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말하는 곳은 많지만,

AI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은 찾기 힘듭니다.

AI의 어느 한 부분을 다루는 곳은 있지만,

AI의 기획설계부터 모델링,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오피니언라이브가 고객과 AI를 연결합니다.



L e a d  T h r o u g h

A I
AI로 세상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바뀝니다

학습된 정교한 데이터체계가 단조로운 명령과 규칙을 대체합니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AI데이터로 미래를 앞당깁니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추출합니다

문서를 요약하며,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고 기존 텍스트를 개선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 상호작용을 돕습니다

AI 기반의 심층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TEXT AIer 

텍스트 
분류

문장 
임베딩

형태소 
분석

딥러닝 
기반의 
고품질 

자연어처리

최신 초거대 
언어모델
적용 가능

개체명 
인식

감정, 감성 
분류

발언 
분석

Technological competencies
   

자체 개발 보유 기술 설명

글쓰기 평가 모델 AI 기반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평가 모델

기계번역 모델 Transformer 기반의 다국어(영,중,일) 및 특수어 번역 모델

최신 형태소 분석 가능 단어사전 최신 신조어 포함, 업계 최대(신셋 및 구축어 기준) 규모의 형태소 분석용 사용자 사전

다국어 워드넷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연동 다국어 워드넷

개체명 인식 사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문서활용을 위한 개체명 사전으로 대분류 및 세분류 체계 구성

화용 분석 사전 수사구조 및 화용 활용비교, 의도 분류 가능

references
   

Client Project

한국외국어대학교 해외 5개국 한국 관련 여론 데이터 수집 및 텍사노미 구축

서울연구원 민원상담의 감성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NIA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능력 검증 AI 데이터 구축

NIA 낚시성 기사 탐지 AI 데이터 구축

NIA 비정형데이터 분석 방법론 정리 지원

NIA Niadic 2.0 및 다국어 WordNet 구축을 통한 텍스트마이닝 활용 검증

NIA 이머징 테크 2022 분석

네오*** 텍스트마이닝 및 서술형 평가모델 개발



음성 기반의 고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며 효율성을 높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과정을 개선합니다

의료분야에서는 환자의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SPEECH AIer

음성 텍스트 
변환

(STT)

AI 예측

음성 분석

텍스트 분석

톤 & 감성

PCI 교정
Technological competencies
   

자체 개발 보유 기술 설명

발음평가 AI 기반의 외국어 발음과 말하기 평가 모델

음성인식 Wav2vec 2.0 기반의 한국어, 영어 음성인식 모델

references
   

Client Project

NIA 교육용 한국인의 다국어 음성 AI 데이터 구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음성데이터 구축 사업 품질관리

NIA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능력 검증 AI 데이터 구축

NIA 다국어 통번역용 낭독체 음성 AI 데이터 구축

서울연구원 민원상담의 감성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술, 디자인, 미디어 분야에서 이미지 변화, 편집 등 창의적인 작업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상품 추천을 제공합니다

상품 이미지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VISION AIer

Technological competencies
   

자체 개발 보유 기술 설명

패션이미지 AI 모델 구축
패션 아이템 탐지 및 분류 모델, 트렌드 모니터링을 위한 이미지 검색 서비스, 
매칭 아이템 추천 모델 및 서비스

references
   

Client Project

한국도로교통공단 AI와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한 혼잡예보 서비스

NIA 패션 이미지 AI데이터 구축

NIA K-Deep fashion (AI) 데이터 구축

NIA 멀티 AI를 위한 한국형 대규모 비전 데이터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인식 

높은 
문자 인식률

정교한 
영역 추출 

기술

왜곡에 
강한 모델

다양한 
모델의 
앙상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인식 성능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맞춤형 저작도구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제공합니다.

기획, 설계, 분석, 플랫폼 개발 등 전과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ata Analysis & System 

project
   

A시 빅데이터 기반 교통환경 분석

B시 생활 SOC 불균형 해소 빅데이터 분석

C도 야생멧돼지 서식분포 분석

C도 폐기물 유입량 및 이동경로 분석

D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데이터 분석

E도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구축

H대 한국 관련 해외여론 데이터 수집 고도화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

텍스트, 음성, 이미지
분석 도구 개발

분석 및 예측 
시스템

데이터 분석도구
개발

기계학습모델
구축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숏폼 등 다변화된 

온라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와 가치를 제공합니다.

단순 나열식 리포트가 아니라 심층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기관에서 오피니언라이브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소셜 리포트

뉴스, SNS는 물론 커뮤니티까
지 다양한 채널에서 장기간   
누적한 다량의 유효데이터를 
수집

최신 어휘 트렌드를 반영한   
자연어 처리 기술, 감성 분석 
등 분석 사전, 검색어 커스터 
마이징으로 최적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실시간으로 원하는 기간의   
여론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채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위기 대응 방향 
및 전략 수립 가능

온라인 모니터링 탐지 이슈  및
요청한 이슈에 대한 분석 키워
드 설정

다양한 분야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   
정책 제언을 포함한 분석보고
서 제공

Online Monitoring & Social Report 

SNS 
데이터 수집

온라인 
텍스트 분석

분석 키워드
설정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
(Catchany)

심층 소셜분석 
리포트 제공

references
   

Client Project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관련 해외여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외교부 주요 외교 사안 관련 빅데이터 분석

A광역자치단체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정책환경분석 컨설팅

B광역자치단체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부경대학교 지역학 관련 논문 데이터 분석

서울연구원 2020 연구수요조사

통일연구원 A국 핵심이익 텍스트 분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이머징테크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분야 빅데이터분석

서울연구원 소셜미디어 데이터 구축

한국관광공사 소셜빅데이터 활용 어권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서울연구원 서울시 민원상담의 감성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 정책트렌드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DMZ 관광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수원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요 명소 및 방문객 분석



Catchany 
캐치애니는 국내 최초의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 

뉴스,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미디어와 SNS를 

리얼타임으로 깊이있게 분석합니다

실시간
-------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 분석

분석 리포트
-------

감성·추이·연관어·발언 등
데이터에 대한 

요약 리포트 제공

시계열
-------

기간별 분석
[일 · 주 · 월 · 분기]

검색된 키워드의
관심도 제공

정보량

검색된 키워드의
관심도 제공

연관어

긍ㆍ부정 결과 비교
세부 감성 분석 키워드 제공

감성

검색 결과에 대한
원문 보기 기능

원문보기

대중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캐치애니

기사, 커뮤니티, 유튜브 등 SNS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읽고 있고,
얼마나 댓글을 달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등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지, 
홍보가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Catchany 
캐치애니 서비스를 통해 

기업, 기관, 상품, 이슈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 홍보관리, 연구, 

마케팅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황실

위기관리 모니터링

다양한 키워드 분석

SNS 심층 분석

캐치애니
서치

캐치애니
마케팅



조사기획과 설계부터 다릅니다. 신속한 진행, 안정된 시스템, 정교한 데이터, 깊이있는 분석, 

빅데이터분석 방법론 결합 등으로 차별화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Online Survey & Deep Qualitative Research

해당 분야 
연구자 투입을 

통한 
전문적 기획

정교한 기획 및 설계
기업, 공공, 연구, 미디어 등 다양한 기관과 조사 연구 참여
마케팅, 정책, 경제, 정치, 문화, 사회, IT 등 폭넓은 영역 연구 진행
고객의 관심사안, 검증 프레임, 필수 파악요소, 오픈문항 등 제시 반영
설계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테스트 실시

시각화를 이용한 인사이트 보고서
상세 텍스트 외 크리에이터의 그래픽 적용
전체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인포그래픽 제공

정확한 데이터 수집 능력
대표성(Representativeness) 확보를 위한 표본 설계
신속한 온라인/모바일 서베이 설문 구축
데이터 정제를 통한 오류 차단

심층적 데이터 분석 결과 제시
고급 통계 분석 기법 적용
풍부한 경험과 통계분석 전문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진의 깊이 있는 의견 반영

프로젝트 목적에 
따른

맞춤형 연구방법 
설계

하이엔드 
서베이 시스템과 
풍부한 패널로 

신속하고 정교한 
응답 데이터 수집

전문 연구진을 
통한

통계분석 및 
데이터 의미 도출

직관성과 
활용성을 위한

인포그래픽 반영 
보고서 제공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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