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사업소개

말을 알아 듣는 Ai 가 만들어가는 편리한 세상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2021. 03 주식회사 투블럭에이아이

회사소개
설립일 | 2019년 7월
 설립자

: 인공지능연구원 (AIRI) 출신 창업

 사무실

: (본사) 양재 Ai 혁신 허브 6층, (연구소) : 서초 디오빌 9층

 임직원

: 10명 ( 2021.03 )

사업 분야 | NLP와 대화형 Ai
 딥러닝 NLP 핵심 기술 - 한국어 BERT & GPT-2 컨설팅

 Deep NLP 기반 Cognitive Document Capturing 기술 제공
 Conversational Ai Chat Bot

기술력 | Deep NLP 전문가 집단
 2019 Ai Starthone, 기계독해 분야 1위
 2020 인공지능 온라인경진대회, 기계독해 1위 / 문자인식 1위

 HanBert (한국어 BERT 모델)과 한국어 GTP2 모델, 형태소분석기 보유
 AI 바우처 사업 공급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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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자문단
 고문 – 김진형 (전 AIRI 원장 / 전 KAIST 교수 / 현 중앙대 석좌교수)
 기술자문 - 이공주 (현 충남대 교수 / KAIST 박사 / 자연어처리 전공 )

경영진
 대표 – 조영환 / KAIST 전산학 박사 / 자연어처리 전공 / AIRI 연구실장 / 검색포탈 서비스 등
 감사 – 서병락 / 서울대 전산학 박사 / 자연어처리 전공 / AIRI NLP 팀장 / 번역 / 검색 솔루션 등
 이사 – 김영훈 / 서울대 제어계측 학사 / 의용생체공학과 석사 / 마인즈랩 / 메디슨 / 능률교육 / 웅진 씽크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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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후 기술 개발 과정

설립이전

심층 NLP 기반 확보

RPAi + 대화형 Ai

대화형 Ai 서비스 플랫폼

Partner &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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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Block Ai 보유기술과 경험
•

심층 자연어처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Full Stack 기술을 보유

•

대용량 코퍼스를 통한 언어모델 구축 ( 700G 원문을 110G 텍스트 로 정제 )

•

빠르고 손쉽게 데이터 정제하는 노하우 보유

•

정보통신과학부 주최 전국단위 경진대회 2년 연속 1위를 통해 입증된 기술력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직접 개발한
형태소분석기
( Moran)

언어를
다루는 기술

한국어 해석형
언어모델
( HanBERT)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 구축경험

기계독해 Task

법률분야
심층언어모델

감성분석 Task
객체명인식 Task

보안분야 RPAi 연동
MRC
Documents Capturing
OCR + NLP

Text
정제 및 가공
모듈
오류보정,띄어쓰기
문장 분석등

한국어 생성형
언어모델
( GPT2)
대화형 Ai

Text Mining Task
대화형 서비스 챗봇
Platform

심층 언어모델 기반
Text Readability
지문난이도 측정
AI 챗봇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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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IP 현황
•

•

•

•

보유 솔루션
•

심층 언어 이해 모델 : HanBERT, HanBERT_MRC, _NER, _SENTIMENT, _KREAD 등

•

심층 언어 생성 모델 : HanGPT-2

•

대화형 Ai 채팅 플랫폼 : ChocolatBot, CouCou

특허 출원 (4건)
•

딥러닝 학습을 위한 한국어 표기 방법

•

휴먼 인터렉티브 Ai를 사용한 반자동 작문 방법 및 장치

•

주제 특화 챗봇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

3단계 언어 모델을 이용한 문서 인식 개선 장치 및 방법

상표 출원 (3건)
•

버터 블럭 (ButterBlock)

•

쇼콜라 블럭 (ChocolatBlock)

•

꾸쿠 (CouCou)

안드로이드, 아이폰 App
•

꾸쿠 (Cou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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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Block 사업 분야

심층 NLP 기술

대화형 Ai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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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Block Biz
• Butter Block

:

Deep NLP Model 라이센스

•

제품 : HanBert (한국어 BERT 모델), HanGPT2 (한국어 특허/소설 생성 모델)

•

라이센스, 추가 학습 컨설팅, 기술이전, 분야별 BERT 모델 개발

•

계약서 메타데이터 추출, 빅데이터 분석, 기업정보유출 탐지, 소송 결과예측, 독서 난이도 평가 등을 위한 언어 모델

• Chocolat Block :

챗봇과 함께하는 채팅 서비스

•

NLP 기반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Ai 서비스

•

다수의 챗봇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

•

쇼콜라봇

: RAPi 기능을 탑재해서 기업에서의 비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

•

꾸쿠

: 채팅 상태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B2C 서비스

•

꾸쿠iN Jobs

: 구직자와 현업 직원의 비대면 취업 멘토링을 위한 Ai 채팅 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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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언어모델 기술 활용 : Butter Block
1) 심층언어모델 제공 : 『 엔드포인트 탐지 보안 솔루션 』
- 자연어 이해를 통한 정보유출 탐지 핵심 기능 제공

3) 심층언어모델 적용 : 『독서지수 예측 서비스 』
- 교육 콘텐츠 예측 및 설명가능한 서비스 적용

2) 심층언어모델 학습 : 『 형사소송결과 예측서비스』
- 법률분야 심층언어모델 KorLawBERT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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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Ai 챗봇 플랫폼 : Chocolat Block

챗봇 기본 기능 :

다중 챗봇 대화 기능 :

- 안드로이드, 아이폰 App

- 한 사용자에게 다수의 챗봇 동시 접속 기능

- 개인화된 챗봇 알림창 기능

- 각각의 챗봇이 각자의 역할 수행 기능

- 이미지 전송 기능

- 각각의 챗봇이 각자의 대화 문맥 유지 기능

- 시나리오 운영, 멈춤, 변경 기능

- 각각의 챗봇이 공통의 사용자 DB 접근 기능

- 시나리오에 따른 대답 선택 기능
- 자연스러운 시나리오 운영 기능
- 문맥에 따른 시나리오 반응 기능
- 일상 대화를 위한 챗봇 대화 생성 기능

사용자 매칭 기능 :
- 사용자의 채팅방 검색 기능

- 사용자 입력에 따른 시나리오 변경 기능

- 사용자의 프로필 기반 매칭 기능

- 서버와의 통신 암호화 기능

- 사용자들 간의 채팅방 생성 기능

- 선택적 대화 내용 로깅 기능

인공지능 챗봇 기능 :

- 상대방 평가, 불량 사용자 신고 및 배제 기능

채팅방 운영 기능 :

- 얼굴 인식 등 AI API 활용 기능

- 챗봇이 사용자 소개하는 기능

- 사진, 스캔문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

- 챗봇에게 귓속말 기능

- 기계독해, 감성분석 등 NLP 기능

- 챗봇이 대답 대신하는 기능

- 특정 상황에서 대화 문장 생성 기능

- 대화 화제 제공과 게임 운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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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쿠 iN Jobs
구직자와 현업 직원의 instant Networking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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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알아듣는 Ai가 만들어가는 편리한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