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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NET WORKS

주식회사 에이아이네트웍스는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사람을 품는 미래 기술 실현”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응용·활용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국책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비드봇’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기반 입찰 예측을 위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MISSION
사람을 위한 미래 기술 실현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사람을 품는
미래기술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고, 연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VISION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끄는 내일의 변화
AI NETWORKS가 선도하겠습니다.

A I N E T WO R KS OV E RV I E W
회사명

(주)에이아이네트웍스

대표이사

이현준

사업자등록번호

115-86-01678

사업분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학술 연구 용역업

본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3길 12-10 테크피아빌딩 / 2층~3층

홈페이지

www.ainetwork.co.kr

설립연도

2019년 11월 1일

임직원수

9명

자본금

3억

매출액

5억

O R G A N I Z AT I O N
대표 | 연구소장
이현준 박사

연구개발팀

연구기획팀

경영지원팀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

신규 R & D 발굴 및 기획

연구개발 지원

데이터 설계 및 개발

연구 정책 수립

인사 / 총무

APP / WEB 개발

디자인 & 마케팅

재무 / 회계

C O M PA N Y H I S T O RY

2022
04 원자력발전소 AI 진단예측 시스템 개발
04 비공기압 타이어 제품 디자인 기술 개발
05 정기공수 운영분석 및 최적노선 선정 알고리즘 개발 용역

2021
04 버디플러스 사용자 & 관리자 APP
05 대한민국 우수 기업 대상 우수 AI 대상 수상
06 자율 주행 영상 객체 인식 및 거리판별 S/W 개발 용역
06 튜닝차량 및 공유차량용 실시간 자동차 상태
점검기술 및 모니터링용 모바일 APP 개발
08 자동차 운행 및 고장/정비 데이터 분석 응용을 위한
전처리 모듈 설계 및 UI/UX 개발 용역
10 레일 마모 기반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검토 용역

2020
08 군수 장비정비 빅데이터 구축 BPR / ISP 개발
09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비식별화 구현 S/W 개발

2019
08 인공지능입찰연구소 서비스 오픈
11

(주)에이아이네트웍스 회사 설립

T E C H N O L O GY

ARTIFICIAL INTELLIGENCE & DEEP LEARNING
Object Detection & Tracking
Open CV 기반 Image Processing
SVM, Clustering, Prediction
학습환경 구성 및 최적 하드웨어 구축

BIG DATA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튜닝
Restful API 구현
정형/비정형 데이터 변환
Web Application 개발

APPLICATION DEVELOP
C++ 기반의 Applicaiton 개발
Qt Framework 이용
Cross-compile 지원
Embedded Programming

R&D
AI 및 Big Data 기반 국가 연구과제 진행
사용자 최적화 S/W 개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개발
GUI 및 UX 디자인

REFERENCE

철도 선로변 소음/진동 실측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환경 영향성 평가 알고리즘 개발
소음 진동 유발인자 분류
실측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기법을 통한 예측
2019 | 한국철도공사

군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BPR/ISP
데이터 전처리 및 통합
군수장비 (전차,자주포 등) CBM+ 적용방안 연구
군수장비 데이터 수집방법 및 자동화 방안 연구
2020 | 국방과학연구소

자율주행 차량 영상 내 개인정보 비 식별화
딥러닝(CNN)기술 응용
영상 내 객체식별(Object Detection)
Open CV 기반 이미지 프로세싱
2020 | 한국자동차연구원

REFERENCE

자율주행 영상 객체인식 및 거리판별 S/W 개발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전처리 및 통합
딥러닝 기술 응용 객체식별 학습 알고리즘 개발
학습모델 적용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S/W 개발
2021 | 한국자동차연구원

튜닝차량 및 공유차량용 실시간 자동차 상태점검기술 및 모니터링용 앱 개발
이미지 특징 판별 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
이미지 셋 구축 및 독립형 촬영 APP 개발
Open CV 기반 이미지 프로세싱
2021 | 한국자동차연구원

버디플러스 골프 무인관리 APP 플랫폼 개발
플랫폼 기획 및 디자인
Flutter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Lalavel 기반 서버 구축
2021 | 자체개발

REFERENCE

자동차 운행 및 고장/정비 데이터의 분석 응용을 위한 전처리 모듈 개발
DTG 데이터 Parsing S/W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WEB 기반 데이터 셋 재구성 S/W 개발
2021 | 한국자동차연구원

레일 마모 기반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검토 용역수행
파상마모 데이터 셋 및 API 구축
파상마모 이미지 전처리 및 필터 적용 모듈 개발
학습 환경 구성 및 학습용 S/W 개발
2021 | 한국철도연구원

인공지능입찰연구소

인공지능입찰연구소는 (주)에이아이네트웍스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트로 조달청 나라장터로 부터 받은 입찰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입찰/낙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복수예가 방식의 입찰공고에 대한
낙찰하한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aiipchal.com

2021 대한민국 우수기업대상 AI 입찰 시스템 부문 우수 AI대상 수상

(주)에이아이네트웍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 3길 12-10 테크피아 빌딩 2F~3F
TEL : 041-415-1377 | FAX : 041-415-1378
www.ainetwor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