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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Framework

Framework

인공지능 산업의 공급사슬(Supply Chain)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인공지능 산업은 여느 신산업이 그랬듯이 커다란 전후방 효과를 가진 긴 공급사슬(Supply Chain)로 연결된
산업이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인공지능 공급사슬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역량이 공급사슬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한다면 실패 없이 신속히 인공지능 기반 Digital
Transformation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공급사슬(Supply Chain)은 아래와 같이 기초 연구에서부터 사업 영역에 이르기까지 길고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

Background and Framework

1. 기초연구
딥러닝 등 Algorithm 연구 영역

2. 인공지능 요소 엔진의 개발
기초연구를 통해서 연구한 Algorithm을 요소 엔진으로 개발하는 영역

3.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정제 및 엔진 학습
요소 엔진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한 후 엔진을 학습시켜서 성능을
높이는 영역

4. 인공지능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
개발하고 학습시킨 요소 엔진들을 다양하게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영역

5.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인공지능을 접목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앞서 개발된 요소 엔진과 플랫폼과 연결해서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영역

6.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AI Only 혹은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영역

7. 인공지능 기반 사업모델 혁신(AI based Business Model Innovation)
전통적인 사업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업모델로 탈바꿈하는 영역

그러므로,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도 완전히 다르다. 기초 연구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 대한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하며, 뒤로 갈수록 연구와 개발 역량보다는 사업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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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도입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AI
Supply Chain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AI as a Service Platform)이란 무엇이며 왜 기업에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인공지능 기반 사업모델 혁신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하거나 도입하거나 혹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초연구를 위해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인공지능 기초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은 연봉이 매우 높지만,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연일 새로운 연구논문과 알고리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들의 회사에 도입을 해서 도입하여 사업모델 혁신을 이루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업은 자사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 즉,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기획한 후 원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손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AI as a Service Platform)이라 부른다.

12

Background and Framework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마음에이아이”(AI as a Service Platform “maum.ai”)

이런 이유로 마인즈랩이 오랜 동안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이 “마음에이아이 maum.ai”
이다.
maum.ai에서는,

1. Success Stories and Use Cases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의 성공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어느 산업, 어느 영역에 도입했는지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을 이루었는지 찾아보고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성공스토리에서
인공지능을 어느 영역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의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인공지능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 Products and Services
그렇다면 자신만의 성공스토리와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마음에이아이는 이 과정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다. 마인즈랩에서 연구 개발해서 제품화한 모든 알고리즘, 엔진, 데이터, 학습된 모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maum.ai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Data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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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맞춤형 AI는 On-Premise와 Cloud 기반 모두를 지원하며, Cloud 기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운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이 책의 구성 Make your own AI Service!
이 책은 고객사들 스스로 자신만의 AI Service를 만들 수 있도록, maum.ai의 서비스체계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다양한 성공스토리부터 활용 사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각종 AI 엔진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쉽게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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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ies & Use Cases

Smart Factory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제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후 최적화 솔루션 제시
•대부분의 생산공정에 적용 가능한 Maum MAAL을 통해 제조업 AI 혁신

Success
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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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포스코, maum MAAL을 통해 최적의 생산환경을 갖춘 스마트팩토리 구현
세계 최고의 철강제조회사인 POSCO에서 인공지능 제품생산 최적화 프레임워크인 maum MAAL(Manufacturing Analysis,
Automation and Learning)을 통해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했다. 스마트팩토리 MAAL은 IoT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존의
생산과 제조 전 과정에 도입하여 최적의 생산환경을 갖춘 지능형 공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우선 IoT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생산과정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가장
적합한 투입량, 생산량, 온도, 속도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POSCO는 비효율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지능형 공장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조공정 전반의 경쟁력을 더할 수 있었다.

2017년부터 2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조업 패턴 분석을 통한 처리시간 최적화, AI 속도 제어 알고리즘 기반 공정 속도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 냉강압연 공정 자동제어, 온도 예측 모델 및 시스템 개발, 소결 품질 및 생산예측 모델 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Maum MAAL은 여러 산업 분야의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어떤 생산공장에나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레임워크이며, 글로벌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2년여에 걸친 대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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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Smart Factory 카드 뉴스

공정 전체
실시간 모니터링

AI 스마트팩토리가 제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진동, 소음, 유해가스, 온도 등
공장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설비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인즈랩의 AI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포스코는 전체 영업이익의 10%인 2000 억원에
가까운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Make your own AI Service
with maum.ai

보수 & 점검
최적 시기 예측

소요 에너지의
최소화

생산 설비의 마모 등에 기반한
잠재적 결함, 부품 교체 시기 등을 예측하여
적절한 시점에 예방적 유지보수가
가능함으로써
품질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 결함
패턴을
파악하여 사후 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동 샘플링 데이터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실시간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용광로에 사용하는 석탄과 철광석 등 원료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은 5% 이상 개선되었고,
연료비는 4%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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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화학 공장에서의 안전
MAAL의 Big data analytics와 visual intelligence 기반으로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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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Manufacturing! 제조공정의 혁신을 가져올 AI 기술

•소요 에너지 최소화
공정 전 단계에 걸쳐 비정상적인
이벤트를 예측함으로써 공정을
효율화하고, 소요 에너지를 최소화했다.
•AI 기반 수요량 예측
경제 데이터, 생산 수요량 기록
등에 기반한 머신러닝을 진행했다.
•보수, 점검 최적 시기 예측
머신 러닝 모델을 활용해 최적의
시기에 주요 기기와 기계의 보수나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물류 비용 및 운송 최적화
물류와 운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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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mart City
서울시 딥러닝 차량인식
수원시 이상행동 CCTV

대구시 뚜봇 : AI 민원상담 챗봇

서울시 딥러닝 차량인식

Success Stories & Use Cases

•노후경유차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통해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통행량 30% 감소
•저렴하고 확장성과 유지보수에 유리한 센터 기반 AI 영상분석 방식 적용
•마인즈랩의 AI 기반 인식 솔루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Smart City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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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서울시 딥러닝 차량 인식

차량번호 인식 딥러닝 솔루션을 통해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통행량 30% 감소
서울시는 대기 질 개선과 노후경유차 관리를 위하여 마인즈랩과 공동으로 도로 CCTV를 사용한 차량 인식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는 노후 경유차량 진입 방지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통해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한 결과 서울 시내 노후경유차 통행이 최대 약
30% 줄었다고 발표했다.

저렴하고 확장성과 유지보수에 유리한 센터 기반 AI 영상분석 방식 적용
AI 기반 차량 인식 솔루션은 AI 기반 차량 인식 시스템과 AI 기반 차량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차량 동영상을 통해
번호판의 위치와 번호판 글씨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차량 검출, 차종 인식, 차량 번호판 위치 검출, 번호판 글씨 인식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단속한다. 마인즈랩의 차량 인식 솔루션은 센터 기반 AI 영상 분석을 사용하여 다른 분석 플랫폼과 머신러닝
AI 방식보다 저렴하고 확장성과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마인즈랩의 AI 기반 인식 솔루션을 통해 도로안전 효과 기대
마인즈랩의 센터 기반 AI 영상 분석 시스템은 뛰어난 확장성이 장점이다. 카메라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식 시스템으로 모듈식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추후 차량의 차선위반 검출, 보행위반 검출 등 도로 안전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안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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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딥러닝 차량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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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랫폼, 센터 기반 AI 영상 분석 플랫폼
선행학습 시스템의 구성 및 업무 흐름도 (차량 정보 인식 부분)

차 량 인식 정보
카메라 식별 정보
촬영 시간
인식 차량 수
차량 위치
차량 방향
번호판 위치
인식 신뢰도
차량 종류 ( 승용/버스/화물차)
차량 색상
얼굴인식 위치
인식된 정지 이미지
차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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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수원시 이상행동 CCTV

이상행동 CCTV 시스템을 통한 도시 안전과 범죄 검거율 향상
수원시는 도시의 안전과 범죄 검거율 향상을 위하여 마인즈랩의 이상행동 CCTV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이는 마인즈랩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동 개발 중인 이기종 CCTV 영상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CCTV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의 동작이나 동선, 그리고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등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분석하여 상황이나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감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AI의 이상행동 자동 검출 분석 시스템
기존의 CCTV 통합관제 상황실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3,141개소의 9,423대 카메라를 관제요원 49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관제요원 1인당 780대의 카메라를 모니터링하였다. 이러한 직접관제 감지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한
이상행동 CCTV의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스마트 관제를 통해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 검거율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통해 도로 및 골목길에서의 강도, 추행 등의 이상 상황을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공장 내에서 작업자의 졸도, 사다리에서 떨어짐 등의 이상 상황을 검출한다.

이상행동 영상 데이터를 통해 더욱 완성된 지능형 CCTV 개발
마인즈랩의 이상행동 영상 데이터는 향후 지능형 CCTV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활용된다. 지능형 CCTV는 현재 스마트
관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마인즈랩은 향후 이상행동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완성된 지능형 CCTV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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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CCTV 영상 데이터 구축 목적

이상행동 탐지 위한 알고리즘 개발

지능형 CCTV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CCTV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객체(사람)의 동작이나 동선,
객체들의 상호작용 등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분석하여 상황이나 이상행동을 감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관제

스마트 팩토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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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대구시 지능형 민원상담 “뚜봇” 성공적인 오픈

대구시 지능형 민원상담 “뚜봇” 성공적인 오픈
마인즈랩이 개발한 대구시 인공지능 상담사 ‘뚜봇’이 안정화 및 시범 오픈 기간을 마치고 2018년 6월 1일에 첫 선을 보였다.
‘뚜봇’은 마인즈랩이 대구시와 시작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민원 상담 서비스다. 뚜봇은 챗봇을 통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 AI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민원상담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시범 오픈을 거쳐 6월에 정식 오픈했으며, 웹페이지 외에
카카오톡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뚜봇의 답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언어 처리와 자연스러운 대화 재현에 주력했다. 특히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최신 질의응답(QA) 기술인 기계독해(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술을 도입하여 응답의 확도를
높였다. 기계독해는 복잡하고 긴 지문도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뚜봇은 각종 행정 지침이나 법률처럼
서술형으로 작성된 자료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20달구벌 콜센터에 1년간 축적된 40만 건의 콜을 분석하여
빈도가 가장 높은 대화 시나리오를 식별하여 대화가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뚜봇의 상담 영역도 여권에서 자동차 등록, 시정 일반, 지역 축제 등으로 확대됐다. 120달구벌 콜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분야를 확인하여 뚜봇이 상담 영역을 넓혔다. 특히, 대구시 민원 시스템인 두드리소와 달구벌 콜센터 등 대구시 유관 시스템은
물론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마인즈랩과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의를 거쳐 뚜봇을 기준으로 중앙 행정부처 및 타 지자체의 지능형
민원상담서비스 확산 및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면 어느 기관에서나 일관된 기준으로
자동상담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식베이스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스템 중복 개발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뚜봇과 같은 챗봇 형태의 자동 질의 및 응답 서비스는 효율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간편하게 하며,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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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을 위한 초석이 된다. 마인즈랩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대구시 AI 상담사 뚜봇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시 “뚜봇”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
2018년 4번째 개최되는 IDC(글로벌시장 분석 기관) 주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 평가인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2018’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시 대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지능형 상담시스템 뚜봇’이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이번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2018(Smart City Asia Pacific Awards, 이하 SCAPA)’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스마트시티 148개의 후보자 중 최종 19개의 최우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선발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시의 ‘지능형
상담 시스템 뚜봇’이 시민 참여 분야의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지능형 상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질의응답을 통해 여권, 차량 등록을 포함한 일반적인 민원 서비스와
축제정보 등 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다. SCAPA는 매년 IDC의 스마트시티 개발지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12개의 스마트시티 기능적 서비스 영역에서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선정한다.

“뚜봇” 고도화사업 행안부 최종 추진과제로 선정
한편 대구시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 ‘뚜봇’ 고도화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한 ‘2019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최종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2019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추진 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 기관이 총 50개 사업을 응모했으며, 중앙부처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결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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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대구시가 제안한 ‘뚜봇’ 고도화사업이 최종 추진과제로 선정돼 약 9억 원의 국가사업비가 투입된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지능형민원상담서비스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행정혁신을 앞당길 계획이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 챗봇 서비스는 고령층 등 채팅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 계층의 이용 불편과 여권, 차량등록 등 4개
분야로 한정된 서비스로 근본적인 시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텍스트, 단순 안내 등 제한된 서비스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상담분야 다양성 추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 및 학습데이터 구축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민원 전 분야로 확대하고 음성 상담•신고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가 구축한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을 타 기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뚜봇’을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의 전국 표준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뚜봇’ 고도화사업 선정은 대구시가 그 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 구축사업의 효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정부로부터 재차 인정받은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직면하는 민원사항을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7

MINDsStories
lab Introduction
Success
& Use Cases - Smart City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의 AI 민원 상담사 ‘뚜봇'
마인즈랩의 AI 챗봇 기술로 만든 대구시 ‘뚜봇'은 민원인의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기존 대비해
민원처리기간이 무려 91% 이상 줄었다. 뚜봇과 함께 대구시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민원처리가 가장 빠른
도시가 되었다.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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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Success
MINDsStories
lab Introduction
& Use Cases - Smart City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의 AI 민원 상담사 ‘뚜봇' - 상담 가능 영역
기존 여권분야를 포함해 120달구벌 콜센터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자동차등록, 시정일반과 지역축제로
상담영역을 확대하였다.

여권
발급방법, 발급처,
발급기간,
신청서류 등
다양한 시나리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문의에 대응

§ 여권발급방법
§ 여권발급처 및
업무시간
§ 여권발급기간
§ 여권신청서류
§ 여권대리신청
§ 여권수령방법
§ 여권대리수령
§ 여권우편수령

자동차등록
§ 여권발급수수료
§ 여권접수증분실
§ 여권분실
§ 여권재발급
§ 여권훼손
§ 여권습득
§ 여권만료
§ 여권사증추가
§…

사업소위치,
업무시간,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다양한 시나리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문의에 대응

시정일반
구조화된 조직별
업무 및 연락처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사용자 문의에
대응

§ 노점상 신고
§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
§ 폐기물 처리
§ 소음 신고
§ 시민 생활 상담
§ 불법 주정차 신고
§ 세금 확인
§ 동물 시체 처리

§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 차량등록업무시간
§ 차량 신규등록
(
§ 임시운행허가
§ 차량이전등록
§ 차량변경등록
§ 차량번호판
변경등록

§ 차량번호판 분실
§ 차량번호판 추가
발급
§ 차량번호판 봉인
분실 및 훼손
§ 차량 말소등록
§ 차량 계기판 고장
§ 차량등록증 재발급

지역축제
§ 불법 현수막 신고

구조화된 축제
정보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사용자 문의에
대응

§ 축제
§ 축제
§ 축제
§ 축제

정보
목록
위치
기간

(

39

Success Stories & Use Cases

2.3

Video Search & Analysis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Success Stories & Use Cases

Video Search & Analysis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식별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불법 영상물 식별•검색 가능한 기술
•불법 영상물 유사 패턴 검출 성능 100%, 영상 10초만 재생해도 불법 영상물 검출 가능
•마인즈랩 시각지능 자체 개발한 딥러닝 영상 이해 프레임워크 ViSUAL 활용

Success Stories & Use Cases - Video Search & Analysis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식별
“유튜브 시대, AI로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찾아낸다” - 딥러닝 기반 영상물 식별 기술
불법 영상복제물에 대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의 불법 영상 필터링 기술을 피하는 기법이 널리 퍼져있었다.
유튜브와 웹하드 등의 영향으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상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법으로는 불법
영상물을 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AI 영상 식별 기술을 통해 기존 방식의 불법 영상 검출이 보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기술
역시 높은 성능과 검출 속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상물을 비교하거나 식별하는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불법 영상물 식별•검색 가능한 기술
마인즈랩은 인공지능으로 불법 유통되는 영상 저작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마인즈랩이 연구개발한 딥러닝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물 식별 기술로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영상 유통과 소비가 활발해지고 불법 웹하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딥러닝을 통해 불법 유통•제작이 의심되는 영상을 빠르게 찾아내고,
기존 방식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왜곡된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불법 영상물 유사 패턴 검출 성능 100%, 영상 10초만 재생해도 불법 영상물 검출 가능
이 AI 영상물 식별 기술은 우수한 성능과 상용화되기에 충분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다양한 형태로 왜곡된 영상물 10가지
종류의 패턴에 대해 100% 정확도로 검출해내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전체 영상을 다 보지 않고 10초 정도의 분량만 보더라도
판별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영상물을 검색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적용되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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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속도이다.

마인즈랩 시각지능 자체 개발한 딥러닝 영상 이해 프레임워크 ViSUAL 활용
이번 연구개발 과정에 마인즈랩 시각지능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딥러닝 영상 이해 프레임워크 ViSUAL(Video Search,
Understanding, Analytics and Learning)을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ViSUAL을 통해 컴퓨터는 영상 속 등장인물
간의 대화와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물체, 상표, 간판, 자막 등의 글씨와 화면마크 등 영상에 나오는 특징을 검출하고 인식한 후,
각 특징의 시간에 따른 흐름을 영상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마인즈랩은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다양한 시각지능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마인즈랩 시각지능연구소를 통해
개발된 이미지 문서 검출•인식 프레임워크인 마음 DIARL(Document Image Analytics, Research and Learning)은 KEB
하나은행의 AI 금융 비서 서비스인 ‘하이뱅킹’에 적용되면서 성공적으로 상용화된 바 있다. 마인즈랩은 영상과 이미지를 이해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시각지능 상용화 역량을 더욱 다져나가고 있다. 앞으로 AI 영상물 식별 기술 통해
영상물을 비교하거나 식별하는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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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지능 기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Video Search & Analysis 카드뉴스

영상이 더 편한 유튜브 시대

시각지능 기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Make your own AI Service

영상물 10초
분량으로 내용 판단
한국 저작권 보호원은 마인즈랩의 AI 영상물 식별
가능
기술로

영상의 10초 정도 분량만 보더라도 영상물을
검색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입니다.

높은 인식 기술로
왜곡된 영상물도 식별
마인즈랩의 AI 영상물 식별 기술은
영상 속 등장 인물 간의 대화와 특정 위치에 있는 물체,
상표, 간판, 자막 등의 글씨와 화면 마크 등을 정확히
인식하여 왜곡된 영상물까지도 한 번에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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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이해 maum VISUAL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보호시스템 개발(2018) 사례이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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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mart Office
공공부문 녹취시스템
대기업 사내챗봇 시스템

공공부문 녹취 시스템

•실시간 STT 시스템을 통한 녹음자료의 데이터화
•녹취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Success Stories & Use Cases

Smart Office

Success
MINDs
Stories
lab Introduction
& Use Cases - Smart Office

공공부문 녹취 시스템

실시간 STT 시스템을 통한 회의자료의 데이터화
공공 기관의 주요 회의 진행 시 마이크별 입력되는 음성데이터를 음성인식 서버로 전송하여 문자로 변환하고, 실시간 변환된
문자를 회의록 작성 담당자의 PC 화면에서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문자 변환된 결과는 녹취파일과 함께 DB에
저장되어, 추후 회의록 검색 및 청취, 편집 업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녹취 시스템이 없던 기존에는 회의록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회의 내용 중 주요한 쟁점(10% 이내)에 대해서만 결과를
정리하였고, 배포 및 확인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방대한 녹음파일(일 1천 시간 이상)을 보관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를 검색 및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녹취 시스템을 통해 20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
녹취 시스템은 딥러닝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하여 1일 평균 1천 시간 분량의 녹취 학습 데이터 구축을 통한 인식률 향상 및 사용자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녹음시스템 개발을 범위로 한다. 인터뷰 결과에서 언급된 속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장단위에서 어절단위
Display로 변경하고, 속기 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고민하여 추가하였다.
실시간 / 배치 문자 변환자료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업무 지원, 녹취 내용 확인을 손쉽게 함으로써 기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기존 회의실 녹취 인프라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의 STT(음성인식) 서버에서 문자변환 결과를 실시간
Streaming 서비스로 제공하고, DB에 저장하여 빅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할 경우 연 약 20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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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녹취 시스템

회의실의 마이크와 연결된 음향믹서로
화자별 음성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자 자료를 전시•편집하여
실시간 회의록 작성을 지원한다.

•실시간 문자자료 편집 화면
실시간 문자자료 편집
선택된 발화자만 자동기록 조회
편집된 문자 색깔 변경 표시
북마크 설정/해제
발화자 변경(키보드의 숫자 키 이용)
문자자료의 문자(장) 복사 및 붙여넣기
•편집된 문자자료 저장
편집된 문자자료 속기록(HWP)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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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 챗봇 시스템

•‘1000만 사내 정보’ 업무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도입
•대화형 챗봇을 통해 업무 효율 향상과 창의적 사고 확산 기대
•대화형 챗봇으로 수평적인 소통문화를 확산하여 사무환경을 지속적으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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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 챗봇 시스템

‘1000만 사내 정보’ 업무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도입
대기업 A사는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을 본격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화형 챗봇은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능력과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직원들은 메신저처럼
대화형 챗봇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대화형 챗봇을 통해 사내 지적 자산을 간단히 검색해 업무에 활용
대화형 챗봇으로 1,000만 건 가량의 사내 지적 자산을 간단히 검색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부서의 정보에도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직별로 문서를 관리하여 타 부서에서는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보 검색에
불편함이 생기고 관련 담당자는 단순 반복성 문의에 대한 대응으로 시간을 뺏기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대화형 챗봇으로 수평적인 소통문화를 확산하여 사무환경을 지속적으로 혁신
대화형 챗봇 사용은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무 환경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대화형 챗봇의 핵심 기술은 A사가 딥러닝 오픈소스를 활용해 구현한 것으로 추가 비용 투자 없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며, 사용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 향상과 기술개발 과정의 창의적
사고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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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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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 AI 스피커용 영어말하기 콘텐츠
삼성영어 : 셀레나 선생님
딥스터디
EasyTalk : 눈으로 보는 전화영어
mAI English : AI 영어 학습 친구

LG U+ : AI 스피커용 영어말하기 콘텐츠

Success Stories & Use Cases

Edu Tech AI

•LG유플러스와 공동 개발한 U+ 우리집 AI ‘YBM 영어 말하기’ 출시
•고도화된 AI 영어 말하기 학습 기술 탑재
•사용자 발화 원어민과 비교•평가 가능한 마인즈랩 ‘마인즈 잉글리시’ 적용해 AI 스피커 맞춤형으로 개발
•타깃 고객 실제 음성 데이터 기반 적응 학습 방식 적용해 서비스에 최적화된 높은 인식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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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 AI 스피커용 영어말하기 콘텐츠

AI 영어 학습 기술, LG유플러스 우리집 AI ‘YBM 영어 말하기’에서 체험

LG유플러스와 공동 개발한 U+ 우리집 AI ‘YBM 영어 말하기’ 출시
마인즈랩과 LG유플러스가 손잡고 준비한 AI 스피커용 영어 말하기 학습 서비스인 U+우리집 AI ‘YBM 영어 말하기’가
서비스되고 있다. 이 AI 스피커용 영어 말하기 서비스에는 AI 스피커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학습
엔진이 탑재되었다.

AI 스피커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 주고받으며 영어 공부 - 고도화된 AI 영어 말하기 학습 기술 탑재
LG유플러스와 함께 개발한 YBM 영어 말하기 서비스는 7~10세의 아이들이 유플러스의 AI 스피커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원어민
인공지능 선생님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영어 문장 300개를 익힐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 발화 원어민과 비교•평가 가능한 마인즈랩 ‘마인즈 잉글리시’ 적용해 AI 스피커 맞춤형으로 개발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영어 학습 솔루션인 마인즈 잉글리시(MINDs English)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마인즈 잉글리시는
음성인식, SDS(Spoken Dialogue System) 대화 처리 등의 AI 기술에 기반해 사용자의 발화를 듣고 이해한 인공지능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지속적인 학습을 돕는 솔루션으로,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별도의 교재 없이 AI
스피커만으로도 사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경험하고 정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인즈 잉글리시에 탑재된 AI 스피커용
영어 말하기 학습 엔진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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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고객 실제 음성 데이터 기반 적응 학습 방식 적용해 서비스에 최적화된 높은 인식률 특징
AI 스피커용 영어 말하기 학습 엔진이 발화의 정확도와 유창성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적응 학습(adaptive learning) 방식을
통해 서비스에 적용된 개별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다. 적응 학습은 영어 말하기 서비스 타겟
고객층의 실제 음성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생활 소음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숙한 영어 발음에 대한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문법적 정확도에 대한 정밀한 피드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 서비스의 목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동시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과
사용자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와 함께 준비한 YBM 영어말하기 서비스를 통해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AI 스피커용 영어 말하기 학습 엔진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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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의 핵심은 인공지능
교육 기업들은 AI를 어떻게 접목했을까?

LG 유플러스 ‘YBM 영어 말하기’
AI 스피커에 마인즈랩의 AI 영어학습 솔루션을
탑재해 AI 스피커 기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300개 이상의 영어 문장을 학습할 수 있어
AI 스피커만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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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영어 : 셀레나 선생님

Success Stories & Use Cases

Edu Tech AI

•마인즈랩, 삼성출판사와 AI 기반 영어 학습 프로그램 ‘셀레나 선생님’ 런칭
•음성인식•텍스트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 통해 학습자 개별 맞춤형 반복 학습 돕는 AI 영어 교육 서비스
•영어 표현, 영어 대화 능력, 발음 등에 대해 객관적 평가 수치 제공… 다양한 회화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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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영어 : 셀레나 선생님

발음 평가부터 회화 연습까지… 1:1 맞춤형 인공지능 원어민 영어 교육 서비스

마인즈랩, 삼성출판사와 AI 기반 영어 학습 프로그램 ‘셀레나 선생님’ 런칭
삼성출판사(대표 김진용)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AI 원어민 선생님 ‘셀레나 선생님’이 런칭됐다.
삼성영어는 삼성출판사가 운영하는 초중등 영어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 1,3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셀레나
선생님은 시범 수업을 거쳐서, 전국의 가맹 학원에 전면 도입되었다. 셀레나 선생님에는 마인즈랩이 2018년에 출시한 ‘마인즈
잉글리시’ 관련 핵심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됐다.

음성인식(STT)•텍스트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 통해 학습자 개별 맞춤형 반복 학습 돕는 AI 영어 교육 서비스
삼성영어 AI 원어민 선생님 ‘셀레나 선생님’은 음성인식과 텍스트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반복
학습하고 개인별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크게 회화 연습과 발음 평가로 구분되어 있는 셀레나 선생님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매일 7분 동안 아는 부분은 반복 학습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학습을 하는 등 1:1 맞춤형 마무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어 표현, 영어 대화 능력, 발음 등에 대해 객관적 평가 수치 제공… 다양한 회화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도 완비
‘셀레나 선생님’은 학습자의 발음 정확도는 물론 영어 표현, 영어 대화 능력을 평가하여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영어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한다. 발음 평가의 경우, 학습자 음성을 텍스트로 인식하여 정답 텍스트와 비교한 뒤, 단어 단위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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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어민 발음과 학습자의 음원을 비교 분석하여 발음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마인즈랩은 삼성출판사와 ‘셀레나 선생님’을 공동 개발하며, ‘셀레나 선생님’에 도입된 음성인식 관련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했다. 초등학생은 물론 영어에 미숙한 성인의 영어 발음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원어민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셀레나
선생님’에 한국인의 발음•발화에 특화된 STT 엔진을 탑재했다. 또한 다양한 회화 상황을 가정하여 대화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따라 읽기, 회화 연습 등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출시 1년을 맞은 마인즈 잉글리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기존 교육업계에서 어려움을 겪던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교육용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출판사와 함께 준비한 AI 원어민 선생님 ‘셀레나 선생님’을
시작으로 음성인식 및 평가 등 개별 엔진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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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학습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삼성영어 '셀레나 선생님'
마인즈랩과 함께 하는 ‘셀레나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은 AI에게 발음을 평가 받고 회화를 연습한다.
삼성영어는 셀레나 선생님을 점차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도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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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터디

•AI튜터로 방문 관리 부담은 줄이고 방문 교사는 감성 관리에 집중
•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AI튜터
•흥미 중심 학습, 반응형 학습 구현

Success Stories & Use Cases

Edu Tech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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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터디

AI튜터로 방문 관리 부담은 줄이고 방문 교사는 감성 관리에 집중한다.
기존 방문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관리를 하던 업무를 AI튜터가 일정 부분 대체한다. 학습 확인, 복습 활동
등을 AI튜터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관리교사들은 방문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대신 학습자 및 학부모 감성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AI튜터
책, 교재, 교구 등을 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습 유형에서 AI튜터는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당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함께 책 읽기, 독후 후 활동, 질의 응답 등을 AI튜터가 수행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의 학습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흥미 중심 학습, 반응형 학습 구현
학습자가 혼자 공부하는 환경에서 흥미를 일으키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
모델을 구축한다. 위키봇, 날씨봇 등의 다양한 챗봇 기능을 통해 학습자는 궁금한
것은 바로 물어보고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단순 정보의 획득 기능뿐만 아니라
AI튜터와 묻고 대답하는 반응적 학습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구구단 게임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게임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학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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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의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딥스터디
기존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AI 기술을 접목한 마인즈랩의 기업 맞춤형 B2B 솔루션

AI
T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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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alk : 눈으로 보는 전화영어

•맞춤형 학습 가능한 AI 전화영어 서비스 ‘Easy Talk’ 전화영어’ 출시
•전화영어에 주제별 회화 학습 가능한 마이잉글리시 결합
- 전화 수업 내용도 음성인식 통해 눈으로 확인
•기존 전화영어의 한계를 극복한 Easy Talk 전화영어를 통해 영어교육용 AI 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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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alk : 눈으로 보는 전화영어

맞춤형 학습 가능한 AI 전화영어 서비스 ‘Easy Talk’ 전화영어’ 출시
마인즈랩은 영어교육 자회사 마인즈에듀와 함께 AI 기반 개인화 전화영어 서비스인 ‘Easy Talk 전화영어’를 출시했다. Easy Talk
전화영어는 기존의 전화영어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과 마인즈랩의 AI 영어교육 서비스인 ‘마이잉글리시’가 더해진 AI 기반
전화영어 학습 서비스다. 업계 최초로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모바일 상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수업 리뷰와 개인화 맞춤형 말하기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화영어에 주제별 회화 학습 가능한 마이잉글리시 결합 - 전화 수업 내용도 음성인식 통해 눈으로 확인
학습자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전화영어 수업이 끝난 직후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텍스트로 옮겨진 실제 대화 내용을 리뷰하고,
잘못된 표현의 피드백을 제공받는다. 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주제에 따라 주요 표현을 따라 읽으며 AI로부터 발음과
발화에 대한 평가를 받고,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하거나 AI와 해당 내용을 주제로 회화 연습도 할 수 있다.

기존 전화영어의 한계를 극복한 Easy Talk 전화영어를 통해 영어교육용 AI 기술 고도화
기존의 전화영어는 복습할 방법이 적고 말하기 연습도 힘들어 회화 학습에 한계가 있었으나 Easy Talk 전화영어는
기존 전화영어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화 실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인즈랩은 2017년 기업용 AI 기반 영어교육 솔루션인 마인즈잉글리시를 공개한 이후 영어교육용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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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영어 브랜드 이지톡
기존의 전화영어에 마인즈랩의 AI 음성인식기술을 결합해 업계 최초로 ‘눈으로 보는 전화영어’를 런칭하여, 소비자
만족도 97% 달성, B2B 전화영어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Easytalk : 눈으로 보는 전화영어
기존의 전화영어에 음성인식을 더해,
자신과 선생님의 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복습할 수 있는
AI 영어교육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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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alk 전화, 화상영어 예복습 Flow
수업 전 예습용 AI Practice 와 수업 후 복습용 STT(Speech to Text)와 AI Practice로 학습 성취도 극대화한다.

AI 예습 (Practice)

AI

수업 1시간 전 예습 알림톡 발송
예습용 AI Practice 서비스 제공
예습용 Speaking 5문항 연습
수업 전 무제한 연습으로 학습 내용 사전 이해

원어민 강사와 전화, 화상수업
원어민 강사와의 1:1 말하기 수업
예습한 내용 활용 Speaking 학습

AI 복습 (STT 리뷰 & Practice)
수업 20분 후 복습 알림톡 발송

AI

수업내용 보기 STT 리뷰
수업 중 틀린문장 Correction 5문장 학습
복습용 AI Practice 서비스 제공
복습용 Speaking & Writing 5문항 연습
수업 후 무제한 연습으로 성취도 상승
AI Report 확인과 취약 부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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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alk의 AI 예습 Practice

R eport

R 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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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English

Success Stories & Use Cases

•음성 인식 기술과 발음 평가 기술을 융합해 언제 어디서나 영어 말하기 훈련
•원어민 발화와 비교하여 정확도와 유창성, 발음을 평가
•학습자 개인 맞춤 피드백 및 관리를 제공하는 나만의 AI 학습 가이드
•외국인 앞에만 서면 아는 영어도 나오지 않는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불안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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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English

음성 인식 기술과 발음 평가 기술을 융합해 언제 어디서나 영어 말하기 훈련
한국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최대 약점은 영어로 말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음성 인식 기술과
발음 평가 기술을 융합한 영어 말하기 훈련 앱을 출시하였다. 한국인 영어 발음에 특화된 음성 인식 기술이 학습자의 발화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음 평가 기술을 통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발화한 문장을 듣거나 텍스트로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원어민 발화와 비교하여 정확도와 유창성, 발음을 평가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를 정확도, 유창성, 발음 측면에서 원어민 발화와 비교,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동안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말하기 피드백을 AI 기술이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비용과 시간, 장소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어민 없이도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학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습자 개인 맞춤 피드백 및 관리를 제공하는 나만의 AI 학습 가이드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측면 중 큰 축은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이 잉글리시는 각 개인별 말하기,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진도, 말하기 향상 정도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자신만을 위한 가이드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어 향후 학습에 적용 가능하여 적응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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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앞에만 서면 아는 영어도 나오지 않는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불안감 해결
10년 넘게 영어공부를 했지만 외국인 앞에만 서면 긴장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고충을 AI 대화 기술로 해결했다. 인공지능
캐릭터인 마이(mAI)와 대화를 나누면서 외국인 앞에서 느끼는 영어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과 답변에 따라
반응하는 마이와의 대화를 통해 부담없이 영어로 이야기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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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인공지능 원어민 선생님, mAI English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말이 트일 때까지 AI 친구 ‘마이’와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잉글리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왕초보 탈출! 그리고 끊임없는 말하기 학습!

넘쳐나는 영어 학원, 회화 학습 서비스… 그렇지만 반복 학습이 가능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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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말하기 - 발음과 발화의 정확도, 유창성을 한번에
mAI English는 학습자의 영어 문장 발화를 인공지능이 듣고 얼마나 원어민의 발음이나 억양과 가까운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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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기 - 다양한 상황에서의 회화 훈련을 AI와 함께
mAI English는 여행, 쇼핑, 회의 등 다양한 영어 회화 상황을 가정하여 인공지능과 음성이나 텍스트로 대화 훈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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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평가하기 - 원어민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 제시
mAI English는 문장의 정확도 및 발음 평가를 제공하며 학습량과 실력 향상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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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inTech AI
하나은행 HAI Banking

하나은행 HAI Banking

Success Stories & Use Cases

FinTech AI

•말 한마디로 해외 송금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차원이 다른 은행 AI 서비스
•최신 딥러닝 기반의 3종 인공신경망 엔진으로 고객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시각지능 프레임워크 적용한 ‘하이렌즈’로 화폐, 고지서 등 다양한 이미지 인식 및 자동 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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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HAI Banking 고지서 자동인식, 화폐인식, 챗봇

말 한마디로 해외 송금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차원이 다른 은행 AI 서비스 경험 선사

마인즈랩, KEB하나은행 ‘하이뱅킹’ 구축 완료 “언어•시각 지능 AI 신기술 총망라”
마인즈랩, KEB하나은행 ‘하이뱅킹'을 구축하였다. 최신 AI 기술 통해 인터페이스 확장,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렸으며, 3D AI
금융비서와 음성, 텍스트로 대화하고 간단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이뱅킹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KEB하나은행의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 ‘하이(HAI)뱅킹’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고객 서비스 중이다. 마인즈랩은 언어•시각 지능 분야의 최신 AI
기술을 총망라함으로써 고객 인터페이스를 넓히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도 끌어올렸다.
KEB하나은행과 진행한 하이뱅킹 2차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이 3D 인공지능 금융 비서와 음성 및 텍스트로 대화하며 계좌이체,
상품 가입 및 추천, 환전 및 해외 송금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적용된 자연어 및 대화 처리 관련 AI 신기술을
도입했다. 또한 시각지능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하이렌즈’ 기능을 통해 외화 지폐 인식, 고지서 자동 납부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AI 뱅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시각 영역까지 확장했다.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3종 인공신경망 구조 대화 엔진 통해 고객 의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KEB하나은행과의 이번 프로젝트에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마인즈랩의 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maum.ai)의
다양한 AI 엔진을 통합적으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인지 채널을 텍스트에서 음성, 시각으로 확대하고 대화 이해
수준을 한층 높여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AI 비서 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마음에이아이의 M2U 플랫폼을 통해 인공신경망
구조의 딥러닝 대화 엔진을 기능하게 함으로써, AI 금융 비서가 고객의 의도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기존보다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 M2U(Maum to You)는 AI의 인지와 추론 지능을 활용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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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심의 AI 기반 서비스를 이끄는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시각지능 프레임워크 적용한 ‘하이렌즈’ 통해 화폐, 고지서 등 다양한 이미지 인식 및 자동 납부 지원
시각 지능 프레임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시각 지능 프레임워크 maum DIARL(Document Image Analytics,
Recognition and Learning)을 하이뱅킹에 도입해 화폐, 고지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간단한 거래까지
자동화하는 ‘하이렌즈’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외화 지폐를 촬영하면 해당 지폐가 사용되는 국가와 현재 환율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요금, 수도세 등의 고지서를 하이렌즈로 찍으면 자동으로 납부가능하다. 하이렌즈를 통해 maum DIARL
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 만큼, 해당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표(테이블)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구조 파악 기능에 특화된 점을 살려
기존의 OCR 중심의 문서 인식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AI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그 기술 수준 또한 끌어올림으로써 마인즈랩의 최신 딥러닝 인공지능 엔진과
플랫폼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B하나은행의 하이뱅킹 서비스가 고객에게 사랑받는 AI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IoT 및 로봇 기술과 융합해 마인즈랩의 AI 기술이 CS,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엔진의 성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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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HAI 뱅킹
FinTech AI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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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최초로 전사시스템의 AI화에 성공
한국의 시중은행 이용자들은 더 이상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는다. 마인즈랩의 기술을
접목한 뱅킹 서비스 하나만 있다면 스마트폰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모든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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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nsurTech AI

현대해상 AI음성봇
화재보험사 B사 AQC
생명보험사 C사 AQC
화재보험사 D사 자동 콜 분류

현대해상 AI 음성봇

Success Stories & Use Cases

•실제 상담원 같은 AI 음성봇을 통한 상담 업무효율성의 비약적 증가
•AI 음성봇의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 심사 시간 대폭 감소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2차 지정대리인

InsurTech AI

Success
MINDs
Stories
lab Introduction
& Use Cases - InsurTech AI

현대해상 AI음성봇
실제 상담원 같은 AI 음성봇을 통한 상담 업무효율성의 비약적 증가
현대해상은 마인즈랩의 AI 음성봇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는 보험 계약 대출 금융서비스 위탁처리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현대해상에 제공하는 마인즈랩의 AI 음성봇은 실시간 STT 기술과 챗봇 기술이 접목되어 실제 상담원에 가장 가까운
상담서비스를 구현한다. 현대해상은 AI 음성봇을 통해 반복적 성격의 아웃바운드 콜을 처리하면서 상담원의 업무효율성의
비약적 증가와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AI 음성봇의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 심사 시간 대폭 감소 및 서비스 품질 개선
20분 가량의 음성학습으로도 개인 특유의 억양과 사투리까지 복제하는 AI 음성봇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기계적인 목소리와
대화하기를 꺼리는 고객에게 더욱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 현대 해상은 반복적인 전화를 AI 음성봇으로 대체하고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심사시간을 10분 이내로 대폭 줄였다.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2차 지정대리인
지정대리인이란 금융사에만 허가했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수탁하여 수행하는 제도다. 마인즈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이후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와 실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와
보험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자동화를 통해 보험사의 업무 효율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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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AI 음성봇
InsurTech AI 카드뉴스

TTS 기반
아웃바운드 해피콜 구축
마인즈랩의 음성 합성 기술과 챗봇 기술이
접목된 AI 음성봇은 20분 가량의 상담원
음성데이터 학습을 통해 통해 실제 상담원에
가장 가까운 음성을 생성한다. 반복적 성격의
아웃바운드 콜은 AI 음성봇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완전 판매 모니터링

보험계약대출심사
대폭 감소

신규 보험을 채결할 때,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고 주요 서류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자동화하여
각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AI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원이 처리해야 했던 반복적 성격의
전화를 AI 음성봇으로 대체하여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하게 되면서 심사시간이 10분 이내로 대폭 감소
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가 핵심 금융서비스를
위탁 처리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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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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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 AI 음성봇, 보험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Case 3. VIP 대상 1:1 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Case 4. 개별 문의 사후 아웃바운드 응대 자동화



영상보기1



영상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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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사 B사 AQC

Automatic Quality Control

•AI 음성봇 서비스를 통한 자동 심사로 상담효율 43% 향상
•업무 효율 증가, 상담품질 향상, 불완전 판매 감소

Success Stories & Use Cases

InsurTech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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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사 B사 AQC Automatic Quality Control

보험 자동 심사로 업무효율 43% 향상
화재보험 B사는 계약 체결 직전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고객정보, 구매 동의여부등을 확인하였다. 한 콜당 평균 소요시간은
60분 가량이었고 빨리듣기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할 때 소요되는 최종심사시간은 고객당 40분 내외였다.
이제는 STT와 TA의 도입으로 60분 가량의 콜을 내용적으로 분류하여 모니터에 띄워주어 고객응답이 있는 곳은 건너뛰고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골라듣기, 반복듣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 고객에 대한 심사 시간이
10~15분으로 줄어들었고 심사의 정확도는 올라갔으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었다. 또한 인원을 더 증원하지 않고도
TM업무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 효율 증가, 상담품질 향상, 불완전 판매 감소
마인즈랩의 maum AQC는 상담센터의 업무내용을 시각화,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며 노동력 절감과 상담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B사는 AQC를 통해 기존 QC 업무 효율이 40% 이상 증가하였고 계약 건당 QC 소요시간을 평균 15분 내외로 단축하였으며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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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인슈어테크로 어떻게 활로를 모색했나?
InsurTech AI 카드뉴스

화 재보험사 B사 AQC

AI 보험 자동심사 상담효율 43% 증가
녹취콜 수기심사 30-40분 소요 >> AI 기반 10분 이내 자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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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품질관리 시각화, 자동화 솔루션 maum AQC의 혁신적인 방식의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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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C사 AQC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 효율 향상과 업무 표준화, 모니터링 역량 향상

Success Stories & U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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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C사 AQC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불전판매 모니터링
생명보험 C사는 QA 업무의 효율을 위해 STT/TA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을 30% 향상시켰다.직접 콜을 청취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2~3배 더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QA 업무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CS 상담원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QA 업무 표준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불완전 판매 / 민원 예방 효과
표준스크립트 항목을 판단하는 등의 시스템 전건에 대한 1차판정을 시스템이 해 주므로 상담원별 업무편차는 감소되었고 QA
상담원은 고객동의 판정, 금칙어, 혹은 불완전 판매의심 구간 확인 등 난이도 높은 항목만 점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심사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었고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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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인슈어테크로 어떻게 활로를 모색했나?
InsurTech AI 카드뉴스

생 명보험사 C사 AQC
완전판매 모니터링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체결까지
원스톱 처리



영상보기

완전판매 모니터링 AI 음성봇 도입
>>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체결까지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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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Tech AI

화재보험사 D사 자동 콜 분류

•정확한 상담 콜 분류를 통한 체계적인 고객대응 프로세스
•더 적은 상담원으로도 더 효율적이며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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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사 D사 자동 콜 분류

정확한 상담 콜 분류를 통한 체계적인 고객대응 프로세스
화재보험사 D사는 마인즈랩의 AI 서비스를 자동 콜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일 평균 6만여 건의
상담 콜을 정확히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D사의 6만여 건의 상담 콜은 정확도 97.2%로 13개의 카테고리에
자동 분류해준다.

더 적은 상담원으로도 더 효율적이며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상담 진행
D사는 상담 콜 전체에 대해 고객불만 여부 및 불만원인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여,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고객의 불만 흐름을 이해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불만유형을 구분하고 불만의 강도를 정의한 후에, 고객 불만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 마인즈랩의 STT/TA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D사는 더 적은 상담원으로도 더
효율적이며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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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인슈어테크로 어떻게 활로를 모색했나?
InsurTech AI 카드뉴스

D사
자동 콜 분류

분류 정확도 97%
>> 일 평균 6만건의 상담콜 분석 필요/
분류 정확도 97.2% 13개의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
S보험사 TA
상담 콜 전체에 대해 고객불만 여부 및 불만원인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여,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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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ervice Robot
ASCAR
Pororot
Reception Bot

ASCAR

•마인즈랩의 기술로 자체 제작한 세계 최초의 휴대용 인공지능 스피커 ASCAR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인공지능 비서
•운전 중 정보 검색 서비스
•나만의 인공지능 비서

Success Stories & U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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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R 주문형 AI Speaker
마인즈랩의 기술로 자체 제작한 세계 최초의 휴대용 인공지능 스피커 ASCAR
ASCAR는 마인즈랩의 기술로 자체 제작한 세계 최초의 휴대용 인공지능 스피커다. 다양한 봇들과 연동하여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터리를 내장하여 휴대성이 뛰어나고 금속과 이탈리아 천연 가죽을 사용하여 외관이 고급스러운 ASCAR는
차량에 장착하여 운전 중에 말을 걸거나 다양한 정보에 관해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인공지능 비서
ASCAR은 음성인식과 음성제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을 내장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비서로서
알람 설정, 일정 안내, 요일 및 시간 확인, 날씨와 기상정보 등 궁금한 것들에 대해 바로 답한다.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 바로바로 번역을 해 주거나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 등의 내용을 답해준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AI 서비스를 적용 가능하다.

운전 중 정보 검색 서비스
운전하는 중에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ASCAR은 막힘 없이 대답해 준다. 가까운 가스 충전소를 물어보면 알려주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근처의 맛집을 알려주기도 한다.

나만의 인공지능 비서
알람 설정, 요일이나 시간 확인, 날씨와 기상 정보 등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보면 ASCAR은 신속하게 답변을 해 준다. 그리고
날짜별 일정을 입력해둔 후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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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peaker ASCAR
마인즈랩의 기술로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 스피커 ASCAR는 다양한 봇들과 연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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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peaker A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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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롯

•듣고 말하고 책도 읽어 주는 뽀로롯
•부모의 말을 대신 해주는 뽀로롯
•인생의 첫 AI 로봇으로 기획
•“오랜 입원 생활로 지쳐있는 소아 환자들에게 뽀로롯이 말동무 되기를…”

Success Stories & Use Cases

Servic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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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롯

AI 로봇 뽀로롯 어린이들의 친구

듣고 말하고 책도 읽어 주는 로봇 - 뽀로롯
AI 로봇이 캐릭터를 입었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통령이라는 애칭이 붙은 뽀로로의 음성으로 아이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질문을 건넨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안녕 반가와 우리 신나게 놀자” 라는 뽀로롯의 음성이 들린다. “
심심해. 책 읽어 줘” 라는 말에 “어떤 책 읽어줄까” 하며 응한다. 그리고 미리 텍스트 형태로 등록된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부모의 말을 대신 해주는 뽀로롯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아이들을 깨우고 재우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때 핸드폰과 연결된 뽀로롯은
부모님들의 말을 뽀로롯의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등록된 해당 핸드폰에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야지”라는 말을
입력하면 뽀로롯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그 이외에도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문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뽀로롯 음성으로 아이에게
전달된다.

인생의 첫 AI 로봇으로 기획
뽀로롯은 유치원 전후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인생의 첫 AI 로봇으로 (주)진인사컴퍼니가 기획하였다. 간단하고 소소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Speech to Text, Text to Speech, 챗봇 등이 연동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고 재빨리
텍스트로 전달하면 챗봇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는 구조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 구현이 가능한 딥러닝 음성합성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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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peech 엔진이 부모의 문자를 뽀로로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이 모든 절차가 maum.ai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maum.ai에서는 아주 손쉽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다방면의 방대한 지식을 보유한
백과사전 로봇을 만들고 싶으면 그에 해당하는 질의응답 (Question Answering) 엔진을 연동하면 된다.

“오랜 입원 생활로 지쳐있는 소아 환자들에게 뽀로롯이 말동무 되기를…”
뽀로롯은 2018년 연말 연시에 ‘뽀로롯 행복나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로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뽀로롯을 기부하고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재능기부와 함께 진행되었다. 뽀로롯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 병동 및 성남시 지역 내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는 성남시 아동 그룹 홈(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 기부되었다.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하기 직전의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에게
뽀로롯의 응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 뽀로롯 캐릭터 로봇 자체에 대한 판권과 판매 후 A/S에 대한 책임은 (주)진인사컴퍼니에 있으며, 마인즈랩은 캐릭터로봇을 구매하여
maum.ai 인공지능플랫폼에서 구동 및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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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캐릭터 로봇, 뽀로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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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Robo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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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안정실에 설치된 AI 로봇 뽀로롯
뽀로롯앱 실제 화면

Success Stories & Use Cases

Service Robot

Reception Bot

•다양한 공간에 적용가능한 AI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리셉션봇
•골프장에 특화된 리셉션봇
•리셉션봇의 도입을 통해 만족도 향상과 인건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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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Bot

다양한 공간에 적용가능한 AI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리셉션봇
마인즈랩의 리셉션봇은 마인즈랩의 AI 엔진 기반으로 고객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에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

골프장에 특화된 리셉션봇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고객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체크인하거나 정산할 때 창구에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고객의 불편이 야기되었고 기존의 인력으로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골프장의 특성과 새벽 야간
근무 등으로 직원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다.

리셉션봇의 도입을 통해 만족도 향상과 인건비 절감
인공지능 리셉션봇은 고객의 음성 인식을 통한 자동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게 한다. 리셉션봇의 도입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골프장 운영 기업은 인공지능 리셉션봇의 도입을 통한 마케팅 효과와 함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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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 봇 예시

Reception Bot

예약자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 O O O“
동코스 7시 O O O님맞으십
니까? 맞으시면 내방객 이름
을 말씀해주세요.

“

“
님, 체크인 되었습니
다. 라커번호는 123번입니다.
즐거운 라운딩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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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Industry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
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

•음성인식을 활용한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효용성 증대 및 행정 간소화 체계 구축

Success Stories & U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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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

음성인식을 활용한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
마인즈랩의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은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통신내용을 문자화하여 DB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마인즈랩의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은 검증된 기술과 제품 중심의 최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보자원의 확대 운용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고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성능 최적화 및 체계 전환을
통해 신뢰수준과 유지보수성이 향상된다.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효용성 증대 및 행정 간소화 체계 구축
기존에는 통신기로 송, 수신한 내용을 일지에 수작업으로 기록하였고, 디지털 녹음으로 해당 음성을 데이터 파일로 보관하였다.
이러한 음성 데이터 파일은 검색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필요한 내용을 조회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된다. 통신내용 문자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작업 효용성은 증대되고, 필요 시 통신 내용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또한, 통신 내용 기록의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이 향상되고, 행정 간소화 체계가 구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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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
•전파장애지역 음성 및 위치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실시간 항공통신 내용을 시각화하여 사용자 운용성의 증대

Success Stories & Use Cases

Defense Industry

Success
Stories
& Use Cases - Defense Industry
MINDs
lab Introduction

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
마인즈랩은 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은 관제사와 조종사간 교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하여 항공통신 모니터링 화면에 표시하고 전파 장애 지역을 분석하여 화면에 표시해준다. 이와 함께
관제사와 조종사의 교신내역을 빅데이터화하여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낸 후 대시보드 화면에 연계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파장애지역 음성 및 위치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기존의 전파장애 처리 프로세스는 접수 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전파장애지역의 음성/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실시간 항공통신 내역 음성만 존재하고 텍스트가 없으며 실시간 항공통신 음성과 항공기 위치 정보 취합 정보가
없으므로, 관제사는 신고 내용에만 의존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 골든타임의 확보가
어렵다.

실시간 항공통신 내용을 시각화하여 사용자 운용성의 증대
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은 AI 텍스트 분석 및 잡음 수치를 분석해서 실시간 전파장애 대응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항공기
편명, 위치, 발생시각, 교신내역 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한다. 항공통신 음성정보와 항공위치
레이더 정보를 취합한 후 실시간 항공통신 내용을 시각화하여 사용자의 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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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문자화 시스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항공통신 내용을 시각화하여 사용자의 운용성을 증대한다.

관제사와 조종사간 교신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화하여 항공통신 모니터링 화면에 표출하고 전파장애지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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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BIO AI
면역세포치료

면역세포치료

Success Stories & Use Cases

•GNS바이오, 마인즈랩과 협력하여 AI 기반 뇌종양 치료 신약 개발 착수
•인공지능을 통해 RNA 데이터를 DB화하고 개인별 종양 내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약 개발에 활용 계획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공지능이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할 영역이 무궁무진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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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세포치료

GNS바이오, 마인즈랩과 협력하여 AI 기반 뇌종양 치료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기업인 GNS바이오는 마인즈랩과 손잡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종양 치료 신약 연구개발에 나선다.
뇌종양 조직에서 추출된 유전자 빅데이터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면역세포치료를 기반으로
한 신약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RNA 데이터를 DB화하고 개인별 종양 내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약 개발에 활용
양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뇌종양 조직 세포에서 추출된 RNA 데이터를 DB화하고, 개인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종양 내
염기서열을 분석해 이를 신약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방대한 분량의 개인별 종양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신약 개발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서열 조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인공지능으로 이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종양 내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성능
ScFv 항체 서열을 개발하는 것도 주된 연구과제 중 하나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공지능이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할 영역이
무궁무진한 분야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공지능이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할 영역이
무궁무진한 분야로, 인간의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GNS바이오와의 업무 협약은 단순한 MOU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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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베일에 싸인 뇌종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와 적용
영역을 확장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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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Customer Service
글로벌 제조사 E사•국내 화재보험사 F사

국내 통신사 G사 KB 구축•국내 손해보험사 H사
국내 시중 I은행•국내 카드사 J사 TM-QA자동화
국내 카드사 K사 단기 콜렉션 STT 개발•국내 통신사 L사
준실시간 STT/TA 시스템
국내 쇼핑몰 M사

글로벌 제조사 E사

Success Stories & Use Cases

Customer Service

•실시간 음성인식과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VOC 통합 분석 체계 마련
•AI 기술과 탄탄한 고객 서비스 체계가 만나 질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
•보이는 VOC 관리를 통해 상담원의 상담Quality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상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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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조사 E사

실시간 음성인식과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VOC 통합 분석 체계 마련
글로벌 제조사인 E사는 콜센터 콜과 챗, 메일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하루 3~4만건의 고객 VOC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대신 마인즈랩의 실시간 음성인식 기술(STT)과 텍스트 분석(TA) 기술을 활용해 자산화하고, 실시간 고객 불만 대응 및 고객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음성으로 들어온 콜내용은 고객 맞춤화된 학습을 통해 90% 이상의 음성인식율로 텍스트화되고,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 정확한 분류체계로 분석되어 고객만족에 활용되고 있다.

AI기술과 탄탄한 고객 서비스 체계가 만나 질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
E사가 구축한 VOC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고객 이슈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무 담당자가 끝까지 F/U할 수 있도록 이슈 VOC
는 선별되어 담당자에게 Assign되고, 실행결과를 입력하는 Closed loop 체계로 구현되어, 실질적인 고객 만족 향상활동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현업이 데이터 정확도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보이는 VOC 관리를 통해 상담원의 상담 Quality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상담을 제공
기존의 상담 Quality Assurance 체계가 업무 효율의 한계로 일부 콜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데, 마인즈랩의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전체 콜 대화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실시간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접목해 전체 콜 속에서 상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화 룰이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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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m VOC, 고객센터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담을 한눈에
마음 VOC를 통해 고객센터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담과 상담원의 상담 실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상담내용 전체를 텍스트화 해 언제든 찾아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Product
Liability

Potential Claim

Agent QA

Sentimental,
R eputation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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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재보험사 F사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 마련
•일 6만 콜 처리 및 VOC 분석을 통해 불만 요소와 불만 강도 정의하여 모델링
•상담원 분류보다 2.4배 정확하고 신속한 불만 유형 분류 통해 업무 역량 증대

MINDs
lab Introduction
Success
Stories
& Use Cases - Customer Service

국내 화재보험사 F사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 마련
화재보험사 F사는 마인즈랩과 함께 maum VOC를 통해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고객 불만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이 부재하여 상담콜 전체에 대한 고객 불만 여부, 원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프로세스가 미비하여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프로세스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다.

일 6만 콜 처리 및 VOC 분석을 통해 불만 요소와 불만 강도 정의하여 모델링
마인즈랩은 maum VOC를 통해 일 6만 콜의 Daily Batch 처리 및 VOC 분석 실시 후 이에 대한 통합 VOC를 제공하였고, STT/
TA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하였다. 그리고 불만 유형의 분류와 강도를 정리하고 카테고리와 업무 간의 매칭을 통해
불만 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콜 내용에 숨어있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감지하고 각 콜당 불만 문장의 빈도수에 따라 불만
강도를 정의하여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였다.

상담원 분류보다 2.4배 정확하고 신속한 불만 유형 분류 통해 업무 역량 증대
Maum VOC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서로 정확도 높고 신속한 불만 유형 분석이 가능해졌다. 불만 원인을 13개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하였는데, 카테고리 일치율 97.2%를 달성하여 상담원 기반 분류 대비 2.4배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현업의
업무 역량이 증대되어 현업 분석 및 상담 부서의 업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객 라이프이벤트에 대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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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를 통해 마케팅과 세일즈에 활용 가능한 고객 정보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영업 활동 운영 개선 정보 및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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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m VOC,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
maum VOC를 통해 고객 불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업의 분석 및 고객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라이프 이벤트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가능해져 세일즈, 마케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Problems &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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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G사 KB 구축

•스마트 스피커를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
•유연한 지식베이스를 통해 확장된 지식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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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지식베이스 구축

스마트 스피커를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
국내 통신사 G사는 스마트 스피커 환경에서 고객의 다양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하기 위해 방대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식베이스 구축을 통한 주요 구현 내용은 확장된 WiKi 영역, 높은 커버리지, 지식베이스 추가 및
수정, 다양한 Domain 데이터, 어휘 확장 및 정확도 등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많은 양의 지식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구축되어
있는 지식베이스를 다양하게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유사한 지식을 구축하는
데 필요 이상의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유연한 지식베이스를 통해 확장된 지식 데이터 구축
이에 기존의 지식 베이스와 확장 지식베이스 간 데이터 신뢰도 설정으로 확장된 지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유연한 지식베이스
구축을 통해 많은 양의 지식 및 데이터를 확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번 구축한 지식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재사용 및
재생산하여 실용적인 지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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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베이스 확장 및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 기술로 지식 데이터 구축

Extractor
(Mindslab KB)

Q/A

기존 KB
Answer

기존 KB DATA

확장 KB
Answer

신뢰도 기준 판단

확장 KB DATA
LOG 기반
신뢰도 측정

최종 KB
Answer

기존 지식베이스와 확장 지식베이스 간 데이터 신뢰도 설정으로 확장된 지식 데이터 구축
LOG 데이터 기반 신뢰도 측정으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 정답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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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 H사

•고객지원팀
•신채널 영업부문
•소비자보호팀

Success Stories & Use Cases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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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 H사

국내 손해보험사 H사는 마인즈랩과 QA업무, CS 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관한 효율화 협약을 맺었다.

고객지원팀
QA업무에 있어서 자동차 QA표준스크립트 준수 확인에 관한 일부를 자동화하고 장기 QA검수 업무 일부를 효율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하여 20% 절감 효과를 얻었고,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 60% 수준인 장기 QA
대상건을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CS 업무에 대해서는 고빈도/관심 키워드 분석과 재인입콜/호전환콜 분석, 무음녹취 콜/필수 문장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입콜을 효율화하고, 원스탑 처리율을 향상하였으며, 상담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다.

신채널 영업부문
녹취 청취 업무에 있어서 자동차 외부 녹취 마케팅 동의 검수 일부를 자동화 하고 관심구간 모니터링 일부를 자동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이끌어내어, 기존 QA팀 20명이 운영해야 하던 업무를 15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CS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성 고객 사전 탐지 및 대응과 비정상 무음 콜 탐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비정상 무음 콜에 대해서는 통화시간 이상건을 관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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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팀
민원 관리 업무에 있어서 불만 표현 사용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VOC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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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 은행

•I은행, 마인즈랩의 장문독해 기술인 MRC 기술을 통하여 업무 효율 향상
•채팅 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신속한 도입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365일 24시간 실시간 고객응대 및 대기시간 감축,
상담인력의 아웃바운드 마케팅 기회 확보,
비대면 채널의 미래 핵심 경쟁력 기반 확보

MINDs
lab Introduction
Success
Stories
& Use Cases - Customer Service

국내 시중은행

I은행, 마인즈랩의 장문독해 기술인 MRC 기술을 통하여 업무 효율 향상
국내은행인 I은행이 마인즈랩과 MRC 기술을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마인즈랩 챗봇의 장문독해 기술인 MRC 기술을
통하여 직원이 원하는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고, 상품약관, 영업 내규, 금융실명 관련 법제 등 사전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기반 QA
시스템 지식을 추출하며, 다양한 엔진의 최적화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답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채팅 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신속한 도입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I은행은 채팅 상담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고객 대기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학습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데이터 축척 및 학습 기간의 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금융권에 인공지능 챗봇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도입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고객응대 및 대기시간 감축, 상담인력의 아웃바운드 마케팅 기회 확보, 비대면 채널의
미래 핵심 경쟁력 기반 확보
챗봇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생동감 있는 대화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특징(Feature)을 기반으로 대화
의도를 파악하고 분류한 후 답변을 제공한다. I은행은 챗봇의 업무 처리 지원을 통해 365일 내내 24시간 실시간 고객응대가
가능해졌고, 대기시간이 감축되었다. 그리고 채팅상담 인력 대체효과와 함께 상담인력의 아웃바운드 마케팅 기회가 확보되었다.
또한, 비대면 채널의 미래 핵심 경쟁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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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Spoken Dialogue System 활용 효과

SDS System 및 처리 흐름

언어분석 DB
사용자 사전
대화 이해
학습

대화 관리 /
생성 DB

의도분류 및
대화 이해

SDS 시나리오 기반 대화 예시
입출금 통장 필요서류 알려줘

입출금통장에 대한 어떤 업무를 원하십니까?

대화 이해
SDS 시나리오
호출 : “필요서류”
시나리오 처리
Slot Filling 대
화 생성
시나리오 기반
멀티턴 가능
시나리오별
추가 정보 제공

신규

통장 신규 방문자 본인 맞습니까?

응
입출금통장 본인 발금을 위한 필요서류
맞습니까?
진행해줘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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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J사 TM-QA 자동화

Success Stories & Use Cases

Customer Service

•마인즈랩의 TM-QA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QA업무 자동화
•QA업무 효율화와 QA업무 표준화, 표준 스크립트 개선을 통한 상담품질 향상으로 불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등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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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J사 TM-QA자동화

마인즈랩의 TM-QA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QA업무 자동화
J사는 마인즈랩과 TM-QA 자동화 솔루션 제공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J사는 TM-QA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심사항목과
표준스크립트 등 기준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 심사결과, 평가 수행, 재심사, 통계, 시스템 연계 등 QA업무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QA업무 효율화와 QA업무 표준화, 표준 스크립트 개선을 통한 상담품질 향상으로 불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등의 효과 기대
기존에는 TM에 따른 상품안내 스크립트 고지여부를 검증하는 인력이 없이, 각 보험사 자체 QA에 의존하였으므로 향후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처가 어려웠다. 또한, 일부 CS요소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만 진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프로젝트를
통해 대표 콜센터 상담업무의 효율화와 TM 채널 QA업무 자동화, 홈페이지/모바일 챗봇 구축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QA업무
효율화를 통한 정량적 효과와 QA업무 표준화, 표준 스크립트 개선을 통한 상담품질 향상으로 불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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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K사 단기 콜렉션 STT 개발

•K사, 마인즈랩과 단기 콜렉션 STT 개발
•단기 콜렉션 및 실시간 감시에 대한 솔루션 부재로 시스템 마련 필요성
•단기콜렉션 STT를 도입하여 상담 업무 효율성 증가

Success Stories & Use Cases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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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K사 단기 콜렉션 STT 개발

K사, 마인즈랩과 단기 콜렉션 STT 개발
K사는 마인즈랩과 함께 단기 콜렉션 STT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에 최적화된 대시보드의 구현과 사용자
지향적이고 통계적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인터페이스 구현, 상담원 품질관리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실시간 STT 150시간 분량
녹취 파일 학습으로 85% 인식률을 달성하였다.

단기 콜렉션 및 실시간 감시에 대한 솔루션 부재로 시스템 마련 필요성
기존에는 단기 콜렉션에 대한 솔루션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민원 유의 고객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대응이 어려웠고,
상담콜의 통계적 데이터 생성을 위해 각각의 상담콜을 청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또한, 채권 회수 업무 활용을 위한
분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단기콜렉션 STT를 도입하여 상담 업무 효율성 증가
K사는 마인즈랩의 단기 콜렉션 STT를 도입한 이후 일 평균 25,000여 건의 전체 상담콜 중 약 6,000여 건의 유효한 상담콜
만을 추려내어 상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담콜에 대한 사용자 의견 기록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생성하여 채권 회수 통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실시간 민원 유의 고객 모니터링 탐지를 통해 실시간
고객응대를 강화하였고, 상담원 발화 속도, 묵음 분석, 금칙어 탐지 등을 통해 상담 품질 관리 방법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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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담콜 모니터링 강화, 채권회수 업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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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L사 준실시간 STT/TA 시스템

•L사, 마인즈랩과 함께 준실시간 STT/TA 시스템 구축
•준실시간 STT/TA 시스템을 통해 당일 내 고객 응대 지침 수립 인프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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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L사 준실시간 STT/TA 시스템

L사, 마인즈랩과 함께 준실시간 STT/TA 시스템 구축
국내 통신사 L사는 마인즈랩과 함께 준실시간 STT/TA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준실시간 STT/TA 시스템은 콜센터 상담업무를
준실시간(통화 후 30분 이내)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고빈도 키워드 및 급등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필요한 문자변환 인식률 향상을 위해 녹취파일 2천 시간 수준의 학습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바운드 상담콜
90% 수준을 달성하였다.

준실시간 STT/TA 시스템을 통해 당일 내 고객 응대 지침 수립 인프라 확보
기존의 L사 시스템은 고객이 실시간으로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신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상담 가이드 마련 및 통일적 지침 수립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준실시간 STT/TA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준실시간(30분 이내)으로 4천 상담석으로 들어오는 일 20만 콜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L사는 당일 내에 고객
응대 지침을 수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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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L사 준실시간 STT/TA 시스템
2천 시간 음향학습을 통한 89% 이상 인식률 확보 및 일 20만 콜, 준실시간(30분 이내) 4천 상담석 STT(문자변환)
처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STT 처리 성능 ]

[ STT 인식률 ]

4,000 상담석, 22대 서버로 일 20만 콜 준 실시간 처리

녹취 GW 2

녹취 GW 1

STT 1

STT 2

STT 3

STT 4

STT 5

STT 6

STT 7

STT 8

STT 9

상 담 업무

인식률

일반

87.9 %

해지 상담

89.4 %

온라인 Shop

90.2 %

통화 품질

87.5 %

로밍 서비스

89.6 %

신규 가입

91.5 %

고객지원

88.0 %

기타

90.7 %

전체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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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몰 M사

Success Stories & Use Cases

Customer Service

•주소 입력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실시간 인식한 배송지 주소 고객 확인이 50% 수준으로 높아짐으로써 주소 입력 관련 상담원 업무 비중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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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몰 M사

주소 입력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국내 쇼핑몰인 M사는 마인즈랩의 주소 입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e-Commerce 신규 가입고객 또는
주문고객에게 배송지 주소를 접수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였다. 또한, IVR과 실시간 STT 연계를 통해 실시간 고객 발화 내용을
주소로 변환하고, 변환 결과를 TTS(음성 생성)를 통해 고객에게 확인함으로써 주소 입력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였다.

실시간 인식한 배송지 주소 고객 확인이 50% 수준으로 높아짐으로써 주소 입력 관련 상담원 업무 비중 50% 경감
기존 시스템에서는 고객이 주소를 발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다음 추후 상담원이 직접 청취하여 DB에 주소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M사는 주소 입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IVR로 인입된 고객
발화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 텍스트를 TTS를 통해 고객에게 확인하여 DB에 저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인식한
배송지 주소를 고객이 직접 확인하는 비율이 50% 수준까지 높아짐으로써, 주소 입력을 위한 상담원의 업무 비중을 50%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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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자동화 처리
IVR로 인입된 고객 발화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 텍스트를 TTS를 통해 고객에게 확인하여 DB에 저장한다.

고객발화

고객음성
IVR Voice

음성안내

Text

MRCP

MRCP

Client

⑥TTS Text 전송

TTS
Engine

⑦음성데이터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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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음성데이터

Server

⑤ 주소 변환 Text

•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

Call Start / Call End 정보

SIP/ RTP*
(음 성 데 이 터 )

⑤ 주소 변환 Text

실시간STT
Server

④ 정제 후
변환Text

Success Stories & Use Cases

2.12

Big Data Analysis
공공기관 N기관 민간의식 조사
국내 증권사 O사
공공기관 P기관

공공기관 조사

Success Stories & Use Case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형사고 민간의식 조사로 국민지향적 정책활동 지원
•69개 뉴스 매체, 4대 블로그, 한국어 트위터에 대한 254,203건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민간의식 조사 수행

Big Data Analysis

Success Stories & Use Cases - Big Data Analysis

공공기관 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형사고 민간의식 조사로 국민지향적 정책활동 지원
N기관에서는 마인즈랩과 함께 대형사고 민간의식 조사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대형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대형사고와 방제활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요구 파악 필요성에 의해 진행됐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형 사고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지향적인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69개 뉴스 매체, 4대 블로그, 한국어 트위터에 대한 254,203건의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69개 뉴스 매체, 4대 블로그, 한국어 트위터에 대한 빈도, 감성, 연관어, 원문 분석을 수행했다. 총
254,203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석(이중 뉴스 약 24%, 블로그 36%, 트위터 40%)을 진행하였고, 3개 관점 18대 키워드에
대한 분석 수행함으로써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을 완료했다. 분석관점에 따라 빅카인즈프로 서비스와 마인즈인사이트
서비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민간의식 조사 수행
기존에는 정부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ARS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데이터 수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마칠 수 있다. 빈도 분석을 통해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해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감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엔진에 따라 빈도와 감성의 유형이 세분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추이 분석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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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환경분야 정책수요 KEI

공공정책 수립 및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의 소셜 빅데이터
활용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설문조사 등의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정부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수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

환경키워드에 대한 빈도 분석 사례
빈도분석을 통해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트위터, 뉴스, 블로그
채널의 문서 발현빈도를 알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동안에 일별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다.

환경키워드에 대한 감성 분석 사례
‘환경’ 키워드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지정된 기간 동안의
일별 감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엔진에 따라 감성의 유형이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추이
분석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감정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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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Analysis

국내 증권사

•빅데이터 기반 고객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IT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가설의 설명력 확보, 실행력 제고, 예측 값과 성과 값의 괴리를 방지
•글로벌 선진사 분석 추진 방식의 시사점에 따라 최적화된 IT 시스템 구축

국내 증권사

빅데이터 기반 고객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IT 시스템 구축
국내 증권사 O사는 마인즈랩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관리 IT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시장 증시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저가 수수료 경쟁 등으로 인해 증권시장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실적이 저하되고 있어서 이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가설의 설명력 확보, 실행력 제고, 예측 값과 성과 값의 괴리를 방지
최근 국내외 여러 금융사에서 STT와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에 따라 이탈의 원인이
다른 점 등, 고려 대상 별로 수집 가설이 다르고 필요 변수와 비정형 데이터 확보 대상이 다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및 음성인식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각 가설의 설명력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예측 값과 성과
값의 괴리를 방지할 수 있다.

글로벌 선진사 분석 추진 방식의 시사점에 따라 최적화된 IT 시스템 구축
글로벌 선진사의 분석 추진 방식은 Use Case(활용 시나리오) 중심이고, 분석과 실행의 연계에 따라 현장 실행을 통해 모델
검증을 추진하며, Model Governance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에 따라 Use Case 기반으로 로드맵을 도출하였고,
구축 이전 파일럿을 통한 현장 실행단계를 본 프로젝트에 포함하였으며, 모델 별로 업데이트 주기 및 담당자, 의사결정자를
점검하는 Validation Process 설계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반기술의 검증과 분석모델 및 활용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최적화된 IT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Success Stories & Use Cases

Big Data Analysis

공공기관 P기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전산심사의 확대
•고객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이 어렵고 극히 낮은 상담 효율로 개선 필요
•새로운 심사체계의 구축으로 상담 효율이 80% 이상 상승 및 고객만족도 50% 증가

Success Stories & Use Cases - Big Data Analysis

공공기관 P기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전산심사의 확대
P기관은 마인즈랩과 함께 지식 기반 심사 체계를 텍스트 분석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발굴하여 심사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고객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이 어렵고 극히 낮은 상담 효율로 개선 필요
P기관의 기존 심사체계는 고객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이 어려웠으며 상담 효율이 극히 낮았다. 새로운 분석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사업과 정책 목표에 대한 이해력과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처리에 적합한 시스템 및 솔루션이 필요하였고,
유사사업 수행 경험과 분야별 전문 기술력, 그리고 기관과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수적이었다.

새로운 심사체계의 구축으로 상담 효율이 80% 이상 상승 및
고객만족도 50% 증가
이에 P기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맞춤형 심사체계와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최고 역량을 갖춘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무결점 사업 완수를
위하여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새로운 심사체계의 구축의 결과
고객센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이슈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졌다. 또한, 상담
효율이 80% 이상 상승했으며 고객만족도가 5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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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TTS 활용
유튜버/ 강연자/ 게임 개발사

유튜버•강연자•게임개발사

Success Stories & Use Cases

•1시간 이내에 실제 화자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AI보이스 완성
•AI보이스의 다양한 활용 예시 - 유투버 강연자 게임개발사

개인화 TTS 활용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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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TTS 활용

1시간 이내에 실제 화자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AI보이스 완성
마인즈랩은 개인의 목소리를 AI 음성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인화 TTS를 제공한다.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 사이의 녹음과
한 번의 딥러닝 학습을 거치면 어떤 텍스트든 관계없이 원할 때마다 개인의 목소리로 말해주는 AI보이스가 만들어진다. 또한
역사속 인물의 음성이나 녹음 상태가 나쁜 파일도 마인즈랩의 디노이징 기술로 깨끗한 목소리 생성이 가능하다. 마인즈랩의 AI
Voice는 실제 화자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목소리가 특징이다.

AI보이스의 다양한 활용 예시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C씨는 책 읽어주는 콘셉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매번 책을 녹음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 고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와 흡사한 AI 음성을 만들어 유튜브용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그 결과 콘텐츠 제작 시간을 50% 이상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AI보이스의 활용은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강연자
교수 J씨는 지난 강연 콘텐츠들을 보관하기 위해 일일이 녹음하다 보니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하지만 마인즈랩의
TTS를 소개받은 후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와 흡사한 AI 음성을 만들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작업
시간을 50% 이상 대폭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강연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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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사
글로벌 게임업체인 B사는 성우가 콘텐츠를 일일이 녹음하는 방식에서 탈피했다.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녹음을 하는 데
비용부담이 컸는데, 6종류의 다양한 감정까지 표현해내는 마인즈랩의 AI보이스를 도입하면서 전체 캐릭터 제작 비용이 80%
이상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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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I TTS Technology

165

MINDs
lab Introduction
Success
Stories
& Use Cases - 개인화 TTS 활용

AI Voice (AI TTS) for every business

한 번만 만들어두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AI 보이스

실제처럼 자연스러운 AI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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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ucceed with maum.ai

Case 1. 상 담원 표준 스크립트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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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your own AI Voice at mau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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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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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 기반 업무자동화
M카드 OCR 기반 업무자동화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반 업무자동화

Success Stories & Use Cases

OCR 기반 업무자동화

•국내 M카드사,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마인즈랩의 OCR 기반 업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카드 가입 동의서의 자동 검수 및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100% 정확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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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반 M카드 동의서 인식 자동화 시스템

국내 M카드사,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마인즈랩의 OCR 기반 분석 시스템을 도입
M카드는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마인즈랩의 OCR 기반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적용된 분야는 선처리 후동의서와
카드가입 동의서 분야이다. 기존의 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한 뒤 8페이지 분량 동의서 체크박스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고객이
자필 서명을 올바른 자리에 했는지 등의 확인 작업을 모두 수기로 진행하였으므로 상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카드 가입 동의서의 자동 검수 및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100% 정확도로 인식
M카드는 고객의 가입 동의서 확인 업무에 마인즈랩의 DIARL 엔진을 도입하였다. 마인즈랩의 DIARL 엔진은 문서 내 이미지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카드 가입 동의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검수하며, 가입 동의서 내 서명란, 체크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100%의 정확도로 인식한다. M카드는 마인즈랩의 OCR기반 선처리 후동의서와 카드가입 동의서 인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업무 효율이 60%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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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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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ervices
Consulting

maum.ai Cloud Service
Easy Talk English
mAI English
Hybrid AI Contact Center
Cloud based Chatbot Builder
Reception Robot

Consulting

마인즈앤컴퍼니는 마인즈랩이 구현하는 알고리즘, 엔진,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산업은
전망은 밝으나 Business needs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플랫폼화, 전문역량 축적으로 Critical mass를 넘어서야 한다.
마인즈앤컴퍼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와 서비스를 통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Services

Products and Services - Services

전략 컨설팅과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서비스, 마인즈앤컴퍼니

현업
중심의
문제 정의
정확한
요구사항
최적의
문제 해결
방법 제공

시장 최신
기술의
조합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
ROI 극대화

기술 조합의
종합관리 요구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운영



Scale-out
PMO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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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Services - Services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시장 목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산업은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마인즈앤컴퍼니는 이 시장을 목표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rket size comparison: Traditional BI platforms vs. Data science platforms

Source: Gartner 2017

Critical mass 도달 전략 필요
시장 규모의 성장은 밝으나, Vendor 주도형이 아니라
Business needs 중심의 기술 조합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SI 산업 특성을 벗어나기 위한 플랫폼화, 전문역량 누적으로
Critical mass를 넘어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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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앤컴퍼니 프레임워크와 서비스
마인즈앤컴퍼니는 경직된 솔루션, 수많은 가능성에 대비한 Over-engineered platform을 지양하고 유연한
프레임워크와 서비스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별로 표준화하여 단순 프레임워크에서

산업 내 다양한 Application에 대한

플랫폼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

전문성을 누적해야 한다.

프레임워크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핵심
프로세스에 집중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분석
결과의 활용
솔루션 구축으로
구성

문제해결
기업의
사업적
문제를 현장
– IT – AI가
함께 해결

컨설팅 서비스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현장 협업과
변화관리의
강력한 도구

산업별 플랫폼 +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화하여 고객사의 주도적인
문제해결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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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m.ai Cloud Service

마음에이아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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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꼭 필요한 곳에 쉽게 쓰는 맞춤형 AI, maum.ai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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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s a Service (AIaaS) “mau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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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Englsih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 잉글리시‘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교육서비스에 최적화된 영어교육 특화 음성인식(STT) 엔진을 통해 다양한
음성데이터를 제공하며 유창성 평가를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평가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경직된 커리큘럼에 흥미를 잃기 쉬운 기존의 영어 학습과 달리,
마이 잉글리시에서는 학습자가 꼭 필요한 주제부터 익히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AI와 연습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 Services

영어교육 특화 음성인식STT 엔진
원어민 음성 데이터와 비원어민(한국 및 동남아시아)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엔진으로, 비원어민 음성 데이터에는
한국 어린이 음원이 포함되어 있다.

186

Products and Services - Services

유창성Fluency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발화 음원을 원어민 및 비원어민 음성 데이터와 확률적으로 비교하여, 특정 발화에 대한 유창성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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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Fluency에 대한 종합적 평가 (2)
발음 평가 엔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점수(scoring)를 활용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평가(grading)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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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음소phoneme 평가
단어를 구성하는 각 음소(phoneme)에 대한 적합한 발음 유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파닉스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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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인공지능 원어민 파트너, 마이(mAI)잉글리시
마이잉글리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말이 트일 때까지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나만의 AI 원어민 선생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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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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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과 발화의 정확도, 그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마이잉글리시에 적용된 음성인식(STT) 엔진은 적응 학습(adaptive learning)을 거쳐 교육 서비스에 최적화된 STT
엔진으로, 영어에 미숙한 아이들이나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도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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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필요한 주제의 핵심 표현부터 바로 익힐 수 있도록
미리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따라하다가 흥미를 잃는 기존의 영어 학습과 달리, 마이 잉글리시에서는
학습자가 꼭 필요한 주제부터 선택하여 핵심 표현을 바로 익히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AI와 연습할 수 있다.

192

Products and Services

Services

Easy Talk English

Easy Talk English는 기존의 고전적인 전화영어에
음성인식 등의 AI 기술을 접목시킨 AI 영어교육 서비스이다.
선생님과의 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복습하여
영어실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 Services

AI 복습 - STT 리뷰 &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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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영상보기



바로가기

실제 학습 화면 – AI 말하기 평가

Products and Services - Services

Easy Talk English 실제 학습 화면

실제 학습 화면 – 수업 내용 음성인식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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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I Contact Center

FAST AI 고객센터는
챗봇, 음성합성TTS 기반 해피콜, 이미지 문서 자동 인식•분석 등이 한 번에
제공되는 올인원 하이브리드 고객센터 서비스이다.
전화와 채팅 등 고객 상담 분야에 단계적으로 AI 기술을 접목하여
비용과 효율성 증대 및 감성 케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더욱 손쉽게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영상보기

Products and Service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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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I Contact Center

사람과 AI의 협업을 통해서 상담효율을 극적으로 높인다

챗봇•AI 음성봇•이미지 문서 자동인식•상담 내역 분석 결합한 FAST AI 고객센터 서비스
FAST AI 고객센터는 챗봇, 음성합성(TTS) 기반 AI 음성봇, 이미지 문서 자동 인식•분석 등이 한 번에 제공되는 올인원
하이브리드 고객센터 서비스다. FAST AI 고객센터는, 2018년 8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차세대 컨택센터
최신 및 구축전략 2018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서비스 오픈을 알렸다.

반복적인 콜은 AI로 자동화… 상담원 실시간 지원 시스템•상담 내용 실시간 전사 등 전화 상담 채널 효율화 전화와 채팅
등 고객 상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채널에서 구현되는 마인즈랩의 FAST AI 고객센터는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우선 전화 상담의 경우 설문조사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같은 반복적인 콜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는 AI 음성봇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상담원과 고객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상담원에게 적절한 답변을 바로 제공해주는 상담원 실시간 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품질은 높일
수 있다. 전화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담 내용은 실시간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곧바로 텍스트로 변환된다.

챗봇•실시간 상담 자유로운 전환… 상담내역 대시보드로 한눈에 분석 가능, 손쉬운 챗봇 운영 환경 제공
채팅 상담의 경우 챗봇을 통해 상담하고자하는 고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챗봇과
대화하다가도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실제 상담원과의 채팅 상담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등 실시간 상담원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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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 상담 채널에서 이루어진 상담 내역을 분석하고, 챗봇 등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운영 환경을 제공한다.

적은 시간으로도 자연스러운 목소리 구현 가능한 딥러닝 음성합성(TTS) 등 최신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 총동원
FAST AI 고객센터 서비스에는 최신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총동원했다. 해피콜을 포함한 AI 음성봇에 적용된
음성합성(TTS•Text to Speech)이 대표적이다. 마인즈랩의 음성합성 기술은 적은 시간의 학습으로도 실제 상담원의
목소리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마인즈랩의 문서 및 서류 이미지 인식 전용 시각지능 솔루션인 마음
DIARL(Document Image Analytics, Recognition and Learning)을 챗봇에 결합하여 사용자가 일련번호와 같이 복잡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고객센터의 비용•운영 효율화에 대한 고민 해결할 것… 최신 AI 기술로 기존 대비 5배 이상 효율 낸다
FAST AI 고객센터는 기존의 고객센터가 안고 있는 비용 절감•운영 효율화•상담원과 챗봇의 시너지 등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이미 고객의 소리 분석, 콜 품질관리 자동화 등 고객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콜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풍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고객센터를 통해 운영
비용은 절감되고 상담 효율은 5배 이상 높아지는 고객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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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Hybrid AI CC

기존 고객센터의 고민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싶어요.”
Quality :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달성에 대한 동시적 요구
“고객센터 운영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Budget :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비용부서로서의 내부인식
“안정적인 인력유지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Management : 인력수급-교육-업무배치-이탈의 악순환 지속
“업무량 편차가 심해서 인력배치가 어려워요.”
Balance : 시기별,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 극복 어려움
“고객의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High-Service : 고객경험 기대수준 증가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 기대
“최신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싶어요.”
High-Tech : AI 등 최신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장 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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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I Contact Center
전통적 방식의 고객센터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AI 컨택센터’ 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객문의에 대해 ‘하이브리드
전문상담원’을 통해 100% 응대를 지원한다.

CHAT

FAST Live CHAT
㌜れ㒅

Server

Real-Time 기술 구현
•Speech to Text : 자연어처리 + 음성인식기술로 고객 발화 내용의 95% 이상 구현한다.
•Intelligent Bot(Chat / Voice) : Intent Finder로 의도 파악 및 상황별 최적의 답변을 제시한다.
•Text to Speech :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음성합성 품질을 보이며, 세계 최고의 TTS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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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CC 의 효용가치
Hybrid AI Contact Center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효용가치를 제공한다.

핵심 역량의 집중

H-AICC 기대효과

비효율, 고비용 요소의 제거로 핵심 역량의 내부 경영자원 집중
유연한 확장성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 한계 해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
조직의 슬림화

Hybrid
AICC

단순•반복•규칙적 업무의 AI 대체로 조직 슬림화, 효율성 증가
비용의 절감
기존 상담원의 1:1 응대 대비 뛰어난 생산성(AI 하이브리드 상담 : 고객 ≒ 1 : 5 )
상담원의 채용, 교육, 인사관리 비용 절감
품질의 표준화
인력별 성향, 숙달도에 따른 대고객 응대 품질의 편차 해소, 서비스 품질의 상향 평준화 및 질적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응대율 Up, 365일 24시간 서비스 가능 등 고객 접근성, 상담 연결율의 혁신적 개선, 고객 눈높이에 맞춘
개인화 서비스

H-AICC의 효용가치

상담사 관점 : R&R 변화에 따른 감정노동 해소, 급여 상승에 따른 근무만족도 향상
고객 관점 : 상담 연결 및 접근성 향상,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등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수탁사 관점 : 자원(인력 등)의 효율화로 수익성 향상
위탁사 관점 : 서비스 레벨의 하락 없이 기존 대비 비용의 획기적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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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CC 적용 업무 영역
Hybrid AI Contact Center는 모든 업무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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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based Chatbot Builder

마인즈랩의 기업 맞춤형 챗봇 서비스인 마음 챗봇은
회사 및 제품 소개 챗봇 ‘설리’, 인사총무 담당 챗봇 ‘조이’,
지식백과 챗봇 ‘노아’, 키즈교육 전용 챗봇 ‘미니’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최첨단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고객상담이 가능한 마음 챗봇은
규칙 기반에 의존하는 타 챗봇과 달리,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보다 발전된 인공지능 챗봇으로 다양한 업종에 맞춤형으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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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챗봇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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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챗봇의 실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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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Robot

마인즈랩의 리셉션봇은
마인즈랩의 AI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고객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별화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정형과 구동형의 두 가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안면인식을 통해 직원을 식별하여 인사하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의
리셉션 기능을 하는 리셉션봇은 일반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

Products and Services

Services

Products and Services - Services

서비스 구성
AI 기반 리셉션봇(고정형, 구동형)을 주문제작하여 고객사에 제공한다. 마인즈랩의 AI 엔진 기반에서 고객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능형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봇 HW

로봇 SW

카메라
마이크

터치스크린

Node

Driver or
Controller

스피커

UART
I2C
PWM
Analog

UART
TCP/IP
USB

Node

Master

서비스 기능
(AI기반 개인화)
로봇 제어
(전장, 디바이스)

전장 구동 장치
REST API

“maum.ai”

Data Set /

고객사시스템

STT 엔진

Voice data

얼굴인식
엔진

TTS 엔진

Image data

요일 날씨
data

KMS data

Dialog
엔진

고객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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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ies & Use Cases

3.2

Applications
maum MAAL

maum VOC•maum AQC•maum RTA
지능형 로봇
ChatBot Platform M2U
Hybrid AI 상담시스템
AIVR•Voice Bot•SDS•MLT
Cloud based Machine Learning Data Tool

maum MAAL

maum MAALManufacturing, Automation, Analytics, and Learning은
제조공정의 다양한 과정에 적용 가능한 AI 공장 프레임워크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도지능화 분석, 자동화, 최적화 제조프로세스를 통해
각각의 생산공장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제공한다.
maum MAAL은 제조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성능, 원가,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가장 적합한 AI 솔루션을 통해 지능형 공장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모든 공정 과정을 위한 AI 프레임워크
maum MAAL은 다양한 제조공정 과정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AI 지능형 공장 프레임 워크이다.

Domain Knowledge
Steel
Industry

Chemical
Industry

Application
Management

Engine
Pre-

Image/V ide

Data(Signa

processing
Image
PreProcessing

o
Object
Detection

l)
Anomaly
Detection

Object
Classification

Anomaly
Analysis

Pattern
Recognition

Analytic
Prediction

Object
Recognition

Analytic
Optimization

Data
PreProcessing

Deep Learning Framework
Keras

Tensorflow

SemiConductor
Industry

Financial
Industry

Caffe

I/F
Management
MQTT

Management UI

RTP/RTSP

System Monitoring
RESTFUL

User Management

TCP/IP

Web Framework
Dj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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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maum MAAL 의 적용 영역
maum MAAL(Manufacturing, Automation, Analytics, and Learning)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지능화된 분석,
자동화, 최적화된 제조프로세스를 갖춘 제조 산업의 혁신으로 요약된다.

Internet of Services

Internet of Things

Analytics & Cognitive

Flexible Manufacturing

Autonomous System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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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Intelligent Manufacturing, maum MAAL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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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m VOC
Voice of Customer

maum VOC는 고객의 소리 분석 솔루션으로,
전화, 채팅,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VOC를 수집하고
위기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해당 부서로 보내주는 기업용 솔루션이다.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고 위기 요소를 빠르게 감지하여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maum VOC의 소리 분석 솔루션

바로가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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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maum VOC의 소리 분석 솔루션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고 위기 요소를 빠르게 감지하는 소리 분석 솔루션 maum VOC

Internal VOC

End- to- End Solution

Call Center

STT: 86%
Real-time

Chat

STT

(Voice
Recognition)

e-mail

TA: 97%

Text
Analytics
NLP
categorization
Detection

bulletin board

External VOC

Social
Network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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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Dashboard

Data
Mining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maum AQC
Agent Quality Control

maum AQC는 상담센터의 업무 내용을 시각화, 자동화하는 AI 솔루션이다.
일 평균 200여 건의 TM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10분 이내에 녹취파일 변환 → STT → TA의 과정을 거친 후 자동으로 판정 처리를 한다.
이를 통해 상담센터의 상담 품질은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상담사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비용 감소와 심사 효율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상담센터의 업무 내용을 시각화, 자동화하는 maum AQC

1

4
2

5

3



218

바로가기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화재보험 A사 AQC - QC불완전판매 심사업무 자동화 사례
일 평균 200여건의 TM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10분 이내 녹취파일 변환 → STT → TA를 통한
표준 스크립트 준수 및 고객 동의 여부 자동 판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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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m RTA
Real-Time Agent Support

maun RTA는 실시간 상담원 지원 솔루션으로,
상담 진행 중 상담원과 고객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상담원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이를 통해 콜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답변의 정확도를 증대시켜 상담 품질의 향상을 가져온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실시간 상담원 지원 솔루션 maum RTA
가장 진화한 형태의 고객센터 maum RTA는 상담원과 고객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으며, 상담원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What are some
new features?
Intention: Question
Product: ****
Infinity Display, Face
Recognition

Call
Center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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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한국어, 영어

마인즈랩의 지능형 로봇은 AI플랫폼인 maum.ai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로봇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인공지능로봇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Robot as a Service이다.
리셉션봇, 영어교육봇, 지능형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며,
고객사별로 원하는 기능과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ChatBot Platform M2U
마인즈랩 AI플랫폼인 maum.ai 기반에서 리셉션봇 영어교육봇 지능형 키오스크 등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Robot as a Service이다.

공공기관

POROROT
B2C

로봇기획

골프장
일반회사
어린이집
총연합회
B2C(가정)

Hybrid
AICC

영어교육봇

지능형 KIOSK

지능형 스마트보드

컨텐츠회사

키오스크회사

로봇회사

스마트보드회사

KISOSK형 :
§주문제작
§고객사별 기능 컨
텐츠 개별 구성
§얼굴인식/음성인식
/음성합성

공동제작

공동사업
챗봇

리셉션봇

음성봇

상담사

전문영역 강화 & 시장 확대

maum.ai
시각지능

음성지능

언어지능

감성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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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Bot Platform M2U
MAP/ Router/ ITF

마인즈랩의 ChatBot Platform M2UMaum to You는
마음에이아이 플랫폼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이다.
사용자가 활용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인터페이스 즉,
음성, 영상, 몸짓, 문자 등은 물론 디바이스 상태에 대한 입출력을 처리한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M2U Module의 구성

•M2U MAP

사람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입출력을 관장

•M2U Router

입력 Session을 관리

•M2U ITF

NLU를 통해 ‘의도’를 파악하여 해당 DA에 전달

•M2U DA

M2U의 Application으로서 입력에 대한 답을 생성

•M2U Admin

전체적인 M2U 모듈을 관리
225

Hybrid AI 상담시스템

Hybrid AI 상담시스템은
상담원과 챗봇, AI고객센터 분석 시스템을 통합한 옴니채널 고객센터이다.
고객은 상담원과의 대화, 챗봇과의 채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고객사 또는 콜센터BPO사는 다양한 채널에 대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상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상담원과 챗봇, AI 고객센터 분석 시스템을 통합한 옴니채널 고객센터, 마인즈랩 AI 고객센터
고객은 상담원과의 대화, 챗봇과의 채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고객센터 분석 및 실시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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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R
AI based Intelligent Voice Response

AIVR은 AI 기반의 상담가이드 시스템이다.
STT를 통해 고객의 콜 의도를 파악한 후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채널의 검색을 통해 가장 빠른 속도로 답변을 추천해준다.
AIVR을 통해 빠른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 품질 또한 높일 수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AIVR AI based Intelligent Voice Response 구현 방안
상담원이 활용하도록 사전 파악된 고객 의도, 상담내용, 고객 의도에 맞춘 상담가이드를 제공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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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AIVR 상세 구현안 예시
Agent Assistant 기능의 핵심 성공요소는 상담 가이드를 위해 콘텐츠 내용을 유용성과 탐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담당 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구현안 협의, 명확한 역할 정의 및 일정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2
I’d like to know how to
log in to my account

1

A1. oooooo
A2. xxx
A3. yyy

3
Thank you for calling
Samsung

I’m Jany, How can I…

I’d like to know how to
log in to my account

2019. 1. 4 2nd Call
OOOO
2019. 1. 2 1st Call
OOOO

1

컨텐츠 설계에 대한 명확한 R&R 정의와 Navigation이 가능하도록 상담콘텐츠에 대한 Output 설계가 중요.

2

Interaction사 분석 기준,

3

Feedback Comments의 반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마련 필요.
(Feedback 주체 → 컨텐츠 업데이트결정 → 시스템 반영 방법)
참고. H은행은 컨텐츠 담당자가 피드백 의견을 기록하고 시스템 담당자가 구현 내용 점검 후 Dialog와 DB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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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Bot

마인즈랩의 AI 음성봇은
아주 적은 음성학습만으로도 개인 특유의 억양까지 구사하여
음성인식, 음성합성, 챗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AI 음성봇은 AI보이스를 통해
품질 확인, 설문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해피콜 서비스를 비롯한
반복적인 성격의 콜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담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maum Voice Bot의 주요 기술
maum Voice Bot에는 마인즈랩의 핵심 엔진들인 STT, Chat Bot, TTS, RTP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AI 음성봇 구현 기술 구성도
1

2

S peec h to
Text

3

Intelligent
C hatbot

Text to
S peec h

4

R eal Time P roc es s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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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ech to Text(음성인식)

2

Intellingent Chatbot(대화 관리)

3

Text to Speech(음성합성)

4

Real Time Processing(실시간 처리 및 모니터링)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AI 음성봇 해피콜 자동화 서비스
AI 보이스를 통해 품질 확인, 설문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해피콜 서비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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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발음 및 문법 평가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AI based English Tutoring

마인즈랩의 음성인식과 텍스트 분석 기술을 응용한
마인즈랩의 인공지능 영어교육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발음을 인식(STT)하고 개인 특유의 발음 및 발화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한국인에 특화된 발음 인식 시스템을 통해 발음과 의미를 교정하고,
다양한 레벨과 시나리오가 있어 초등학생 교육부터 토플, 토익까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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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의 음성인식과 텍스트 분석 기술을 응용한 마인즈랩의 인공지능 영어 교육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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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Spoken Dialogue System

SDSSpoken Dialogue System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엔진이다.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연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나리오에 주로 사용되며
맥락, 문맥,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사용자 의도에 맞는 대화를 생성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을 기반으로 대화 의도를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준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SDS Spoken Dialogue System

이 미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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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T
Machine Learning Tutor

MLTMachine Learning Tutor는
maum.ai를 이용하는 개별 기업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접 성능을 높이고자 할 때 이용하는 툴이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머신 러닝 플랫폼 MLT를 통해
AI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Products and Services

Applications

Channel

M2U MAP

M2U FRONT

(maum Async Proxy)

M2U ITF

M2U ITF(Dialog Agent)

(Intent Finder)

PreBuilt
DA

BRAIN-COB

Device
Mobile

OCR
PC

Speaker

Watch

Car

Robot

Front Server

Memory
DB

NLU
Classifier
Skill

MAP

Logger

DA Finder

STT

Custom
DA

Knowledge
DA

TTS

Bot

RDBMS

Sentiment

Supporting call center
system

…

Contents Layer
External
Contents I/F

SDS

BRAIN-A2B
(QA Engine)

Internal
Contents I/F
BRAIN-A2B
(Knowledge base)
Encyclopedia
Index DB

Basic QA

W iki
Index DB

System
Monitoring

Maintain
Log

News
Index DB

Deep QA

MLT(Machine Learning Tutor)

Dash
Board

M LT

MLT(Machine Learning Tutor)

Mobile APP
Chatbot for internal use

M 2U

IR QA

M2U Admin.

(Service Application)

External

KB QA

Dialog Act

BRAIN-COB
M2U CDK
(Channel Development Kit)

BRAIN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MLT Machine Learning Tutor

Maintain
Service

DNN
Classifier

QA
Data

SDS

Contents
Contents I/F
KB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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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Services

Cloud based Machine Learning Data tool

데이터 수집 플랫폼은
머신 러닝에 활용할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툴이다.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작업자는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검수자는 작업 내용을 보고 검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Applications

Products and Services - Applications

프로젝트 관리 화면
데이터 수집을 하고자 하는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상세작업은 text, voice, image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상세 작업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Contact Us

Have questions on maum.ai or MINDs Lab?
Please ask us.
2 Inquiry
생성 중인 프로젝트
프로젝트
선택
Type *

Name *
E-mail *
Text
Phone Voice
Inquiry *

- 생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구분을 선택해주세요.

Image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구분
상세 작업 내용
마감 일자

상세 작업 선택

- 프로젝트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세 작업을 선택해 주세요.

음성 추출

사용불가 음성 필터링

음성 문장단위 분리

전사

음성 전,후 소음제거

음성 녹음

건당 지급 포인트
유의사항 및 가이드

초기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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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 수집 작업 화면
작업자는 생성된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Contact Us

Have questions on maum.ai or MINDs Lab?
Please ask us.

음성2전,Inquiry
후 소음/묵음
Type * 구간 제거
Name *
구간 취소

구간 제거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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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사유 입력 창 화면
검수자는 작업자가 작업한 내용을 보고, 검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Contact Us

Have questions on maum.ai or MINDs Lab?
Please ask us.

<Pop-up 창>

음성2녹음
Inquiry Type *
Name * 반려 사유 입력
녹음 텍스트

검수하기

반려하기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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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latform
maum.ai Platform

maum.ai Platform

마음에이아이는 가장 진화한 형태의 AI 플랫폼으로,
브레인 모듈을 포함한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된 유연한 구조를 통해 최고의 성능을 낸다.
마음에이아이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강력한 AI 서비스를 간편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최신의 AI 알고리즘을 유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Products and Services

Platform

Products and Services - Platform

Our Solution,

1. 다양한 AI 서비스를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AI 플랫폼,
총 6개의 모듈(Brain, M2U, MLT, BOT, API, BIZ)로 구성된 마음에이아이는
기업이 원하는 수많은 AI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마음에이아이 하나만으로 기업은 비즈니스 방향에 맞는 모든 AI 서비스를
강력하고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2. Plug & Play 방식으로 간편하게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음에이아이가 있다면 기업이 원하는 모든 AI 서비스에 맞춰서
일일이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개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구조의 시스템 대신, 마음에이아이 플랫폼 하나만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Plug & Play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가장 최신의 AI 알고리즘으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마음에이아이 상에서는 개별적으로 패키징된 AI 엔진들이
전체 시스템의 흐름을 깨트리지 않고 최신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업데이트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경쟁사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AI 서비스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영상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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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 모듈 구성도
마인즈랩의 모든 AI 솔루션과 서비스는 마음에이아이를 기반으로 구현된다. Brain 모듈을 포함해 MLT, M2U, BOT,
API, BIZ 등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된 유연한 구조로 강력한 성능의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Brain 모듈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패키징된 AI 엔진들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AI 기술을 적용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M2U (maum to you) 모듈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및 디바이스
상태에 대한 입출력을 처리한다.
•MLT 모듈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합하게 쓰이도록
머신 러닝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모듈이다.
•BOT 모듈
마음에이아이의 챗봇 모듈이다.
•API 모듈
마음에이아이 플랫폼을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듈이다.
•BIZ 모듈
고객의 소리 분석, 품질 관리 자동화, 상담원
실시간 서포트 등 다양한 버티컬 마켓에
적용되도록 구성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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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ngines
화폐인식•고지서인식
IRQA•KBQA

WiKi MRC•News MRC•은행용 MRC
XDC•NLP•NQA
8K 한국어 STT•8K 영어 STT
16K 한국어 STT•16K 영어 STT
한국어 TTS•영어 TTS

Products and Services - Engines

마인즈랩 보유 인공지능 엔진
자연어 처리부터 음성, 시각, 사고 분야까지 마인즈랩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엔진

Speech
To
Text
Text
To
Speech

Document
Image Analysis,
Recognition
and Learning
Optical
Mark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DNN
Classif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Question
Answering

eXplainable
Document
Classification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Spoken
Dialogue
System

Hierarchical
Multiple
Dictionary

Intent
Finder

Knowledge
based
Question
Answering

Word
Embedding

Simple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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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emble
Classification

NMT
ChatBot

Basic
Question
Answering

Deep
Question
Answering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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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인식 & 고지서 인식

화폐인식 & 고지서인식 엔진은
화폐나 고지서 등의 시각 이미지를 인식하는 엔진이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문서 내 객체를 정확하게 검출하고 인식하는
DIARL과 OCR 엔진을 활용하며,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고지서 자동납부나 화폐 환율 자동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 Engines

DIARL Document Image Analysis, Recognition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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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L Document Image Analysis, Recognition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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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L 화폐 인식

254

바로가기


영상보기


화폐 인식

DI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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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L 화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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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L 고지서 인식

DIARL

고지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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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QA

IRQA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답할 수 있는
위키백과 기반의 질의응답(QA) API 서비스이다.
EBS 장학퀴즈에서 우승하며 장안의 화제가 된
ETRI의 엑소브레인 엔진이 탑재된 IRQA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어 기술을 통해
사용자 질문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답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IRQA는 챗봇은 물론 대화형 교육 콘텐츠, 지식 포털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 Engines

마인즈랩 IR QA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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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 제공 API 서비스
마인즈랩 IR QA API 서비스 – 위키 백과



영상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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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QA
Knowledge Base Question Answering

KBQA는 사용자의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답 형태의 즉답을 제공하는 질의응답 엔진이다.
트리플 형태의 지식베이스를 통해 추론 과정 없이 즉시 답변을 내며,
일정한 구조 형태에서 미리 구축해 둔 답변만이 제시되므로
정확도 높은 답변이 가능하다. 또한, 추론 기반의 질의응답 엔진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고, 서버 비용도 저렴하다.

Products and Services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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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QA Knowledge Base Question Answering

Entity

2,744m



Attribute

Instant
Answer

백 두산

종류

성층화산

백 두산

최종분화

1925년

백 두산

높이

2,744m

백 두산

특징

한국의
오악 중 북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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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마인즈랩의 기계독해MRC 알고리즘은
주어진 텍스트를 독해한 후 최종 정답을 찾아내는 고도의 기술 체계이다.
마인즈랩은 국내에서 MRC 알고리즘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며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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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주어진 텍스트를 독해하고 최종 정답을 찾아내는 기계독해(MRC) 알고리즘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로, 국내에서는
마인즈랩이 주도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MRC

Context

왜 아부다비에서는 더러운 차
주인에게 벌금을 내게 했어?

[[['아부다비/nng'], ['시청/nng', '은/jx'], ['심하/va', '게/ec'], ['더럽
/va', 'ㄴ/etm'], ['차/nng', '가/jks'], ['공용/nng'], ['주차장/nng', '에
/jkb'], ['방치되/vv', '면/ec'], ['도시/nng', '의/jkg'], ['미관/nng', '이
/jks'], ['나빠지/vv', 'ㄴ다는/etm'], ['이유/nng', '로/jkb'], ['과태료
/nng', '를/jko'], ['부과하/vv', '었/ep', '다/ef', './sf']]]

[[[' 왜 /mag'], [' 아 부 다 비 /nng',
'에서/jkb', '는/jx'], ['더럽/va', 'ㄴ/etm'],
[' 차 /nng'], [' 주 인 /nng', ' 에 게 /jkb'],
['벌금/nng', '을/jko'], ['내/vv', '게/ec'],
['하/vx', '었/ep', '어/ef', '?/sf']]]

'아부다비/nng‘: [0.334, 0.467, 1.532, …]
'시청/nng‘: [0.553, 1.754, 1.524, …]
'은/jx‘: [0.838, 0.993, 1.252, …]
'심하/va‘: [1.647, 1.636, 0.862, …]
....

'왜/mag‘: [0.24, 1.17, …]
'아부다비/nng‘: [0.33, 0.47, …]
'에서/jkb‘: [0.93, 0.11, …]….

[0,
[1,
[2,
[3,

[3, 20]

Answer

Question

아부다비 시청은 심하게 더러운 차가 공용 주차장에 방치
되면 도시의 미관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
다.

1]:
2]:
3]:
4]:

[0.334,
[0.553,
[0.838,
[1.647,

0.467,
1.754,
0.993,
1.636,

1.532, …]
1.524, …]
1.252, …]
0.862, …] ....

Attention

[0, 1]: [0.24, 1.17, …]
[1, 2]: [0.33, 0.47, …]
[2, 3]: [0.93, 0.11, …]
….

[['심하/va', '게/ec'], ['더럽/va', 'ㄴ/etm'], ['차/nng',
' 가 /jks'], [' 공 용 /nng'], [' 주 차 장 /nng', ' 에 /jkb'],
[' 방 치 되 /vv', ' 면 /ec'], [' 도 시 /nng', ' 의 /jkg'],
['미관/nng', '이/jks'], ['나빠지/vv', 'ㄴ다는/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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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더러운 차가 공용
주차장에 방치되면 도시의
미관이 나빠진다는 이유
[[' 심 하 /va', ' 게 /ec'], [' 더 럽 /va',
' ㄴ /etm'], [' 차 /nng', ' 가 /jks'],
['공용/nng'], ['주차장/nng', '에/jkb'],
[' 방치되/vv', ' 면/ec'], [' 도시/nng',
' 의 /jkg'], [' 미 관 /nng', ' 이 /jks'],
[' 나 빠 지 /vv', ' ㄴ 다 는 /etm'],
['이유/nng']]

Answer IDX
[3, 21]

심하게 더러운 차가 공용 주차장에 방치
되면 도시의 미관이 나빠진다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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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MRC 기술은 뉴스를 읽고 주어진 본문에서 답을 찾아주는 기술에 응용된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텍스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Products and Services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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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 - 기업용

MRC 알고리즘이 기업에 적용될 경우 다양한 사업적 가능성이 생긴다.
각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나 사내 문서 등의 텍스트에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응용이 가능하다.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는 인간의 언어를 기계의 언어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로서,
사람이 실제로 쓰는 일상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인공지능의 기초 기술이다.
모든 인간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AI의 성능은 궁극적으로 NLP의 성능에 좌우된다.
마인즈랩은 최고 성능의 NLP를 통해 각종 엔진 및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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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이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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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A
Natural Questions – Answering

NQA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을 찾아야 할 때 사용 가능한 QA 엔진이다.
답변Answer에 여러 가지 정보와 질문들이 연결되어 있어
원하는 답변을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고,
질문을 여러 번 시도하여 원하는 답변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

Products and Services

Engines

Products and Services - Engines

NQA Natural Questions – Answering
자연어 이해

•답변에 여러 가지 정보와 질문들이 연결되어 있어, 원하는 답변을 한번에 찾을 수 있다(Score).
•자연어로 입력한 질문에 대해 연관된 답변을 검색하고, 후보 답변이 여러 개인 경우 공통 레이어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후보군을 좁혀나가, 원하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는 QA 시스템.
•질문을 여러 번 시도하여 원하는 답변을 추론해 나가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Layer 선택).
•데이터 구축 시, 질문/ 답변 색인 외에 layer/ tag/ attribute/ ner 등을 활용하여 계층적으로 색인 및 모델링한다.
단순한 검색엔진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 layer/ tag/ attribute/ ner 등 다양한 색인과 검색을 지원한다.
•검색 시 질문/ 답변 검색 외에, layer/ tag/ attribute/ ner 검색을 지원하며, 후보 답변이 여러 개인 경우
layer 선택을 통해 답변을 좁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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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C
eXplainable Document Classification

XDC는 텍스트 분류 결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최신 딥러닝 기반 문서 분류 엔진이다.
기존 딥러닝 기반 엔진의 약점을 극복하여,
짧은 길이의 텍스트만 분류하는 기존 분류기와 달리
긴 문서도 정확하게 분류해내는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분류 카테고리 개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더욱 정교한 분류가 가능하다.

P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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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C eXplainable Document Classification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 문서 분류 엔진 XDC의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이다. 분류 카테고리 개수에 제한이 없도록
Exploding Gradient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분류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영상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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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임베딩 Word Embedding
워드 임베딩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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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다중 탐지 사전 Hierarchical Multiple Dictionary
계층적 다중 탐지 사전은 규칙기반으로 특정한 패턴/이벤트 등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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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류기 Simple Classifier
단순 분류기는 정규표현식을 활용하여 명백한 의도를 빠른 연산 시간 내에 분류하기 위한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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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 분류기 DNN Classification
DNN 분류기는 학습데이터와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구축한 분류엔진이다.

This is a delightful film.
I could watch this movie again.
Highly recommend this film.

DNN
Classifier

Positive
Non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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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분류기 Intent Finder
의도 분류기는 사용자가 발화한 의도를 분석하여 대화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분류 엔진이다.

inte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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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정보

통 합의도분류 속성

연관 in
tent
(상 )

연관
intent
(하 )

place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
차량
등록

교 통 편
질문
none

bus.nu
m,
subway.
num

위치
질문
여권
발급
…

none

Domain

Rule

화행

감성

Keyword

entities

위치
질문

일반

어디 (
야 )?

ask()

neutral()

위치 ,
어디

교 통
편
질문

일반

(버스
|지하
철 )[]
어디

ask()

neutral()

버스 ,지
하철 ,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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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독해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계 독해는 주어진 문서와 질문에서, 질문과 문서를 이해하여 질문에 적합한 정답을 문서에서 찾아내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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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 한국어-영어 STT

PProducts

STT음성인식는 사람의 말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초당 8,000번의 신호 샘플링을 의미하며, 유선 전화망 음성이 대표적이다.
STT를 이용하면 콜센터의 상담전화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할 수 있다.
마인즈랩이 보유한 주요 8개 언어 중 한국어와 영어 STT는
국내외 주요 대기업 콜센터의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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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 Speech to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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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 음성인식 STT – 한국어 콜센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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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기1



영상보기2



바로가기



영상보기

Products and Services - Engines

마인즈랩 음성인식 STT – 영어 콜센터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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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K 한국어-영어 STT

16K 한국어 STT


영상보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16K 영어 STT


영상보기

음성인식은 사람의 말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한다.
16K은 초당 16,000번 신호 샘플링을 의미하며,
모바일 단말이나 스마트 스피커 등에서 사용되는 고품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사람의 목소리에 기반한 디바이스 제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P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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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한국어 TTS


영상보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영어 TTS


영상보기

마인즈랩 음성합성TTS 엔진은
화자의 목소리나 말투, 발화 습관 같은 특성을 실제 목소리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매우 적은 음성데이터만으로도 특성을 추출할 수 있으며
해피콜 서비스, 보컬로이드 등 음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Text To Speech
Products and Services - Engines

마인즈랩 음성합성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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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합성 Speech to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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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ies & Use Cases

3.5

Data
MRC Data

CCTV 이상행동 Data
STT Data
TTS Data

Products and Services - Data

마인즈랩 Data
마인즈랩은 풍부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288

Products and Services

Data

MRC Data

MRC Data는
Q-A-P(Question-Answer-Passage) 과정을 통하여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본문을 NLU 과정으로 분석한 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Products and Services - Data

MRC QA
MRC 엔진의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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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 Data Set 제작 과정
MRC Data는 본문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생성한다.

•크게는 Q-A-P 과정으로 학습데이터를 생성(Question – Answer-Passage)
•카테고리 및 ID는 분류 및 KEY값을 갖기 위함.
•미국은 Stanford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SQuAD 데이터 존재, 우리나라는 직접 제작 필요.

291

Products and Services - Data

MRC 학습 결과

•본문을 NLU 과정을 통해서 분석.
•질문을 분석을 한 후 정답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게 됨.
•정답 포함된 문장의 시작과 끝지점에 대한 인덱싱.

292

Products and Services

Data

CCTV 이상행동 Data

이상행동 영상은
정의 단계, 수집/제작 단계, 레이블링 단계, 최종적으로 검증단계를 거쳐 구축된다.
프레임 단위로 레이블링을 하여 이상행동에 대해
객체와 동작들의 흐름과 관계를 확인한 후
흐름과 관계 데이터를 모아서 이상행동 도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Products and Services - Data

이상행동 CCTV 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Step 1
정의 단계

Step 2
수집/제작 단계

Step 3
레이블링 단계

Step 4
검증 단계

동작 및 이상행동
정의

동영상 수집

레이블링 툴 제작

데이터셋 및 레이블
유용성 검증

동영상 제작
레이블링 툴

동영상 레이블링

동영상 데이터셋

CCTV 촬영 환경 하에서
사람의 동작과 이상행동
등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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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동작 및 이상행동을
포함하는 CCTV 동영상 수집
또는 제작

레이블된 동
영상 데이터셋

확보된 동영상을 직접 모
니터링 하면서 각 프레임
별로 동작과 이상행동 기술

레이블링이 달린 동영상을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성능 평가

Products and Services - Data

이상행동 정의 (1)
프레임(동작=Action) 단위로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한 이상행동에 대해 객체와 동작들의 흐름과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알 수 있고, 이는 수많은 객체와 동작들의 흐름과 관계를 모아 한 이상 행동을 도출하는 데이터를 매우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학습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밀기

주먹질

발길질

동작

싸움

운반하기

놓기

걷기

동작

무단
투기

동작(Action)과 이상행동(Abnormal Event)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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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정의 (2)
글로벌 오픈데이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구축 CCTV 영상, 수원시 영상 등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동작 및 이상행동에 대한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이상행동 종류를 도출하였다.

동작 및 이상행동 종류
동작(Action)
글로벌 오픈 데이터

인간
기본
동작

걷기
뛰기
밀기
앉기
서있기
던지기
놓기
주먹질
발길질
쓰러짐
운반하기
다가가기
웅크리기
두리번거리기
….

일상 생활 동작 (먹기,운전하기)
노동(타이핑,망치질)
스포츠 동작
상호 작용(악수, 포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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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Abnormal Event)
글로벌
오픈
데이터
화재,폭발
폭행
싸움
교통사고
절도
공공기물파손
실신
배회

KISA

수원시

방화,화재

방화,화재
폭행
싸움
교통사고
절도
기물파손
실신

싸움

실신
배회

최종 이상행동

1

3
4

주취자, 치매
침입, 월담
유기, 무단투기
자살미수
강도
납치
미행
학대
총격

10
데이트폭력

방화, 화재, 폭발
폭행
싸움
교통사고
절도
기물파손
실신
배회
주취자, 치매
침입, 월담
유기, 무단투기
자살
강도
납치
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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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 Data

STT 학습데이터는 음성신호 파일과
소리를 텍스트로 받아 적은 문장전사Transcription 파일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전사된 결과는 심볼이나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1등”은 “일등”으로, “STT”는 “에스티티”로 전사된다.

TTS Data

PProducts

한국어, 영어

TTS 데이터는 텍스트 문서와 음성 파일의 쌍을 문장 단위로 녹음하여 만든다.
마인즈랩은 스피커가 대본을 읽으면서 녹음한 파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스피커에 따라 아나운서,아동 남자 성우, 아동 여자 성우, 콜센터 상담사, 뽀로로의 목소리 등이 있고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콜센터, 시니어케어 상담, 성경, 낭독체, 대화체 등등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만들어 쓴다. 적은 양의 데이터로
트럼프 대통령 등의 유명인이나, 호머 심슨의 애니메이션 음성 등을 합성할 수 있다.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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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ies & Use Cases

3.6

Algorithms
현재 연구중인 알고리즘들

Products and Services - Algorithms

각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마인즈랩의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들
산업 전 분야에서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마인즈랩의 기술에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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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 중인 알고리즘들

■ CNN-based STT(Speech to Text)

End-to-end 딥러닝 기반 STT 엔진으로 음성-텍스트 데이터셋만 있으면 학습 가능
딥러닝 이전에 STT 기술은 사람의 음성으로부터 통계적, 음성학적으로 얼마나 적절한 특징 값(features)들을 뽑아내느냐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HMM 같은 고전적인 머신러닝 방법론으로도 준수한 성능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적절한 특징
값을 찾아내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장인의 영역(Art work)이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이나 언어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nd-to-end 딥러닝 기반 STT 엔진은 기존 방식에 비해 비약적인 성능을 보이면서도 Character Set만 새로
정의해주면 새로운 언어 모델로의 확장에 제약이 없다.

CNN-based STT 엔진으로 음성을 병렬적 처리
기존 STT 기술은 대부분 LSTM 등 RN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RNN은 연속적인 입력값 즉, 시간 순으로 선행되는 입력값이
뒤따르는 입력값에 영향을 주는 음성처리나 자연어 처리 등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RNN 기반은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코딩 과정에 필연적으로 속도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CNN-based STT
엔진은 마치 이미지를 다루듯 음성의 Spectrogram을 처리한다. 입력값을 병렬적으로 연산하여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음성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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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light Framework 사용으로 Throughput 극대화
CNN-based STT 엔진은 딥러닝 엔진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Tensorflow나 Pytorch와 같은 파이썬 기반 프레임워크
대신 페이스북이 새로 개발한 Flash ligh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Flash light는 C++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구현했을 때보다 많게는 수십 배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

출처: N. Zeghidour et al., “Fully convolutional speech recognition,” arXiv reprint arXiv:1812.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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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S 고도화 - Style Transfer 및 Continual Learning

Style Transfer 기술로 목소리와 톤을 자유자재로 변경
기존의 TTS 기술은 단지 학습 시킬 음성데이터를 잘 따라 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뿐 아니라 말투, 발음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Style Transfer 기술은 사람의 음성으로부터 목소리 벡터와 여러 가지 스타일
벡터(감정, 말투, 발음, 연기 톤 등)를 분리해낼 수 있으며, 이 벡터를 조정함으로써 일반인의 목소리로 아나운서같이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 TTS를 만들 수도 있다.

출처: W. N. Hsu et al. Hierarchical generative modeling for controllable speech synthesis. arXiv preprint arXiv:181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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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al Learning 기술로 쉽게 새로운 음성을 추가
기존에는 Multi-speaker 학습 방식으로 100명의 음성을 한 번에 학습했을 때 새로운 1명이 추가되면 101명의 음성으로
처음부터 새로 학습을 시작해야 했다. 기존의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방법으로는 기존 100명의 음성이 학습되어 있는
신경망에 새로운 1명의 음성을 학습하면 기존 100명의 음성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음성을
기민하게 추가하여 서비스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었다. Continual Learning 기법을 적용하면, 인공신경망이 기존
100명의 음성은 여전히 잘 생성하면서도, 새로운 1명의 음성을 학습할 수 있다.

■ 화자분리 기술

화자분리 기술을 통한 자동 녹취 서비스
음성인식 기술로 회의록이나 콜센터 녹취록을 작성할 때 넘어야 할 한가지 기술적 장벽은 화자분리에 대한 것이다.
음성인식 엔진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자분리 기술은 크게 3가지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Speaker Verification 2) Speaker Diarization 3) Voice
Seperation 엔진이다.

Speaker Verification 엔진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
Speaker Verification 엔진은 음성을 입력값으로 받으면 해당 음성 고유의 Speaker Vector를 추출한다. 이 알고리즘은 같은
사람의 목소리는 서로 가까운 벡터 값을 가지도록,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먼 벡터 값을 가지도록 학습한다. 이 엔진은 어떤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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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화자인증이나, 여러 사람의 음성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화자를 구분하는
화자분리 등과 같은 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 내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AI 스피커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Speaker Verification 엔진이 학습하지 않은 사람의 음성도 특정 벡터 값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출처: Quan Wang et al., "VoiceFilter: Targeted Voice Separation by Speaker-Conditioned Spectrogram Masking",
arXiv preprint 1810.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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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Diarization 엔진으로 복수 화자의 발화구간을 탐지
Speaker Diarization 엔진은 여러 사람이 번갈아 얘기하는 음성파일(채널분리가 되지 않은)에서 서로 다른 화자가 발화하는
구간을 탐지하여 구분해준다. Speaker Diarization 엔진은 음성파일을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중첩하여 들으면서 화자가 바뀌는
구간을 캐치한 후 Speaker Verification 엔진의 도움을 받아 해당 구간의 음성에 화자 ID를 부여한다. 화자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화자 0,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화자 1,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은 화자 0이, 어떤 구간은
화자 1이 발화하고 있는지 구분하여 알려준다.

Voice Seperation 엔진으로 동시 발화 음성을 분리
화자분리 기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관은 사람이 대화하면서 동시에 발화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이다. 흥분한 상태에서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를 음성인식을 통해 녹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시
발화 음성을 각각 화자의 음성으로 분리해야만 한다. Voice Seperation 엔진은 이렇게 동시에 발화한 음성 중에서 특정 Speaker
Vector 값에 해당하는 사람의 음성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다. 두 사람만 동시에 얘기하고 있었다면 분리해내고 남은 음성이
나머지 한 사람의 음성이 된다. 마인즈랩은 이 분야에서 최고 성능(state-of-the-art)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세계 최초로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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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어 처리(NLP) 분야의 혁명 - BERT와 GPT2

복잡한 자연어처리, BERT로 한번에 처리
자연어 처리(NLP) 분야는 그동안 완전히 end-to-end로 정복하기 힘든 분야였다.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tokenization, POS tagging, NER 등 복잡한 자연어 이해(NLU)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이 기술에는 상당한 수준의
언어학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텍스트를 적절히
쪼갠 후에는 다시 Word Embedding 알고리즘으로 이 token들을
벡터로 만들고 나서야 텍스트 분류, 기계 독해(MRC) 등의 task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텍스트를 기계가
이해하기 좋게 적절히 쪼개는 과정이 사람이 이해하고 정한
규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token들을
(편의상 단어로 이해해도 좋음) 벡터로 만드는 과정에서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즉, 한국어 단어 '배'는 운송수단,
과일, 사람의 신체,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등 다양하게 쓰이나,
이것이 벡터로 변환될 때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출처 : Attention is all you need(Vaswani et al., 2017),

BERT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함으로써 자연어 처리

https://arxiv.org/abs/1706.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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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혁명을 가져온 알고리즘이다. BERT 네트워크는 크게 텍스트를 입력받아 이를 적절한 단위로 쪼개는 부분과, 이렇게
쪼갠 token들 각각의 벡터를 만드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대량의 문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쪼개는 것이 자연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학습하며, 각 token의 벡터는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하여 매번
새로 만든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벡터 값을 가지게 되며, 심지어 완전히 처음 보는 단어라도 주변 맥락에
따라 특정한 벡터 값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처럼 BERT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벡터 값을 입력값으로 사용하면 텍스트 분류, 기계 독해 등 여러 가지 task는 BERT
네트워크에 가장 단순한 linear 한 층 정도만 이어 붙여도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너무 좋은 성능에 공개를 취소한 자연어 생성 모델 GPT2
그동안 자연어 생성(NLG) 분야는 인공지능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왔다. 기존의 RNN 기반
Seq2Seq 알고리즘 만으로는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자연어 생성은 고사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조차 생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제 자연어 생성 기술은 BERT의 혁명적인 성과로부터 착안하여 새로운 전기에 이르렀다. GPT2는 한두 문장을
입력해주면 나머지 글을 자연스럽게 이어 써주는데, 너무나 뛰어난 성능에 공개된 지 한 달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GPT2
기술을 활용하면 문학적인 글쓰기 뿐 아니라, 자동 기사 생성, 그 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생성형 요약 등 자연어 생성 기술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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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Remover

이미지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만 자연스럽게 제거
이미지에서 특정한 물체, 사람, 텍스트 등만 제거할 수 있다면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의 텍스트만 지울 수도 있을 것이고, 브랜드 로고를 지우거나, 사진에서 특정 사람만 지워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모자이크를 입히거나, 어색하게 단색으로 칠해버리는 방식보다는 주변 이미지와 어우러지도록 자연스럽게 지워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Object Remover 엔진은 이렇듯 이미지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만 감쪽같이 제거해준다.

출처: Quan Wang et al., "VoiceFilter: Targeted Voice Separation by Speaker-Conditioned Spectrogram Masking",
arXiv preprint 1810.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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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복원에 쓰이는 Inpainting 기술
Object Remover 엔진이 이렇게 특정한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핵심 원리에는 이미지 복원 분야에 주로
쓰이는 Inpainting 기술이 있다. Inpainting 기술은 예컨대 사진에 잉크를 쏟아 얼룩진 부분을 주변의 이미지를 보고 유추하여
복원해내는 방식의 기술이다. Object Remover는 이러한 Inpainting 기술을 활용하여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에 강제적으로
얼룩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배경으로 채워준다.

Image Segmentation에도 활용
마인즈랩은 Object Remover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부수적인 성과를 얻었다. Inpainting 기술을 활용하여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배경에 어우러지게 채워주는 과정에서 최초의 입력 이미지와 오브젝트를 제거한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구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상당히 정교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Weakly Supervised Image
Segmentation의 state-of-the-art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다. 기존의 Fully Supervised Image Segmentation
은 학습데이터 생성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상업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마인즈랩의 연구가 Image Segmentation
분야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0

Products and Services - Algorithms

■ TTI(Text to Image)

말로 묘사하는대로 이미지를 생성
TTI(Text to Image) 엔진은 특정한 오브젝트를 텍스트로 묘사하면 이를 실제 이미지로 생성해준다. 예를 들어 “짙은 갈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가로 줄무늬 폴로셔츠”라고 말하면 이를 실제 존재할 법한 옷 사진으로 생성해주는 것이다. TTI 엔진은
크게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인코더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디코더 부분으로 나뉘어, 자연어 처리
분야와 이미지 생성 분야 각각의 최신 기술력을 총 집대성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Tao Xu et al. "AttnGAN: Fine-Grained Text to Image Generation with Atten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https://arxiv.org/abs/1711.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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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분야, 유아교육, 몽타주 작성 등 넓은 활용 분야
TTI는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패션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디자인 시안 생성 등에 활용될 수 있고, 텍스트 묘사로
생성한 이미지를 기존의 상품들과 비교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내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상상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유아교육 분야에 활용하거나, 범죄자 몽타주 작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엔진이다.

■ Super Slomo

일반 영상을 초고속 카메라 영상으로 변환
Super Slomo 엔진은 영상의 특정 시점의 두 이미지 프레임을 입력하면
두 이미지 프레임 사이의 특정 시간대의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해주는 엔진이다.
60fps짜리 일반 영상이 있다고 하면, 인접한 두 이미지 프레임의 시간 간격은
1/60초인데, 이 두 이미지 사이에 추가로 3장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240fps,
즉 4배 느린 초고속 카메라 영상이 되는 것이다. Super Slomo 엔진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의 두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로부터 해당 이미지 사이의 이미지를
예측하여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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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이 프레임 생성으로 애니메이션 작업 등에 활용
Super Slomo 엔진이 단순히 초고속 카메라 영상을 만드는 데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uper Slomo 엔진의 원리가,
움직이는 화면의 짧은 시간 간격의 두 이미지 프레임 사이에 들어갈 이미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로 24fps 즉, 1초에 24장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12장의 그림을 그리고, 사이사이를
Super Slomo가 생성해주기만 해도 작업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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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인공지능서비스 플랫폼 회사 마인즈랩이 걸어온 길

AI as a Service 회사 마인즈랩은
AI 핵심 알고리즘에서 엔진, 플랫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사업영역을 제공하는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다.
최신 AI 기술을 가장 신속하게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는
최고의 스피드와 민첩성을 갖추었다.
마인즈랩은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 4년 만에 국내 AI 기업 중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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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총체적인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하는 마인즈랩
최신 AI 기술을 가장 신속하게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는 최고의 스피드와 민첩성을 갖췄다.

Algorithms

Engines

Machine
Learning
Data

Bot
Platform

Bots

API
Services

Vertical
Market
Application

Smart
Machine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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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 회사 연혁

2014
2015
2016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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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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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7
2018

10억 원

30억 원

총 8개사 173억 원

투자유치 현황 (누적 2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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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같은 성장 속도, 숫자로 결과를 증명하는 마인즈랩

단 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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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는 마인즈랩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 기업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9 기준 고객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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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국내외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 마인즈랩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 조직 마인즈랩은
자체 연구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R&D와 지속적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을 획득하고 주목받는 AI 기업으로 꼽히면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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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7
2016
2015

MINDs
MINDs
Lablab
Introduction
Introduction

마인즈랩 주요성과

매출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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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and Global Presence
전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AI 전문기업 마인즈랩

글로벌 AI 전문기업 마인즈랩의 무대는 전 세계이다.
마인즈랩은 AI 핵심 알고리즘에서 엔진, 플랫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통합 인공지능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혁신적 AI 서비스를 구현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풀을 통해 최신 AI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 가장 신속하게 제공한다.

MINDs Lab Introduction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AI 전문기업 마인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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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은 2018년 기준 4개 국가에서 100여 명의 직원(관계사 포함 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AI
전문기업이다. 해외의 최신 AI Trend를 가장 신속하게 캐치하고, 이를 반영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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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공지능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혁신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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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sion 2019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Tech 행사

VIVA Tech 2019 유럽의 스타트업들과 글로벌

마인즈랩의 AIaaS 서비스 플랫폼 maum.ai를 중심으로

IT 기업들이 참여하여 최신 기술 트렌트를 공유하는 행사

실제 구현 및 상용화 사례를 고객 성공스토리와 함께

maum.ai에서 제공되는

소개했다.

다양한 API 및 AI 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다.

MWC Barcelona 2019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전시회로

MWC Americas 2018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전시회로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공유하는 Tech 행사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공유하는 Tech 행사

MINDs Lab의 maum.ai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고, AI 현지

MINDs Lab의 AI Contact Center 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고,

기업이나 관련 기업들에게 maum.ai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실제로 상용화된 VOC(Voice Of Customer)에 주요 레퍼런스

AI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했다.

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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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내일, 마인즈랩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AI 전문가 집단
•머신러닝, 컴퓨터 공학, 언어학 등 AI 주요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I 전문가 집단
•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이 기반의 여러 프로젝트를 구축, 관리하는 탄탄한 노하우
•언어지능, 시각지능 등 인공지능 각 영역에 특화된 내부 연구 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

글로벌하게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금융, 통신,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 20여 곳으로부터 그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마인즈랩의 제품들
•정부 기관과 포브스아시아(Forbes Asia), UN 산하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사업화 역량과 성장세를 검증받은 기업

최신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민첩성과 실행력
•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을 즉각적으로 고객의 AI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
•최신 기술을 곧바로 자체 역량으로 만들어 제품에 적용하는 민첩성과 실행력을 갖춘 마인즈랩의 임직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객이 원하는 AI 서비스를 구현
•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다양한 AI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AI 알고리즘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AI 기술 기반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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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AI 네트워크 마인즈랩

상생을 목표로 하는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밸류 체인 각 영역에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다양한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들과 AI생태계인 에코마인즈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학습역량 강화 및 R&D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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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인즈
에코마인즈 프로젝트는 각 밸류 체인마다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마인즈랩의 상생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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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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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대 AI 연구기관인 AMII와 파트너십 체결

애드먼튼에 위치한
에이미(AMII·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는
엘리먼트 AI(Element AI), 벡터 연구소(Vector Institute)와
함께 캐나다 3대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다. 에이미는 강화 학습을 창시하고 딥러닝 연구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환을 가져온 리처드 서튼 교수가 이끄는
연구기관으로, '알파고'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구글
딥마인드와 앨버타 대학 등 산학연이 한 데 모여 각 분야에서의
딥러닝 연구를 글로벌하게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 연구기관에

AMII 협약식에 참여한 유태준 대표(오른쪽)

AI 전문기업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합류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AI의 성지라 불리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연구소를 설립할 정도로 AI 연구 토양이 비옥하다.
그 중에서도 앨버타 대학과 AMII는 강화 학습 연구 역량이 매우
강한 편이다. 마인즈랩은 최신 AI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는 데
훨씬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환상의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인즈랩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AMII 직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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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인즈랩•GNS바이오, AI 기반 뇌종양 치료 신약 개발 맞손

2019.02.10
글로벌 이코노믹

마인즈랩과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 지앤에스바이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 신약
연구와 개발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뇌종양 조직에서 추출된 유전자 빅데이터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면역세포치료를 기반으로 한 신약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AI를 통해 뇌종양 조직 세포에서 추출된 RNA 데이터를 DB화하고, 개인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종양 내 염기서열을 분석해 이를 신약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19.05.27
아이티데일리

마인즈랩, 금융위 선정 우수 핀테크 기업 성장상 수상
마인즈랩의 AI 하이브리드 고객센터 서비스는 AI 음성봇과 챗봇, 고객센터 분석 등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전통적인 고객센터에 접목해 AI 기반의 고객상담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특히 AI 음성 생성 기술과
대화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음성봇은 보험사의 완전 판매 모니터링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인즈랩은 AI 기술을 핀테크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상용한 것을 인정받아 핀테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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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인즈랩, ‘에코마인즈 프로젝트’로 AI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들과 함께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에코마인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코마인즈는 마인즈랩의 AI 플랫폼 마음에이아이(maum.ai)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다.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이나, 보유 기술을 AI 서비스와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에코마인즈를 통해 빠른 속도로
신기술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체 AI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19.03.20
한국경제

마인즈랩, 캐나다 3대 AI 연구기관 ‘에이미’ 합류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연구기관 에이미(AMII)의 정식 회원사로 합류하여, 구글 딥마인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진과 함께 딥러닝 분야의 연구를 함께한다.
인공지능 강국인 캐나다에서 3대 인공지능 연구기관 중 하나인 에이미의 연구진과 함께 자연어 처리,
시각지능(컴퓨터 비전), 강화학습 등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주요 영역에서 최신 딥러닝 R&D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인즈랩은 이번에 에이미 멤버사가 된 것을 시작으로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용화에도 초점을 맞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확대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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