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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신속한 확산·응용을 목표

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주식회사

•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인공지능을 이용한 혁신의 선도자

• 7개 기업 출자 (네이버, 삼성전자, SKT, LG전자, 

KT, 한화생명, 현대자동차)

⚫ 고난이도 수탁연구 및 연구결과 창업

을 추구

⚫ 2016년 10월 지능정보기술연구원으로

개소, 2018년 3월 현 사명으로 변경

⚫ 창립이래 4회의 Demo Day 행사 개최

㈜인공지능연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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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on AI and applications

⚫ Commercialization of 
outcomes, Spin-Off

⚫ Incubating AI startups

⚫ R&D Project for government 
and industry customerss

⚫ Fostering practical AI talents 
by hands-on 

⚫

AIRI’s Mission

인공지능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개발

기업 ·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수행

연구 성과의 사업화, 창업 유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

실전을 통한 인공지능 고급 인재 육성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R&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Solving Industrial and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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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World Problem 
Solver

⚫ Inccubator for Successful 
Startups

⚫ Best talents, Best 
Research Environment

⚫ Cooperate and compete 
in global Setting

⚫ National Thought Leader

AIRI’s Vision

인공지능을 이용한 혁신의 선도자
Innovation Leader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실세계 문제 해결사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연구 환경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하고 협업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Thought Leader

성공하는 창업자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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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I에서 수행하는 과제 유형 및 전략

수탁 연구

산업계 혹은 공공의 요구사항 해결

AIRI의 중장기 연구 방향과 조율

자체 연구

사업화를 고려한 (시)제품 개발

자체 능력 제고를 위한 탐색연구

• 창업 유도, 대박 추구 아이템

•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위한 연구

• 시장 이해, 역량 개발, 재정적 안정에 도움

• 주주사 및 산업계 기여

•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 속도감 있는 연구 결과 도출

창업으로 이어지는

민첩한 연구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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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and Free Work 

Environment  

⚫ R&D Topics for 

Startup Spinoff

⚫ Powerful Spinoff 

Support Program

⚫ Co-working place of 

AI & SW Engineers

⚫ Competitive salary

⚫ Hacker’s Company

AIRI의 운영 방침

경쟁력 있는 급여

개발자 중심의 의사결정

창업 가능한 연구 주제에 집중

인공지능과 SW 엔지니어 협업의 장

연구 성과로 연구원 창업을 유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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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016년 7월 28일

⚫ 법인 대표 선임 – 주주총회 8월 1일

⚫ 개소식 겸 설립기념 국제학술회의 10월 11일

⚫ AI 국책과제 준비 8월 ~ 12월

⚫ AIRI 운영 계획 1차 수정 2017년 1월 ~ 2월

⚫ 내부연구 과제 집중 수행 1월 ~ 12월

⚫ AIRI Demo Day, Spring 4월 21일

⚫ AIRI400 딥러닝 교육과정 운영 9월 ~ 11월

⚫ AIRI Demo Day, Fall 11월 21일

⚫ AIRI 운영 계획 2차 수정 2018년 1월 ~ 3월

⚫ ㈜인공지능연구원으로 개명 3월

⚫ AIRI Demo Day, Spring 5월 29일

⚫ Flagship Project 지능형 아바타 과제 시작 6월

⚫ AIRI Demo Day, Fall, 11월 27일

그동안 독일 DFKI, 일본 AIP, 다수의 대학 등과 연구협약

그간 AIRI에 무슨 일이 ? 

독일 DFKI와 연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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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 현황

지능적 인터페이스와 지식 기반의 역할 수행 그리고 Field AI

국가 전략, 문화 분야

주관기관 2건, 참여기관 3건

기업 수탁

완료 2건, 진행 2건

아바타+대화+음성 영상 이해 필드AI 이미지 창작

연구 분야

수탁 과제

플래그쉽 : 비서 역할의 지능형 아바타 - 孟집사 (2018 ~ 2020)자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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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쉽 : 역할 지향적 孟집사

@home

@office

#professional

#connection

택배 경비실에 두었습니다.

비싼 물품인 것 같아서 집앞에
놓지 말고, 경비실에

접수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휴가 컨펌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휴가 일수는
10.5일 입니다. 3일 이상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팀장님의 컨펌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환급 가능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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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쉽 : 역할 지향적 孟집사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AIRI 대화 에이전트

역할 지형적 대화 Plan

스토리가 있는 대화 구조

딥러닝 기반 대화와 지식

일상 대화 스타일의 응답 생성

언어와 지식의 분산 표현

도메인 지식어휘 지식 분류 지식

지식

시각/청각 이해

아바타와 대화

i/o

자연스런 인터페이스와 전문 지식이 결합된 아바타형 대화 시스템
(2018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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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all Demo 요약

3 2 + 2 2

7 + 2

플래그쉽 과제

Virtual AI Assistant (孟집사)

대화·음성 부문

아바타 부문

영상 이해 부문 이미지 변환 부문 Field AI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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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집사 패밀리

데모데이를

소개하는 孟愛理

전시/행사 안내

사무실 입구에서

안내하는 孟聞喜

회사/건물/호텔

책을 읽고

대화하는 孟作家

교육/도서/업무

자동차 매뉴얼을

알고 있는 孟뉴얼

가전/자동차/업무

신문기사를

알려주는 孟消息

AI 스피커 컨텐츠

A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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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집사의 몸과 두뇌

지능형 캐릭터 플랫폼

아바타 에니메이션 저작

액션 스크립트 저작 도구

아바타 동작 시뮬레이션

아바타의 동작을 조합*생성 과정

멀티모달 상호작용

실제 입출력, 시나리오 운영

멀티모달 입력과 동작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대화 생성

한글 ChatScript+ 실행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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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愛理

가상 캐릭터가 데모데이 행사에서 손님과 눈을 맞춰가며 안내하고 진행하는 역할 수행

• 데모데이 행사 진행

• 데모 아이템 소개

• 아이템별 위치 안내

• 가벼운 정보 제공

• 질문자 탐색

• 아는 사람 인지

손을 들고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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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聞喜

가상 캐릭터가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역할 수행

• 직원의 출입 관리

• 메시지 전달

• 직원에게 연락

• 손님, 택배 응대

• 가벼운 정보 제공

• 사진 포즈

직원에게 메시지

사진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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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作家, 孟消息, 孟뉴얼

대화를 통해서 뉴스를
이해하세요.

저자와 대화해 보세요. 
더 깊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매뉴얼에서 원하는 정보를
대화로 찾아 줄께요.

말을 걸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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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과 목소리

바디 모션 추출

카메라에서 인체 모션 추출

인체에 중요 관절을 영상에 겹침

3차원 모션 데이타 생성

실시간 목소리 합성

내 말을 다른 사람 목소리로

문장을 입력 : 목소리/키보드

남성 / 여성 목소리로 실시간 합성

동작을

취해 보세요

목소리를

비교해보세요



18

영상 이해 기술

얼굴 감정 인식

7가지 얼굴 표정

중립, 행복, 놀람, 화남

슬픔, 공포, 혐오

감정별 확률 그래프 출력

비디오 캡션 생성

동영상에서 이벤트 추출

동영상에서 특정 이벤트 발견

대상 이벤트에 대한 설명문 생성

동영상에서 이벤트 구간 강조

재방문 고객 인지

영상에서 특징 추출

얼굴 인식 동시 사용

음성으로 손님 이름 기록

재방문 여부 인지 및 표시

표정을

지어보세요

근처에서

서성거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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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창작과 설명가능한 AI

인공지능 아틀리에

스케치 + 이미지 검색

생각한 사진으로 결합 생성

이미지에 다양한 화풍 적용

설명있는 AI 진단

딥러닝으로 폐암 확률 진단

딥러닝 결과에 대한 설명 생성

폐암 진단의 근거 레포트 생성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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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물체 인식

3D 파편의 원형 예측

도자기 파편의 원형 예측

가마터에서 발견된 3D 형상의 파편

딥러닝으로 도자기 원형 즉시 예측

기계 부품의 접촉면 인식

CAD로 설계된 부품 분석

CAD 도면을 3D 데이터로 변환

딥러닝으로 접촉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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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Day 主眼點

대화·음성 부문

多作

여러가지 서비스에 적용

아바타 부문

精巧

Atomic 동작을 조합

영상 이해 부문

活用

실제 서비스에 사용 가능

이미지 변환 부문

創作

화풍을 필기구에 접목

Field AI 부문

現場

시계열에서 3차원까지

연구실

속도와 집중

One Team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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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I 기술 계획

한글ChatScript+
ARINChat 

(한글ChatScript+)

형태소 분석기

한글 단어벡터

질문-지문
매칭

부분 문장
변환

한글 + 의미 검색

예제형 패턴
대답 문장 선택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얼굴 인식

대화 음성

ARINChat

문서 요약
기능

질의 응답
기능

답변을 위한
검색 기능

소규모 동작 인식
영상에서 설명 생성

감성, 상황 인식

문헌 참고
비교 기능

적합 지식
판별 기능

ARINChat+

아바타
인터페이스

문장에서
대답하는 기능

응답 반응
예측 기능

상대에 따른
설명 기능

불완전 상태
상황 추론

고퀄 문장
유사도

대규모 동작 인식
다중 인식 융합

역할형 상황 인식

프리젠테이션 동작 인터렉션과 얼굴 표정 대사에 맞는 동작 생성

2018 2019 2020

Classical NLP + Deep N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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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서류심사 → 온라인 코딩시험 → 내외부 전문가인터뷰 → 원장 최종 면접/연봉 협상

⚫ 접수 방법

• 자유 양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지원동기와 연구계획서 중심으로 작성)를 이메일 접수

recruit@airi.kr

연구원 채용

http://airi.kr/career/

mailto:recruit@ai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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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I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민첩한 연구를 수행하는

목표 지형적인 연구개발 조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연구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Fall Demo Day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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