트를 도출했다.

와이파이 분야에서는 유사기술을 추출해 해당 기술의 글로벌 기

술 트렌드를 분석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핵심기술과 연결되는 요

소기술 용어를 이용해 신규 상품의 상표를 제시하는 데 활용됐다.

향후 서비스 전략

테크플럭스는 기술 매각에 더해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스타트업과

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IP 수익화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IP), 리서치 전문 인

력과 자금 부족으로 글로벌 특허권 개발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협

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실현하기 어려운 IP 수익화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현재 관심 협업 기술은 가상머신과 자율주행, 증강현

실 기술 등이다.

태그넷플로우를 이용, 핵심기술 내용의 결합 방법 

(사진 제공 : 테크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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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딥리뷰(DeepReview), ON소리, 인스펜소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insutil.com

주요 서비스

인스유틸의 ‘딥리뷰(DeepReview)’는 디지털 채널에 남겨진 고객의 

리뷰 정보를 수집해 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기술로 분석한 후 제

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인사이트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후기

나 리뷰 등 여러 형태로 고객 경험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분석하

면 고객의 잠재 니즈, 고객 세분화, 페인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해당 시장에서 어떤 제품화를 구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딥리뷰 프로세스 과정은 사이트에 최적화된 크롤러를 통해 해당 상

품의 고객 리뷰를 수집하는 ‘리뷰/만족도 조사’, 수집된 리뷰 자료

를 라벨링해 유형별로 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AI학습’, 개선점 도출

인스유틸
대표 김진성

인스유틸은 

디지털 고객 경험 정보를 

딥러닝 기반 문장분석(TA) 기술과 감성분석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2017년 1월 설립했고, 

1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고객 경험을 기업 인사이트로 바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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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분석’, 부정 게시물 관리 메뉴, 키워

드로 높은 언급량 게시물 추적 등을 제공하는 ‘결과 도출’로 이뤄

진다.

서비스 차별점

보통 딥러닝은 학습데이터 구축 과정에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딥리뷰는 고객경험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실시

간으로 분석한 후 분석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구조이

기 때문에 구축 과정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된다.

또한 데이터 증강 기술을 적용해 학습데이터 양을 3분의 1 수준으

로 줄이고, 분석정확도 역시 평균 11% 증가시켰다.

인스유틸은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엔드투엔드 방식의 음성인식(STT, Speech To Text) 기술

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동영상 기반 고객경험 분석도 가능하

게 됐다. 이뿐 아니라 VOC(Voice of Customer) 텍스트와 채팅 상

담내역 등도 분석할 수 있어 전사적인 통합 고객경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서비스 전략

인스유틸은 딥리뷰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수를 빠르게 늘려가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경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

시키기 위한 딥리뷰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딥리뷰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고객경험 분석 데이터와 데이터 

증강, 군집화, 연관 규칙 등의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경험 기반 AI 

추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스유틸의 주요 서비스 ‘딥리뷰’ 사이트 화면 갈무리

(사진 제공 : 인스유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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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멀티모달 대화 요약 솔루션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teddysum.ai

주요 서비스

테디썸은 대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요약 솔루션을 연구

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과 상담사의 대화 분석에 따른 CRM(고객 관계 

관리) 분석, 회의 요약에 의한 자동 회의록 작성, 의료 분야에서의 진

단에 대한 추론-설명문 제공 등이 있다.

특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을 표방해 대화에서 나타난 안건과 근거, 주장, 결론 등의 논변구조

를 분석하고 이를 잘 쓰인 요약문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대화 요약 

기술은 회의 참석자는 물론 참석하지 못한 외부 인원들에게도 신뢰

도 높은 요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설명 가능한 AI는 AI 모델이 결정을 내린 원인과 작동 원리를 사람들

테디썸
대표 함영균

테디썸은 

자연어처리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언어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월 회사를 설립했다.

대화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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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자 방법론이다.

서비스 차별점

테디썸은 KAIST 자연어처리 연구실 석박사 출신이 모여 창업했다. 

2021년 창업 후 인공지능 챔피언십 수상, 2022년 국가 R&D 과제 수

행, 주요 학회에서 연구성과 발표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기존의 자연어처리 연구나 기술이 문서 분석에 집중하는 반면, 테디

썸의 인공지능 모델은 국내 한국어 모델 중에서도 우수한 요약 성능

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화 요약을 위한 연구를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국회회의록 요약이나 국내 은행의 고객-상담원 대화 

요약에 적용되어 실증단계에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테디썸은 먼저 회의 요약 기술을 활용한 자동 회의록 작성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점점 커지는 언어 모델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 경량화 학습에 대한 연구와 최근의 비대면 솔루션의 활성화에 

따른 화상회의 요약을 위한 멀티모달 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테디썸은 다국어 모델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연구에 대한 팔

로우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디썸은 비정형 텍스트를 넘어 실제 대화, 강연, 회의, 의사-환자 대화를 

이해하고 요약한다. 

(사진 제공 : 테디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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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AI 네트워크(AI Network)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comcom.ai

주요 서비스

커먼컴퓨터의 핵심 기술로는 AI 네트워크(AI Network), 아이나이

즈(Ainize), AINFT를 꼽는다.

AI 네트워크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

반의 협업 컴퓨팅 아키텍처다. 

아이나이즈는 AI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AI 간편 개

발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형 AI(AIaaS)다. 최신 머신러닝 모델 트레

이닝부터 다양한 AI 인퍼런스 서비스, 최신 GPU 기반의 AI 개발을 

위한 대규모 주피터 노트북까지 간편하게 제공한다.

현재 1800여 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컨테이너 기반의 라이브 서

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그중 300여 개의 최신 머신러닝 모델도 포함

됐다. 로우코드(Low Code) / 노코드(No Code), 노서버(No Server)

커먼컴퓨터
대표 김민현

커먼컴퓨터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누구나 웹이나 메타버스 상에서 

간편하게 인공지능(AI)을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Web) 3.0 시대의 

‘The Internet for AI(AI를 위한 인터넷)’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이다. 

2018년 설립했고, 130억 원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누구나 간편하게 웹·메타버스에서 AI 활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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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신 모델을 튜닝해 서비스화 할 수 있다. AI 네트워크는 블록체

인 플랫폼과 아이나이즈 기술을 결합해 AINFT(AI-powered NFT)

라는 신개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차별점

AI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웹 3.0 시대의 ‘AI를 위한 인터넷’을 구현해 

AI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듈과 데이터가 라이브 서비스 형태로 공유

되고 누구나 노코드/ 로우코드로 자유롭게 AI를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AI 개발이나 AI 백엔드 인프라에 대한 전문성 없이도 간편하게 최

신 모델을 튜닝 및 서비스화 가능하며 초거대 공개 모델도 함께 해

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AI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

폼이다. 메타버스 상에서 수많은 대규모 AI를 연결하고 NFT와 결합

해 웹 3.0을 위한 DB 인프라, AIaaS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는 블

록체인 기술이다.

LG AI 연구원에는 AI 네트워크, 아이나이즈 기술 라이센스 기반의 

프라이빗 AI 협업 개발 플랫폼을, 크로스앵글에는 AI 네트워크, 아

이나이즈 기술 라이센스 기반의 자연어처리 모델(영문 자동 요약과 

텍스트 감정분석) 간편 튜닝 및 서비스화 솔루션을, 핑크퐁 USA에

는 AI 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아기상어 NFT 프로젝트를 협업했다. 

NFT 유저 데이터 기반의 웹 게임 및 토큰 이코노미 기술 인프라도 

제공했다. 모두의연구소에서는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 솔루션 기

반의 온라인 비대면 AI 교육, 실습 플랫폼(현재 동접 300명 이상 규

모의 국내 최다 GPU 기반의 AI실습환경 인프라 제공 중)을 운영하

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2023년까지 1만 5,000여 개의 GPU를 AI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고

이를 통해 최신 초거대 공개모델도 누구나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AI 네트워크 기반

의 초거대 모델 해결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엔비디아 

DGX A100과 같은 최신 AI 서버도 적극 구축할 예정이다.

AI 네트워크 구현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커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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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플랭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plang.ai

주요 서비스

플랭의 주요 서비스인 ‘플랭’은 언어 학습에 특화된 인공지능(AI)이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영어 스피킹 학습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기반 교육 서비스다.

플랭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발음까지 앱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

다. 특히 한 번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동 복습 시

스템을 제공한다.

플랭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 접속 후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사

용자의 학습 역량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제시해준다.

플랭은 학습자용 STT(Speech to Text), 발화 문장에 대한 평가 AI, 

맞춤 학습 AI, 레벨 테스트 AI, 발음 분석 AI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랭
대표 강민규

플랭은 

언어 교육에 적합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피킹 중심의 영어 학습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다. 

2019년 6월 회사를 설립했고,

5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실전 영어 교육을 위한 AI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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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랭은 ‘언어 교육에 적합한 AI’를 자체 개발, 활용하기 때문에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다. 국내외 AI를 활용한 영

어 회화 교육 서비스가 ‘문제 풀이식 교육에 적합한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플랭은 타 학습 서비스 대비 빠른 실력 향상을 돕는다. 이는 개인의 

레벨에 맞춘 커리큘럼 생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선정, 영작하

기·더빙하기 등 스피킹에 꼭 필요하지만 타 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개인별 성인 영어 학습자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도 플

랭을 영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플랭을 사용해 

말하기 학습을 할 경우, 중간고사·기말고사와 같은 일률적인 평가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취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은 플랭을 통해 영어 말하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많

이 사용되는 표현(미드, 영화 등) 위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플랭은 현재까지 제품 개발과 AI 개발에 집중하며,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실력 향상을 검증했다. 이제 마케팅과 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하

는 단계를 밟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서비스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같은 해 베트남

어 시장 진출을, 2024년에는 스페인어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 학습 앱 ‘플랭’의 실행 이미지

(사진 제공 : 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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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AI 특허 번역 전문 서비스 ‘툴립(Toolip)’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toolip.kr

주요 서비스

리온아이피엘의 ‘툴립(Toolip)’은 특허문서 번역부터 에디팅까지 한

번에 가능한 인공지능(AI) 특허 번역 전문 서비스다. 툴립에 사용되

는 AI 엔진은 1억 개 이상의 전문 분야 문장쌍을 학습해 정확하고 자

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다.

유사 명세서 문장도 검색이 가능하며, 특허 단어 사전 기능 등 이지 

에디팅 기능을 탑재해 간편한 에디팅이 가능하다. 문서를 번역한 후

에 사후 교정도 가능하다. 사후 교정 단계에서는 단어 추천, 단어 일

관성 검사, 대체 번역 제공, 유사 번역 보기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리온아이피엘은 툴립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연어처리(NLP)에 사

용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공신경망 한영 번역모델을 개발했다.

리온아이피엘
대표 이건철

리온아이피엘은 

특정 분야의 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 최적화 된 인공지능(AI) 번역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다. 

2007년 9월 회사를 설립했다.

특허문서 전문 번역·교정 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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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AI 번역 서비스는 일반적인 언어가 혼용되기 때문에 전문 분

야에 활용할 경우 번역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뜻만 이해하는 데 활

용되는 일반 번역과 달리 정확한 번역이 이뤄져야 하는 특정 분야에

서는 기존 AI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리온아이피엘은 특허 분야에 초점을 맞춰 번역 서비스를 개발했고, 

높은 정확도를 구현하기 위해 4개 국가 언어(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의 특허 문서를 활용했다.

언어 데이터는 최대 10년간의 각 언어 특허 출원 문서들에서 추출

한 후 문장 일치도를 조사해 특허 번역을 위한 빅데이터를 확보했

다. 리온아이피엘은 특허 문장 데이터 양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고 있다.

툴립은 특허 전문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UI/UX 설계로 항상 쓰

던 것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리온아이피엘은 추후 세계 시장 규모와 수요를 고려해 적용되는 언

어를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제별 유망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 cation, 국제특허분류) 코드별 AI 학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리온아이피엘의 AI 특허 번역 앱 ‘툴립(Toolip)’ 구동 화면

(사진 제공 : 리온아이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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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SRAY-S, SRAY-P, SRAY-N

사업 분야 음성지능

사이트 catchflow.co.kr

주요 서비스

초음파를 이용한 초지향성 스피커는 일반 스피커와는 다르게 지향 

특성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만 소리를 집중해 원하는 특정 지역에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소리의 확산을 제어해 

2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조금 더 손쉬운 사용을 위한 소형

화, 제품 단가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특징이다. 또한 최적 설계

를 통해 저전력, 긴 제품 수명, 안정성 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추가 

설치 모듈(AMP)이 불필요하고 마운트의 체결의 범용성이 높아 설

치가 유용하다.

캐치플로우
대표 김태영

캐치플로우는 

특정 영역에만 소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향성 사운드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2018년 6월 회사 설립 후 삼성벤처투자, 

현대자동차제로원, 씨엔티테크 등의 투자를 받았다.

지향 특성 활용한 스피커 개발 기업



170 171움성지능 인공지능 기업

서비스 차별점

기존 지향성 스피커는 사이즈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캐치플로

우는 제품을 소형화하고 넥 밴드 타입으로 목에 걸 수 있는 콘셉트로 

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40KHz 초음파 대역에 음을 실어 보내는 방

식을 선택했다. 초음파를 사용하면 소리가 전송될 때는 사람의 귀에 

안 들리지만 사물 혹은 사람에게 부딪혔을 때는 귀에 들리게 된다.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일체형, 모듈형으로 구성돼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사이니지와 키오스크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

다. 뛰어난 범용성이 장점이다. 특히 마트, 미술관, 버스 등 여러 사람

이 있는 공간에서 활용성이 높다.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아시아문화원, 서울시 서울비엔날

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등에 적용됐다.

향후 서비스 전략

캐치플로우는 카메라를 활용한 사용자 자세 인식과 상황 인식을 통

해 지향성 스피커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고자 한

다. 향후에 사용자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AI 영상 처리 알고리

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 ‘SRAY-S’

(사진 제공 : 캐치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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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사운드 미러(SOUND MIRROR)

사업 분야 음성지능

사이트 icon.ai

주요 서비스

아이콘AI의 주요 서비스 ‘사운드 미러(SOUND MIRROR)’는 스마

트 홈, 스마트 욕실의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프리미엄 사운드 경

험을 들려준다.

사운드 미러는 블루투스 방식으로 다양한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와 연결된다. 아마존 뮤직, 애플 뮤직 등 다양한 음악 스트리밍 서

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콘AI는 아마존 알렉사의 국내 파트너사로, 아마존 알렉사 시스

템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콘AI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를 공동 개발하며, 주로 아마존 알렉사가 탑재된 스마트미러를 제조

해 판매하고 있다.

아이콘AI
대표 신민영

아이콘AI는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인식 스마트 거울을 개발한 

AI 디바이스 전문기업이다. 

2015년 2월 회사를 설립했다. 

2020년 10억 원의 프리A 투자를 받았고, 

30억 원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아마존 알렉사 탑재한 스마트 미러로 주목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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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미러는 기존의 일반적인 미러와 음성 인식 스마트 스피커를 

결합해 하나의 일체형 디자인으로 새로운 폼팩터를 구현한 것이 특

징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스피커와 거울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독창

적인 실내 디자인 요소의 역할을 한다.

사운드 미러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Alexa)’가 탑재돼 모

든 기능을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다. 조명 설정, 날씨 확인, 알람 설

정 등의 스마트홈 기능도 제어 가능하다. IPX6 등급 방수기능을 적

용해 욕실에서도 고품질의 임팩트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사

용 환경은 가정뿐 아니라 호텔 객실, 레스토랑 등의 상업공간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아이콘AI는 국내, 미국, 유럽 등에서 아마존 알렉사의 음성인식 기

반 인공지능 비서와 통합된 원격모니터링 디바이스와 플랫폼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아이콘AI는 스마트 미러 제품으로 사운드 미러를 시리즈로 출시할 

예정이다. 주요 타깃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B2B

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욕실 전문기업들과 OEM/ODM 등의 전

략적 사업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아이콘AI는 앞으로 가전과 인테리어가 결합된 ‘가전테리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지원하는 인

공지능 비서가 탑재된 사운드 미러에 이어 헬스케어를 접목한 제품 

개발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콘AI의 스마트 미러

(사진 제공 : 아이콘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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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하이엔드 더빙

사업 분야 음성지능

사이트 hudson-ai.com

주요 서비스

허드슨AI의 서비스는 방송·영화급의 대형 미디어를 타깃으로 하는 

AI 기반의 하이엔드 더빙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에는 AI 더빙 특화 

번역, AI 다국어 음성 합성, AI 립싱크(Lip Sync) 등의 서비스 모델

이 있다.

AI 더빙 특화 번역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뿐 아니라 운율 정령을 

최적화하는 심층 신경망 기반 더빙 번역 모델이다. AI 다국어 음성 

합성은 톤, 속도, 피치 등 화자의 운율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 기반 음성 변환과 TTS(Text-to-Speech) 음성 합성 기술이다.

AI 립싱크는 모든 언어에서 원본 콘텐츠의 품질 저하 없이 자연스

럽게 립시크된 동영상을 생성하는 심층 신경망 동영상 합성 알고리

즘이다.

허드슨AI
대표 신현진

허드슨AI는 

언어·음성·영상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방송·영화 산업의 미디어 현지화 전략에 사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2년 6월 회사를 설립했고,

시드 투자 유치를 진행(2022년 10월 기준)하고 있다.

심층 신경망 기반 하이엔드 더빙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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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AI는 풍부한 연구 실적과 현업 경험을 갖춘 서울대학교 석박

사 연구진들이 방송·영화 콘텐츠의 하이엔드 더빙 서비스를 위해 세 

가지 AI 기술을 제공한다.

첫째, AI 더빙 번역 기술을 통해 원본 영상 길이에 맞춰 번역문의 길

이를 조절함으로써 기존의 더빙 번역 과정을 효율화한다.

둘째,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성우의 목소리가 아닌 오리지널 

배우의 목소리를 모사함으로써 기존 성우 섭외 비용을 최대 90% 감

축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욱 자연스러운 오리

지널 배우의 음성으로 더빙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해 언어가 바뀌더라도 자연

스러운 입모양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 더빙 영상에서 음성과 영상

이 불일치해 느끼던 인지 부조화를 줄이고,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

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영화제작·배급사, IPTV 등 미디어 사업자들과 협업하

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K콘텐츠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허드슨AI는 현재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중이며, 다양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하이엔드 더빙 외에도 미디어 엔터

테인먼트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허드슨AI의 AI 기반 하이엔드 더빙 솔루션 구현 프로세스

(사진 제공 : 허드슨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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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ThanoSQL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smartmind.team

주요 서비스

스마트마인드의 주요 서비스 ‘ThanoSQL(타노시퀼)’은 정형과 비정

형 데이터 모두 SQL만으로 쿼리(Query, 질의)와 AI(인공지능) 모델

링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이다.

ThanoSQL은 RDB(Relational DataBas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AI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적용할 수 있

으며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해 손쉽게 AI 

모델링도 가능하다. 고성능 그래픽카드 장치 기반의 분산 병렬 처리

도 지원한다. 

ThanoSQL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비용과 전문성의 부

스마트마인드
대표 이상수

스마트마인드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모델링하는 기업이다. 

2018년 회사 설립 후 

타노SQL(ThanoSQL) 기술을 개발했다. 

2020년 프리시드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8월 5일 프리A 투자까지 이뤄내는 등 

기술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SQL 기반 쿼리·AI 모델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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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망설이는 기업들을 겨냥해 개발됐다. 기업이 ThanoSQL을 이

용하면 데이터의 사일로 현상을 제거해 통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

환을 추진할 수 있다.

스마트마인드의 AI 모델링 플랫폼 ‘ThanoSQL’ 메인 화면

(사진 제공 : 스마트마인드)

서비스 차별점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ThanoSQL을 활용하면 기간을 6개

월에서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투입 인력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

지니어 등 6~10명의 인원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명으로 줄일 수 

있다.

스마트마인드의 ThanoSQL은 삼천리의 도시가스 수요 예측모델, 

배관망 고장진단과 예측모델, CS 센터 고객 응대 체계 구축과 서한

그룹의 레이저 용접 비전센서 분석을 통한 결함 검출 모델에 활용

됐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엑스레이(X-ray) 영상 분석을 통한 고관

절 골절 탐지 모델에, 동국제강은 봉형강 수요 예측모델, 현장별 출

하량 예측 모델, 장입제어 자동화 모델 등에 ThanoSQL을 활용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스마트마인드는 현재 어플라이언스와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더욱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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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우주두잇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injewelme.com

주요 서비스

인졀미의 우주두잇은 모바일 웰니스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아이들

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데이터 맞춤형 건강 관리를 게임처럼 제

공하고, 맞춤형 콘텐츠와 리워드를 통해 지속적인 사용과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우주두잇은 딥러닝 예측 기술을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한 독자적인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신체와 건강 데이

터에 따라 변화를 예측, 개선된 건강 상태를 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

리 방향과 방안을 추천한다.

인졀미
대표 문지명

인졀미는 

빅데이터를 통해 

게임형 인공지능(AI) 건강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0년 3월 회사를 설립했고, 

시드 투자 라운드를 거쳐

2022년 3월 팁스(TIPS)에 선정됐다.

게임형 AI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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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인졀미는 우주두잇을 통해 미성년자 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

다. 국내 유일의 개인별 시계열 성장 기록 데이터 외에도 독점적인 

미성년자 건강 데이터 3천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만 예방과 성장 관리가 동시에 가능하기에 대중성과 범용성

이 높다. 인졀미는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오프라인 생태계와 

경쟁이 아닌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두잇은 현재 전국 50여 개 초등학교, 3,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제 건강 개선 효과를 체감하며 사용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충북대학교와 함께 초등학생 건강 개선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이외에도 동일한 백엔드를 활용해 에듀테크 선도고교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기능이 포함된 에듀테크 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인졀미는 실증 완료와 본격적인 매출 모델의 오픈을 진행한 후 2022

년 4분기에 첫 투자 라운드를 열 계획이다. 2023년에는 국내 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을 진행해 2023년 말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졀미의 게임형 AI 건강관리 앱 ‘우주두잇’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인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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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카프리(CfSM, Car-free Street Mapping)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drome1123.wixsite.com

주요 서비스

드로미의 주요 서비스 ‘카프리’는 딥러닝, 드론 기반의 도로 위 차량 

이미지 자동 제거 기술이다.

도로, 특히 대도시의 도로에는 항상 차량이 존재하므로 도로의 상태

를 기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드론과 항공사진 촬영은 모델링을 위

해 60% 이상 중복촬영이 필수다. 이러한 촬영 특수성은 차량으로 가

려지지 않은 도로 이미지들을 통해 차량이 없는 상태의 도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는 자율주행용 도로안전 정보 서비스 제공과 도

로정밀 안전지도(HDSMap) 제작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카프리는 드론 촬영 항공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할 

드로미
대표 이승호

드로미는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3D 공간정보를 만들고, 

머신러닝을 결합해

다양한 도로 정보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 

2017년 9월 회사를 설립했다.

딥러닝·드론 기반 도로 정보 솔루션 기업

AI Lab, Plant and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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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DTM(Drone To Mapper / Drone Traffic Mapper)을 기반

으로, 드론으로 찍은 도로의 원본 영상들과 DTM ML로 학습된 영

상들을 결합해 차량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드론으로도 기존의 방식보다 경제적이고 광범위하게 도

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기존 5 ~ 10억 내외 고가의 MMS(Mobile 

Mapping System) 센서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뿐 아니라 차선별 데

이터 획득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드론 촬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체 도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데이터로 노선의 상태를 파악한 정확한 지도 정보를 얻

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과 학습에 쓰일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카프리는 도로의 현황 기록과 도로 시설물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드론을 통해 촬영하기 때문에 고가의 MMS(Mobile Mapping 

System)와 다르게 도로 전차로(양방향)를 대상으로 도로파손 일괄 

탐지를 할 수 있다.

카프리는 드론과 딥러닝 기반의 도로정밀 안전지도(HDSMap) 제작

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도로 노면 유지관리와 도로 시설

물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위한 2D 데이터와 3D 

모델링 데이터 제작에도 사용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드로미는 생애주기 예측 모델링 기반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다중 플

랫폼 기반의 멀티 객체 인식과 트래킹을 통한 교통 상황 예측 모델

링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프리(CfSM)로 도로 위 차량 이미지를 자동 제거하는 화면

(사진 제공 : 드로미)

We do not make drones.

We make drones work.

CfSM (Car-free Street Mapping)CfSM (Car-free Stree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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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인실리코(In-Silico) 모데링 & 시뮬레이션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virtris.com

주요 서비스

비트리스는 RWD(Real World Data)를 기반으로 질병별 가상환자

를 생성해 주로 신약 개발 시 임상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을 제공하는 ‘인실리코(In-Silico)’ 플랫폼을 구축했다.

비트리스는 희귀질병과 대조군 형성을 위한 가상환자군을 구축해 

임상시험의 완전성을 해결했다. 또 전임상, 의료기기 등의 시뮬레이

션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했다.

가상 환자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데이터, 임상시험 데

이터, 관찰 데이터와 게놈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적 모델링의 조합을 통해 얻어냈다.

비트리스
대표 홍윤석 & 벤 민우 일리젠스

비트리스는 

실제 의료데이터를 통한 가상 임상시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1년 3월 회사를 설립했고,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가상환경 임상시험 플랫폼 제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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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의 신규물질 도출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

스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신약 개발의 전 과정 중 65% 이

상의 자금이 투여되고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인 임상 1상~3상 

시험 구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식약처에서도 2017년부터 인실리코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운 바 있으나 결정적으로 전

문인력의 부족으로 아직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트리스의 인실리코는 최적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 시 임상 1상~3상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인실리코

의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면 임상 1상~3상의 성공 확률은 더 높아

지게 된다.

카프리(CfSM)로 도로 위 차량 이미지를 자동 제거하는 화면

(사진 제공 : 드로미)

향후 서비스 전략

비트리스는 고대의료원과 휴니버스와의 제휴, 스위스 캔서 데이터

넷(Cancer datanet)과의 전략적 협약을 통해 양질의 RWD를 확보

했다. 이외에도 비소세포성 폐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가상 임상시

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 2곳과 계약을 체결해 가상임상 시뮬레이션과 모

델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약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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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디로그(D-LOG)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softlunch.co.kr

주요 서비스

소프트런치의 주요 서비스 ‘디로그(D-LOG)’는 사용자가 마주한 순

간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앱으로, 인공지능(AI)이 여러 기능의 기반

이 된다. 즉 사용자의 맥락 데이터(위치, 시간, 사진, 로그 작성 등), 

사용자의 생각 데이터(음악, 패션 선호도), 센싱 데이터(심박 수, 체

온 등)를 기반으로 AI 엔진은 다양하고 가장 정확한 고객 프로필을 

만든다.

기존의 타깃 마케팅을 위한 고객 프로필은 사용자의 과거 구매 내역

에서 파생된 프로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 프로필을 생성할 수 없

다. 소프트런치의 디로그 앱은 가능한 한 사용자 생활의 많은 측면을 

관여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소프트런치
대표 배진흥

소프트런치는 

사용자에게 수집되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끼리 연결되는 

‘Last Mile’ 개념의 CDP(고객 데이터 플랫폼)를 제공한다. 

2019년 8월 설립했고, 9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나의 모든 데이터로 연결되는 '디로그'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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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디로그의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용자의 일상적인 활동과 생각

을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앱이면서 타사 시스템과 쉽게 연동돼 우리

의 더 깊은 맥락적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스케일러블 인터페이스라

는 점이다.

소프트런치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다양한 

위치 기반 사용자 데이터와 기타 관련 맥락 데이터(정량 및 정성)를 

독립적으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쉬운 연동성의 경우, 타사의 데이터 시스템과 연동하면 추가 인사이

트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타사의 범위에

는 이동성 서비스 제공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오프라인 소매 서

비스, 전자 상거래 회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프트런치는 국내 대형 리테일 그룹의 코어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의 백엔드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포털을 구축한 바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소프트런치는 2022년 10월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MVP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테스트와 검증 목적으로 기본 핵심 기능(사진, 

텍스트, 위치 및 시간)만 포함된다.

2022년 4분기 중 프리미엄 기능을 추가하고 CDP 플랫폼 개발을 시

작할 계획이다. 2023년 1분기에는 구독, 인앱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첫해 약 10억 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23년 하

반기에 정식 출시를 위해 CDP 플랫폼을 계속 구축할 계획이다.

소프트런치가 광범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

(사진 제공 : 소프트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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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모플 익사이트(mofl Exsight)

사업 분야 기타

사이트 mofl.ai

주요 서비스

모플의 핵심 기술은 초고차원의 다중변수를 처리할 수 있는 AI 모

델링 기술이다.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고차원 정

보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현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

심이다. 모플은 수요 예측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추출해 AI가 학습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초고차원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무게 

공간(weight space)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AI 모델 기술을 갖고 

있다.

서비스 차별점

아마존에서 범용 시계열 예측 서비스로 포캐스트(Forecast)를 제공

모플
대표 성시현

모플(mofl)은 

2018년 설립했다.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시계열 예측 서비스 ‘mofl Exsight’는 

데이터 검수/보정/연동부터 AI 모델 생성, 대시 보드를 통한 

다양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한다.

초고차원 정보 최적화해 정확도 높은 수요 예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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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터 정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LSTM 기반의 AI 모델

의 예측 성능이 낮다.

반면 모플은 데이터 연동과 정제부터 최종 업무 자동화까지 엔드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대회(Global Award Winning AI - 

M5 시계열 예측 대회 최종 3위/5,558팀)에서 입증된 세계 최고 수준

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AI 모델링 기술을 갖고 있다.

모플은 패션 브랜드 업체에게 상품 단위별 수요 예측과 이를 기반으

로 한 매장별 재고 배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패션 브랜

드는 티셔츠, 외투 등 다양한 상품과 색상과 사이즈별로 수만 가지

에 이르는 상품 단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수만 가지의 상품의 수

요를 예측해서 매장별로 재고를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플은 

상품 단위(SKU: Stock Keeping Unit) 수요를 예측해 수십, 수백 개

에 이르는 매장별로 재고를 자동으로 배정해주는 업무자동화 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첫 번째는 더욱 빠른 유통과 소비가 필요한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단위별 수요 예측과 업무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패스트 패션으로 대표되는 

SPA브랜드의 서비스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패션 브랜드 

고객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적절한 생산

과 빠른 유통, 소비가 필요한 신선식품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

획이다.

두 번째는 로보어드바이저(주식 가격 예측, 포트폴리오 최적화 솔

루션)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주식의 가격도 시계열 데이터

의 한 종류로, 모플이 가진 시계열 예측 AI 기술로 모델링이 가능하

다. 1년간(2022년 3월~2023년 2월) 진행되는 글로벌 시계열 예측 

대회(스폰서: JP모건, 구글, 페이스북)인 M6 주가 예측과 수익률 경

쟁 대회에서 9월 기준으로 5등(163팀)을 기록하고 있다.

모플 익사이트 대시보드 예시

(사진 제공 : 모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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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리컬럼 스튜디오, 리컬럼 인사이트, 인벤티어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cogcom.kr

주요 서비스

코그콤이 개발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비즈니스 업무 프

로세스와 연계한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코그콤은 사람에게 AI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메타 인지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가 현재 시점

에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어떤 내용을 더 알아야 되는지를 돕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손쉽게 관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비교 분석이 가능토록 한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코그콤은 현재 여러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

이터 변환과 관리·자동화가 가능한 ‘리컬럼 스튜디오(ReColumn 

코그콤
대표 정치훈

코그콤은 

사람의 인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했다. 

2020년 8월 회사를 설립했다. 

2023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후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자 관점의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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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실시간으로 관점을 바꿔가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

리컬럼 인사이트(ReColumn Insight)’, 주요 토픽과 내용을 중심

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검색솔루션 ‘인벤티어

(Inventier)’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차별점

코그콤은 리컬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기업의 데이터와 외부 데이

터를 연동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수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코그콤은 결국 사람이 지식을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

해서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에 텍스

트 중심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복잡한 설치 과정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 자동화(RPA),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한다.

코그콤의 리컬럼 플랫폼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이커머

스, 금융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

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모두 지원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 향

상을 돕겠다는 것이다.

향후 서비스 전략

코그콤은 텍스트가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강원대

학교 병원, IBK 기업은행 등과 협력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현업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넓

혀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치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손

쉬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할 계

획이다. 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미

국, 인도 현지 파트너와 전략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5년까지 글로

벌 서비스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코그콤의 리컬럼 플랫폼 활용 이미지

(사진 제공 : 코그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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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생체시계 재설정 솔루션 ‘Dr.16’

사업 분야 행동/소셜지능

사이트 luple.co.kr

주요 서비스

루플의 주요 서비스인 ‘Dr.16’은 수면 개선을 위한 개인화 B2B 솔루

션이다. ‘Dr.16’은 생체리듬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별 수면 

문제에 따라 사용자가 수면을 기록하고 디바이스를 통해 낮과 밤의 

생체시계를 재설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해당 솔루션은 개인별 수면 정보를 기반으로 깨어 있는 16시간 동

안 빛을 통해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각각 낮과 밤의 생체시

계를 재설정해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Dr.16’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선 + 디바이스 + 데이터매니저로 구성

됐다. 맞춤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화된 수면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루플
대표 김용덕

루플은 

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된 수면 개선 솔루션을 개발했다. 

2019년 5월 회사를 설립했고, 

2022년 10월 기준 10억 원 규모의 

프리A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생체시계 재설정 솔루션 ‘Dr.16’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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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루플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에서 ‘Health & Wellness’ 분

야의 혁신상을 2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오픈이노베

이션 ‘SlingShot 2022’에서 톱50에 선정됐다.

Dr.16이 제공하는 생체시계 재설정은 ‘빛’을 통해 인간의 24시간 생

체리듬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으로 루플은 다음 세 

가지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체리듬에 적합한 

빛 검증과 구현 기술, 효과적인 사용 시점과 사용량에 대한 알고리즘

과 데이터 처리 기술, 생체리듬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개

인 맞춤 ‘빛’ 알고리즘 제공 기술 등이다.

루플은 해당 기술을 이용해 서울 S대병원과의 임상을 통해 개인 수

면을 개선하고, 생산성 지표(주간 졸음도, 피로도), 멘탈 영역인 우울

증 지표까지도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검증했다.

루플은 Dr.16을 도입한 기업 임직원들의 웰빙 라이프와 직원 만족도 

와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루플은 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Dr.16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추후에는 재설정한 생체시계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

록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크로노테라피(Chrono-Therapy) 솔루

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생체리듬 기반 디

지털 행동/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루플의 생체시계 재설정 솔루션 ‘Dr.16’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루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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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브레인케어(Braincare)

사업 분야 상황/감정이해

사이트 www.actibrain.bio

주요 서비스

액티브레인바이오의 주요 서비스인 ‘브레인케어(Braincare)’는 뇌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해 신경계 뇌질환의 발병을 예방하는 

XR(eXtended Reality) 기반 서비스이다.

멀티모달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RWE&Bio 데이터를 수집한 후 AI

로 분석해 뇌 건강을 측정하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XR 솔루션을 생

성하는 것이 서비스 근간이다. 나아가, 세계적 연구진이 뇌 기능 강

화에서 XR의 효과를 연구한 고유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를 비롯한 신경계 뇌질환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하고 있다.

액티브레인바이오는 ESG의 의의를 지닌 ‘Life Changer’로서, 사회

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사회적 가치를 창

액티브레인바이오
대표 김성연

액티브레인바이오는 

메타버스 기반의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2019년 1월 회사를 설립했다.

메타버스 기반 치매 디지털치료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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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다.

서비스 차별점

기존까지의 약물형 신경계 뇌질환 치료제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

황이었다. ‘해마’라는 뇌 영역의 손상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돼 발

병하는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를 치료하려면 이 해마를 자극해야 했

다. 하지만 ‘Blood Brain Barrier’라 불리는 뇌 혈관의 면역 체계 때문

에 약물 입자가 침투하기가 힘들 뿐더러 그 위치가 뇌 깊숙한 곳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전기자극도 불가능에 가깝다.

액티브레인은 ‘뉴럴링크’라는 뇌 기능 네트워크를 연구해 신경계 뇌

질환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뇌의 모든 기능은 하나의 영

역에서만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

해마와 연결된 네크워크를 자극해 해마의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것

이다. 기존 약물식이나 전기자극식 치료제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던 

영역인 해마를 RWE 바이오 데이터, AI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로 치

료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레인의 핵심 기술이다.

액티브레인바이오는 뇌 정밀 검사부터 디지털 치료제까지 10년 이

상의 미국 연구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액티브레인바이오는 브레인케어 센터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최

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0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치매

진단 뇌 영상 AI 데이터’ 분야의 수행 기업으로 선정됐다.

액티브레인바이오는 디지털 치료제의 보급 확산을 통해 치매에 대

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 조기진

단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서비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액티브레인바이오의 주요 서비스 ‘브레인케어’ 사용 예시

(사진 제공 : 액티브레인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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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투닝(Tooning)

사업 분야 상황/감정이해

사이트 tooning.io

주요 서비스

툰스퀘어의 주요 서비스 ‘투닝(Tooning)’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웹툰 창작 서비스와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TTT AI, STC AI, STT 

AI, 스마트 모듈형 캐릭터 등의 기능이 있다.

TTT(Text To Toon) AI는 문장을 인식해 웹툰 장면 한 컷을 제작해

주는 인공지능이다. STC(Shot To Character) AI는 인물 사진을 인식

해 닮은 캐릭터를 제작해주는 인공지능이다. STT(Sketch To Toon) 

AI는 간단한 스케치를 통해 알맞은 웹툰 리소스를 검색해주는 인공

지능이다.

스마트 모듈형 캐릭터(Smart Modular Character)는 각각의 모듈 

파트로 분할된 웹툰형 리소스의 합으로 하나의 기본 캐릭터를 이

뤄 사용자가 자유롭게 동작과 표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스마트 웹

툰스퀘어
대표 이호영

툰스퀘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웹툰 창작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9년 11월 회사를 설립했고, 

33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누구나 웹툰 창작 '투닝'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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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 캐릭터다.

서비스 차별점

투닝은 스토리텔링 리소스, 웹툰 콘텐츠, 캐릭터형 디자인을 특장점

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만화 콘텐츠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향하

고 있다. 또한 PPT나 SNS, 유튜브 등 규격에 맞춘 디자인 제작이 가

능하다.

투닝 플랫폼에는 사용자가 활용 가능한 캐릭터, 배경, 기타 요소 등 

창작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디자인 요소가 다른 디자인 툴과 마찬가

지로 준비됐다.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작업 공간에 불러와 직접 사용

해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툰스퀘어는 월정액제를 운영(월 1만 2,000원)하고 있다. 일반 단체 

등록 역시 타 업체와 달리 추가 증액 없이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 모듈형 캐릭터는 기업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제작, 자사 서비

스에 이식해 전문가가 아닌 인력도 회사의 마케팅 이미지 작업이나 

판촉 시안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 케이존, 서울디지털

재단, 페이플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툰스퀘어는 전국 공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교구로 활

용할 수 있는 웹툰 콘텐츠 제작교육 서비스 패키지를 사업화하고, 전

국 국공립 웹툰 교육기관, 웹툰 교육센터, 웹툰 관련 협의회 등을 통

해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 마스코트를 제

작해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마케팅 용도 이미지나 판

촉물 발주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MZ세대를 대상

으로 하는 차별화된 웹툰 서비스 개발도 진행 중이다.

툰스퀘어의 투닝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툰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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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와인 키오스크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pinotlab.co.kr

주요 서비스

피노랩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에서 인사이

트를 발굴해 이를 시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제공 분야로 음식과 와인의 맛을 정량화하고, 사용자에

게 최적의 음식과 와인 페어링(마리아주)을 찾아주는 추천 알고리즘

을 개발했다. 이를 키오스크 형태로 납품하고 있다.

피노랩은 자체 데이터 분석, 시각화 기술을 활용해 금융(퀀트 분석), 

커머스와 같이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분석된 데이터 결과는 차트와 그래프로 표현하고, 데이터 검증을 쉽

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피노랩
대표 안성원

피노랩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술을 활용해 

와인 키오스크, 금융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6월 삼성전자 C랩(C-Lab)에서 스핀오프해 

회사를 설립했고,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AI 데이터 분석 기술로 푸드테크 영역 넓힌다



230 231범용 인공지능 기업

서비스 차별점

와인 추천 키오스크는 주요 와인샵에 납품해 사용자가 원하는 와인

을 쉽게 검색하고, 음식과 와인의 맛의 상관도에 의한 최적의 페어링

을 알려주는 AI 추천 정보를 키오스크에서 제공한다.

이 키오스크 시스템은 와인 정보, 상품 기반의 콘텐츠, 다양한 주변 

기기(바코드, POS, 매장 홈페이지 등)와 연동이 가능하다. 이를 관

리하기 위한 관리자용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도 제

공한다.

피노랩의 키오스크는 국내 대형 와인 아웃렛에 납품됐다. 매장 환

경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춤형으로 대응된다. 또한 웹 기반 솔루션

으로 안드로이드, iOS, 윈도 등 다양한 키오스크 플랫폼에 적용 가

능하다.

향후 서비스 전략

피노랩은 자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고도화해 음식과 와인 추천으

로 시작한 푸드테크(Food Tech)의 AI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연관 분

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피노랩이 보유하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AI 추천 솔루션을 다양한 라이센스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사용자에게 유연한 과금체

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시각

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관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할 계획

이다.

피노랩의 와인 추천 키오스크

(사진 제공 : 피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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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어크로스비 플랫폼(acrossB)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acrossb.net

주요 서비스

어크로스비는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체 물류 서비스

를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멀티 판매채널의 주문과 재고를 

통합 관리하고, 화물과 지역 특성에 맞게 다변화된 최적의 배송 서비

스를 선택해 제공한다. 기업들은 요구하는 사항 그 이상의 물류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지 반품과 물류 관련 C/S를 처리하며, 더 나아가 머신러닝 기

술을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배송-비용 최적화를 실현한다. 

이는 향상된 소비자 경험으로 연결돼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사업 확

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크로스비
대표 이성우

어크로스비는 

딥러닝 기술 기반의 데이터 분석으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제공한다. 

회사는 2020년 5월 설립했다.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은 후 

최근 24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딥러닝 활용 스마트 원클릭 물류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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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어크로스비 플랫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연동을 통해 멀티 채널의 주문, 재고 관리, 배송, 트래킹과 반

품 처리 프로세스를 한 번에 수행한다. 주문이 들어오면 한 번에 현

지 창고, 배송사를 찾아 고객사에게 곧바로 제안한다.

또한 전체 판매 채널의 재고를 실재고와 연계해 통합 관리한다. 재고

부족 등 이슈는 별도 구분해 처리하고, 중량이나 판매가 등 요건에 

따른 룰(Rule)을 설정해 자동 분리배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서 룰 엔진을 통해 국가별 통관 이슈와 주소 오류를 사전 점검하고, 

예상되는 관세를 미리 계산해 원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 기능도 차별점 가운데 하나다. 어크로스비 플랫폼은 배송

과정을 모니터링해 배송과정에서 이상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선제적

으로 대응해 CS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판매 데이터를 SNS, 경제지표 등 외부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상품별, 채널별 수요도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된 수요를 바탕

으로 지역별 적정 재고량 배치, 생산발주 시기와 생산량을 추천한다.

어크로스비는 지난해 연매출 50억 원을 기록했다. 코니바이에린, 피

피비스튜디오스, 클리오 등 패션, 화장품, K팝, 육아 업종의 국내 10

여 개 대표 이커머스 수출기업들은 어크로스비 플랫폼을 통해 프로

세스 자동화와 최적화를 구현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어크로스비는 우선 미국 등 기존 글로벌 풀필먼트 파트너십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차적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양방향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블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어크로스비 플랫폼을 통해 국내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재고를 전진배치하며, 배송과 반품 서비

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25년에는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크로스비 플랫폼 서비스 화면

(사진 제공 : 어크로스비)



236 237범용 인공지능 기업

•

주요 제품(서비스) 카이에스(KAI.S), 카이오(KAI.O)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kaier.co.kr

주요 서비스

카이어의 주요 솔루션은 카이에스(KAI.S), 카이오(KAI.O)다. 카이에

스는 단일 머신에서 구동되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검출, 시설과 장치 등의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

는 이상 동작 상태 감지, 프로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상

황 탐지, 문자 인식, 데이터 추세 예측, 프로세스 자동화와 최적화 등

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옵스(AIOps) 솔루션이다.

카이오는 복수개의 머신에 탑재된 카이에스 솔루션을 마스터 서버

에서 관리하는 인공지능 통합 관리 플랫폼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머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합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도 구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카이어
대표 이교혁

카이어는 

제조 공정, 장치 및 시설 운영, 프로세스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및 이상 상태를 탐지하거나 

데이터 예측,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19년 11월 설립했다.

원클릭으로 AI 구축 지원하는 AIOps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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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카이에스, 카이오 솔루션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 생성과 배포까지의 

전체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원클릭 AI옵스 자

동화 솔루션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손쉽게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이다.

또한 이미지, 비디오, 센서 데이터,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

터 타입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정상과 결

함 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결함 데이터는 수집하

기 어렵거나 심지어 비정상과 결함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카이어 솔루션은 충분한 규모가 확보된 정상 데이터 만을 모델링하

는 인공지능 비지도 학습 기능을 지원해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

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향후 서비스 전략

현재 카이어는 대기업 제조 계열사와 사회 인프라 운영사들과의 솔

루션 검증을 완료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솔루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오토매틱 AI옵스, 인공지능 비지도 학습 등을 통해 3제로(제로 결함, 

제로 다운타임, 제로 수동 운영)를 구현하고 모든 인프라와 프로세스 

운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카이어의 주요 솔루션 ‘카이에스’, ‘카이오’의 구동 방식

(사진 제공 : 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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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하우스핏(Housefit)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housefit.kr

주요 서비스

안가본길의 주요 서비스 ‘하우스핏(Housefit)’은 리모델링 책임시공 

AI 플랫폼으로,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모델링 업체와 소

비자를 연결해주고 월회비를 받는 서비스, 직접시공 상품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서비스, AI기술 서비스 등이다.

하우스핏의 AI 디자인 추천 서비스는 취향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

면 AI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시공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 이미지뿐 아

니라 가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하우스핏의 AI디자인 추천 기술은 소비자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과정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3D 가상현실(VR)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가본길
대표 김경준

안가본길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인테리어 추천 리모델링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19년 12월 설립했고, 

4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AI 기반 인테리어 추천 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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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안가본길의 하우스핏 서비스는 AI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여러 인테리어 사례는 사용자의 집 환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정확히 따라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집의 구조는 물론 

가족 구성, 일상 동선, 취향 등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하우스핏의 서비스 방식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다양한 시공 사진

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가족 구성, 평형대, 예산, 취

미, 선호 공간 스타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입력된 데이터

하우스핏 모바일앱 이용 화면 예시

(사진 제공 : 안가본길)

는 약 200여 가지 공간별 자료를 알고리즘을 거쳐 사용자에게 최적

화된 리모델링 디자인을 제안해준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안가본길은 올해까지 전국 1,000여 개 리모델링 우수업체 모집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또한 월 방문자 수(MAU)를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할부금융 서비스 제공과 책임시공 업체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스케일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로 시공에 

관련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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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예측 솔루션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impactive-ai.com/

주요 서비스

임팩티브AI의 서비스는 머신러닝 예측모델을 이용해 기업이 제품을 

런칭하기 전부터 런칭 후까지 전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솔루션은 제품 출시 전 머신러닝을 통해 성공 여부를 미리 

예측해 잘 팔릴 제품을 전략적으로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예측적 신

제품 디자인 솔루션’,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총 판매량과 매출액을 

예측해 최대의 수익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제품 포트

폴리오 최적화 솔루션’ 등이 있다.

또한 향후 판매량을 예측해 판매와 재고의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예측적 제품판매 솔루션’, ‘예측적 다이내믹 프라이싱 

솔루션’ 등도 주요 솔루션으로 마련돼 있다.

임팩티브AI
대표 정두희

임팩티브AI는 

AI 예측기술 기반으로 

기업에게 수익 극대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7월 설립했고,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머신러닝 기반 수요예측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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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임팩티브AI는 최고 수준의 AI 예측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기

준으로 100여 개의 예측모델을 확보, 2023년 300여 개의 예측모델

이 확보될 예정이다. 고급 예측모델에 대한 연구는 주요 학회에서 높

은 퀄리티를 인정 받아 최우수논문상 등 다수의 수상을 하기도 했다.

실제 예측모델의 성능은 동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IBM, MS애저 등 

선진 IT 서비스에 비해 월등한 정확도를 선보인다. 임팩티브AI는 서

울대, 카이스트,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포스텍 등의 박사급 AI인재

를 보유하고 있다.

임팩티브AI의 독창적 솔루션은 제품의 런칭 전과 후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런칭 전에 적용되는 것은 예측적 신제품 디자인 솔루션이

다. 예측모델은 스마트 워치나 모빌리티 등 새로운 시리즈가 지속적

으로 출시되는 분야에서 신제품을 예측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적용

된다.

런칭 후에 적용되는 것은 수요예측 기반의 판매와 재고관리 시스템

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국내와 해외(베트남, 인도네시아) 업체

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주문량을 예측해 효율적으

로 판매와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서비스 전략

임팩티브AI는 향후 300개 이상의 예측모델을 확보해 서비스를 고

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12개 국가에 진출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AI 예측모델을 제품 개발과 판매 관리 영역에 적용하고 있으

나 향후 HR(인사관리), 에너지 등 새로운 영역에 적용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임팩티브AI의 수요예측 서비스 화면

(사진 제공 : 임팩티브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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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VOD 추천 솔루션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o2o.kr

주요 서비스

오투오의 주요 서비스는 VOD 추천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

자가 시청했던 VOD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성이 높은 콘텐츠를 추

천한다.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오토 크롤링 시스템, 매니지먼

트 시스템, 모니터링, 추천 시스템, 협업 필터링 등이 있다.

오토 크롤링 시스템은 신규 출시 영화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

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생성한 후 DB를 업데이트해

준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방송사업자에서 제공되는 외부 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모니터링은 사용자에게 세렌디피티(Serendipity) VOD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지역, 날씨, 이슈 등의 정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오투오
대표 안성민

오투오는 

인공지능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 video on demand) 

추천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다. 

2017년 8월 회사를 설립했고, 

1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AI 메타데이터로 VOD 추천 솔루션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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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 시스템은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 순

위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다.

딥러닝 기반의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은 추천시스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성능이 보장되는 기술이다. 동일 데이터로 

최고의 성능을 내는 딥러닝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

와 목적을 고려해 사용자별 개별 모델 구조를 제공한다.

서비스 차별점

오투오의 기술은 특허 기반의 VOD 기저속성(온톨로지) 선정을 토

대로 만들어진 추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사업자와 구

분된다.

또한 자체 솔루션으로 발명한 특허인 ‘기저속성 기반 AI 빅데이터 정

보처리’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했으며, 기저속성과 비지도 학습 

자동 레이블링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해 각 방식

의 장점만 취할 수 있다.

다량의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가중치를 자동으로 생성(영화 한 

편 당 300개의 메타데이터와 가중치 300개 추출)하며, 온톨로지 기

저 속성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구매 상황이나 특성에 맞춘 전략적인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향후 서비스 전략

오투오는 셋톱박스 제조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국내와 해외 네트

워크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취향뿐 아니라 취향이 비슷한 다른 사용자의 행동패턴, 

상품 유사도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통

해 콘텐츠를 추천하고 구매 결정을 도와주는 솔루션으로 진화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방송서비스, 금융계, 교육계, 의료계, 쇼핑 커머스 업체 등

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하는 등 신규 시장 창출과 확대를 목표

로 하고 있다.

오투오의 VOD 추천 솔루션 예시

(사진 제공 : 오투오)



252 253범용 인공지능 기업

•

주요 제품(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음악 레슨 플랫폼 ‘코다

(coda)’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codabystra.com

주요 서비스

스트라의 음악 레슨 서비스 ‘코다(coda)’는 보컬이나 악기를 집에서 

간편하게 화상으로 레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누구나 음

악을 가르치고 배우며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다의 특징은 숏폼 연주 영상이 풍부한 음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기능으로, 단순히 가격과 이력 소개만으로 매칭되는 타 플랫

폼보다 음악적 매칭이 가능하다.

특히 레슨 매칭에서 끝나지 않고 매칭부터 결제, 화상 연결까지 하나

의 앱으로 제공해 간편하게 수업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음악 화

상 레슨의 고질적 문제인 음질 또한 악기 소리에 최적화해 기타, 바

이올린, 보컬 등 다양한 비대면 음악 수업이 가능하다.

스트라
대표 김용호

스트라는 

연주, 멜로디 등의 음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음악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1년 5월 회사를 설립했고,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음향 데이터로 악보 생성·연주 분석 기술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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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스트라는 악기 연주와 관련된 다양한 AI 음악 분석 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 음악을 듣고 코드 악보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채보 

기술’, 실시간으로 기타 소리를 듣고 코드를 예측하는 ‘연주 분석 기

술’ 등이 있다.

2022년에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타브 예측 기술(기타 연주자

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분석해 정확한 운지까지 예측하는 기술)’ 또

한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이 기술들은 향후 자사의 서비

스에 통합될 예정이다.

스트라는 타 에듀 테크 업체들의 디지털 음악 교과서 제작을 위해 동

요 또는 기악곡의 MP3 파일에서 주요 멜로디를 채보해 교과서용 악

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또한 연구 개발 중에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스트라의 미션은 ‘세상의 모든 이가 음악을 즐기게 하자’다. 음악을 

배우고, 연습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해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출시 운영 중인 화상 레슨 앱인 코다를 확장해 1:1 레슨뿐 아니

라 1:N 그룹 레슨, 연주 챌린지, 비대면 합주 등 다양하고 재미난 기

능을 추가하고, 국내 사용자 간의 연결뿐 아니라 K팝에 관심 많은 해

외 팬들을 국내 유수의 보컬 트레이너와 연결해 원격 보컬 레슨 서

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혼자 연습을 하거나 화상 수업을 할 때 연구를 통해 

개발했던 다양한 AI 음악 분석 기술을 접목해 음악 취미 시장의 혁

신을 이뤄낼 계획이다.

스트라의 인공지능 기반 음악 레슨 플랫폼 ‘코다’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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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커뮤니티를 활용한 AI 모델 검증 서비스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bobidi.com

주요 서비스

바비디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고객의 AI 모델을 개선할 수 있

도록 돕는 커뮤니티 기반의 ML옵스(MLOps) 플랫폼이다. 고객사

의 AI 모델을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인지하

지 못했던 편향성 혹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보상해주는 시스

템이 특징이다.

AI 모델의 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를 고객과 공유해 

기존의 AI 모델을 최대 10배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솔루

션을 제공한다.

바비디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AI 모델을 API 등으로 

바비디의 커뮤니티와 연결하면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AI 모델의 허

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기반 AI 모델 구축 플랫폼

바비디
대표 최정서, 배수현

바비디는 

인공지능(AI) 모델 구축 플랫폼 기업으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선하고 있다. 

2021년 7월 회사를 설립했고, 

75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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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챗봇의 경우, 선정적인 표현 혹은 공격적인 표현을 하거

나 또 그에 대해 잘못 대응하는 케이스를 유저가 찾아내 보상을 받

고, 고객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을 다시 더 효율적으로 학습

하게 된다.

서비스 차별점

AI 모델을 검증할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바로 그 AI 모델 서비스를 

타깃하는 이들일 것이다. 이 점이 바비디의 서비스를 특별하게 만든

다. 실제 상황에서 AI 모델이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미리 안

전하고 빠르게 테스트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델에게 꼭 필요한 데이

터만 찾아내 학습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해 학습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데

이터 퀄리티 문제로 버려야 하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 효율적이다. 또

한 콘텐츠나 신조어 등 트렌드에 민감한 소재를 활용한 AI 모델이라

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위험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바비디가 유리할 수 있다.

바비디는 현재 챗봇뿐 아니라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컴퓨터 비전, 자

연어 처리 등 다양한 AI 모델 타입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바비디는 향후 고객들의 국내 사례뿐 아니라 AI 모델을 미국에 진출

하려는 고객들을 중점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

사를 둔 만큼 미국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내에서 미국으

로 진출을 도모하는 고객사에게 저렴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를 제공

하는 것이 목표다.

바비디의 미국 커뮤니티에서 모델을 직접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쌓는다면 속도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 업

체의 미국 진출을 도우면서 지원하는 모델 타입과 고객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 모델 테스트 이미지 

(사진 제공 : 바비디)



260 261범용 인공지능 기업

•

주요 제품(서비스) 지능형 통합 환경 IoT(사물인터넷) 

공조 제어 솔루션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askstorygroup.com

주요 서비스

아스크스토리DS의 ‘지능형 통합 환경 IoT(사물인터넷) 공조 제어 

솔루션’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간 학습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

고, 실내 환경(공기질, 바이러스)을 향상한다.

‘지능형 통합 환경 IoT(사물인터넷) 공조 제어 솔루션’은 다기능 공

기질 개선 장치의 연동을 통해 26.7%의 에너지 절감, 바이러스 감

염 방지, 맞춤형 공기질 제공, 공기 바이러스 99% 살균 효과를 경험

할 수 있다.

IoT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내 공기질 안정성과 쾌적성을 

판단하고, 다기능 공기질 개선장치 제어를 통해 관리되는 상황을 대

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솔루션 구동 방식은 다중 이용시설 내 환경 수집 디바이스와 바이러

아스크스토리DS
대표 권승현

아스크스토리DS는 

행동패턴 및 환경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통합 환경제어 솔루션을 개발했다. 

2019년 4월 회사를 설립했고,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지능형 통합 환경 IoT 제어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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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측정 디바이스를 통해 실내 환경 정보, 사용자 활동 패턴 기반의 

상황인식, 인체 감지 정보, 실내 위치 측위, 원격검침 정보 수집과 외

부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

술을 거쳐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공조 제어를 수행한다.

서비스 차별점

아스크스토리DS의 ‘지능형 통합 환경 IoT(사물인터넷) 공조 제어 

솔루션’은 인공지능 및 IoT 기반 지능형 통합 환경 공조 솔루션을 통

해 안전한 다중 이용시설 환경 구축뿐 아니라 공조산업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다.

특히 솔루션 통해 실내 기류 데이터, 공간 내 청정 환경 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데이터 예측과 제공이 가능하다.

아스크스토리DS의 공조 제어 솔루션은 데이터 가공과 연구 관련 국

가지정 연구소, 데이터 가공과 연구 정부부처,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

리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등에 활용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아스크스토리DS는 단기적으로 환경 분야와 생활 데이터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동질적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타깃별 커스터마이징된 

데이터 공급과 가공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데이터 국

가 표준화 작업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생활 패턴 데이터 생태계 확산과 수요자 중심

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고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아스크스토리DS의 지능형 통합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사진 제공 : 아스크스토리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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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NPU 가속기 하드웨어 ‘뉴로모자이크

(NeuroMosAIc) 프로세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aimfuture.ai

주요 서비스

에임퓨처가 제공하는 주요 솔루션은 NPU 가속기 하드웨어인 ‘뉴

로모자이크(NeuroMosAIc) 프로세서’와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인 ‘뉴로모자이크 스튜디오(NeuroMosAIc Studio)’다. 이 솔루션들

은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들을 효

율적으로 처리해준다.

신경망처리장치로 불리는 NPU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학습, 추론

을 담당하며 인공지능(AI)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로 CPU나 

GPU보다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뉴로모자이크 하드웨어 프로세서로는 NMP-300, NMP-500, NMP-

700 시리즈 등이 있다.

에임퓨처
대표 김창수

에임퓨처는 

인공지능 처리에 필수적인 NPU(Neural Processing Unit) 

가속기 하드웨어를 IP(설계자산)의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2020년 10월 회사를 설립했고, 

LG전자의 전략적 투자와 

22억 3,000만 원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NPU 가속·구동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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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퓨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저성능의 올웨이즈온 

디바이스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엣지 인프라까지 최종 애

플리케이션단의 다양한 성능, 소비전력, 비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자산을 제공한다.

서비스 차별점

에임퓨처의 SDK는 카페(Caffe), 텐서플로우(TensorFlow), 파이토

치(PyTorch), 케라스(Keras)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지

원할 수 있다. 또한 훈련된 다양한 모델을 수행 대상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RISC-V 바이너리로 변환해준다. SDK는 정

확도, 성능, 메모리 대역폭과 런타임과 같은 프로파일링 정보를 제

공한다.

에임퓨처의 솔루션은 사용자의 다양한 성능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테스크를 동적으로 할당해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최적의 하드웨어 조합을 지원하

는 구성성(Configurability)도 제공한다.

에임퓨처의 솔루션은 LG전자의 로봇 청소기에 칩의 형태로 장착돼 

가정에서 청소 시에 객체인식(object detection)을 수행하는 데 사용

되고 있다. 또한 4K TV에서 슈퍼 레졸루션(Super Resolution, 저해

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이라는 알고리즘을 수행해 화질을 개

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에임퓨처는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NPU를 2022년 내에 확보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설계 가능 논리 소자와 프

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 상에서 아키텍

처 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10~11월로 예정된 8nm 공정의 삼성 MPW(Multi 

Project Wafer) 칩 제작을 통해 개발된 5세대 IP를 검증하며, 5세대 

NPU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SDK를 같은 해 상반기까지 개발 완료하

고 발표할 예정이다.

뉴로모자이크 하드웨어 프로세서 NMP 아키텍처

(사진 제공 : 에임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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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발라랩 어플리케이션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valla.kr

주요 서비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선택이 쉽지 않다. 게다

가 종류가 15만 가지나 되는 데다 화장품 전성분이 어렵고, 과대광

고 등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더발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뷰티 산업을 혁

신하고자 영상 이미지처리 AI와 ‘발라(VALLA)’ 플랫폼을 개발했다.  

서비스의 핵심기능은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영상 콘텐츠 

큐레이션, 획기적으로 편리한 영상 탐색,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화장

품 큐레이션,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칭 등이며, 모든 기능에는 AI 기

술을 활용했다. 

주요 AI 기술로는 Data Collection&Classificatioin(화장품과 뷰티 

크리에이터 크롤링, 정제기술), Video Analytics(메이크업 영상 자

더발라
대표 임관령

더발라는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뷰티 콘텐츠와 

화장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18년 설립했고, 

2022년 1월 기준 누적 19억 원의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

"AI와 뷰티 전문가가 당신을 위한 화장품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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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판별 인공지능, 부위별 메이크업 구간 Annotation 인공지능, 화

장품 매칭 및 Annotation 인공지능), Recommendation(뷰티영상

추천 AI, Face Recognition & Analytics(얼굴인식과 매칭 인공지능) 

등이다. 

더발라랩는 2021년 2분기 발라랩 베타 버전 출시 후 매월 3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출시 6개월 만에 Goodwater Capital,  인터베스트, 인포뱅크, 뷰티 

MCN 대표로부터 약 19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서비스 차별점

발라랩 서비스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통해 메이크업 스킬과 화장품

을 추천한다는 점과 이를 인공지능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독창성

이 있다. 또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칭, 화장 부위와 화장품별 자동 

이동 기능, 전문가 커뮤니티, 인공지능 퍼스널 컬러 시뮬레이터 등은 

경쟁 서비스에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기능이다. 

현재 개발 중인 AI 기술은 영상 내 화장품 인식 AI, 영상 내 메이크

업  부위 인식 AI, 뷰티 영상 추천 AI 등이 있다. 개발된 모델에 대한 

정확도 제고와 영상 이미지 기반 얼굴  매칭 AI, 화장품 호환성 추천 

AI, 메이크업 시뮬레이터 등의 인공지능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더발라랩는 영상분석 AI 기술 관련 11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그중 

1개 특허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전통 뷰티 서비스의 경우 이미지/텍스트 기반의 커머스, 리뷰 등 일

차원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AI와 뷰티 전문가를 통해 개인화 큐레

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쟁사 대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뷰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0~20대 여성을 타깃으로 발라랩 플랫

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유통사를 대상

으로 B2B 영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라 서비스 예시

(사진 제공 : 더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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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마이프차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myfranchise.kr

주요 서비스

마이프랜차이즈가 서비스하는 마이프차는 ‘브랜드와 지역, 그리고 

창업자’의 조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분석해 예비창

업자에게 최적화된 브랜드와 지역을 추천하는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물론이고 카드, 배달, 모빌리티 등 다양한 제휴 업체

와 협력해 오프라인 창업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

집한 데이터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관점에서 가공한 후 서비스화하

고 있다. 

마이프랜차이즈
대표 김준용

마이프랜차이즈는 

마이프차 서비스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비 창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꼭 맞는 사업 파트너를 연결해주고 있다. 

회사는 2019년 설립했고, 

누적 130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창업의 시작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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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1만여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초 정보뿐 

아니라 지도 기반으로 출점하고자 하는 지역의 세대수와 유형별 세

대 수(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학교 및 병원 정보, 대중교

통 일일 승하차 수 등 상세한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예비창

마이프차 앱 이미지

(사진 제공 : 마이프랜차이즈)

업자는 마이프차를 통해 관심 있는 브랜드의 담당자에게 상담 신청

을 통해 컨설팅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마이프차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 고

도화된 기술을 통해 출점 예정 상권을 분석하고, 가맹점주를 편리하

게 관리할 수 있다. 브랜드에게 알맞은 예비 창업자에게 자신의 브랜

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10월 기준, 마이프차는 2,800여 개의 파트너 브랜드와 함께 

하고 있다. 한 달간 마이프차에 방문하는 사용자는 20만명이며, 현

재까지 누적 창업정보 조회 80만회, 창업문의 건수 1만330개를 달

성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마이프차는 오프라인 창업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해

나가며, 최종적으로 ‘No.1 프랜차이즈 창업 플랫폼’이 될 것을 목표

로 한다. 창업의 시작점에서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프랜차이즈 산업, 나아가 오프라인 창업 시장 전체의 신선

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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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솔루션과 

공기질 센서 ‘피코홈’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brilcom.com

주요 서비스

브릴컴의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은 수집된 공기질 정보를 통해 앞으

로의 공기질을 추적하고 예측해 더욱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공기질

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다. 공기질 정보 수집

은 브릴컴에서 연구 개발한 공기질 센서 ‘피코홈’을 이용한다.

특히 천식이나 아토피, 비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자들에게 중요한 

악화인자를 생활 속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요양시설이나 학원, 유치

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실내 공기질을 

기반으로 날씨 등의 변수에 따른 공기질을 예측해 공기청정기나 에

어컨, 가습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브릴리언트앤컴퍼니
대표 윤정연

브릴리언트앤컴퍼니(이하 브릴컴)는 

실내 환경 측정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을 개발한 기업이다. 

2015년 3월 회사를 설립했고, 

2017년 1억 5,000만 원의 펀딩을 성공한 바 있다.

똑똑한 초미니 실내 공기질 센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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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브릴컴의 공기질 측정기 피코홈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간이 측정

기 인증에서 모든 부문 1등급을 받은 센서를 탑재해 더욱 정확한 공

기질을 측정한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까다로운 인증과정을 모

두 통과했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고 해

당 데이터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공기질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

다. 이 때문에 의학을 비롯한 보건, 산업 등의 다양한 환경을 연구하

는데 메인 디바이스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과 2019년부터 3년 

이상 유소년 천식과 관련한 디지털 치료제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

다. 경희대 간호학과, 순천향대 보건환경학과와의 실증 연구에도 참

여했다.

서울 노원구의 국공립어린이집 94개소에는 400여 개의 공기질 측

정기가 설치됐다. 입시학원 이투스도 브릴컴의 공기질 데이터 서비

스를 통해 원생들의 건강을 위한 공기질 관리를 가이드 받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브릴컴은 건축, 공조 설비 업체와 협력해 실내 공기질 오염도 예측 

모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내 공기질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유해요

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예측 범위를 확장할 예

정이다.

또한 유소년 천식의 증상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디지털 치료제 ‘도라

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브릴컴은 도라지를 통해 천식 악화 인자인 

공기질과 호흡 패턴, 최대 호기유속, 흡입기 사용이력 등의 다양한 

환자 유래 정보를 직접 추적해 천식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관

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브릴리언트앤컴퍼니의 공기질 센서 ‘피코홈’과 연동 앱 화면

(사진 제공 : 브릴리언트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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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임신성 당뇨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 ‘잇코(eatco)’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inisolution.io

주요 서비스

아이앤아이솔루션의 ‘잇코(eatco)’ 서비스는 임신성 당뇨 환자를 위

한 식단을 기록해 스스로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 맞춤 코칭 서

비스다.

잇코 서비스의 방식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인공

지능(AI) 기술이 음식을 인식해 영양 정보를 분석해주고, 섭취 음식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식습관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한다. 아이앤아이

솔루션은 누구나 쉽게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잇코 서비스는 당뇨 환자에게 특화돼 있다. 당뇨 환자들은 그 어떤 

질병보다 식습관이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하고 분석

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이앤아이솔루션
대표 김양원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식품 빅데이터 기반 식단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에 참가한 바 있다. 

2019년 7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는 시드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음식 사진만 찰칵” 맞춤형 식단관리 앱 ‘잇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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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식이기록 기반 혈당 관리를 통해 기록의 불

편함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인포그래픽화된 정보를 통해 한눈에 

자신의 식단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잇코 서비스가 음식 사진을 인식하고 영양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딥

러닝 기술이 활용된다. 특히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식품의 영양 등급

을 A~E 등급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영양 등급제도에 대한 알고

리즘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식품이 가진 영양소들을 분석해 5등급(A, B, C, 

D, E)으로 영양 등급을 라벨링할 수 있다.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정확한 식품 영양 등급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프랑스 보건국에서 개발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양

점수 라벨링(Nutri-Socre)’ 등급제도 사용에 대한 프랑스 보건국과

의 협약을 완료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최근 국내 혈당 기기 점유율 1위인 아이센스

와 아이벤처스 2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

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

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잇코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인 후 해외 시장 환경

에 맞춘 솔루션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코드 기반의 AI 식단 관리 솔루션 ‘벨라의 식탁’도 서비스할 예정

이다. ‘벨라의 식탁’은 식품 포장지의 바코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음식의 종류를 인식해 식품 성분을 분석하고, 영양 균형까지 알려주

는 서비스다.

아이앤아이솔루션의 임신성 당뇨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 ‘잇코’

(사진 제공 : 아이앤아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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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예니퍼(Yennefer)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트 mondrian.ai

주요 서비스

몬드리안AI의 인공지능 플랫폼 ‘예니퍼’는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 

설정부터 자료수집,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배포, 모니터링까

지 AI 모델 개발 모든 과정을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예니퍼는 연구에 최적화된 랩스(Labs)와 기업에 최적화된 ML옵스

(MLOps) 플랫폼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

에 맞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예니퍼 랩스는 연구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데이터 관리, 전문가용 개

발환경, 연구 결과 공유와 배포, 그리고 사용자와 자원관리 기능을 

활용해 웹 기반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몬드리안AI
대표 홍대의

몬드리안AI는 

자료수집,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배포, 모니터링 등 

AI 모델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2018년 6월 회사를 설립했고, 

45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AI 전 개발 과정 돕는 통합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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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니퍼 ML옵스는 기업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데이터 분석가가 웹을 

통해 AI 연구개발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고가의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GPU) 연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또한 하이퍼파라미터 오토 튜닝을 통해 최적화된 AI 알고리

즘과 웹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환경에서 모델의 API 패키

징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예니퍼 플랫폼은 온프레미스(On Premise) 모델도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 구축 후에는 활용량에 상관없이 기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또한 예니퍼는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AI 애플리케이션

을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한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통합해 제공된다. 

빠른 배포와 확정성을 위한 컴퓨팅과 스토리지 리소스를 포함하는 

IT 자원들과 함께 턴키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규 데이터센터, AI 센

터, 인공지능 대학원 건립 등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니퍼는 SK, 삼성 같은 대기업과의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인공지능 전문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과 ML옵스 어플라이언스를 

공급(하드웨어 통합형 모델)한 바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몬드리안AI는 오토ML(AutoML)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 플랫폼 기

반 컨설팅,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 마

켓 서비스 출시를 통해 AI 플레이그라운드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 서비스를 통해 사용량 당 

과금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누구나 쉽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판매

하는 인공지능 모델 마켓 서비스를 제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

우드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 다각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몬드리안AI의 인공지능 플랫폼 ‘예니퍼’ 이미지

(사진 제공 : 몬드리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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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물류로봇 시스템 설계와 운영 플랫폼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트 daimresearch.com

주요 서비스

다임리서치는 물류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물류로봇 시스템 설계 및 운영 플랫폼은 수십~수백 대의 물류로봇을 

제어/관리하는 물류로봇 관제솔루션인 xMS, 하드웨어 인프라를 가

상으로 모사해 다양한 물류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솔루션인 

xDT, 물류로봇을 상시 모니터링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솔루션인 AID, 물류로봇 시스템의 레이아웃 설계/분석을 위

한 자동화 솔루션인 LAY 등으로 구성됐다.

다임리서치는 반도체, 2차 전지,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첨단 제

조산업의 자동화와 함께 휴대폰, 기계/부품과 같은 전통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임리서치
대표 장영재

다임리서치는 

물류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회사는 2020년 5월 설립했고, 

누적 12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물류 로봇 지능화해 공장 생산성 증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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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솔루션으로는 OHT 시스템(반도체 및 2차 전지 제조에 

활용되는 물류 반송장비)을 제어하는 OMS(OHT Management 

System) 솔루션, 평판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와 일반 물류창고에서도 활용되는 다용도 STK시스템의 운영 솔루

션, 물류로봇 AGV(Automated Guide Vehicle) 시스템을 제어하는 

AMS(AGV Management System) 솔루션 등이 있다.

서비스 차별점

다임리서치 솔루션은 AI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고객의 투자비 감축과 기타 운영효율 증대가 가능한 점

을 차별점으로 꼽는다.

OHT솔루션은 1,000대 이상의 OHT 주행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AI 강화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OHT 작업 설정과 유휴 

OHT 대기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2016년부터 카이

스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2020년 상용화했다. 국내 글로벌 대기

업에서 OHT 솔루션을 도입해 기술검증도 완료했다.

STK솔루션은 AI기반의 최적 운영시스템을 통해 작업량과 물류 이

동 패턴을 고려해 최적의 크레인 운영 스케줄을 산출한다. 국내 평

판디스플레이 기업에서 이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증대한 사례가 

있다.

카이스트 연구진과 함께 AGV 시스템의 설계, 시스템 평가, 물류 운

영, 충전 등을 연구해 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AGV 솔루션을 적

용, 시스템 생산성을 개선한 바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온프레미스 방식의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구독 기

반 솔루션 등 고객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 

제공할 계획이다.

다임리서치의 xDT솔루션 이미지

(사진 제공 : 다임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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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지능형 화학물질 정보관리 플랫폼 

‘NeuroCHEM’

사업 분야 지능형에이전트

사이트 neurolines.net

주요 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

물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나선 업체가 있다. 지능형 화학물질 정보관리 플랫폼인 ‘뉴로켐

(NeuroCHEM)’을 개발, 서비스하는 뉴로라인즈다.

기존에는 각 화학물질 안정성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문서

화했다면, 뉴로켐은 화학물질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

(DB)화 해서 온라인으로 자동발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M)SDS 자동생성, 30만 건 이상의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정보와 독성정보 데이터에 대한 API 서비스 등이다. 

뉴로라인즈
대표 김만희

뉴로라인즈는 

화학물질 환경·안전·보건 분야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준법감시 문제(Compliance Issue)를 해결하는 서비스로 

ESG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17년 설립했다.

“화학물질 정보관리, AI로 편의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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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점

뉴로라인즈의 서비스는 한국, 중국, 일본, 영어 등 다국어를 지원하

는 원스톱 (M)SDS Create를 차별점으로 내세운다. 구독 서비스로 

서비스 비용도 저렴하다. 화학물질 국내외 글로벌 규제 DB API, 화

학물질 유해위험성(GHS) DB API도 차별점으로 꼽는다. 

활용 사례로는 독일계 글로벌 H기업이 뉴로켐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사 G사는 유해위험성(GHS) DB API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소재 제조 L사는 규제 DB와 유해 위험

성(GHS) DB API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이외 화학물질 취급기업

에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생성 

화학물질 유해위험성(GHS) 데이터 이미지

(사진 제공 : 뉴로라인즈)

과 규제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뉴로라인즈는 뉴로켐 2.0 서비스의 기능을 확장해 2023년 1분기에 

런칭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코스메틱 공급망 규제대응 플랫폼 신규 서비스와 화학

물질 위험성 기반 ESG 지원 제품책임주의보고서 제공 서비스를 선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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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생체신호 AI 분석 플랫폼 ‘하트비(HeartBe)’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트 yegenie.com

주요 서비스

유엑스엔터프라이즈의 ‘예지니하트비 AI 서비스’는 웨어러블 디바

이스로 수집한 생체 신호 데이터와 사용자 증상 설문을 기반으로 감

염과 질병 위험도를 산출해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다.

하트비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분석, 심박변이도(HRV) 분석, 스트레

스 지수 분석, 건강 위험도(질환/감염) AI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

해 여성질환 예측과 예방, 코로나19 감염 질환 예측, 중증 질환 예측 

예방을 제공한다.

하트비 디바이스를 착용해 예지니 AI 서비스와 연계하면 ‘나의 안

정 시 심박수’보다 이상한 심박수 또는 심박 변이도 패턴 분석을 통

해 알림으로써 사용자에게 예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증상

에 대한 설문을 통해 현재 증상이 코로나 증상 여부도 예지니 AI 서

유엑스엔터프라이즈
대표 이예진

유엑스엔터프라이즈는 

사용자 경험과 인공지능을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연계한 

질환·질병 예측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5년 4월 회사를 설립했고, 

엔젤 투자를 받았다.

질병과 감염 위험을 예측하는 예지니하트비 AI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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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활용하면 측정된 생체 신호화 함께 분석해 정확도 96%로 확

인해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예지니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달 월경에 따른 통증도 미

리 예측해 통증의 강도와 피로도 분석 제공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어

려움이 없도록 도와준다.

서비스 차별점

유엑스엔터프라이즈의 하트비는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여성의 귀걸

이에서 영감을 얻어 얇은 표피를 통해 생명 신호만을 오로지 체크하

고 분석하는 데 집중한 제품이다.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등의 스마트

워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으며, 간단한 착용으로 데이터

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 세대에 반응이 좋다.

하트비는 귀걸이 형태이기 때문에 팔목에 압박을 가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또한 PPG(광혈류측정 센서) 신호를 통해 혈관에서 심박 

파형을 원형 신호 그대로 전송해주며, 이 데이터를 예지니 분석 AI 

솔루션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건강점수, 스트레스 위험도. 피로도 

지수 등) 다시 사용자의 모바일 앱으로 전달한다.

다수가 밀집된 공간(직장, 공장, 학교, 병원, 문화센터 등)에서도 대

시보드를 통해 감염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에 모니

터링하기 때문에 집단 전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유엑스엔터프라이즈는 개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B2C 시장을 대상

으로 1차 양산을 시작하고 있다. 

여성과 건강 관련 공공기관에 우선 레퍼런스를 확보할 예정이며 서

울시, 부산광역시, 제주시 등 주요 도시 행정기관과 협력해 공공 고

객사 확보를 시작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체신호 분석 AI 분석 솔루션 ‘예지니’와 귀걸이형 디바이스 ‘하트비’

(사진 제공 : 유엑스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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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타시오

사업 분야 로보틱스

사이트 aspringcloud.com

주요 서비스

스프링클라우드는 진보된 기술력으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자율주

행셔틀 자기인증과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후 자율주행 셔틀을 유

료로 운행하고 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인공지능기반 자율주행 셔틀 운행 서비스 ‘타시

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자율주행 차량을 제공 받은 후 

사용한 이동거리나 기간만큼만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통합 관제 서비스 ‘스프링고’를 개발했

다. 스프링고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스프링고 DATAi’, 엣지케이스 등 자동화된 시

나리오와 가상화 데이터를 생성해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자율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셔틀을 포함한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2017년 7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18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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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스프링고 vPlan’, 스프링클라우드의 자

율주행 인식 기능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 평가와 검증 플랫폼 ‘스프링

고 STEP’ 등으로 구성됐다.

서비스 차별점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스템을 한 지역에 구축하고 

이를 유료 탑승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채 사업으로 시행하는 단기간 프로

젝트(무인 자율주행차 도입사업, 첨단시티 개발사업 등)와 같이 2~3

개월 단기간 사업성으로 시도하는 기업은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라

우드와 같이 장기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은 드물다.

스프링클라우드가 진행한 ‘멀티버스플래닛(MVP) 여수’가 이를 뒷

받침해준다. ‘멀티버스플래닛 여수’는 현재 엑스포 내 해안도로를 스

프링클라우드의 타시오(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다. 2022년 3월 

첫 오픈 이래 지금까지 유료 탑승객이 3,000명을 넘었다.

멀티버스플래닛 여수’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수성의료지구의 상업지

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에서는 상암 지역의 누리꿈 스퀘어 가든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까지 왕복 순환 운행을 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전략

스프링클라우드는 최근 멀티버스플래닛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

정했다. 이를 통해 멀티버스플래닛이 단순히 자율주행 플랫폼 서비

스를 체험하는 공간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는 장소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 도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해당 지역 내 관광 프로그램 상품 개발과 제공은 물론 이에 따른 일

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스프링클라우드 자율주행 셔틀 운행 서비스 ‘타시오’

(사진 제공 : 스프링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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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스마트팜 자동화 로봇

사업 분야 로보틱스

사이트 farmily.ai

주요 서비스

랑데뷰의 ‘파밀리(FARMILY)’는 농장의 FARM과 가족 FAMILY의 

합성어로 ‘농민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는 스마트팜 자동

화 브랜드다.

랑데뷰는 두 가지 타입의 스마트팜 자동화 로봇을 만들고 있다. 식

물공장에서 노동력을 대신하는 자동화 로봇과 그린하우스(온실)형 

자동화 로봇이다. 랑데뷰의 스마트팜 자동화 로봇은 스마트팜의 데

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랑데뷰는 스마트팜 자동화에 필요한 ‘컴퓨터 비전 물체 인식’과 ‘자

율 주행 머니퓰레이터 자동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에 로

봇 자동화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한 3D 정밀 지도 작

랑데뷰
대표 박주홍

랑데뷰는 

농업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농장 환경에 적응해 농민 곁에서 돕는 

‘농업 자동화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2019년 7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비전 인식 가능한 스마트팜 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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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로봇 네비게이션 등 자율 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

발하고 있다.

서비스 차별점

스마트팜의 농작업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눈으

로 확인하고 판단해 주관적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랑

데뷰의 자동화 로봇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위치에서 자동으로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컴퓨터비전 알고리즘으로 

자동 분석하고 있다. 이는 농업을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야로 만

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현재 자동화 로봇은 컨테이너 식물공장 스마트팜에 적용하고 있다. 

이 로봇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리프트 형태로 돼 있으며 자동으로 모

종 정식, 수확 작업을 한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벨리에는 ‘유리온실 스마트팜 자동화 로봇’

을 적용하고 있다. 이 로봇은 넓은 영역의 스마트팜을 자율주행하며, 

레일 인식을 통해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5m까지 상하

이동이 가능한 리프트가 적용돼 작물의 베지부터 최상단까지의 데

이터 수집과 자동화 작업이 가능하다.

향후 서비스 전략

국내 산업용 로봇은 보급률 세계 1위 수준이지만 농업용 로봇은 세

계 성장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 농업용 로봇의 성

장 가능성은 그 어느 로봇 시장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랑데뷰는 스

마트팜 공급사와 운영사를 통해 자동화를 적용하고 일반 스마트팜 

농가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랑데뷰는 ‘로봇이 농업의 미래다’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농업에 자동

화 로봇을 단계별로 적용해 작업자가 최소화되는 로봇 스마트팜으

로 발전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랑데뷰의 스마트팜 자동화 로봇

(사진 제공 : 랑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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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바이탈케어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aitrics.com

주요 서비스

에이아이트릭스의 주요 서비스 ‘바이탈케어’는 환자의 상태 악화 예

측을 통해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바이탈케어는 6가지 생체신호와 11가지 혈액학적 검사, 기타 환자정

보를 기반으로 중환자실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일반병동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와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다.

바이탈게어는 환자 중앙 감시 장치(Central monitoring system)

에 도입해 데스크에서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태블릿 휴대폰 등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

을 통한 알림 기능을 추가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EMR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해 각 병원 내 원활한 도입을 통한 운

에이아이트릭스
대표 김광준, 유진규

에이아이트릭스는 

환자의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딥러닝 기술 기반의 의료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2016년 11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약 1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환자 상태 사전예측 솔루션 '바이탈케어' 개발



316 317의료 인공지능 기업

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서비스 차별점

바이탈케어의 차별점은 조기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수 의료

진의 판단을 기반으로, 급성질환의 발생 여부에 따른 시간대별 위험

도를 설정해 질환별 맞춤 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결과의 

정확도를 제시해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기존의 평가도구인 MEWS, APACHE-2, SOFA와 같은 메디컬스코

어는 환자의 위험요소 점수를 합산해 현재 중증도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반면 바이탈케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를 고려해 객관적인 점수를 계산한다. 이뿐 아니라 해당 결과가 나오

게 된 과정과 근거를 함께 제시해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측 점수를 제공한다.

바이탈케어는 국내 최초로 일반병동에서 패혈증, 사망, 예기치 않

은 중환자실 전실에 대한 예측 성능과 중환자실에서 사망 발생 예

측 성능을 입증해 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에서 

상태 악화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적응증별 정확한 예측스코어를 

보였다.

향후 서비스 전략

에이아이트릭스는 2022년 하반기 식약처 허가 이후 바이탈케어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질병과 병동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에이아이트릭스의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솔루션 ‘바이탈케어’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에이아이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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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서비스) 스마트비전(Smart Vision)

사업 분야 행동/소셜지능

사이트 diavision.co.kr

주요 서비스

디아비전의 주요 서비스 ‘스마트비전’은 신속 진단키트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용방법, 결과판독, 결과에 따른 대응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대부분 사람은 신속 진단키트를 사용할 때 제조사마다 다른 사용 방

법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는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인지, 잦은 

정책 변경 때문에 양성과 음성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키트 사용과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비전은 신속진단키트 사용법을 쉽고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

하고, 검사가 끝난 키트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인공지능으로 검

사 결과를 정확히 판독해준다.

또한 판독 결과 양성인 경우와 음성인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디아비전
대표 이석용

디아비전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 C랩에서 분사해 

삼성전자의 혁신 바이오기술과 

소프트웨어(SW)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2021년 10월 회사를 설립했고, 7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디지털 진단키트 솔루션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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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연락해야 할 곳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자신의 

집에 검사센터를 소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차별점

디아비전의 창립 멤버들은 20년 가까이 헬스케어분야에서 혁신제

품을 개발하던 개발자들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개발하던 혁신의

료기기 기술을 스마트폰에 접목해 좀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홈테스트로 만들었다.

디아비전은 삼성전자 C랩 분사기업의 특성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개발하던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관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4건

의 특허기술을 활용하거나 이관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분사 후 자체

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4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현재 국내 대형 진단키트 제조사 몇 곳과 협력해 제품 출시를 진행

하고 있다. 기술 검증 결과로 2편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다.

향후 서비스 전략

디아비전은 실생활에서 사용이 편리한 홈테스트를 통해 개인의 생

체물질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관

리해주는 플랫폼을 완성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디아비전은 노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사성질환, 각종 성인병

을 홈테스트와 인공지능 분석플랫폼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질병의 위험을 알리고 예방하는 디지털백신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늘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주력기술인 스마트비전과 디지털백신은 향후 다양한 진단키트 제

조사들과 협력해 국내 출시뿐 아니라 해외 출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디아비전의 홈테스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홍보 이미지

(사진 제공 : 디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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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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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마인드밤 

대표자명 황혜민

주요 제품

(서비스)
GPS출석 및 AI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개별 학습 지원 솔루션

사업 분야 학습 지원 솔루션     

사이트 주소

기업명 메라커

대표자명 김영호

주요 제품

(서비스)
휴대형 안과카메라 및 메타버스용 AI센서

사업 분야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사이트 주소 www.meraker.co.kr

기업명 미친익스프레스

대표자명 박현우

주요 제품

(서비스)
e커머스 매출전환 AI SW 개발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트 주소 https://www.jcurve.xyz/

기업명 비블

대표자명 김훈

주요 제품

(서비스)
메타버스를 위한 인공지능 목소리 아바타 솔루션

사업 분야 메타버스

사이트 주소

기업명 누비랩

대표자명 김대훈

주요 제품

(서비스)
인공지능 푸드스캐너를 이용한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 분야 친환경 스마트 키친

사이트 주소 http://kr.nuvi-labs.com

기업명 두다지

대표자명 홍석환

주요 제품

(서비스)
AI 운영 GPU 인프라를 관리하는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서비스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www.dudaji.com

기업명 딥빌드

대표자명 한상국

주요 제품

(서비스)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을 통한 인테리어 추천 서비스

사업 분야 프롭테크

사이트 주소 www.deepbuild.co.kr

기업명 로켓뷰

대표자명 김화경

주요 제품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리테일 테크 플랫폼 ‘찍검’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http://rocketview.io/

그 외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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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디어콘서트 

대표자명 전달용 

주요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웹툰무비저작툴

사업 분야 웹툰무비유통/저작툴유통

사이트 주소 http://ideaconcert.com/

기업명 알레시오

대표자명 김다운

주요 제품

(서비스)

입체초음파로 태어날 아기 얼굴을 예측하는 베이비페이스 

(이미지 생성 AI 활용)

사업 분야 베이비페이스 판매

사이트 주소 http://alethio.io/

기업명 구스랩스

대표자명 이서희

주요 제품

(서비스)

동작인식 시각 인공지능 기술과 동작 일치도 판별 기술을 

활용한 모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준비중)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gooselabs.io

기업명 스톤랩

대표자명 송민구

주요 제품

(서비스)
메디컬AI 솔루션 (예방의학, 정신건강의학 등)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stonelab.kr

기업명 룩씨드

대표자명 유수연

주요 제품

(서비스)
AI 기반으로 3차원 콘텐츠 자동 생성 서비스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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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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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AI 양재 허브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전화 02.2135.6818

팩스 02.2135.6819

이메일 info@ai-yangjae.kr

 www.ai-yangjae.kr

도서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기획  IT조선

원고 집필 이윤정, 조상록

편집  김유정

디자인  피크픽

제작  미래피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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