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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및 기업 소개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AI서비스를
정부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하여 AI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AI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공급기업)의 AI솔루션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
자유과제

•지원대상
AI 솔루션을 구매하여 자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수요기업이 수요·공급 매칭 신청서를 2월 16일 15시까지 제출한 경우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

•지원규모및조건
-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 지원(총 예산 560억원)

- 민간부담금(수요기업) : 총사업비의 20% 이상(중견기업은 3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0% 이상

•지원기간
2.15(월)~3.2(화) 15:00까지

공급기업
풀지정

AI바우처
사업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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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바우처지원사업 | 사업 개요



공급기업모집

사업공고및등록정보공개

수요기업∙공급기업매칭

과제사업계획서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수행관리및이행점검

결과평가

• 공고 일자 : 2021. 1. 22(금)
• 공급기업 등록정보 공고 기간내 공개

•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자율)
* 수요기업이 매칭 신청 희망 시 NIPA에 2/16(화) 15:00까지 수요공급 매칭신청서를 이메일로 신청

• 전산 접수일정 : 2.15(월)~3.2(화) 15:00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평가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 평가형식 : 적합성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로 1.5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가능

• 사업비 심의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3월)
• 협약체결(4월~10월)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0월~11월)
* 필요 시 22년 사업대비 하반기 공급기업 추가 모집

AI바우처지원사업 | 2021년 추진 일정



AI바우처지원사업 | 자이냅스 제공 서비스

국내 최고의 비대면 챗봇
NLU엔진 기반 챗봇
타 챗봇에는 없는
Visual Page 기능과 강력한 엔진 성능으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

365일24시간,단순반복민원대응및비대면
마케팅및접수,기업홍보등다양하게활용

내부직원(신입직원)의업무가이드와
회사생활적응을위한교육및제도안내

고객만족도조사및후기데이터를분석하기위한
수집채널로활용(챗봇+데이터분석)

가상음성으로한번더안내하는음성챗봇구축
(챗봇+가상음성)

국내 최고의 가상음성 생성
딥러닝 음성합성
최대 65문장의 데이터를
30분 학습하기만 해도
가상음성을 언제든지 생성

성우를사용하던기존방식을
AI가상음성으로쉽고빠르게!

부자연스러운기존의TTS방식에서
전문성우의가상음성으로자연스럽게!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모델링
토픽모델링, 반자동 레이블링과 같은
자이냅스의 빅데이터 기술로
의사결정을 더 현명하게!

뉴스데이터를기반으로
산업동향분석을한눈에!

감성분석과토픽모델링기법으로고객의불만을
정확히진단하고대응효과를한눈에!

사진 1장만으로
딥러닝 영성합성
사진 1장만으로 기존 영상을
원하는 인물의 영상으로 생성

고인이되었거나쉽게접하지
못하는유명인물의얼굴로
가상영상을제작

미술관,박물관등에서유명
작가가직접설명하는가상
큐레이터서비스등에적용가능



프로젝트 사례 | (주)더와이즈

01 기업 홍보

(주)더와이즈 홈페이지 방문자를 위한 챗봇 서비스를
구축(오픈예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02 사업 안내 및 프로젝트 의뢰 대응

(주)더와이즈는 수출바우처 및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공급기업으로서 챗봇을 통해 수요기업 대상 홍보 활동을 실시

03 내부직원 업무 가이드 및 신입직원 교육
보다 효율적인 신입사원 교육 및 신입사원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기업 정보, 사내 제도 안내 및 관련 자료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

외부고객 및 내부고객을 위한
챗봇 서비스



프로젝트 사례 | 한국로슈

01 증가하는 제품 문의 대응

증가하는 의약품에 대한 의료진의 질의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전문 응대가 가능하도록 챗봇을 구축

02 대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답변 관리에 집중
의약품의 투약방법, 조제방법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의

대답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할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단어를 등록하여 관련없는 대답이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에 집중

전문의약품 질의 대응을 위한
챗봇 서비스



프로젝트 사례 | 메드트로닉 코리아

01 의료기기 사용정보 및 고객문의 응대

메드트로닉의 의료기기 및 장비를 구입한 일반 사용자 및 의료인들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의에 현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챗봇 도입

02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캐로셀 기능 구현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명 또는 제품코드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각 제품의 사진을 메뉴로 보여줄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캐로셀
기능을 구현

03 비주얼 페이지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성 제공
일반 환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문제가 있어 비주얼 페이지 기능을

통해 구글 설문지를 연동, 담당자에게 직접 제공

Medtronic Spark 2020에서 글로벌 최우수사례로 선정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법인 도입 추진 중

의료기기 일반인/전문인 고객문의 대응을 위한
챗봇 서비스



프로젝트 사례 | 메드트로닉 코리아

01 의료기기 사용정보 및 고객문의 응대

메드트로닉의 의료기기 및 장비를 구입한 일반 사용자 및 의료인들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의에 현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챗봇 도입

02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캐로셀 기능 구현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명 또는 제품코드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각 제품의 사진을 메뉴로 보여줄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캐로셀
기능을 구현

03 비주얼 페이지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성 제공
일반 환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문제가 있어 비주얼 페이지 기능을

통해 구글 설문지를 연동, 담당자에게 직접 제공

Medtronic Spark 2020에서 글로벌 최우수사례로 선정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법인 도입 추진 중

의료기기 일반인/전문인 고객문의 대응을 위한
챗봇 서비스



가상음성
성경낭독듣기

프로젝트 사례 |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가상음성으로 낭독하는
가상음성 성경읽기

국내 최초의 가상음성 기반
AUDIO BIBLE



프로젝트 사례 | 산업연구원

1.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산업동향 모니터링

온라인 뉴스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과거(10년 이상)부터 현재까지 연간∙분기∙월간 분석이 가능하며
업종에 구애 받지 않고 산업과 시장 트렌드 모니터링에 용이

토픽 추출을 통해 산업과 시장 변화에 민감한 기업 또는 기관에

유용한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분석



프로젝트 사례 | 세마컨설팅

1. 계층적 구조화로 실제 이슈 파악

기존 고객 후기 분석과 달리 각 도메인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설계하고 토픽 분리 및 계층적 구조화를 통해 상세한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발

2. 체계적인 분석으로 인사이트 제공

토픽모델링과 레이블링, 감성분석 등 다양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는 고객의 의견을 시간
추이별, 주제별,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분석,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

계층적 의미 파악이 가능한
고객 후기 분석

Top 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 6 
(9.6% of tokens)

1. saliency(term w) = frequency(w) * [sum_t p(t|w) * log(p(t|w)/p(t))] for topics t; see Chuang et.al (2012)
2. Relevance(term w| topic t) = λ * p(w|t) + (1-λ) * p(t|w)/p(w)); see Sievert & Shirley (2014)

Overall term frequency

Estimated term frequency within the selected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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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사례 | 메디아이플러스

1. 산재된 데이터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

임상연구 관련 데이터 검색은 연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나
연구기관별 수집 데이터의 기준도 다르고 국가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국내∙외 산재되어있는 임상 관련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총 194만건(국내 1,600여건, 해외 192만여건)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비정형 데이터 전처리 작업 실시

임상연구 효율성을 높여주는
임상 데이터 레이블링



XINAPSE IS A.I. STARTUP 
MAKING NEW COMMUNICATION 

EXPERIENCE

NLU 
ENGINE

VIDEO
SYNTHESIS

UNSTRUCTURED
DATA ANALYTICS

SPEECY
SYNTHESIS

기업개요 | Company overview



기업개요 | People

주동원 Chief Executive Office

∙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
∙ Fount 이사

박보영 Chief Operation Officer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박사(수료)
∙ 딜로이트코리아 수석 컨설턴트
∙ 하이트진로(주) 차장

∙ LF패션 차장
∙ KMAC 마스터 컨설턴트

Leadership 04

강진범 Chief Technology Officer

∙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 신한은행 인공지능 랩 리더
∙ 엘지전자 책임연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위원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멘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위원
∙ 서울산업진흥원 평가위원
∙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멘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Wenyu Zhu
경영학
석사

경영기획 03 경영지원 03

김성환 하이진한진태
의료경영학
석사

오태경황선하
교육리더십
석사

R&D 15

남용욱
컴퓨터 과학
박사

진훈
이학
박사

한지승
전자공학
석사

최석환

Shavkat Nasirov
정보통신미디어공학
석사

이형로
컴퓨터 공학
석사

조현근박지나 이승진 이중혁이건희 한승재

서비스 기획 10

김대웅
의료경영학
석사

박종원최서아
경영학
석사

한만욱
철도전기신호공학
석사

김인영 장창희

추헌엽 최현근전상일 Chief Commercial Officer

∙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 박사
∙ 하버드대학교 ‘Center for Risk Analysis’ 연구원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의원

∙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자문위원
∙ 국가기술표준원 제도분과위원회 위원

∙ 대한보건협회 환경보건 및 홍보분야 이사

차홍수

권태솔강현욱

김설미

김정진



SW고성장클럽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Top10 APAC ML Solution Provider
CIO advisor

서울형 강소기업(일생활균형)
서울특별시

TIPS지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AI바우처 공급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핀테크기업 IP컴피티션 4위
특허청 ∙ 서울특별시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가공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GLOBAL 3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서울브랜드우수기업
서울특별시

관광기업혁신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술평가 우수기업
NICE평가정보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C-LAB
10기

빅데이터 x AI
Top5

스타트업 노매드
5기

IBK 창공
1기

Award of 
Excellence

XINAPSE IS
ONE OF THE MOST ADMIRED STARTUP
IN ARTIFICIAL INTELLIGENCE.

기업개요 | Award & Accreditation



홍콩투자청장
자이냅스 방문

중국텐센트주관
A.I. accelerator Final Stage 진출

서울특별시장
자이냅스 방문

강진범CT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국내 채팅상담 분야 1위 기업
(주)엠비아이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홍콩 호텔 솔루션 ∙플랫폼 기업
STPL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리더스포럼2019
AI세션 패널 초청

K-POP엔터테인먼트기업
RBW(마마무 등) 업무협약 체결

XINAPSE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기업개요 | Press



기업개요 | Clients

Trust takes years to build,
seconds to break,
and forever to repair.



(06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6길 14, 윤천빌딩 8층
https://www.xinapse.ai
welcome@xinapse.ai

COO
박보영
bopark@xinapse.ai
010-6211-2273

음성합성팀
최서아 팀장
seoa@xinapse.ai
010-4012-1938

영상합성팀
김인영 팀장
young@xinapse.ai
010-2750-7162

챗봇팀
장창희 팀장
david@xinapse.ai
010-9107-3656

데이터팀
김대웅 팀장
dwkim@xinapse.ai
010-8711-0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