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Create AI Training
Data with HelloData
빠르고 효율적인 AI 학습, 데이터 가공,
HelloData로 시작해 보세요

Hello Data

Hello Data는 AI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 AI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비가공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검수를 통한

Data 수집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자체 개발 지원
전문 웹 개발 자원을 보유,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AI 자동 라벨링

Data
관리/검수

가공 툴 개발 지원 가능

높은 데이터 정확도
헬로데이터를 통해 수집/가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체계적인 검수 공정을 통해 높은 데이터 정확도를
보장

Data 가공

데이터 보안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 데이터의
유출/손실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지속적인 AI 알고리즘 업데이트
정확하고 효율적인 AI 학습데이터 생성

Hello Data

Hello Data AUTO

Hello Data MEDI

유통/제조/농수산업/금융 등 다양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생성에

데이터 분석/가공을 통한 의료

산업별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학습

특화된 작업 환경 및 기술 지원

인공지능 진단 모델 구축 솔루션 제공

데이터 가공/분류 솔루션을 제공

Hello Data
특장점
01 AI Annotation
데이터셋 업로드 즉시 자동화된 어노테이션 기능 지원으로 빠른 작업을
지원 작업의 신속함과 편리함은 물론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 품질 보장

02 다양한 산업 데이터 지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D객체, LiDar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가공 작업을 지원하여 의료, 자율주행, 제조업,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

03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자가 작업/검수자 현황 및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젝트 경과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작업자의 처리량과 프로젝트
완료까지의 일정을 파악

04 데이터 타입 별 최적의 작업 템플릿
가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최적의 맞춤형 작업
템플릿을 제공
프로젝트 생성시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작업 유형을 관리자가 직접
선택하여 효율적인 작업 페이지 생성

05 철저한 보안 유지
클라우드 기반 또는 내부 서버 작업 환경으로 데이터 유출 원천 차단 혹은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으로 철저한 프로젝트 보안
유지

AI Annotation
헬로데이터의 Auto M/L 기술은
사용자가 데이터셋을 업로드하는
즉시 Object 디텍션 및 자동
라벨링을 수행. 이를 통해 수작업
대비 획기적인 작업 시간 단축 및

데이터셋 업로드

비용 절감 가능

AI
Annotation

데이터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성능고도화

분류

카테고리

1

침대, 의자, 식탁, 매트리스, 시계

가구

2

곰, 새, 고양이, 소, 개, 코끼리, 기린, 말, 양, 얼룩말

동물

3

배낭, 안경, 핸드백, 모자, 구두, 캐리어, 우산, 인형, 책

4

그릇, 포크, 겁, 칼, 숟가락, 와인 잔, 가위, 싱크대

5

야구 방망이, 야구 글러브, 프리스비, 스케이드보드, 스키, 스노우보드, 공, 서핑보드, 테니스 라켓

6

헤어 브러쉬

7

TV, 휴대전화, 노트북, 피아노, 오븐, 전자레인지, 냉장고, 토스트기

전자제품

8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케이크, 당근, 도넛, 핫도그, 피자, 샌드위치

음식

9

벤치, 소화전, 무인 정산기,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표지판, 통

야외

10

자전거, 버스,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기차, 비행기, 보트

11

사람

부속품
주방
스포츠
미용

이동수단
사람

11가지의 카테고리 내 90여 가지의 다양한 객체를 90%이상의 정확도로 AI Annotation 가능

다양한
산업 데이터 지원

1.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D 객체,
LiDar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2. 가공 작업 지원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AI 학습 데이터

이미지

3D/라이다

텍스트

오디오

의료/헬스케어
자율주행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유통
보안
물류
금융/법률
/부동산
농수산

제조

동영상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실시간 작업 현황 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환경을 제공

전 과정 모니터링 및 관리

클라이언트

AI Annotation

작업자

검수자

비가공 데이터

준가공 데이터

가공 데이터

검수된
가공 데이터

양질의 가공 데이터

프로젝트 관리자가 작업/검수자 현황 및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실시간 관리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및 통계 현황 제공
작업자 초대와 프로젝트 경과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작업자의 처리량과 프로젝트
완료까지의 일정을 파악
작업/검수자 정보를 파악하여 진행상황에 따라 권한을 유연하게 재할당 및 변경 가능
작업화면에서 이슈/코멘트 기능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작업/검수자와 소통 가능

데이터 타입 별
최적의 작업 템플릿
TYPE 1. 이미지

01.

Semantic Segmentation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를 클래스별로 영역을 나누는

02.

Image Classification

디지털 이미지를 이미지의 주제에 맞춰 분류하는 작업

작업

03.

Object Detection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의 영역을 표시하고 클래스별
로 분류하는 작업

04.

Key point Annotation

이미지내 객체의 특징점을 포인트로 라벨링 하는 작업

데이터 타입 별
최적의 작업 템플릿
TYPE 2. 텍스트

TYPE 3. 오디오

Text Translation

Audio Diarization

특정 언어로 텍스트를 번역하는 작업

주어진 음성 데이터 내 화자가 말하는 구간을
목적에 맞추어 구간을 분류하는 작업

Text Extraction

Audio Transcription

엔티티, 키워드와 같은 중요한 단어 혹은 문장을
데이터 가공 목적에 맞게 분류 하는 작업

영화 자막을 만드는 것과 같이 주어진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

TYPE 4. 비디오

TYPE 5. 3D/LiDar

Video Classification

3D Cuboid Detection

비디오의 전체 테마를 작성하고
비디오의 내용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귀속되는지
분리하는 작업

LiDar 데이터를 통해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상의 목적물을
3D Cuboid 형식으로 검출하는 프로세스

철저한 보안 유지

고객이 원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또는
on premise 환경에 통합하여 데이터 및
프로젝트의 사전 예방적 보안 유지

이메일을 통한 작업자 초대
24시간 유효한 작업자 초대 이메일 및 임시
비밀번호 부여로 작업자의 관리 및 보안 유지

감시를 통한 철저한 보안 유지
물리적 서버의 보안 및 디도스 등 기타 네트워크의
공격에 대비

데이터 유출 원천 차단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마스터 계정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여 비정상적인 작업 또는 작업자
통제가 가능

체계적인 네트워크 보안
고객이 원하는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 또는
내부 서버에 integration 하여 보안 환경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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