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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x Communication x AI



• GDC는 딥러닝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AI, Cloud 기술 회사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금융 전문가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FiNTENT 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FiNTENT는 한국어에 포함된 의도, 맥락,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의미
있는 지식과 정보로 전환하며, 기존 시스템과 즉시 연동 및 확장 가능한 딥러닝 기
반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입니다.

• GDC의 지능형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1. 한국어에 최적화된 형태소 분석기와 최신 자연어 처리 모델을 적용합니다.

2. 언어 지능에 특화된 기계독해, 질의응답, 질의생성과 테스트 데이터 생성기를

제공하며, 기존 AI/Chatbot 플랫폼에 확장/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전문가가 데이터 셋을 검증하고 실무에 적용합니다.

3.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기존 시스템에 즉시 확장 가능한 서비스

기반을 제공합니다.

Context x Communication x AI



GDC :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AI / Cloud 전문사

금융

AI / 

Deep Learning

클라우드, 

Agile / DevOps

“비즈니스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금융사현업/컨설턴트
출신 금융전문가 보유
•업무/혁신컨설팅 수행

•한국어 처리 엔진
•딥러닝 최신 모델
•도메인 데이터 셋 확보

•Google Cloud/AWS

•RASA Korea Organizer

•Agile / DevOps Experts



한국어 처리를 가장 잘 한다는 것? 

“한국어는 단어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미
에 따라 뜻이 바뀌는 교착어”

“65%가 한자어, 
이 중 25%가 동형이의어”

“고품질의 산업별, 목적 별 데이
터 확보 필수”

“모델 정확도를 높이려면
도메인 Insight에 기반한 데이터 선

별 및 튜닝 필요”

“기존 시스템 및 플랫폼과 신속한 통
합 및 적용 가능”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과 어휘에 최
적화된 전처리와 알고리즘 적용

도메인 별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업
종 전문가의 데이터 검증

업종 전문가와 딥러닝 전문가가 협
력하여 Insight 식별 및 고도화

기존 엔진에 Plug-in 가능한
모듈형 구조

다양한 플랫폼에 빠른 배포가 가능
한 범용성 확보



한국어 처리에 최적화된 플랫폼

• 한국어에 최적화된 형태소 분석기와 최신 자연어 처리 모델을 적용합니다.

- 울산대 한국어처리연구실 형태소 분석기 UTagger 적용

- BERT 확장 모델 적용, XLNet 모델 개발 중 (https://github.com/zihangdai/xlnet)

•

• 자연어 처리와 행태 정보를 종합하여 정확한 문맥과 의도를 식별합니다.

- 딥러닝 기반 기계 독해, 주제 분석, 문장 요약 모듈 보유

- 의도 분석, 감정 분석 모듈 확장 (예정)

- 한국어 (자연어) , 주제, 감정, Context와 고객 행태 정보 종합 분석

- 인구 통계 기반 페르소나 분석 연계

https://github.com/zihangdai/xlnet


산업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플랫폼

• 금융, 보험, 상품 전문가가 기능 및 서비스 요건 정의에 참여합니다.

- 업무 정의, 프로세스 혁신, 상품 설계 현업 / 컨설턴트 출신

- 디지털 혁신 / 요건 정의 프로젝트 지속 참여 (금융 /보험사)

- 디지털 신기술 적용 Use-case와 Pilot 수행 (고객 / 채널 / 상품)

• 정제된 한국어 데이터와 도메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 중입니다.

- 한글 위키 450만 페이지 데이터 확보

- 포털 News 스크래핑을 통한 주제 별 한글 데이터 지속 확보

- 컨택센터 운영 경험과 패턴 데이터 확보 (금융, 유통, 카드)



빠르고 쉽게 적용 가능한 플랫폼

• “테스트 데이터 전 처리기”를 개발 중입니다.

- 자연어 처리용 데이터셋 수집, 변환, 검증을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기계독해, 토픽분석, Question Generator 적용)

- 대화 시뮬레이션을 위한 주제 별 Question-Answer 데이터셋 자동 생성

- 훈련용 데이터셋 중 개인 정보 부분 자동 검출 및 처리 (Masking)

- 개체(entity)간 추론을 확장하기 위한 지식 그래프 (Knowledge graph) 구축

• 클라우드 AI Chatbot, 오픈소스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연계합니다.

- GCP Dialogflow (https://cloud.google.com/dialogflow/) : GCP partner

- RASA : http://rasa.com) : Korean community organizer

- Google Assistant

https://cloud.google.com/dialogflow/
http://rasa.com/


플랫폼 핵심 기능

한국어 전처리

기계 독해

질문 생성

주요 기능 내용

한국어 문장의 형태소, 의미역, 개체명 인식
등 한국어 이해를 위한 기본 구성요소 분석
- 형태소 분석
- 어휘/의미역 인식
- 구문분석/상호참조/대용어
- 개체명 인식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 내 주제어를 식별, 

해당 문장 내용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최적의
답변을 생성
- 기계 독해
- 문장 주제어 분석
- 문서 요약

특징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
을 자동 생성
- 문장 분석
- 주제어 생성
- 질문 생성

•울산대 형태소 분석기
Utagger 최신버전 적용
- 공동협력 진행 중

• BERT 확장 모델 적용
• Wiki 한글 데이터셋
• XL Net 등 최신 모델 추가
적용 중

• BERT 확장 모델 적용
• Wiki 한글 데이터셋
• XL Net 등 최신 모델 추가
적용 중



TA Portal (https://portal.fintent.io/) 

https://portal.fintent.io/


Use-Case

• 고객 상담 내용 요약 및 유형 분류

• 고객 상담 감정 분석

• 고객 상담 내용 실시간 Masking

• 상품 약관 및 보장 내용 분석

• 고객 응대 Next Action 제공

금융/보험

• 업무 도우미 (인사, 업무 규정)

• 교육 메뉴얼 작성
인사/교육/공통



한국어 지능

플랫폼 개념도

GDC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딥러닝 기반의 핵심 모듈과 Google Assistant, 

Dialogflow, RASA를 활용한 확장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통합

대화 흐름

한국어 처리

문맥관리

형태소분석

개체명 인식

어휘의미
분석

구분분석

의미역 인식

상호참조
/대용어

감정 분석

검색/지식 관리음성 처리

음성인식

음성합성

문서요약

QA/MRC

QG

검색/색인 랭킹

지식 그래프 WordMap의도 분석Next Action

음성/

텍스트
전환

전처리

서비스연계 서비스인증 REST API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제어

자체개발 핵심기능

오픈소스 확장

서
비

스
코

어
통

합



솔루션 특장점

최고의 한국어
처리 역량 보유

도메인 전문가와
데이터 셋 활용

신속하고 유연한
기존 시스템 연동

• 한국어 처리에 최적화된 울산대 형태소 분석기 적용
- 구어체, 동형이의어, 복합명사, 띄어쓰기, 한자어

• 최신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핵심 처리 모듈
- BERT / XL-Net / LSTM seq2seq

• 금융/보험/투자 전문가가 참여한 모델 및 데이터셋 검증
- 금융/보험/투자 도메인 모델 및 데이터 셋 감수

• 컨택센터 운영 경험과 데이터 셋 활용
- 금융/카드/유통 컨택센터 운영 경험 기반 모델 학습

• 최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 MRC/QA/QG 모듈을 이용한 데이터 셋 생성

• 다양한 채널로 즉시 확장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 RASA (On-Prem), Dialogflow (Cloud)
- Voice to Text, Text, Machine to Machine



AI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블록체인 도입 전략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블록체인 유스케이스 및 과제 설계
• 블록체인 개념 검증 및 Pilot 구축
• 블록체인 플랫폼 설계 및 구축

• 클라우드 적용 준비도 점검 및
Quick Assessment

• 클라우드 솔루션 비교 분석 및 추천
•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구축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Pilot

• 딥러닝 기반 고객, 금융 데이터
분석 및 문제 해결

• 고급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인프라 설계

• 고급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및 전처리

• 목적성 데이터 셋 개발

• 한국어 이해에 특화된 대화형 인공
지능 솔루션 제공

• 머신러닝 훈련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자동 전처리 솔루션 제공

• 챗봇/인공지능 상담센터 구축

• 언어/예측/시각지능을 포함한 인공
지능 플랫폼 서비스 제공

GDC 핵심 서비스

고급 데이터 분석

멀티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AI Contextual Communication 플랫폼 FiNTENT는
“한글을 가장 잘 이해하는 Contextual Communication Platform” 를 목표로 딥
러닝 기반 자연어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계 독해 형태소 분석 Contextual Conversation

•한글 기계독해 공인 사이트
www.korquad.github.io
리더그룹 등재
(F1 : 90.38 / Human : 
91.20)

•한국어자연어처리 선도 연구
소인 울산대 한국어 처리 연구
소와 협력 연구 진행 중
- Utagger 활용 MoU 체결

•Open-source Contextual AI 
platform “RASA”의 한국 커
뮤니티 Organizer
•GCP Dialogflow 연계 구축

www.rasa.com

https://dialogflow.com
/

AI – Contextual Communication

http://www.korquad.github.io/


AWS와 Google의 등록 파트너로 클라우드 도입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Engineerin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DC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Multi-
Cloud 구축 운영을 위한 비교, 평가, 보안성 점검 방안을 제시합니다

GCP 기반 데이터 분석 / AI Pipeline 운영
(Cloud ML, TPU 적용)

•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비교 (AWS, MS, NBP)
•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평가 (Benchmarking)
• 금융 클라우드 보안성 점검

🡪 ’19.8 현재 H보험사 클라우드 검증 수행 중

Cloud – Compare before Use



GDC는 Enterprise Ethereum Alliance의 정식 회원으로 금융/AI 블록체인 활용과
기술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GDC는 Enterprise Blockchain 기술을 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Critical Path와 기반 기술을 제공합니다

Member of Financial Services 
SIG, AI & Blockchain SIG

https://entethalliance.org/members/#g

•Use-case Identification Framework
• Business case templates

GDChain

Business Use-case 
Identification & Design

Legacy IntegrationRapid Prototyping

• Reference Architecture & Patterns
• Enterprise Blockchain Accelerators
• Google / AWS Cloud based

• REST API
• Message Driven Integration

Blockchain – Transparent Value Exchange 



정 재훈
대표

jaehoon.jung@gdchain.io

• 금융 기술 전략 및 아키텍처 전문가

• 금융 IT 전략 컨설팅 경력 20년

• 한화생명 디지털혁신본부

• Ernst & Young

• Accenture

• A.T. Kearney

양 덕수
CTO

duke.yang@gdchain.io

• 머신러닝 음성/텍스트 분석 전문가

• 디지털 채널 솔루션 연구개발 리드

• 금융 채널 시스템 개발 PM

• 효성ITX

• SK C&C

• Axesstel (미)

• Citibank (미)

Key Resources

이 승윤 박사
Data Scientist

lee.seung.youn@gdchain.io

• 금융/보험 데이터 분석 전문가

• 금융 정보 분석 경력 20년

• 서울대/고려대 통계 연구원

• 에프앤가이드 펀드평가 본부장

• 오하이오 주립대 수학 박사

정 호연
Finance / Risk

hoyon.chong@gdchain.io

• 금융 투자 상품 데이터 설계

• 규제 및 신용 리스크 모형 설계

• M&A 및 투자 전략

• M&G Partners

• Triumvirate

• McGill University 경제학 석사



Key Resources

권 대신
Financial Business 

daeshin.kwon@gdchain.io

• 금융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전문가

• 금융 업무 컨설팅 경력 21년

• 우리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 PMO

• Ernst & Young

• Accenture

• LG-Hitachi

서 병삼 박사
Bigdata Strategy 

sam.seo@gdchain.io

• 금융/공공 빅데이터 사업 전문가

• 금융 업무 컨설팅 경력 30년

• 경영정보학 박사

• 한화시스템

• SK C&C

• BNK부산은행

박 송이
Frontend Developer

songyi.park@gdchain.io

• 빅데이터 BI/Visualization 전문가

• Tableau Specialist 

• 비대면 UI/UX 개발

• 경희대학교

• KPC

조 창희
Data Engineer

changhee.cho@gdchain.io

• 딥러닝 데이터 처리/분석 전문가

• 자연어처리/기계독해

• DevOps / Cloud Infra

• 효성ITX

• 와이즈토드

• 안철수연구소



김 백규
DevOps/Blockchain

kbk109@gdchain.io

• 블록체인 전략수립 및 Dapp 전문가

• 웹/Backend 개발 경력 18년

• 암호화폐거래소/게임플랫폼 총괄

• Binaries

• YD online

• Neowiz

조 송백
DevOps/Cloud

josong100@gdchan.io

•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 클라우드 운영 솔루션 개발

• Backend Application 개발

• Smile Gate

• Kakao Games

• 한화시스템

Key Resources



고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