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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Data into Business
Discover New Insight

DBdiscover는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분석 전문기업입니다

디비디스커버코리아 주식회사회사명

대표이사 김정일

설립일 2013년 2월 25일

사업분야 빅데이터 분석·예측·활용, 인공지능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학술•연구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행진빌딩 409호

전화번호 02-785-7627

홈페이지 www.DBdiscover.com 2



INTRODUCTION 특징

디비디스커버코리아㈜는 빅데이터및인공지능의태동기인2013년부터2022년현재까지9년간업력을유지하며AI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AI기반 아이콘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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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회사명 디비디스커버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일 2013년 2월

업종 빅데이터/AI 분석 서비스

주요
서비스

• 빅데이터 분석·예측·활용
• 인공지능 활용 비즈니스모델
• 소프트웨어 개발
• 학술·연구용역
• 빅데이터 AI 분석 교육 사업

대표이사 김정일

자본금 1억7천5백만원

임직원 수 10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409호

홈페이지 http://www.dbdiscover.com/

대표이사
약력

• 한국수자원공사 전략위원 (2019-2020)
• 감사원 자문위원 (2017-201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 (2015-2016)
• 국회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반 (2015)
• Big Data 커뮤니티 운영위원장 (2012)
• 상무/CRM&마케팅전략, 삼성생명주식회사 (2005 ~ 2012)
• District Manager, (미국) AT&T (Bell 연구소) (1992 ~ 2004)

연 도 내 용

2013.02 디비디스커버코리아 주식회사 설립

2016.05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체결

2017.03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업무 협약 체결

2017.04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

2017.07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협약

2017.07 SK주식회사 사업 협약 체결

2017.07 교원크리에이티브 인공지능 수학 사업 수주 (2019.3. 론칭)

2018.06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협약(2018~2022)

2018.1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R&D 사업 협약(2억)

2020.02 천재교육 인공지능 수학 개발 사업 수주 (~2021.03)

2019.10 데이터기반 미래전략 정책지원 시범사업 협약

2020.07 AI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선정

2021.04 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2021.06 RPA전문기업 파워젠과 업무협약 체결

2021.07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인텔리전스 대상 수상

2021.10 2021년 AI 활용 사업혁신 지원사업 협약



INTRODUCTION 특징

DBdiscover (디비디스커버코리아) 는 통합된데이터를 활용하여고객이 새로운 비즈니스와잠재된 역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및 교육 그리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의 핵심 가치(Value)를 창출하는분석 전문 기업

•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 수립

• 분석 프로젝트수행을
통한 최적의 고객 핵심
서비스 제공

• 통계분석 패키지 교육
(R, Python 등)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실습 교육

•DBDEEP: 기사기반 AI 금융
지수 (주가, 유가, 등) 
예측솔루션 개발
(TensorFlow 기반 딥러닝
분석 솔루션)

• GRITmath: EduTech 플랫폼

• 고전적 통계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융합

• 비즈니스 Insight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론 개발

• Python (TensorFlow) 등
오픈소스 기반의 딥러닝

• 오픈소스 R, R based H2O 
analytic engine

비즈니스
컨설팅

AI솔루션
공급

분석
방법론
교육

분석방법
론 개발

빅 데이터 분석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및 시스템 구축

통합 데이터 기반
분석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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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자연어분석 솔루션 (DBDEEP)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분석을 위한 솔루션 보유: 자연어분석 솔루션 (NLP, OCR, AI모델링)

5

-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DBDISCOVER의 통합 AI 솔루션 브랜드

- 자연어처리, 문자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 텍스트 데이터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처리 기술을 이용해 정보 검색 및 추출, 텍스트 분석, 텍스트 요약, 문서 분류를 진행하는 솔루션

-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 데이터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 문자 인식, 추출 및 편집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솔루션



회사 설립
2013

02

코스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11코스콤 (H증권), 빅데이터 활용 시범 서비스

2014 SK브로드밴드,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DW 구축03

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 활용 보건복지요구와
과학기술 매칭05

대우증권, 채널로그 분석 컨설팅 PILOT 추진06

바이엘, 텍스트마이닝 프로젝트11

온더보더, 비콘활용 위치기반 추천서비스 및 통합
마케팅 플랫폼 구축 201503

하나은행, 고객 웹로그 분석 04

코스콤, 빅데이터 분석 및 핀테크 활용

코웨이, IoT 및 지리정보 기반 빅데이터 분석 10

INTRODUCTION 연혁

01

코스콤, 빅데이터 고도화 프로젝트 07

6



INTRODUCTION 연혁

2017

2016 01

04

05

06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고도화사업 (분석체계구축 및 패턴분석 부문)

키움증권, 하둡기반 빅데이터 ISP 컨설팅 및
빅데이터 구축사업 PMO

SK이노베이션, Smart Plant To Be ISP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완전 조기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 (딥러닝 기반 감염병 예측)

SK에너지, 제조설비 빅데이터 분석

03

04

05

07

신한은행, 인공지능 기반 금융지수 예측 모델 개발

현대해상보험, 인공지능 컨설팅

SKC, Smart Factory 불량 Loss 관리

교원, 인공지능 수학 상품 컨설팅

SK이노베이션, Intelligence Platform 분석(2017)

ITPP, 딥러닝 기반의 SNS 역기능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02KB금융그룹,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12한국산업단지공단, 빅데이터 활용 시범서비스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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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혁

2018 01

02

남동발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분석

삼성전자, 수요예측 분석

SK이노베이션, Intelligence Platform 분석(2018)

2019
02한화투자증권,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체계 구축

01대우조선해양, Ecosystem Infra for Smart Ship 4.0

07연세대학교, 병원 머신러닝을 이용한 치매
행동 심리 증상(BPSD)의 예측 모형 개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
시스템 구축

08부산은행,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1

KB국민은행,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시 감사 지원
시스템 구축

교원, 인공지능 수학 상품 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선거 연구

05

12

01

8



INTRODUCTION 연혁

2020 02

08

09

천재교과서, 인공지능 수학 (밀크T AI) 개발

ETRI, 병원 의료기기 행위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추출
환경 구축

천재교육, AI기반 수능 앱 기획

천재교과서, 수학 CoE (AI기반 추천 모델링)08

2021

08KB국민은행,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시 감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07뉴로비트사이언스,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08NIA, 이미지 기반 운행 제한 차량 탐지 모델 개발

07NH농협은행, AI 도입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시스템

10SBA(서울산업진흥원), AI 활용 사업혁신 지원사업
(AI/빅데이터 기반 세무/회계 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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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특징

DBdiscover는 데이터 시제 기반의
차별화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TEP1.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 정의

• 뚜렷한 방향(가설) 설정을 통해 분석의 목적을 명확히 합
니다.

• 비즈니스 가치를 고려합니다.
• 차별화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STEP2. 필요 데이터 확보

• 방향(가설)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정의합니다.
• 데이터의 연계를 고려하여 각 소스 별 데이터의 활용 환경을 구

축합니다.
• 응용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STEP3. 분석을 통한 구현

• 데이터 EDA를 통해 분석 변수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 데이터의 품질을 반복 검증합니다.
•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으로 분석을 수행합니다.

- Deep Learning / Machine Learning / Statistical 방법론

STEP4. 가설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

• 처음 설정한 방향이 올바른지 검증합니다.
• 유의한 요인(factor)을 찾고 영향력을 추정합니다.
• 비즈니스 가치를 분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용 프로세스를 정립합니다.

10



INTRODUCTION AI 분석 모델 개발 체계 및 프로세스

11

구분 결과 도출모델 튜닝모델 개발데이터 수집과제 확인

과제 확인

요구 사항 정의

모델조사

데이터정의 협의

분석환경 구성 데이터전처리

모델생성

모델평가

결과 Review 후
확정

결과 도출

모델선정

데이터 전달

데이터 수집

모델튜닝

반복

반복

코드
Restructuring

보고서 작성



INTRODUCTION 제휴·협력/특허

번호 상태 특허

10-2194200 등록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뉴스 기사 분석에 의한 주가지수 예측 방법 및 장치

10-2184395 등록
결정트리 및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 이를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0-2021-0057513 출원 문항 순서 정렬에 의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

10-2021-0010373 출원 문항 특성 정보가 반영된 기계학습모형 기반 학습 분석 및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법

10-2019-0049637 출원 학습자 맞춤형 교육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

10-2018-0084071 출원 SNS 사용자 간 역기능 개선을 위한 방법 및 장치

12

특허 출원 및 등록



BUSINESS AREAS

비즈니스
컨설팅

AI 솔루션
공급

빅데이터
분석/예측

데이터 분석가
양성 교육

IoT환경과 핀테크를
연결하는 전략 수립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비즈니스 모델 별
맞춤 솔루션 구축

산업별 자체 개발
인공지능 솔루션 공

급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
법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비정형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융합 분석

전통적 통계 분석방법
론과의 통합적 접근

기업체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교육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
한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분석 교육

13



AI 서비스 경험

14

금융, EduTech 및 다양한 도메인의 예측, 탐지, 및 추천 모델링 기반의 AI서비스를 제공함.  

데이터구축,데이터분석, 통계/머신러닝/딥러닝모델개발,  실시간서비스영역까지분석에관련된전영역에관한기술력을보유.

AI 서비스 구조도

대분류 금융 교육 의료 제조 보안 공공

예측

고객행동예측 수학수준 예측 약물식별 수요예측 전력량 예측

시장예측 학습자 행동 예측 감염병예측 가격예측

상품지수예측 출제 경향 별 문항 예측 장애예측

판매수요예측 성취도 기반 석차 예측

탐지

금융이상탐지 의료이상탐지 공정장애탐지 해킹탐지 과적차량탐지

사기탐지 제품이상탐지 장애탐지 불법개조차량탐지

이상거래탐지 설비이상탐지 불법심사청구탐지

추천

종목/상품 추천 문항추천 약물추천 원유배합추천 산업단지 내 업체 매칭

경로추천 의료추천 공정최적화

학습자수준진단



공공 및 의료

• [NIA] 이미지 기반 운행 제한 차량 탐지 모델 개발 (2021)
• [ETRI] 병원 의료기기 행위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추출 환경 구축 (202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 시스템 구축 (20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선거 연구 (2019)
• [연세대학교 병원] 머신러닝을 이용한 치매 행동 심리 증상(BPSD)의 예측 모형 개발 (20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완전 조기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 (딥러닝 기반 감염병 예측) (201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고도화사업 (분석체계구축 및 패턴분석 부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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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탐지 모델: YOLOv4

 Object Detection 분야에서 많이 알려진 모델
 One-stage-detection 방법을 고안해 실시간으로 Object
Detection이 가능
 기존의 Object Detection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간단한 처
리 과정으로 속도가 매우 빠름
 일반화된 Object 학습이 가능하여 자연 이미지로 학습하
고 이를 그림과 같은 곳에 테스트해도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냄

불법개조탐지 모델:Mask R-CNN

2017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mputer 
Vision(ICCV)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소개되었고, Instance 
Segmentation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임
 MASK R-CNN 구조는 TWO-Stage Object Detection 모
델인 Faster R-CNN의 각 ROI(Region Of Interest)에 대해
pixel 단위 segmentation mask를 예측하는 branch 추가함
mask branch는 classification, bounding box regression 
branch와 독립적이며 small FCN(Fully Convolution 
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교적 구현이 쉽고, mask branch는 small FCN이기 때문
에 연산속도가 뛰어남

PoC과정을통해과적차량탐지는YOLOv4를, 불법개조(판스프링)탐지는Mask R-CNN 을선정



PORTFOLIO 공공

심평원 감염병 예측 (인공지능 기반)

주요 사업 실적 5 : 글로벌 외식업
“감염병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행 절차 및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마탐색업무파악및 테마정의 모형검증및모형확장모형개발 정보공유및 활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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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데이터 분석

선거데이터 분석:연령대 별 유동인구 및 거주인구 비교, 분석

• 서교동의 20대의 유동인구 수는 다른 연령 대비 월등히 높음

• 젊은층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는 오후 6:00 ~ 오후 9:00 임

• 타 연령과 비교 하였을 때 20대와 30대의 거주 지역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유동이 많은 지역 또한 비슷한 분포를 보였음

20대,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유세 및 선거 전략은 아래의 지역에서 하면 효과적임

젊은 유권자 (20대, 30대) 분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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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데이터 분석

선거데이터 분석:연령대 별 유동인구 및 거주인구 비교, 분석

• 4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오후 2:00 ~ 6:00 에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있었음

• 젊은층 (20,30대)와 비교하였을때, 거주 지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젊은층과 비교 하였을때 40대이상의 유동이 많은 지역은 확연한 지역 차이를 보임

40대 이상의 유권자를 타겟으로 하는 유세 및 선거 전략은 아래의 지역에서 하면 효과 적임

40대 이상 유권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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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업 사례

• [국민은행]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시 감사 지원 시스템 구축 (고도화) (2021)
• [농협은행] AI 도입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시스템 구축(2021)
• [국민은행]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시 감사 지원 시스템 구축 (2019)
• [부산은행]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2019)
• [한화투자증권]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체계 구축 (2019)
• [현대해상보험] 인공지능 컨설팅 (2017)
• [KB금융그룹]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2017)
• [신한은행] 인공지능 기반 금융지수 예측 모델 개발 (2017)
• [키움증권] 하둡기반 빅데이터 ISP 컨설팅 (2016)
• [키움증권] 빅데이터 구축사업 PMO (2016)
• [하나은행] 고객 웹로그 분석 (2015)
• [대우증권] 채널로그 분석 컨설팅 PILOT 추진 (2014)
• [코스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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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eep: 금융 지수 예측

CNBC의 “#Ask Kensho” 서비스 예시CNBC의 “#Ask Kensho” 서비스 예시

• 본사: Cambridge, Massachusetts

• CoFounder & CEO: Daniel Nadler
• 설립: May 1, 2013
• 직원 수: 50

• 기업가지: $650M (약 7,200억원)

OverviewOverview

• Global Top 금융기업 사용 中
― Goldman Sachs, JP Morgan 등
다수의 금융 기업에서 사용 中

• 40시간 소요 보고서를 10분내 완료
―Analyst 리서치/분석 활동 지원
(업무 시간 단축, 정확성 향상)

• 과거 fact 기반의 예측 방식 사용
―실제 발생한 History Data를
수집∙분석하여 현재에 적용
(9만여개의 Event 정의)

서비스 현황서비스 현황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글로벌 이벤트, 뉴스, 경제 보고서

• 자연 재해
• 기업 실적
• 통화 정책 변경

• 신상품 출시
• 정치
• 전쟁

• 주가(Stock Price)
• 원유 가격
• 유가 정보
• 유동성/변동성 등

Market Data

직원

“Kensho”

Question:
What Happens to Amazon 

When Netflix beats?

Netflix의 수익 평가 및
변화 분석

다음날 동종 유통 업체
인 Amazon의 예상 주

가 및
수익율 제시

대답 제공자연어 질문

Kensho
Analytics 
Platform

Data

• Kensho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Q&A형 대화를 통해 복잡한 금융 관련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제공함

Kensho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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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eep: 금융 지수 예측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분석을 위한 솔루션 보유 (특허등록 번호:10-2194200)

이벤트 데이터
(convert to

Time Series Data)

Reuter
News data
(Documents)

News
(Sentences)

표제어추출
(lemmatization)

동사 타입 변환
(Verb class)

이벤트 데이터
추출

(event tuples)

Information Extraction

이벤트 데이터

Oil 관련 Keyword가 포함된
News 추출

데이터 전처리

word 
embedding

event
embedding

NTN
(Neural Tensor Network)

word2vec

Deep NLP 기반의 분석 프로세스

NTN 모형
WTI 

Oil Price
US 10yr
T-bills

Brent
Crude Oil

Natural
Gas

USD/EUR
Exchange

S&P
500

NTN
모형

Time Series Analysis 

분석대상 대체지수
상품

대표지수
환율

대표지수
주식

대표지수

Hybrid VAR 모형

Oil Price Movement Prediction Event

New News

Oil 상승/하락에 대한 이벤트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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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빅데이터 프로젝트 2013

비정형 데이터 수집, 처리 및 감성분석

Twitter

카페

블로그

지식인

뉴스

증권포탈

전문뉴스채널

증권사

연구소

소셜 미디어 데이터(SMD)

산업 통계 데이터
고용지수

산업지수

SNS
Data

Web
Data

수출지수

주식 관련 데이터
이동평균선

거래금액

투자자정보

…

350 종류

수집데이터
저장

Near
Real Time

형태소분석 감성분석

증권용
감성사전

Positive

Negativ
e

수집
키워드

감성분
석결과

주가 예측 분석

통계지수

주가정보

월별,
분기별

매일

장기주가예측
(Joint 

Premium)

단기주가예측
(Hybrid 모델)

예측결
과

저장

일단위 분석

월별, 분기별 분석

시각화

…

데이터 크롤링

주가분석 위한
증권관련 데이터

연계 분석

준 실시간 수집

복수알고리즘적용
(시계열, ML 등)
예측결과 다양화

SMI 지수 등
신규 분석모델개발

다양한 시각화 화면

주식정보 수집
키워드 사전

증권분석용
패턴분석 감성사전

저장
(DB/하둡)

종가

거래량

RSI

…
주식정보에 특화된

다양한 데이터
소스(Seed)로부터

데이터수집 • 키워드관리
• 감성사전관리
• K-Index

PORTFOLIOPORTFOLIO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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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원 시스템

 PB관리대상이지만 직접투자선호대상으로 PB
가 직접 터치하는 고객은 아님
 메일을 통한 펀드 추천

김** 고객
- 연령대 : 50대 중반
– 고객등급: PB 관리고객

(But 직접 투자선호 대상, PB 미터치고객) HTS

MTS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퇴직연금

랩/신탁

WTS

Home
Page

콜(고객)
센터

영업점

AS-IS

1. 거래발생

3. 대응전략

- 고객 세분화 정보
- 주 사용 상품 정

보

매수이벤트인식

Y

담당
PB  

Q. 홍길동 고객에는 어떤 상품을 권유 하나?
- 요즘 인기 있으며 잘 팔리는 펀드 혹은
- 고객세분화 정보를 보니 안정성 투자자로 분류됨
 비록 이번에는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였으나

고객성향기반으로 채권형 펀드를 추천 (메일)

 주식형(공격형) 펀드 1억원 매수

주 사용 채널
거래시 사용 채널

TO-BE

2. 고객상태분석
PB관리

대상여부

- 고객 세분화 정보
- 주 사용 상품정보

2. 고객상태분석

PB관리
대상여부

- 최근 조회 상품 정보
- 최근 이용 채널 정보

3. 고객행위분석

주 사용 채널
거래시 사용 채널

 비록 이전까지의 고객의 성향은 안전형이었으
나 최근 고객의 최근 이용패턴 (퇴직연금 및 신
탁에 대한 문의, 직접 주식 매매를 위한 검색, 타
주식형 펀드상품 조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고
객은 여유자산이 발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은
퇴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으로 판단

 전반적인 은퇴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PB컨설팅을 통한 전문적 상담 및 관리제공

(PB 전문성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4. 대응전략

PB
담당자

or
고객센터

Y
미터치고객
But
고객상황
변경 감지됨

직접 터치
(전화, 내방시 응대)

안내 메일

터치대상
고객전환

안내 메일

상품 채널채널이용기록고객

대우증권 채널통합(로그)분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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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TECH 사업 사례

• [천재교과서] 밀크T AI 수학 고도화 (추천모델) (2021)
• [천재교육] AI기반 수능앱 기획 (2020)
• [천재교과서] 밀크T 수학 인공지능 개발 (2020)
• [교원] 인공지능 기반 수학 상품 개발 (빨간펜AI) (2019)
• [교원] 인공지능 수학 상품 컨설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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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맞춤 문항

실시간 분석으로 추천 되는 맞춤 문항으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분석

맞춤 처방

틀린 문항의 원인은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부
족한 부분을 채우는 맞춤 처방

취약 개념 마스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견된 취약 개념을 재학
습하여 완벽 마스터

기억 관리

개인별 망각 주기를 분석하여 잊혀지는 개념
을 장기기억으로 완성

• 교원의 빨간펜 AI 수학의 인공지능 부분을 기획,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간 맞춤 문항, 맞춤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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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학습 성취도 분석
학습 취약점 분석

예측
성취도 기반 석차 예측
출제 경향 별 문항 예측

추천
맞춤 커리큘럼 추천
취약점별 문항 추천

트레이닝
취약 개념 집중 트레이닝

선택 주제별 집중 트레이닝 성

• 천재의 밀크 T의 인공지능 부분을 기획,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취약 부분 예측, 

성적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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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수능 앱 서비스채널A 서비스채널N

…

Analytics & AI

Service

Data Analytics
Platform

AI/ML
Platform

CRMLMS

CMS
DB

LMS

CMS
DB

LMS

CMS
DB

지식진단

학습추천

지식공간 학습자그룹

최초등급분류

등급분류갱신

지식공간

커리큘럼

성취도

분석리포트

최적경로

콘텐츠

문항

학습간격

학습지도

지식맵

학습습관

러닝스타일

대화서비스

성과평가

진단평가

숙련도

Public Cloud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AI 모델기반Microservices

시사점

• AI인프라팀에서구축한분석플랫폼을확장하
여1단계부터구성

• 수능앱은1단계에포함하여개발
• AI 서비스개발속도를높이고이후모델개선의
효율성제고

• 인프라세팅및모니터링에소요되는비용감소
• 서비스안정성, 확장성향상

수학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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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수요예측 분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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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Intelligence Platform(iPF2017) 분석 (2017)
• [SKC] Smart Factory 불량 Loss 관리 (2017)
• [SK에너지] 제조설비 빅데이터 분석 (2016)
• [SK에너지] Smart Plant To Be ISP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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