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수요기업

과제명

1 (유)인터메디

인공지능 기반 영상품질 개선 및 자동영상분할 기술을 활용한 인체 3D프린팅 서비스 개선

2 ds정보기술

AI기반 농작물 작황 현황 분석 시스템

3 MG경영컨설팅

ENTI 모의진단 AI 솔루션 세무야

4 공유에프씨

공유주방 FOOD MAKERS를 위한 소비자 선호메뉴 자동추천 AI 솔루션도입

5 구구스

딥러닝 기반의 명품감정 솔루션 도입을 통한 국내외 중고 명품거래 시장 신뢰성 확보 및 활성화

6 국제신뢰성평가센터

AI 영상 인식 기반 고장 진단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7 궁바이오랩스

AI 산후조리사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시스템 구축

8 나노바이오라이프

스마트 리컴번트 자전거 연동 클라우드기반 만성질환 AI 예측 서비스 개발

9 나스카랩

의료기관 고객 서비스 특화 대화형 인공지능 종합솔루션 도입

10 내가시스템

하수관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하수관로 결함 진단 지원 AI 솔루션 도입

11 네오드림스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코칭 솔루션 도입

12 네오코믹스

감정표현 음성합성 기술 개발 및 오디오북 검수용 음성인식 기술 개발 / 웹툰용 OCR 개발

13 네오피스

AI 기반 발전량 예측 및 설비진단을 위한 EMS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14 넥스코어테크놀러지

콜 상담 ARS 주소 음성인식 서비스

15 노아에이티에스

자산운용 관련 문서 정보 추출 자동화 서비스 개발

16 농업회사법인강원글로텍

고급육(한우) 생산을 위한 AI기술기반 사양관리,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17 농업회사법인고은

AI 기술을 활용한 작물 생육 및 병충해 정보 자동 영상분석 알고리즘 개발

18 농업회사법인자연과사람

축산 계열화 유통 수익성 증대를 위한 AI기술기반 농가 맞춤 관리 시스템 개발

19 뉴로라인즈

지능형 화학물질 안전보건 데이터 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 뉴로벤티

딥러닝 기반 뇌질환 동물모델 표현형 자동화 분석 플랫폼 구축

21 뉴스핌

하이브리드 기사 도입과 독자적인 AI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

22 다인스

유동인구 및 대기열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고객분석 AI 솔루션 도입

23 대주전자재료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의 불량인식 및 자동선별 기능 개발

24 대한광통신

Preform 증착률 향상을 위한 최적의 VAD 공정조건 도출 AI 모델 개발

25 더블유피

AI 기술을 활용한 소형 태양광 발전소 관리운영 고도화

26 더블인

우수고객 이탈징후 예측 AI서비스 Package 개발

27 더와이즈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사업상담 및 구성원 업무가이드 AI챗봇 구축

28 더파워브레인스

음성인식 AI 솔루션을 활용한 Cloud 전자의무기록 진료시스템 구축

29 데이터노우즈

딥러닝 기반 모델을 통한 아파트 가격 영향도가 높은 변수들의 가중치 결정 및 변동성 예측 모델 개발

30 두타위즈

대화형 AI 민원(상담) 매뉴얼 콜봇 구축

31 디디에이치

딥러닝 기반 3차원 구강스캔 데이터의 개별 치아 자동 분할 기술을 활용한 교정 솔루션 자동화

32 디지털덴탈퓨전

딥러닝기반 치과용 CT를 활용한 치과보철물용 3D영상 데이터 생성 AI솔루션 도입

33 땡큐서울이비인후과의원

AI를 활용한 초음파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의 진단

34 라인어스

AI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유통 매장용 AI 휴먼 광고 시스템

35 라파스

제조/환경 데이터 통합 및 AI 분석을 통한 공정최적화

36 랩에스디

휴대용 안저 이미지 촬영기기를 이용해 촬영된 AI 안저 질환 판독 시스템

37 로앤컴퍼니

딥러닝 자연어처리 기술 기반 형사소송결과 예측서비스 개발

38 리노스

기업기밀 유출 방지용 AI기반 엔드포인트 탐지 보안 솔루션의 개발

39 마린리서치

저서생태 서식지 분류를 위한 딥러닝 기반 해저퇴적물 분석시스템

40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AI 운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41 마인드로직

감성대화 AI 서비스 ‘가상남녀’의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질의응답 AI 솔루션 도입

42 마타컴퍼니

의류 이미지 분석 기반 중고거래 AI 매칭 서비스

43 매그논스튜디오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여 영화 VFX 작업의 자동화 파이프라인 적용

44 메뉴판닷컴

AI 택배 방문시간 예측시스템

45 메디쎄이

인공지능 기반 영상품질 개선 및 자동영상분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임플란트 3D프린팅서비스 개선

46 메디치이앤에스

‘행동기반 AI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에듀테크 플랫폼

47 메디컬에이아이

심전도 판독 및 진단 보조 스마트헬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48 메디플러스솔루션

암 환자 맞춤형 애프터케어(After Care) 건강관리 AI 솔루션 도입

49 메리츠엔지니어링

지능형 화재 감시 및 초동대응 AI솔루션

50 메이크미업

사용자 화장대 데이터 기반 개인화 AI 큐레이션 및 커머스 서비스

51 메이크스타

한류 콘텐츠 유통 글로벌 플랫폼을 신남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국어 말뭉치와 연예 전문번역 AI

52 메트로미디어

AI 솔루션으로 신문이 방송이 되는 <AI 앵커의 뉴스 룸>

53 모니텍

용접계측신호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용접품질 판단 AI 솔루션 도입

54 미소에이스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자연발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55 밀리의서재

AI보이스 기술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의 오디오북 제작/유통 플랫폼 구축

56 법무법인디라이트

인공지능 법률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 서비스 사업

57 법무법인원

인공지능 기반 금융계약서 자동분석 서비스 도입

58 베셀

딥러닝을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미세결함 검출 및 분류 기능 개발

59 변호사님닷에이아이

딥러닝 적용 기업법무 계약서 작성, 비교, 검토 자동화 지원 솔루션

60 부뜰정보시스템

컨택센터 상담 어드바이저를 위한 AI 기반의 텍스트 분석 솔루션 구축

61 부신섬유

컴퓨터 비전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신발부품 관리용 직물 패턴 인공지능 검사 솔루션 도입

62 브랜디

AI 상품인식 및 추천 기술을 이용한 동대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Direct E-commerce 플랫폼 개발

63 브로드씨엔에스

병원 진료예약상담 녹취 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AI 상담분석 솔루션 도입

번호

수요기업

64 블럭나인

과제명
AI기반의 솔더 디스펜서 보납 자동화 개발

65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

양식장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양식 어류 생육 관리 AI 솔루션 도입

66 비기닝리테일

패션상품유형데이터 및 코디추천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 추천가공서비스 및 인공지능 베스트신상 예측모델 개발

67 비올루션

AI 딥러닝 기반 카메라 모듈 화질 검사 시스템 개발

68 비트윈온

인공지능 기반의 Eyewear 가상피팅 및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69 비티원

AI 영상 합성 기술 키오스크 개발

70 비플러스랩

AI인공지능과 Big Data를 활용하여 병원 진료 프로세스를 간소화 할 수 있는 혁신 의료 IT 솔루션 개발

71 새나라관세법인

HS코드 검색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AI 기반 “HS 품목명 유사단어 추천” 시스템 구축

72 샘파트너스

브랜드 자산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맞춤형 브랜드 개발 및 추천 플랫폼 개발

73 샵캐스트

AI 음성합성 기술기반 매장음악 TTS 방송 제작 툴 개발

74 서플러스글로벌

AI기반 반도체 장비 글로벌 Buyer 발굴 시스템

75 서현아이씨티

화재감지센서에 대한 AI 적용을 통한 실시간 소방시설 상태 관리 서비스

76 선우

산업로봇 상태정보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AI 예지보전 솔루션 도입

77 성모눈빛안과

AI 안저 검사 시스템

78 세븐브로이양평

영상 AI를 이용한 수제맥주 공장의 레이블링과 공정상 오류 처리

79 스타일봇

패션 이미지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AI 패션 코디 솔루션 도입

80 스테이지랩스

AI기반 인플루언서 검색엔진 및 통합 마케팅 솔루션

81 스파이어테크놀로지

AI 기반 5G 체감품질 불량원인 추론 시스템 개발

82 스피쿠스

영어 발화데이터와 튜터 프로필을 합성하여 원어민 튜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량의 AI 튜터 개발

83 시공아이피씨

기술매매 대상 수요기업 예측을 위한 특허/기업 연관성 평가 모델과 수요 예측 모델 개발

84 시더

비접촉식 무인 주문용 키오스크를 위한 AI 음성인식 솔루션

85 시안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영상품질 개선 및 자동영상분할 기술을 활용한 간 시뮬레이션 3D프린팅서비스 개선

86 신텍정보시스템

온라인쇼핑 서비스를 위한 AI 실착이미지 카탈로그 API 서비스 개발

87 심플로지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관세정보 상담챗봇

88 씨어스테크놀로지

생체신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솔루션 개발

89 씨엘에스앤아이

ERP 시스템의 취약성 실시간 점검을 위한 인공지능 보안관제 솔루션 도입

90 씨엠유니버스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91 아날로그플러스

음성인식AI 임베디드 모듈을 적용한 블루투스 스마트 헬멧 개발

92 아롬정보기술

AI를 활용한 IPTV & Streaming 서비스 품질향상 솔루션 구축

93 아미코스메틱

딥러닝 및 빅데이터를 통한 언택트 AI 피부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화

94 아이디어고릴라

AI기술기반 큐레이션 교육 콘텐츠 플랫폼 "아이디어고릴라 2.0 프로젝트"

95 아이비즈온

인공지능기반 자동 회계데이터 생성 솔루션

96 아이알링크

비대면 전화상담 완전판매 위한 보험상품설명서 확인 RegTech AI 시스템 구축

97 아이오티플렉스

언택트시대, 청각장애인의 소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음성인식(STT)기술 기반 문자통역 기능을 포함한 온라인 화상회의용 솔루션 개발

98 아이콘루프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을 위한 AI 기반 OCR 솔루션 구축

99 아이티공간

AI 솔루션을 활용한 설비 회전기기용 예지보전시스템 구축

100 아이티실크로드

전자무역플랫폼 HS내비게이션 검색엔진 개발

101 아이포웨이

AI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

102 앤톡

법인 온라인 활동 로그 데이터와?AI?진단 기술을 접목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AI평가모델 및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103 앱포스터

스마트 워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 AI 솔루션 도입

104 어반포레스트

제품 및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AI 간식 추천(큐레이션) 모델 개발

105 업템포마케터즈

글로벌 감수자 매칭 플랫폼 ProoFIT의 AI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봇 구축

106 에스카

저시정 환경에서도 울타리 침입탐지가 가능한 딥러닝 기반의 AI CCTV 카메라 개발

107 에스큐엔지니어링

XAI 기반 터널&교량시설물 안전점검 자동화 솔루션 도입

108 에스테코
109 에어코드

태양광 발전소의 인공지능 분석 기반 3세대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상품정보 및 VOD 편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T커머스 운영 솔루션 개발

110 에이소프트

산업용 전동기의 센서 데이터와 AI 수치 분석기술을 활용한 모터 결함 진단 솔루션

111 에이치엠오

AI 탑재 지능형 열화상 카메라 검사 서비스 개발

112 에이치티앤코

디지털 MD 및 신상품 기획을 위한 패션 분석 AI, 디자인 AI 솔루션 실증 사업

113 에이텍티앤

AI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제품 매뉴얼 챗봇’ 개발

114 에코피스

클라우드 기반 자율 주행 AI 시스템 및 이를 탑재한 수질 정화 로봇 개발

115 엑스엠디

오프라인 패션 매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반의 맞춤형 카타로그 생성및 발송 시스템

116 엘릭시온

AI 학습을 통한 수면다원검사 결과 판독 소프트웨어 개발

117 엘포트

영어 초급자를 위한 인공지능 에세이 자동평가 시스템

118 엠케이

AI 기반 차량 인식 기술을 활용한 렌터카 정비 O2O 플랫폼 구축

119 엠테스

차량 ECU(전자제어유닛) 알루미늄 특수용접 AI 결함검사 솔루션 도입

120 엠피닉스

고부가가치 마이크로 비구면 렌즈의 AI 자동화 솔루션 개발

121 열두시반

해외 중요 이슈 수집 및 번역 요약 큐레이션 서비스

122 예스스탁

주가분석을 위한 비정형 기업뉴스의 계량화 데이터 서비스

123 오렌지마케팅

녹취 데이터를 활용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AI 솔루션 도입

124 오버플로우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AI 영상인식 솔루션 개발

125 오상헬스케어

Phenotype과 Genotype 기반의 디지털 행동 분석 및 개입 모델 서비스

126 오이스터에이블

포스트코로나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AI 분리배출 보상 솔루션

번호

수요기업

과제명

127 온결

‘바이오 시큐어 인증 및 지급결제 플랫폼’ 개발

128 올워크

시니어 대상 AI 기반 지능형 Job Matching 시스템

129 올웨이브텍

5G 무선통신망 분석 플랫폼을 위한 전파측정데이터 기반의 지도학습 AI 솔루션 도입

130 와들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을 위한 상품 이미지 내 텍스트 색인 자동생성 기술

131 와이더플래닛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모델을 활용한 전환예측 모델 개발

132 와이드필드

1인가구를 위한 자취매니저 챗봇 개발

133 워드바이스

학술용 영문서 자동 교정 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기반 AI 솔루션

134 워트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활용한 전세계 특허이미지 검색 서비스 개발

135 원소프트다임

딥러닝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및 운동추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136 웨스트월드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후반 합성작업용 이미지 복원 시스템 구축

137 웰트

복부비만 예측 AI 모델, 낙상위험도 분류 AI 모델 개발

138 웹게이트

CCTV를 활용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용 AI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도입

139 위자드랩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을 위한 딥러닝 운전패턴 학습 및 분석 AI ADAS 플랫폼 서비스 개발용 영상인식 솔루션

140 유리네트웍스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내 AI 기반 차세대 돌발상황 선별관제 솔루션 도입

141 유비씨

언택트 제조 지식베이스를 활용한 XR 협업 AI 솔루션

142 유케이로보틱스

LCD 로봇 예지진단과 혼합현실을 활용한 AI 유지보수 솔루션 도입

143 이감

AI 기반의 시험 성적 데이터 분석 및 개인화 학습 콘텐츠 추천을 위한 온라인 평가/학습 플랫폼

144 이노디테크

맞춤형 치과장치 제작용 3D 시뮬레이션 치료계획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솔루션 개발

145 이노온

이동형 AI 카메라 솔루션을 통한 굴착공사 모니터링

146 이노와이어리스

음성 인식 지원 휴대용 신호 분석기 개발

147 이니스트에스티

BIO 보안 DATA 수집/활용 및 Clean Infra 체계 구축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

148 이에쓰씨컴퍼니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동물 상품 영상 정보 제작 및 AI 쇼핑호스트 도입

149 이엔디케이

Edge Computing AI 기술 기반의 다기능 주차장 감시·관리 카메라 시스템 개발

150 이엔셀

세포치료제 GMP 생산 자동화 인공지능(AI) 이미지 실시간 분석법 개발

151 이제이텍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AI-BHMS) 개발

152 이편한자동화기술

건설기계 장착 카메라 영상과 AI영상 상황인식 기술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사고 감시

153 이화산업전력

드론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판넬 결함진단 AI 솔루션 도입

154 인라이플

뉴스기사 빅데이터 AI 기술을 적용한 문맥 타겟팅(Contextual Targeting) 광고 서비스 개발

155 인비오스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품질 검사용 AI 솔루션과 설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향상

156 인에이블파인드

AI 기반의 영상에 적합한 음악 추천 서비스

157 인젠트

지능형 연계 거래량 예측 엔진 구축

158 인터로조

설비데이터의 모니터링과 AI 분석 솔루션의 도입

159 인포스

비정형 입찰정보 추출 및 분류 자동화 서비스개발

160 임포트지니어스코리아

실거래 무역데이터 기반 무역량 예측과 급격한 변동탐지 무역 솔루션

161 자비스

X-Ray 영상을 활용한 반도체 칩 결함 검출 AI 솔루션 도입

162 자오이엔비

유아/초등 학부모 대상 맞춤 교육 관리 및 양육상담을 위한 대화형 AI 튜터 구축

163 전능아이티

스마트 AI 처방 솔루션 구축

164 제이브이지

CCTV 영상을 활용한 지하철 스크린 도어 안전관리 AI 솔루션 도입

165 제이아이엔시스템

주요 관광명소의 AI 날씨 예측 및 대기오염서비스

166 제이엠그린

신개념 보드게임을 위한 AI·AR 융합 서비스 개발

167 제일제강공업

최종제품 예측모델, 원재료 선별 및 관리 자동화를 위한 AI솔루션 도입

168 조세금융신문

최신 딥러닝기술을 활용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기사생성 AI솔루션개발

169 주니어유나이티드아카데미 축구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평가 서비스 구축
170 지란지교데이터

AI 기반 유해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 분석, 가공 엔진 고도화

171 진앤현시큐리티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기반 악성코드 분석시스템 적용

172 채움씨앤아이

지능형 공감 키오스크 개발 및 출시

173 카부

수술실 혁신을 위한 대화형 AI 기반 스마트 스피커 시스템 개발

174 캔티스

알츠하이머병 치매 예측·진단을 위한 AI 기술 기반 알고리즘 개발

175 케이아이티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건설 현장의 재난 및 사고 예방 솔루션

176 케이프로텍

AI 활용 바이오 물질별 미래 유망성 높은 융복합 아이템 추천 및 해외 기업-연구자 추천 서비스

177 코나투스

머신러닝을 통한 택시수요 예측 및 수요/공급 간 불균형에 따른 탄력요금제 (Serging) 기능 개발

178 코빗

특금법 준수를 위한 국내 원천기술 기반의 AI-based AML 솔루션 도입

179 코콤포터노벨리

빅데이터 AI 활용 온라인 기업평판 분석 플랫폼 구축

180 퀀텀펀딩

예비창업자를 위한 카드매출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및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181 큐리오스튜디오

AR/VR 디지털 AI 쇼룸 서비스 컨텐츠 및 인터페이스 기술 실증 사업

182 크린토피아

지식융합 및 지식 공유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AI 통합 검색 시스템 및 사용자 맞춤 응대형 AI 챗봇 구축

183 키스톤마케팅컴퍼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성과 예측과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184 타이드

인도네시아향 AI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185 태영세라믹

AI 기반의 타일 제조업 최적 공정 조건 분석 솔루션 개발

186 테스트웍스

상황분석 AI와 엣지컴퓨팅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스마트 수집 시스템

187 테크하임

AI기반 화질 향상 및 영상진단분석 솔루션을 접목한 PACS제품 고도화

188 토탈소프트뱅크

항만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189 특허법인다나

부품-소재 기업의 맞춤형 시장 기회 발굴용 CNN 활용 특허 도면 인식 기반 추천-리포팅 서비스

번호

수요기업

과제명

190 특허법인세원

특허 소송 예측 AI 모델 기반 기술-제품-물질 분야별 리스크 및 특허 기술 이전 기회 분석 서비스

191 티지

문서작업에 필요한 참조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AI 검색체계 기반의 KMS 구축

192 티티엔지

지능형 골프카트(헬로캐디)의 유저 서비스를 위한 AI 솔루션 도입

193 팀와이퍼

차량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차번호/차종/차량부위 인식기술

194 파이특허법률사무소

테크기업에 특화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파악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95 판도플랫폼

외식업 인공지능(AI)콜센터 주문배달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이를 지원할 클라우드 주문시스템 개발

196 팩앤롤

바코드와 제품/설비 이미지를 활용한 지능형 생산관리 플랫폼 구축

197 페이게이트

비대면 거래패턴에 맞는 자금세탁방지(AML)를 AI기반으로 탐지하는 AML-as-a-Service 모듈 제

198 포비즈코리아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국어 비디오 커머스(큐레이션) 구축

199 포커스에이치엔에스

On-Device AI 솔루션을 활용한 사람인식 보안 카메라 개발

200 퓨리오사에이아이

AI Chip 설계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심층 강화학습 적용

201 프로랭스

의학, 반도체, 자동차 분야 축적 언어 자산의 인공지능 다국어 AI 번역솔루션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확보

202 프로보

AI 튜터 적용한 코딩 교육 플랫폼 구축 및 AI 교구 개발

203 프로카젠

CT영상정보를 활용한 신장암진단용 데이터처리 솔루션 도입

204 프론티스

산업 정비 교육 실감콘텐츠를 위한 AI 수어 번역 솔루션 개발

205 플루토솔루션

반도체 생산설비용 스마트센서를 위한 AI기반 이상감지 솔루션 도입

206 피노텍

금융소비자의 신용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한 대출 예측에 따른 금융기관 상품 연계

207 피씨엘

AI 기반 진단키트에서 비정형 이물질 제거를 통한 진단 검사 시스템 개발

208 피유엠피

AI 기반 킥보드 수거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209 피플카

비대면 차량 렌트를 위한 자동차 외관 결함상태 진단 AI 솔루션 도입

210 핀텔

스마트시티 지역특화형 보행자 교통안전 서비스용 AI 솔루션 적용사업

211 하스퍼

AIoT 기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돌봄캐어 서비스 개발

212 한국금융솔루션

마이데이터 민감 정보의 통제하에 금리 인하 대출 상담이 가능한 휴먼·챗봇 협동 인공지능 솔루션 구축

213 한국기업데이터

고객발굴을 위한 거래성사 예측모형 AI솔루션 도입

214 한국도움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검진 사후관리 토탈 솔루션 개발

215 한국씰마스타

AI 분석을 통한 최적의 Sealing Solution 추천 시스템 개발

216 한국파워셀

ICT 및 인공지능 기반의 불량 및 화재 사고 예측 고안전 장수명 리튬배터리

217 한터글로벌

K-POP 아티스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을 위한 AI기반의 음악 빅데이터(음악, 소셜, 미디어)수집과 이슈 및 통계 분석 시스템 개발

218 헤리바이오

AI 기반 임플란트 식별 시스템 개발

219 헤이스타즈

외국인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발음평가시스템 및 챗봇솔루션, Lip Sync 기반 아바타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220 헬스허브

Cloud 기반 의료 영상 AI 마켓 플레이스 구축

221 현대알비

지능형 프레스 밴딩을 위한 A.I. 모델 구축

222 홍당무

5G기반 스마트폰 빔프로젝터와 동작인식 카메라 딥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한 출동!애니멀레스큐 인터렉티브 쉐도우 플레이키트

223 화인씨이엠테크

AI기반 공사현장 내 CCTV 영상 분석 및 돌발상황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224 휴비오

미세동물 자동관찰 실험장비의 영상분석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

225 휴코어

빅데이터 기반의 연료구매최적화 AI 솔루션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