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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정보 

Ⅰ. 회사 개요 

센서 기술 및 전자 거래 H/W, S/W 시스템 감지 기술 국가간 선제 예방 접종 

회사명 (주) 알파벳에이아이 

회사위치 
(본사 & 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5길 27 #1203 

강원도 원주시 동진골 1길 86 #102 

대표이사 이 동 환 

설립일자 2018년 8월 

연락처 02-525-1981 / 010-6365-1572 

Homepage www.asackorea.com 

(주)알파벳에이아이는 끊임없는 연구 결과로 새로운 기술 개발, 혁신적인 제품, 창의적인 솔루션에 도전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금류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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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구제역(FMD),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을 비롯한 동물 질병에 감염된 각 개체의 소리를 주파수 피크 검출 PFD(Peak 

Frequency Detection) 시스템 및 발열패턴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비교, 구별 및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동물집단군 

대상 동물개체를 식별, 판독, 추적하는 기술. 

기술부문1 기술부문2 

진단 빅 데이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야생 가금 및 가금류의 

질병감염 이전 또는 초기  호흡기질병 등을 확인 및 진단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 집음장치(IMS)와 유선 또는 무선 연결
을 통해 멀티채널 오디오분석 장치(MCAAD)에 연결하고, 

여기서 집음 장치는 복수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닭의 소리를 

수집하고 수집된 소리에 관한  정보는 중계기를 통해 

MCAAD로 전송되는 기술 

 

• 조류 인플루엔자 : 감염 전 실시간 탐지 

• 호흡기 질환 : 감염 전 실시간 탐지 

• 동물 복지 : 스트레스 감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 돼지의 세균, 바이러
스 등에 의한 발열패턴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질병감염 

이전 또는 초기에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 및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수집장치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질병 발열패턴을 분석하는 기술    

 

•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열성전염병 :  

  최소 임상증상발현 24~48시간 전에 감염 전 실시간 탐지 

 

 

 

Ⅰ. 회사 개요 



3.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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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17 

• CLA International    
 
• 2002년 7월 설립  
 
• 동물 Transponder & Reader 
  
• 동물 복지 강의 
 
• 동물 질병 진단학 강의 
 

2015 2016 ~ 2017 2018 

• 동물 임상 실험 
 

  - 개 소리 
  - 닭 소리 
  - 사람 소리(아기, 어린이) 
 
 연구 개발 
  - PeTalk  
  - MamiTalk 
  - ChicTalk 

• 동물 소리 분석 센터 
 
• 연구소 
  - ASAC 관리 
  - 동물 소리 임상 실험 
  - 철새 도래지에 서식하는 새소리 연구 
 
 
 
  

• 알파벳에이아이 
  
   - 2018년 8월 설립 
   - 2019년 11월 : 조류독감 관련하여 
     정부지정 평가기관 ㈜윕스의  
     특허기술가치평가보고서 작성 
 

MCAAD MamiTalk IMS 

Ⅰ. 회사 개요 

D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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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 ● ● ● 

Scheduled 

 staffing 

연구소(동물소리분석센터) 

시스템 개발 소리 연구 H/W 개발 S/W 개발 

직원현황(예정) 관리 
R&D (Skill별) 

Leader Advanced Assistants Total 
Back Office Total 

인원 1 3 2 2 7 3 10 

대표이사 

• 모바일 앱 

• 피크 주파수 

• 전자 거래 

• IMS 

• MCAAD 

• SERVER 

• 동물 소리 패턴 연구 

• Deep Learning 

• 인공 지능  

• 소리 모듈 

• 웹서버 구축 

• Embedded system   

Ⅰ. 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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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819529 2017.11.21. 

Service provision method and apparatus related to electronic 

harmonic algorithm capable of comparing, distinguishing, and 

identifying sounds of individuals infected with animal diseases, 

including avian influenza, by means of frequency peak detect 

technique 

2019.09.03 
US 10,403,305 

B2 
USA 

2 PCT/KR2018/008800 2018.08.02. 

Service provision method and apparatus related to electronic 

harmonic algorithm capable of comparing, distinguishing, and 

identifying sounds of individuals infected with animal diseases, 

including avian influenza, by means of frequency peak detect 

technique 

 

On-going 

  

 

On-going 

  

  

PCT 

3 10-2017-0121555 2017.09.21. 

Service provision method and apparatus related to electronic 

harmonic algorithm capable of comparing, distinguishing, and 

identifying sounds of individuals infected with animal diseases, 

including avian influenza, by means of frequency peak detect 

technique 

2018.07.25. 10-1884000 KOR 

4 10-2017-0008883 2017.01.18. 
Method for provid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service between 

different species 
2017.09.29. 10-1785888 KOR 

5 PCT/KR2018/000671 2018.01.15. 
Method for provid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service between 

different species 
On-going On-going  PCT 

6 10-2010-0010201 2015.02.16. System for take care of terminal 2015.09.04. 10-1552289 KOR 

7 10-2016-0071807 2016.06.09. Disinfection device 2018.01.15.  10-1820472 KOR 

8 10-2015-0093862 2015.07.01.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f hypochlorous acid water 2018.01.15.  10-1820488 KOR 

9 PCT/KR2015/006965 2015.07.06.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f hypochlorous acid water On-going On-going PCT 

10 10-2013-0078773  2012.07.05. HOCL ice and manufacturing method  2015.06.08. 10-1528666 KOR 

11 10-2011-0107260  2011.10.20. Accessory having the function of display and the method 2013.04.02.  10-1252388 KOR 

5. 지적재산권 

Application No. No. Date Subject : Name of IPR As of Reg. No. At 

1 

2 

3 

4 

5 

6 

7 

8 

9 

10 

11 

Ⅰ. 회사 개요 



메인 서버는 스마트폰, 컴퓨터 단말기, 태블릿PC 및 PDA 중 적어도 하나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6.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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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기술내용 

시스템 

특허 

조류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조류 및 가금류의 소리를 식별,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IMS(Integrated Multi System) 연결을 통해 MCAAD에 연결되는 집음 장치 

IMS & MCAAD 

닭의 소리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환경소음을 제어하고, 유효 주파수를 분석하여 닭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상태가 비정상 상태로 분류될 때, 메인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PFD 기술 및 분석 알고리즘 

Ⅰ. 회사 개요 



6-1.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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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 개요 



Ⅱ. 제안 배경 
1. 조류인플루엔자(2013~2018) 문제 

2. 아프리카 돼지 열병(2018~2019) 문제 

3. 주요 국가별 닭 개체수 

4. 주요 국가별 돼지 개체수 

5. 기술 관련 뉴스 정보 



Ⅱ. 제안 배경 

1. 조류인플루엔자(2013~2018)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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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 2018년 8월 기간의 가금류 호흡기 질병의 누적 현황의 지리적 분포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에 영향을 받았으며, 68개 국가의 지역에서 관련 질병이 최소 한 번 이상 보고 

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북부 지역에 서 이 질병이 발병했고,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3년 1월 ~ 2018년 8월 기간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에 의해  

적어도 한번 영향을 받은 국가 및 지역 (참조 : Morocco) 
2018년 8월에 보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N=12) 



Ⅱ. 제안 배경 

2. 아프리카 돼지열병(2018~2019)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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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 2018년 6월, 2019년 7월 기간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질병의 누적 현황의 지리적 분포 

 2018년 1월 ~ 5월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가 중 10개국이 유럽(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 및 러시아, 중국을 지나 몽골, 베트남, 북한에도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야생동물을 통해 전염되는 특성상 한국에도 유입 가능
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2018년 1월 ~ 2018년 5월 기간에 보고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의해  

적어도 한번 영향을 받은 국가 및 지역 

2019년 7월에 보고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의해  

적어도 한번 영향을 받은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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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가별 닭 개체수 

Ⅱ. 제안 배경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 

(단위 : 마리) 



14 

4. 주요 국가별 돼지 개체수 

Ⅱ. 제안 배경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 

(단위 :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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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관련 뉴스 정보 

인공지능은 더 나은 돼지를 키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4시간 특별 특파원.) 한국일보 2018년 4월 15일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
는 인고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했다. 돼지 기침 및 체온 정
보를 분석함으로써 돼지의 구제역 및 돼지독감과 같은 전염병을 확인하
고 예방 접종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 기침을 분석하면 호흡기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개요 

조류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닭 소리의 패턴이 (주) 알파벳에이
아이에 의해 세계 최초로 원천 기술이 발명 되었습니다. 

IMS 
피크 주파수 추적 방식으로 유효 소리를 감지할 수 없는 경우의 환기 및 자
동 설비화 된 닭장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MCAAD 
IMS는 닭장에서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
환 감염, 스트레스 등을 분석하고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Ⅱ. 제안 배경 



1. 조류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환 분류 스크린 

2. 환경 소음 제어 Ⅲ.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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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개요 

1. 조류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환 분류 스크린 



18 

2. 환경 소음 제어 

소음 자동 임계값 

환경소음제어-1 환경소음제어-2 

환경적 소음 요구 

• 임계값은 환경소음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임계값1로 설정하면 환경 소음으로 인한 데이터가 혼합되어  

     판독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리 이벤트가 없는 경우 수신된 연속 데이터를 환경 소음 

     으로 인식하고 임계값2와 같은 특정 소리만 자동으로 추출해야 합니다. 

Ⅲ. 기술 개요 



1. 제품 및 시스템 개요 

2. “소리 및 발열 감지 시스템” 의 주요 기능 

3. 스마트팜 에서의 소리 감지 시스템 

4. 제품 개발 계획 

5. 소리 기술 

Ⅳ. 제품 및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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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및 시스템 개요 

Ⅳ. 제품 및 시스템 개요 

Global  Network 
Field of business 

소리 및 발열패턴분석 시스템 

온라인 모니터링 추적시스템 

소리 및 발열패턴 분석시스템 

호흡기 전염병 및 질병감염 관제 시스템 

• IMS & 마이크로폰 

• 소리 모듈 
• MCAAD 

•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DRTI):  동물체표면 온도분포 수집장치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열성 전염병 

대상개체 식별, 추적, 격리를 위한  시스템 
 

• 각종 전염병 예방 
 

 

• 기계 학습 
• Deep Learning 

• 인공지능을 통한 빅테이터 구축 

• 진단 및 교육 컨설팅 

• 시스템 설계에 따른 관제시스템 교육 및 감독 

• 신속한 선제적 방역 실시를 통한 각종 전염병 차단  

• 각종 판독장치유지 보수 



          PC와 스마트폰 연결 가능 

            MCAAD/DRT : 소리 및 발열패턴정보 

         조류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환 체크 시스템 

         빅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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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2. “소리 및 발열 감지 시스템”의 주요 기능 

            등록된 장치만 액세스가 가능 1 
H/W (MCAAD, IMS etc.) 장치 등록 

등록된 장치에 대해서만 내부 액세스 권한으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 

O/S와 상관없이 데스크 탑, 노트북,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 

MCAAD 및 IMS 장치에서 수집한 소리 및 발열패턴 정보의 정확한 판독 값(PC, Smart Phone)  

닭의 체온 정보와 호흡기 질환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 기반 프로그램 구축 

분류된 각 동물의 소리와 발열패턴 분석을 통하여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통한 빅테이터를 구
축하고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 및 신경망 기반 AI (인공 지
능) 개발예정. 

Ⅳ. 제품 및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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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istered PC install 

2. APP. install 

3. 스마트팜 에서의 소리 감지 시스템  

사용자 장치 

PC & Mobile 

닭 농장 

Internet / Wifi 

판독 장치 

IMS & MCAAD 

Server &  DB 

Server & DB 

Smart  Farm  System IMS 

Big Data 

닭소리 분석 

MCAAD 

판독 장치로 어떻게 닭소리를 감지할까요 ? 
 

MCAAD는 닭의 소리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유효 주파수를 분석하여 닭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 상태가 비정상 상태로 분류되면 해당 정보를 메인 서버로 전송한다. 

• 마이크로폰(닭소리 수음) 

• 닭의 체온 감지 

• Micro-Dust 

• 습도(%) 

• 닭소리 분석 

• 질병 발생 또는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서버에 

  서 분석 

• 추출된 정보 

• 장치 및 deep learning 

• 세션 확인 

• 가치 창출 

•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빅 데이터 

•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및 슈퍼 컴퓨터 

•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 지능 

Ⅳ. 제품 및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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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개발 계획 

SOFTWARE 

SOUND ALGORITHM 

DEVICES 

IMS & MCAAD 

SERVER &  DB 

SYSTEM 

•  DRTI(열 적외선 카메라 장치 및 계측센서) 
  

•  제품개발 완료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 MCAAD  

   

- 제품개발 완료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 동물 소리 판독 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이며 장치 개발을 통한 네트워  

  킹으로 서버와의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 

Ⅳ. 제품 및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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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공공 시스템 

양방향 시스템 

5. 소리 기술 

MamiTalk 

PeTalk 

Sound Algorithm 

Sound Algorithm 

• 소리 분석(아기, 어린이) 

• 활동 정보 

• 건강 정보 

• GPS 추적 

• 건강한 치료법 

• 비상 상태 

• 소리 분석(강아지) 및 번역 

• 활동 정보 

• 건강 정보 

• GPS 추적 

• 건강한 치료법 

• 비상 상태 

• 애플리케이션(쇼핑, 게임 등) 

• 동물 중심 커뮤니티(SNS) 

• 동물 구현체 광고 

Ⅳ. 제품 및 시스템 개요 





ALPHAVET⦁AI co.,Ltd 
LAB.  Animal Sound Analysis Center 
by Veterinary Dr. Lee, Dong Whan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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