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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DATA-Growth Project
Awards 성료
- 2021 DATA-Growth Project 대상에
ML Workflow 과정 자동화 서비스‘콕스웨이브’선정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윤혜정 은
(

)

‘2021

發

DATA-Growth Project(대학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 지원)’의 최종 평가 및 우수 데이터 스타트업 선발을 위한

‘DATA-Growth Project Awards(데이터 그로스 프로젝트 어워드)’를

12월 1일(수),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이태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DATA-Growth Project(이하 ‘데이터 그로스’) 사업에 최종
선발된 5개 기업과 선배 기업(DATA-Global), 투자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DATA-Growth Project를

통한 데이터 사업화

결과물 및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우수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 시상 규모: 대상 1종(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2,000만원), 최우수상 1종(한국데이
터산업진흥원 원장상/1,000만원)

ㅇ DATA-Growth Project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이터
창업 지원 사업으로 올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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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데이터 그로스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하여, 첫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1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단계별 엄격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하였다.

ㅇ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선발 기업에게 체계적인 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구현을 위한 컨설팅,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프로젝트 공간
제공 등 맞춤형 사업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데이터 인프라와
총

□

3,000만원

규모의 후속 지원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DATA-Growth Project Awards'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과제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하여, 공모에 최종 선발된

5개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사업화 아이디어와 새로운 혁신 서비스에 대
한 다양한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

DATA-Growth Proj ect 대상의 영광은 '콕스웨이브(대표 김기정)’

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실비아헬스(대표 고명진)’가 각각 수상
했다.
ㅇ 대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에는 데이터를 통해

ML Workflow

과정을 자동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콕스웨이브’에게 돌아갔다.
ㅇ 최우수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은 음성 데이터

AI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 인지 건강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개발한 ‘실비아헬스’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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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ATA-Growth Project Awards 수상결과>
구분

상격

기업명

대표자

대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

(주)콕스웨이브

김기정

최우수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

(주)실비아헬스

고명진

□

이번

’2021

DATA-Growth

Project

서비스명
데이터를 통해 ML Workflow
과정을 자동화하는 어플리케이션
음성 데이터 AI 분석 기반의 노인
인지 건강 스마트케어 시스템

Awards‘의

심사위원단은

5개

기업 모두가 혁신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뛰어난 역량 및 성과를
선보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선보일 기업들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된다고 평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윤혜정 원장은

“DATA-Growth Project를

통해

대학에서 시작된 혁신적이고 기발한 데이터 사업화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고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ㅇ

“올해

처음 시작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데이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본부 산업진흥팀
손원길 팀장(☎ 02-3708-537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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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21 DATA-Growth Project Awards (최종 평가 및 시상식) 주요 사진

12월 1일 블루스퀘어에서 개최된 ‘DATA-Growth Project Awards(데이터 그로스 프로젝트
어워드)’에서 수상기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실비아헬스 고명진 대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윤혜정 원장, 콕스웨이브 정주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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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블루스퀘어에서 개최된 ‘DATA-Growth Project Awards(데이터 그로스 프로젝트 어워드)’에서
수상 기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인하이어 정승현 대표, BUOB 신수민 R&D 담당, 실비아헬스 고명진 대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윤혜정 원장, 콕스웨이브 정주영 이사, 파프리카데이터랩 김유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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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1 DATA-Growth Project 수상기업 개요(2개社)

□ 대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 1종)
기업명

콕스웨이브 (대표자: 김기정)

창업일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2층 5호
https://www.coxwave.com/

소재지
홈페이지
주요 데이터

1
서비스명

과제
주요내용

무료로 공개되어있는 공공데이터
(Kaggle, fairseq, huggingface, Google, etc)
데이터를 통해 ML Workflow 과정을 자동화하는
어플리케이션
AI를 개발‧연구하는 일반인들이 더 쉽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한 Machine Learning Workflow
과정을 자동화하는 어플리케이션(Manta Engine) 개발

□ 최우수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 1종)
팀

명

주식회사 실비아헬스 (대표자: 고명진)

창업일

2

소재지

202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9층 삼남타워

홈페이지

https://silvia.io/

주요 데이터

국내 노인 세대 음성 데이터

서비스명

과제
주요내용

음성 데이터 AI 분석 기반의 노인 인지 건강
스마트케어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영상통화 등에서 추출한
음성 데이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 예방,
인지기능 평가 및 관리하는 맞춤형 노인 인지건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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