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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자이냅스는 생성적 AI Generative AI 기술을 통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에 있어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법인명

(

대표이사 설립일

본사소재지홈페이지

임직원수

특허 기술평가등급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공감하도록

AI커뮤니케이션을

선도합니다.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가이드 영상의 동작을 전이하여
촬영이나 영상없이도 가상영상 생성

AI영상엔진

한국어 특성 기반에 근거한 설계 방식으로
일반 챗봇 대비 인텐트 파악에 탁월

더 높은 사용자 의도 인식을 위하여
딥러닝 기술로 다시 한번 데이터 검토

AI대화엔진

최소 48문장 데이터를 30분만 학습하면 텍스트만 입력해도
32,000hz의 고품질로 원하는 목소리를 마음대로 생성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하여
기업이 원하는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목소리를 생성

원본 음성 데이터에 새로운 발화자의 특성을 덧입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

국내최초 AI가상음성내비게이션

국내최초 AI가상음성 TV광고

세계최초 32,000hz 가상음성상용화

세계최초다발화자데이터기반 AI합성음성상용화

세계최초 AI가상음성바이블

AI음성엔진



주요수상및인증

Company Overview

주요클라이언트및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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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합성음성, AI가상음성,

AI전이음성등다양한음성엔진

기술로콘텐츠를쉽고빠르게



• 아리랑국제방송 김보경 기자의 가상음성으로 텍스트 입력만으로
즉각적인 한국어 영어 뉴스 제공 가능

실시간으로 가상음성을 생성하여
리포터를 대신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뉴스를 전달하다.

Collaborated with 

AI가상음성으로 전달하는 뉴스입니다.

• 유튜브는 누구보다 빠르게 배포하고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한 미디어 채널
• 4~5명이 2~3일에 하나씩 만들던 유튜브 광고를 1명이 하루에 하나씩 생성할만큼 콘텐츠 생산능력 향상
• 실시간으로 가상음성을 생성할 수 있어 직원 퇴사, 성우 컨디션 등 리스크를 제거

실시간 가상음성 생성 플랫폼으로
유튜브 광고를 더적은인원이
낮은비용으로 빠르게 배포하다

Collaborated with 



• 컴투스 프로야구 V22 TV광고 영상에 故최동원 선수의 음성을
AI가상음성으로 재현

프로야구 레전드
故최동원(1958.05.24~2011.09.14),

인공지능으로 부활하다.

Collaborated with 

• JTBC의 제20대 대선 개표방송을 통해 故박정희, 故김영삼, 故김대중, 故노무현
前 대통령의 AI가상음성 송출

인공지능으로
시대를넘어
역대 대통령과 만나다

Collaborated with 



• 고인이 되신 송해님의 기존 방송 데이터를 토대로 야놀자의 광고
대사와 마지막 메시지를 가상음성으로 구현

녹음을 할 수 없더라도
셀럽이직접등장한것같은
광고를 제작하다.

Collaborated with 

• 웹툰 기반의 모션그래픽 콘텐츠 제작 시 감정표현이 가능한 AI가상음성으로
캐릭터의 대사를 처리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캐릭터가
감정이 실린 AI가상음성으로
대사를 말하다.

Collaborated with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의 40분 학습데이터로
성경 전권 분량의 AI가상음성 바이블 제작
(354만 조회) *일반도서 12만자

40분 녹음만으로
1백3십만글자의 성경 전권을
가상음성으로 완성하다.

Collaborated with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기획한 방송광고를 위해 자체 데이터 수집 솔루션과
녹음을 통해 학습한 100명의 어린이의 음성을 합쳐 AI합성음성 생성

100명의목소리를 모아
현실에없는목소리로
광고를 제작하다.

Collaborated with 



셀럽의 AI가상음성내비게이션,

AI합성음성으로지원되는

자연스러운인포테인먼트시스템



한문철님
변호사

이무진님
가수(싱어게인 시즌1)

안영미님
코미디언∙MC

박지윤님
성우(겨울왕국 안나 등)

유현주님
프로골퍼

Collaborated with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을 통해
다양한 셀럽의 AI가상음성으로 길안내 서비스 제공

전국 59,000개도로안내데이터를
가상음성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구현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자이냅스 AI가상음성을
탑재합니다.(PoC 진행 중)

합성 가상음성 생성기술로 다양한 발화데이터를 조합하여
모빌리티 인포테인먼트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가상음성을
생성하여 제공

Collaborated with 



AI가상음성바이블을포함한

기독교와관련된모든오디오

콘텐츠를한곳에서



Servi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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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로다시는들을수

없을것같았던그리운목소리를

가까이다시듣는감동



하늘에계신엄마가
인공지능을 빌어
딸의결혼을 축하하다

딸의 결혼식을 한 달 남기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유가족의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예비 신부가 보관하던 어머니의 통화 음성 1분 50초, 사진 1장으로 어머니를 재현하였습니다.

영상보러가기 _ www.xinapse.ai



자이냅스는더적은데이터로

빠르고저렴하게모두가사용할

AI휴먼을만들어갑니다.



사진에 가이드영상의 동작 전이
대상 전체를 합성

대상인물의 영상 촬영 불필요
짧은 제작기간, 낮은 비용

사진에 의존해
해상도 및 다양한 동작에 한계

Virtual Human
3D모델링(CG), 영상학습으로 생성

대상 전체를 생성

고해상도로 미디어 활용도 높음
긴 제작기간, 높은 비용

완전히 새로 인물을 제작하므로
다양한 동작 등 높은 자유도

Deepfake

영상 일부를 타 영상으로 대체
일부 영역 합성

하나의 영상에 다양한 인물 적용
각도, 조명에 따라 어색(후처리)

기존 영상에 의존하여
다양한 동작에 한계

가상영상생성기술비교

생성방식

특징

자유도

만 있으면 촬영이나 영상 데이터가 없어도
동작을 전이하여 움직임을 부여하는



만 있으면 촬영이나 영상 데이터가 없어도
동작을 전이하여 움직임을 부여하는

① 원본사진 ② 화질개선 ③ 동작부여 ④ 가상음성결합

가상영상생성프로세스



Hi! [Yongwook Nam], This is John Legend here! 

It’s my pleasure to let you know that I’ve joined in LG 
SIGNATURE as a brand new ambassador this year!

Xinapse

#John_Legend  #Live Portrait  # Virtual  #Xinapse

LG Signature Ambassador
John Legend 가상영상 샘플 제작

사진 1장과
유튜브데이터만으로
셀럽을 구현하다.

개인화



Chatbot

365일, 24시간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하는

자체개발 Hybrid 엔진

한국어 고유의 모호한 구문∙형태에 근거하여 설계한 General-Specific 방식은
일반적인 개념부터 상세 개념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유사 인텐트 처리에
탁월합니다.

위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텐트는 딥러닝 엔진을 통해 보완하여 처리합니다.

직관적정보전달

듀얼페이지를 통해 불필요한 말풍선이나 외부 앱으로의 전환없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능동적대화처리

대화의 흐름에 따라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여
사용자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갑니다.



Data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대규모의데이터라벨링자동화
∙대규모 데이터를 자동으로 라벨링함으로써 라벨링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특성에맞는알고리즘제공
∙기존 활용도 높은 알고리즘과 커스텀 알고리즘을 새롭게 추가하여 고객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쉽고간편한라벨링
∙원포인트 앤 클릭으로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작업자에게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워크플로우와작업환경관리를위한대시보드
∙작업자, 검수자의 프로젝트 작업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하여 데이터 가공 스케줄 및 생산성 관리가 가능합니다.

∙작업자는 결과물에 대한 히스토리와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자신의 프로젝트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7(안덕빌딩)

이메일 _ welcome@xinapse.ai | 전화 _ 02-6052-5611 | 팩스 _ 02-6280-5612

홈페이지 _ https://www.xinapse.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