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TRI 오픈 API 활용사례 공모전 안내
1. 개 요
□ 주최/주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후 원 : 한국인공지능아카데미
□ 기 간 : 2021년 08월 18일 ~ 10월 18일
□목적
국내 인공지능 응용개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ETRI 오픈 API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ETRI 오픈 API/학습데이터/학습 모델을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

2. 참가 대상
□ ETRI 오픈 API 사용에 관심 있는 팀 (1인 이상 4인 이하)

3. 공모 분야 및 내용
공모분야

자유주제

내용

최종 제출물

ETRI 오픈 API/학습데이터/학습모델을

- 프로그램 등 구현 결과물

활용한 사례

- 활용사례 결과보고서

- 응용 SW 및 서비스 개발

(내용 검증을 위한

- 학습모델 개발 등

추가자료 제출 권장)

4. 시상 내역
구분

수상

시상 내역

대 상

1팀

과기부장관상 &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팀

과기부장관상 & 상금 200만원

우수상

1팀

ETRI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장려상

2팀

ETRI 원장상 & 상금 50만원

가 작

5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제출 사례 중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시상 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기간: 2021년 08월 18일 ~ 09월 27일
□ 결과물 제출 기간: 2021년 08월 24일 ~ 10월 18일
□ 수상자 발표: 2021년 10월 말
※ 수상자 평가 시 온라인 문의를 진행할 수 있음(10월 25일 ~ 10월 27일 예정)
※ 사이트(http://aiopen.etri.re.kr/) 내 수상자 공지 및 개별 연락
□ 시상 및 시연: 2021년 12월 중 (별도 안내 공지)

6. 공모전 참여 방법
□ ETRI 오픈 API 사이트(http://aiopen.etri.re.kr)에서 공모전 신청 문서 다운로드 (공지
사항 확인)
□ 세부 절차
① 공지사항의 “2021 ETRI 오픈 API 활용사례 공모전” 게시글 클릭
② 공모전 신청양식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 작성 → 신청서 이메일 제출
(참가신청서 09월 27일 24:00 까지 제출 )
※ 제출처 : 한국인공지능아카데미 (ai@ai-academy.ai)

③ 활용사례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 제출
1) 공유플랫폼 사이트(https://nanum.etri.re.kr/?lang=ko_KR) 가입
(가입 시 기관명 앞에 “오픈API공모전_” 입력)

예) 오픈API공모전_etri

2) 상단의 “오픈API 공모전” 탭 클릭
3) <신규 활용사례> 기능을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 결과물 제출
※ 활용사례 내용은 공모전 이후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되며, 게시글의 “좋아요”
점수는 심사 평가 항목임(최종 제출물은 공개되지 않음)
4) 최종 제출한 활용사례를 기준으로 평가 진행
※ 조의 팀장이 공유플랫폼 사이트 가입 및 제출(가입 시 공모전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로 가입)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10월 18일 24:00 까지 제출

7.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우수성, 활용성, 시장성, 실현성 평가
구 분

배 점

심사 내용

우수성

30점

결과물의 독창성 및 혁신성

활용성

25점

시장성
실현성

15점
15점

상용 서비스로의 활용 가능성
데모 페이지 구현 등을 통한 실현가능성 제시

사용자평가

15점

결과보고서 활용사례 “좋아요” 점수

ETRI 오픈 API 사용 및 학습 모델/데이터 사용 정도
*복수 종류의 API를 활용할 시 가산점(3점) 부여

8. 기타 유의 사항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협의
절차에 의거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수상 후 위반 사실(표절 등)이 밝혀졌을 경우, 시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응모 주제에 상관없이 수상자는 심사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응모기준에 부
합하지 않을 경우 시상하지 않음.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
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9.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일반 문의

한국인공지능아카데미(010-8079-2260, ai@ai-academy.ai)

기술 문의

문의하기 게시판 활용 (http://aiopen.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