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케이는 기술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비전 기업입니다.

Sweet Knowledge
우리의 꿈은 기술을 통한 지식나눔과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http://www.sweetk.co.kr

스위트K는 기술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비전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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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20 NIA 국내 대표
60대 AI 기업선정

매출 및 성장률 추이
매출액 뿐만 아니라 성장률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3년 평균성장률은 9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매출은 전년대비 약 108%의 성장이 예측됩니다.

단위: 백만원, 성장율(%)

7,100
CAGR = 63%

3,409

108%

1,963
1,375
1,032
819

74%

43%
33%

26%

2016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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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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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map 걸어온 길
스위트 케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 및 시스템, 서비스 구축을 전문하며 통신, 금융, 조선, 발전, 관광, 보안, 공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03

신사업 성장동력 기반 확립
금융/의료/관광 등 AI 상용화 본격화
고객 맞춤형 융합AI 제공역량 확대
(기획/운영+디자인+AI)

02

국내 대표 기업 및 기관
AI 서비스 구축
AI 상용화 역량 보유
국내 AI 기업이미지 확립

01

서비스 기술력 확보
데이터 보유역량 구축
AI 정확도/완성도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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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성장동력 기반 확립

2021

2021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운영 및 관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1 맞춤형 관광 큐레이션을 위한 관광 수요 및 혼잡도 예측 기술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추상 이미지 데이터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참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자율주행을 위한 손 움직임 데이터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주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AI 기반 환자모니터링시스템 구축(개방형 MEC 상용화 실증)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AI기반 운전 및 정비 최적화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한국남동발전
2021 이미지 형식 설계도면 정보 인식시스템 구축 | 대우조선해양
2021 고장예지 솔루션 현장적용을 위한 SW개발 및 실증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1 Auto-Labeling Core 기술 개발 및 적용 | (주)케이티
2021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시스템 구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대표 기업 및 기관 AI 서비스 구축

2020

2020~2021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2021

KOSEN 데이터 구축 관리 체계 및 서비스 고도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0~2022

조선해양 설계 및 운영유지보수 데이터 연계 지식기반 엔지니어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0~2021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관광재단

2020

고장진단 예측을 위한 발전소 시뮬레이션 연동 원격 모니터링 SW개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0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

설계 챗봇 서비스 구축 | 대우조선해양

2020

서울관광 및 의료관광 챗봇 서비스 구축 | 서울관광재단

2020

AI Designer 서비스 개발 | (주)케이티

2020

2020년 온오프라인 믹스 마케팅관리솔루션개발 | (주)케이티디에스

2020

사람 인체 ·자세 3D AI데이터 구축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교류 지원 영문 플랫폼 구축 | 사단법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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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술 역량 확보
2019

경기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 경기관광공사

2019

금융감독원 AI 사모펀드 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 (주)케이티

2019

딥러닝 학습을 위한 설비 이력 데이터 가공, 증강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9

오산 시민리그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유지보수 | 오산시체육회

2019

AI 영상분석 커머스 서비스 개발 | (주)케이티

2019

사람동작영상 AI 데이터 구축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AI 학습용 이미지 Dataset 구축 | (주)케이티

2018

민간 상생 협력 위한 원모어트립 서비스 운영 모델 설계 컨설팅 | 서울관광재단

2018

어린이 놀이터 레포팅 및 운영 통합 시스템 개발 구축 | (주)아이노리랩

2018

국립 암센터 암 빅데이터 포털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 국립암센터

2018

딥러닝 학습용 DB 구축 및 자산화 | (주)케이티

스위트케이 설립 /기반구축

2017

AI 영상분석 커머스 서비스 구축 | (주)케이티

2016~2017

소상공인을 위한 위치 기반 실시간 홍보 및 이벤트 제공 마케팅 플랫폼 개발 | 서울관광재단

2016~2017

Performance Tracker 플랫폼 구축(수출) | 미국 RARE ANIMAL 社

2016

경기 관광 콘텐츠 빅 데이터 분석 | 경기관광공사

2016

Tax Refund 서비스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KTIS 모바일

2015

평창동계올림픽 신규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 기획/설계 컨설팅 | (주)케이티

2015

관광객 유치를 위한 디지털 구전 홍보 마케팅 설계 및 효과 측정 |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2014

강원대 빅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플랫폼 실습 개발

2013

스위트케이 설립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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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Awards 특허 및 수상
스위트케이가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하여 획득한 주요 특허 내역과 수상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특허

2021
-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데이터셋 제공 시스템
- 지능형 약관심사 서비스 제공 시스템

2020
- 개인맞춤형 생활체육 추천 플랫폼 시스템
- 기계독해 성능향상을 위해 표-이미지에 메타 문장을 생성하는 장치

2019
- 듀얼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낙상 예방 시스템 및 낙상 예방 방법
-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타임 슬라이스 영상 처리 장치 및 방법

2018
- 실시간 홍보 및 이벤트 제공시스템

수상

2021
한국특허정보원 2021년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전기/전자 부문 l 2년 연속)
머니투데이 2021년 대한민국 기업대상 (AI 부문 기술혁신대상 l 2년 연속)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아이어워즈 2021 스마트앱어워드코리아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아이어워즈 2021 웹어워드코리아 공공서비스분야 대상

2020
한국특허정보원 2020년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IT/솔루션 부분)
머니투데이 2020년 대한민국 기업대상 (AI부문 기술혁신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선정 (사람동작영상 AI 데이터 활용)

201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9년 인공지능분야 혁신기업 선정(AI 분야 60대 기업)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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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ﬁcation 인증
스위트케이는 AI 및 Data Science 기반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서비스의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1회차 | 2015~2017
3회차 | 2019~2021

중소벤처기업부 / 2021.11.18~2024.11.17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2021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1회차 | 2017~2020

한국기업데이터(주) / 2021~2022

2회차 | 2020~2022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KIST 패밀리기업 인증

경기도청 / 2020~20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021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ACCREDITED

ACCREDITED

™

™

ISO 9001 CERTIFIED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ion Body
MSCB 105

IGC 인증원 / 2021

ISO 9001 CERTIFIED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ion Body
MSCB 105

IGC 인증원 / 2021

ISO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ACCREDITED

™

ISO 9001 CERTIFIED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ion Body
MSCB 105

2회차 | 2017~2019
4회차 | 2021-2023

ACCREDITED

™

IGC 인증원 / 2021

ISO 9001 CERTIFIED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ion Body
MSCB 105

IGC 인증원 / 2021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사)한국무역협회 / 2014~2016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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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협력사
스위트케이는 AI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협력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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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here! 오시는 길
AI 및 Data Science 전문 기업 스위트케이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히 문의 해 주세요.

스위트케이

TEL

(82) 31-8091-0000

EMAIL

hi_sweetk@sweetk.co.kr

ADDRES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812호 (대륭테크노타운 15차)

SITE

http://sweetk.co.kr

4

FAX

(82)31-8063-9204

4호선 인덕원역 도보 7분 | 평촌역 15분

(인덕원역)

일반

22번, 1번, 8번, 8-1번, 777번, 60-1번

(평촌역)

일반

22번, 1번, 6번

(명학역)

일반

1번, 6번

마을

8번

간선

441번

(잠실) 양재대로 6.5km-우면산로6.3km-과천대로4.3km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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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K는 사람 사이에 마주볼 수 있도록
따뜻한 기술을 향합니다.

Ⅱ
개발기술

개발기술

Service

디캠프

레미

AI를 활용한
문서 디지털화
자동화 솔루션

환자모니터링
시스템
비 정형 문서
기계 독해

스위트K는 Sweet + Knowledge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ICT서비스로 제공

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D.CAMP

Data 처리

K.HINT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전략적 가이드 제공

Raw Data에서 인공지능

유용한 / 필요한 지식 생성

실시간 온라인 Survey 및 분석

PinBot
AI 심사(조회) 서비스

K.SURVEY

UniQcare
낙상방지 및 알림 서비스

데이터셋 생성 (이미지(2D/3D),
Text, 음성, Signal 등)

실시간 고객 리뷰 빅데이터 분석

SweetK 회사소개서

UniQpre
스마트 헬스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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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특허

듀얼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낙상예방시스템 및 낙상
예방 방법 (2021년)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데이터셋
제공 시스템 (2021년)

개인 맞춤형 생활체육 추천
플랫폼 시스템 (2020년)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타임 슬라이스 영상 처리 장치
및 방법 (2019년)

기계독해 성능 향상을 위해 표
이미지에 메타 문장을 생성하는
장치 (2019년)

실시간 홍보 및 이벤트 제공
시스템 (2018년)

SweetK 회사소개서

지능형 약관심사 서비스 제공
시스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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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SweetK Service Connect >

REMI

AI 챗봇

레미는 來(올래) 未(아닐미) 의 한자를 사용하여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라는 뜻으로 진화하는 AI 챗봇을 손쉽게 구축
할 수 있는 SweetK의 AI 챗봇 서비스

REMI 소개
사람 말의 의도를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응답을 주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

구성도
- Admin 기능을 통해 손쉬운 학습데이터 구축
- 시나리오 학습데이터를 테스트와 데이터 동시 구축
- 주제에 벗어난 질문이 들어올 경우, 적절한 대응 후 기존 대화로 돌아감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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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금융, 법률, 조선, 발전, 관광, 공공서비스 등 업무지원 검색서비스로 활용
- 금융/법률: 대출심사, 금융상품정보검색, 법률정보 검색, 카드사용통계, 대출상담, 법률 상담 등
- 조선/발전: 도면/약어 검색, 유사도면 검색, 스마트팩토리 업무지원, 견적, 구매 등
- 공공/관광: 공문서 검색, 미처리 민원확인, 위치기반 주변검색, 민원접수, 관광지 추천 등

적용된 주요 기술
문서입수·변환

기계 독해 심사지원 시스템

데이터셋 구축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제 10-1986345호

제 10-2110889호

제 10-2203320호

등록일자

등록일자

등록일자

2019.05.30

2020.05.08

2020.01.11

발명 명칭

발명명칭

발명 명칭

기계독해 성능 향상 위해 표·이미
지에 메타 문장을 생성하는 장치

지능형 약관 심사 서비스 제공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데이터셋
제공 시스템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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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SweetK Service Connect >

D.CAMP

데이터셋 가공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가공 플랫폼으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의 데이터 수집 / 전처리 / 가공 / 검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D.CAMP 소개
기본 모듈과 AI에 의한 자동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의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DCAMP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
화면을 제공합니다.
DCAMP는 현장 실증이 완료된 신뢰성 높은 솔루션입니다.

D
Data

데이터

C

A

M

P

Comprehensive

Analytic

Measureable

Product

포괄적

분석적

측정�가능한

상품

D.CAMP Modules
DCAMP AI Modules

DCAMP Basic Modules
데이터�확보
Data Source

데이터�조회

Image, MRC,
Keypoint Detection

A

��

B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C

Context Classiﬁcacion

D

Keypoint Detection

데이터�가공

��

데이터�작업�관리

��

Annotation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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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MP
Modules

Semantic Segmentation

기계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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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 인공지능 기반의 고품질 학습데이터 생성 및 검수, 검색 시스템
- Admin 기능을 통해 손쉬운 학습데이터 구축
- 모듈 1~4단계로 구성 (M1: 데이터확보, M2: 가공, M3: 조회, M4: admin)
- 학습 데이터 수집/적재, 탐색/조회/다운로드, 검수프로세스/어노테이션, 사용/권한 등의 작업 지원

기대효과
MRC 금융, 법률, 조선, 발전, 관광, 공공서비스 등 업무지원 검색서비스로 활용
AI Image 조선, 발전, 디자인 등 분야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 활용
Human Pose 의료, 뉴헬스케어, 자율주행차량(보행자) 등에서 서비스 활용 기대

MRC

AI IMAGE

HUMAN POSE

단어의 의미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심층 학습 기반 검색 모델

설계 도면, 동식물, 추상이미지 등 정보
제공 검색 모델

Pose Estimation 모델을 통한 Humanlike 동작인식 뉴헬스케어 서비스

적용된 주요 기술
데이터셋 구축
등록번호

제 10-2203320호
등록일자

2020.01.11
등록일자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데이터셋
제공 시스템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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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SweetK Service Connect >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UniQcare
병원 Edge 단말을 통해 영상 촬영 및 변환을 하고 이를 병원 내 서버로 전달, 환자 동작을 인식, 간병인 대상 특정 동작 알림
서비스 제공 시스템

UniQcare 소개
MEC 기반기술 환자모니터링시스템
- 욕창 여부, 낙상예방 및 방지, 식사 여부, 간병인 호출 실시간 서비스
(환경)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767건 가운데 74.4%인 571건은 ‘낙상사고’
(배경)매뉴얼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기관 낙상사고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의 과실을 60%로 판단

AI기반 Human Pose Estimation 선행 연구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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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 자세에 대한 감지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면서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
- 사람동작인식(Human Pose Estimation)을 활용하여 환자 및 Care 대상자에게 Marker 없이 일반 웹캠을 활용하여 16개
관절포인트를 인식
- 중앙서버에서 사용자(의료진/간병인/보호자)에게 환자의 낙상 상태 알림

기대효과
- 병원/응급실/요양원 등에 설치하여 환자의 낙상(긴급상태) 안내
- 개인 가정보급화로 긴급상황 서비스 제공

AI (Prevention notice)

AI + Data Recording

AI + Manager

낙상 방지 알림

낙상 방지 기록

간병인 기록

적용된 주요 기술
낙상 예방 시스템
등록번호

제 10-2205964호
등록일자

2021.01.15
발명 명칭

듀얼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낙상 예방 시스템 및 낙상
예방 방법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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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SweetK Service Connect >

비정형문서 기계독해(MRC) 모델 PinBot
금융, 제조, 관광, 의료분야 문서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구문을 찾아내는 솔루션

PinBot 소개
- 문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문단의 의미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
- 실제 업무 적용 사례에 의한 다양한 표안의 내용을 찾아주는 표처리 기술
- 학습 데이터 셋 가공을 위한 연계 제품(DCAMP) 구성

구성도
정보검색 모델

기계독해 모델

문서의 내용을 전처리 및 등록하여 가장 관련 있는 문서를 검색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질문을 이해하고 문단으로 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주는 모델. 각 산업에 도메인에 특화된

특히, 자체 표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문서 안에 있는 표/서식을

방식으로 학습/튜닝하여 적용이 가능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전처리 하는 모듈을 탑재하고 있음.

Domain
학습�데이터셋

문서자료

표/서식
전처리�엔진

기계독해
모델�구축

정보검색�모델

사용자�질의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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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연계시스템: 챗봇,약관관리,KMS,대국민QA
- 타겟도메인: 금융,공공(민원),발전소등
- 회사에서 간편하게 질의를 통해서 서류를 검색하고 조회 할 수 있음.
- 약관 심사와 같은 서류에서 체크해야할 특정 내용들을 자동으로 찾아봄으로 업무 능률 향상.

AI Chatbot

사람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응답을 주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

AI Finance

MRC AI 및 Elastic Search 기술을 활용
하여 접수된 사고의 보상 평가 업무 지원

AI Q&A

자연어처리(NLP) 기술 중 MRC를 활용
하여 주어진 문서를 기계가 이해하고
관련 질문에 답변

적용된 주요 기술
문서입수·변환

기계 독해 심사지원 시스템

데이터셋 구축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제 10-1986345호

제 10-2110889호

제 10-2018-0115262

등록일자

등록일자

등록일자

2019.05.30

2020.05.08

2018.09.27

발명 명칭

발명명칭

발명 명칭

기계독해 성능 향상 위해 표·이미
지에 메타 문장을 생성하는 장치

지능형 약관 심사 서비스 제공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데이터셋
제공 시스템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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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SweetK Service Connect >

AI 문서디지털화 자동화 솔루션 REDECA
P&ID 문서를 분석하여 AI가 자동으로 심볼과 텍스트를 찾아내는 솔루션

REDECA 소개
- 설계문서(P&ID)에서 심볼과 텍스트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
- 판독된 텍스트 중 정규식을 찾아주는 정규식 기술
- 심볼과 텍스트 수정을 통한 추가 학습기능

Core
심볼 엔진

DB 저장

01

도면 문서 등록

02

문서 등록

03

문서 변환
(pdf → 이미지)

OCR 엔진

정규식

04

05

06

도면인식 API

도면인식
결과 저장

도면 View

문서 폴더 내에
도면 이미지 저장

DB 내에 도면
인식 정보 저장

구성도
- Object detection 모델: 문서 내부에서 심볼의 위치와 심볼명을 찾아주는 모델
* 이미지 처리기술 이용, 큰 해상도의 문서도 문제없이 처리하는 이미지 전처리 모듈탑재
- OCR 모델: 문서 내부에서 텍스트의 위치와 텍스트 명을 찾아주는 모델
* 문서 중 정해진 정규식을 찾아서 title이나 심볼명을 판단하는 정규식 모듈을 탑재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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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연계시스템 : 챗봇
- 타겟도메인 : 발전소, 조선소, 플랜트 산업 등
- MRC 기술적용하여 문서안의 내용(이미지, 텍스트, 도면)으로 견적지원, 설계지원, 운영지원 등 지원
- 도면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도면 내부의 부품관리와 버전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업무 능률 향상

AI instrument diagram

도면의 Title Block, 심볼 및 라인을 인식
하여 디지털화

AI TEXT

이미지 학습을 통한 고성능 OCR기술의
텍스트 디지털화

AI IMAGE

비전기반 이미지 자동 태깅 기능 (내년
개발 예정)

적용된 주요 기술
설계문서(P&ID) 관련특허(예정)
발명 명칭

디지털 전환
(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
한 문서 및 도면의 인식 시스템
(등록 진행중)

SweetK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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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K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을 깊이 들여다 봅니다.

Ⅲ
주요 프로젝트

주요 프로젝트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추상 이미지 데이터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참여)
추상적 시각인식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 일반화 성능향상을 위해 스케치, 일러스트, 픽토그램 등의 추상적 이미지 데이터 셋 구축.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손 움직임 데이터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주관)
(손움직임) Ego-vision 손 2D/3D 데이터와 교통 수(手)신호 패턴 영상 데이터 구축.

2020~202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산업별 제품 및 생활공간 등의 필요한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3D포함) 제공을 위해 사이즈코리아(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및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사람인체·자세 3D AI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개발 (Human Shape Estimation)
(사람인체/자세 3D AI데이터셋) 2D인체 영상을 3D모델로 변환할 때, 자세(pose)와 형태(shape)를 추론하여 커머스, 스포츠, 헬스케어
보안, AR·VR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2D-3D 인체 영상데이터 50만건, 이미지 200만장 구축.

2021 (주)케이티

Auto-Labeling Core 기술 개발 및 적용
Data Labeling 자동화 기술 확보로, 다양한 NW 도메인/장비 대상 Data Labeling에 소모되는 AI 개발 인력 투입 시간 최소화 및 수작업
대비 수백배 이상 빠른 Data Labeling으로 AI 모델 개발 소요 시간 단축.

2019 (주)케이티

금융감독원 AI사모펀드심사지원시스템 구축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약관심사시 심사항목에 대하여 기계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기술 활용하여 제출된 문서
중 체크리스트에서 심사해야 할 내용들을 인공지능으로 검출 및 판단하는 인공지능 심사지원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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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장예지 솔루션
현장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정리 및 실적용(개선SW개발 및 실증테스트)
발전소 센서 데이터(시계열)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도입하여 미래고장예측 대용랑 분산 메시징 처리 후, 고장예측진단 엔진으로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S/W 개발.

2021 한국남동발전

운전 및 정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남동발전의 영흥발전소를 대상으로 AI 기반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인공지능활용 현장설비운전 및 정비지원시스템 개발
- 발전소분야 AIDA(MRC) 및 ALICE(P&ID) 적용 첫 사례

2020~20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선해양 설계 및 운영유지보수 (데이터 연계 지식기반 엔지니어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개발)
플랜트 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의 전주기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최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AI기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통합
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설계 및 운영 기술력 제고를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

2020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설계 챗봇
대우조선해양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계 도면, 각종 매뉴얼 등을 인식하여 운영에 필요한 질의시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챗봇 시스템.

2020~2021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서울 공식 관광 홈페이지 비짓서울 (한·영·중간·중번·일·러·말 등 7개 언어)와 모바일앱(한·영·중간·중번·일 등 5개 언어) 서비스 운영 및
서울관광 온라인 시스템, 인프라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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