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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및 기업 소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심사를 거쳐 선발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일반가공 4천 5백만원, 

AI가공 7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기업부담금 25%, 전액 현물가능)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수요기업은 사업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가공기업과 업무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수행계획서와 함께 사전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발표평가 역시 가공기업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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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가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은 중소·벤처 기업, 소상공인 등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태깅, 레이블링, 분석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입니다.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 조사(자동차, 반도체)

DT사업 비정형 분석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 조사(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등 7개)

조기경보모형 개선∙구축 프로젝트

인공지능 기반 직무별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 감성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병∙의원 고객후기 분석

빅데이터 기반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한
광고대행사 매칭 플랫폼

e-커머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행동데이터 및 상품 키워드 모델링 가공/분석

연구자 주도 대규모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데이터 가공

감정 데이터 레이블링을 통한 이모티콘 생성 및
매칭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 기업 개요

자이냅스는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공식 가공기업입니다.

다량의 데이터 전처리, 레이블링, 토픽 모델링, 음성합성(TTS)과 같은

자이냅스의 데이터 분석/가공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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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군집화
및 토픽 모델링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링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자이냅스는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부터, 
레이블링, 토픽모델링을 제공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입력 군집화 및 주제어 생성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Model
토픽의 주요 단어를 식별

Casual Inference
단어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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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고 군집화 하여 대표적인 주제어를 생성하는 기술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통해 데이터의 확률 분포도를 계산하여 인과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계층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됨

TOPIC 
MODELING



기준 데이터 생성 전체 데이터 레이블링 완료01
샘플 대상 Feature 
Selection 수행

02
데이터 증가에 따른
분류기 앙상블 생성

04
Self Learning 또는
Semi-supervised 
Learning을 반복

03
다중 분류기의 결과
취합∙자동 레이블링

수기로 처리하던 기존의 데이터 분류 작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류하는 기술로,

오토 레이블링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Self Learning 또는 Semi-supervised Learning(준지도 학습)으로 진행함

산재되어 있는 다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객관적인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일원화 분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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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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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아이플러스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집된 데이터의 단위, 표시형식 등을

표준화 하고 정규화 하는 처리 과정임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임상 관련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총 194만건(국내 1,600여건, 해외 192만여건)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요구 조건과 기준에 맞추어 전처리 작업을 수행

데이터 전처리
(Data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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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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마그룹

자이냅스의 고객 후기 분석은 도메인에 구애 받지 않고

고객 후기 및 댓글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발함

병의원의 고객 후기 데이터 24만건의 데이터를 병원별/시간추이별로

토픽별 감성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

고객후기(Voice of Customer) 분석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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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 하고

주제에 맞게 토픽모델링, 데이터 레이블링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됨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의 뉴스 약 80만건(11년치)을 투입하여

산업의 변화를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와 기업 비즈니스에 활용됨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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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담

서비스 기획에 따라 데이터 간 유사도 및 가중치를 반영한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함

광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신의 광고 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행사를 찾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구현되었으며, 

도메인에 따른 튜닝이 가능

기업 매칭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주)플랫팜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모티콘을 추천해주는 모히톡(mojitok)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는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매칭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레이블링을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작업하였으나, 자이냅스

오토레이블링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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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플랫팜

소비자 행동 데이터 기반
상품 추천 알고리즘 설계

(주) 디파인

국내 E-커머스 시장의 소비자 행동패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해당 도메인 로그

데이터, 구매/취소 등 상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온라인 시장을 위한

의사결정 근거자료로 활용(URL 데이터 약 4,000만건)하였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들의 리스크를 정형 데이터로 파악하는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비정형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실징후 사전인지
모델 수립

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

이모티콘 매칭을 위한
오토레이블링 기술 적용



Thank you.

데이터팀 김대웅 팀장
(06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6길 14, 윤천빌딩 8층

Web. www.xinapse.ai

Email. dwkim@xinapse.ai

Phone. 02-6052-5611, 5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