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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043-931-5757, dhlim@nipa.kr

-

의료,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업혁신이 가능한 6개
분야 11개 신규 지능정보서비스 발굴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및
추진경과

- 단일 산업 내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현장적용 및 실증을
위해 ICT중소기업 수요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개발, 시범적용
○ 추진경과
- ‘16.12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수립
- ‘17.07 : 국정운영 5개년 계획「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발표
- ‘17.11 : 관계부처 합동「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발표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NIPA AI융합산업팀 최석원 팀장
- 최종 결재자 : NIPA 김창용 원장

사업수행자

○ 사업 관련자

(관련자 및

구분
본부장
팀장
담당
담당

업무분담 내용)

성명
김득중
최석원
임동현
심재성

년 사업화 지원 선정 과제 현황

‘19

주관기관

과제명

>

㈜엠티이지 수술동영상을 활용한 지능형 수술가이드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인피니그루
AI기반 약물처방오류 탐지 서비스 개발
의료 메디팜소프트㈜
딥러닝 기반의 심장질환 조기진단 및 판단 서비스
㈜아임클라우드 스마트 침대를 활용한 수면건강 AI서비스 플랫폼 개발
㈜버즈폴 유전체 및 경동맥 초음파를 활용한 지능형 뇌졸중 판독 시스템
㈜이투온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해양안전정보 서비스 개발
안전 ㈜인프라닉스
지하통신구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진단 및 재난 예측 서비스
금융 ㈜마인즈앤컴퍼니
AI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 자동화
제조 엠아이큐브솔루션㈜ 제조 지능확산을 위한 발전적 AI서비스 및 개방형 AI플랫폼 개발
에너지 ㈜대연아이앤티 AI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이상탐지 및 발전량 예측 시스템
민원 미디어젠㈜
인공지능기반 대화형 고객응대 서비스 구현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발굴,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개요

<

분야

○ 추진배경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응용서비스의 빠른 현장
적용 및 확산을 통한 인공지능(AI) 대중화에 기여
○ 추진기간 : 2017 ~ 2023
○ 2020년도 사업비 : 7,480백만원
○ 주요내용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관련 산업 초기시장 창출이 가능한

○

년도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 주요 성과

2019

<금융> 지능형 주택 임대차금융 상담 서비스

<제조> AI 기반 설비장애 예지 서비스

o 지원과제를 통해 개발된 AUS(지능형 주택임대차 금융 심사 시스템) o 지원과제를 통해 개발된 설비장애 예지 서
국내매출 발생 및 해외진출 - ㈜공감랩
- 국내매출
국민은행(`19.4), 신한은행(`19.11), 웰컴FND(`19.9),
투게더앱스(`19.7), 콘트롤에프 (`19.7), 핀다(`19.8)
- 해외진출 : 캄보디아 WFC (`19.5)

비스가 대기업 건설사와 계약체결 – 엠아이
큐브솔루션㈜
- 국내계약 : 현대건설(`19.6)
- MOU체결 : ㈜씨엔테크(`19.6)
* 스마트펙토리구축사업

o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6)

<안전> 인공지능 기반 활주로 돌발난류 예측 서비스 <관광> 로보저널리즘 기반 지능형 관광 서비스

직급
본부장
팀장
수석
수석

수행기간

‘20.1.1.~12.31
‘20.1.1.~12.31
‘20.1.1.~12.31
‘20.1.1.~12.31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사업 총괄
사업 운영총괄
사업관리
사업 관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국민 일상생활의 선도적 지능정보화로 국민안전 및 민생현안

o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기계학습 기반 수치예측성 o 관광관련 소셜 데이터와 로보저널리즘 기술로
향 분석 및 활용기법”을 정부기관에 계약체결
- ㈜한국해양기상기술
- 국내계약 : 기상청(`19.4)

관광분석 보고서 실시간 자동 생성, 일반국민
및 지자체 등 제공 - ㈜다음소프트
- 국내계약 : 한국관광공사(`19.7),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