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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어(手語) 영상 데이터셋 이란?
2019년 통계청 기준 국내 청각장애인의 수는 약 37만명으로 집계된다. 대부분의 농인들은 수어를 이용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 한국 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 및 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이며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사용된다. 한국 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이며 한국어로 이뤄진
의사소통 방식(구어, 문자)으로 농인에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며, 농인-청인 간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을 위해 TV 자막, 필담 등의 대안적 방법이 주로 활용되나, 수어와 한국어의 통사 구조 차이로 인해
한계가 있다. 필담의 경우, 약 12% 농인만이 청인 수준으로 모든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고, TV 자막의 경우 약
9% 농인만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농인의 문맹률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국어 문자기반의 소통이 어렵고 청인의 입장에서도 농인이 작성한 글을 읽을 때 통사구조
차이로 인한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수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통의 한계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청인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 긴급상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고충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사회 통합과 참여에 있어 제한을 겪고 있으며
2008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해, 재난 상황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보 접근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 생명 피해
등 차별에 노출 빈도 및 확률이 청인에 비해 더욱 높다.
수어 영상 인식이란 농인의 수어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청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텍스트 및 오디오) 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앞선 미국, 중국, 유럽 국가 중심으로
Computer Vision, NLP 등을 결합 및 활용, 수어를 인식하고 농인-청인 간 의사소통의 장벽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다. 수어 영상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의 사회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구축되었다.

데이터셋의 구성
본 데이터셋의 구성은 표 1. 과 같다. 최종 선정된 문장 2,000 개와 단어 3,000개, 지문자 800개, 지숫자
200개는 언어제공자를 통한 대규모 영상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위한 견본 영상 확보를 위해 농인
연구원이 직접 촬영에 참여하여 총 6,000개의 견본 영상을 제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제시된 표 1.의 견본 데이터셋을 통해 표 2.와 같이 한국수어 문장 2,000개와 단어 3,000개씩 20명의
언어제공자에게서 촬영장 3곳을 활용하여 총 50만개의 영상을 수집하였다.
표 1. 데이터셋 견본 구성 및 내용
수집방법

구분

한국수어 수

영상 클립 수

단어

3,000

300,000 (3000 x 5각도 x 20명)

문장

2,000

200,000 (2000 x 5각도 x 20명)

단어

2000

10,000 (2000 x 5각도)

직접 촬영

가상데이터

문장

1000

5,000 (1000 x 5각도)

지숫자

200

4,200

지문자

800

16,800

크라우드 소싱

합계

536,000

사진 1. 데이터 구성 사진

표 3. 수어 동영상 파일이름
_

수어문장/단어/지수어

촬영방법

_

촬영각도

[NIA_SL_SEN/WRD/FINSPXXXX]

[REAL/SYN/CROWDXX]

Required

Required

Required

수어문장2000개,

촬영방법에 따라

촬영각도 표식자

단어3000개,

실촬영/가상데이터/크라

크라우드소싱 촬영의

우드소싱

경우 단방향 촬영이

지문자/숫자1000개 구별자

.mp4 or avi

[F/U/D/R/L]

어서 "F"만 존재

수어제공자
20/1/21명 구별자

표 4.가공 파일 이름
수어문장/단어
[NIA_SL_SEN/WRDXXXX]

_

촬영방법
[REAL/SYN/
CROWDXX]

_

촬영각도
[F/U/D/R/L]

_

가공 방법
[morpheme/XXXX_keypoints]

.json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수어문장2000개,

촬영방법에 따라

촬영각도 표식자

Morpheme :

단어3000개,

실촬영/가상데이터/

크라우드 소싱의

형태소/비수지요소 가공

경우 단방향 촬영이어

XXXX_keypoints :

지문자/숫자1000개

크라우드소싱
수어제공자

구별자

20/1/21명 구별자

서 "F"만 존재

동영상의 해당 프레임의 키
포인트 가공

표 3.과 표 4.와 같이 수어문장/단어, 촬영방법, 촬영각도, 가공방법을 달리하여 데이터명을 구성하였다.

데이터셋의 설계 기준과 분포
한국어 자료 수집
본 데이터셋에서 한국어 자료 수집 기준은 단순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사용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도 및 상황 목적에 맞는 문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농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T-MAP
등 수어인식 인공지능의 실제 수요가 예상되는 기관 및 기업을 도메인으로 선정해 해당 기관들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한국어 자료를 협조 받아 한국 수어 문장 및 단어, 지문자와 지숫자 선정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어 담화 자료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검색 및 협조 요청, 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수어 통역사 한국어 번역
해당 도메인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어 수집된 한국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어와 한국수어에 능통한 수어
통역사가 농인과 청인의 담화를 예상하여 한국어 문장 2,00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한국어 문장 2,000개의
의미를 분석하여 번역하였으며,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녹화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어로 표현된 문장의
이해에 있어서 농인과 청인 간 차이가 존재하며 선정한 한국어 문장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농인의 참여에 앞서 한국어와 한국수어에 능통한 수어 통역사의 번역과정이 진행되었다.
한국 수어 문장 선정 및 농인 교차 검토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연구원은 (나)에서 촬영된 한국수어 영상 자료를 보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한국수어 어휘와 문형을 고려하여 수정 및 확정하며, 수정된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한국수어도 독립적
언어이므로 같은 의미가 발화자마다 어휘나 문형이 조금씩 달라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 한국어: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한국수어1: [서울] [기차①] [곳]
한국수어2: [서울] [기차②] [곳]
한국수어3: [서울] [KTX] [곳]
한국수어4: [서울] [ㅇㅕㄱ①]

한국수어5: [서울] [ㅇㅕㄱ②]
한국수어6: [기차①/②] [서울] [곳/ㅇㅕㄱ①/②]
한국수어7: [KTX] [서울] [곳/ㅇㅕㄱ①/②]

한국수어 단어 선정 및 수어 번역
한국 수어 문장 2,000개에서 단어를 추출하며, 변이형과 일치동사, 분류사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예) 한국어: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한국수어1: [서울] [기차①] [곳]
한국수어2: [서울] [기차②] [곳]
한국수어3: [서울] [KTX] [곳]
한국수어4: [서울] [ㅇㅕㄱ①]
한국수어5: [서울] [ㅇㅕㄱ②]
한국수어6: [기차①/②] [서울] [곳/ㅇㅕㄱ①/②]
한국수어7: [KTX] [서울] [곳/ㅇㅕㄱ①/②]

또한 한국수어의 변이형과 이형동의어, 분류사 등 표현 중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문장에
적용하여 추가 추출하였다.

변이의 예) 기차: [

ㅇ: [

], [

], [

]

]

이형동의어의 예) 오만원 [

], [

분류사의 예) 주다 기본형: [

]

(돈을) 주다: [

(가방을) 주다: [

]

]

]

도메인과 관련한 그 밖의 한국수어 단어와 지문자, 지숫자도 추가 추출하며, 추출한 단어에서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동형이의어의 예) 주민센터와 미인대회 [

]

일치동사의 예) (당신이 나에게) 말하다: [

(내가 당신에게) 말하다: [

단일어2: 곳 [

]

]

]

합성어: 부산역 [

+

파생어의 예) 독립형태소: 3 [

의존형태소: 寸 [

]

파생어: 삼촌 [

]

]

]

모든 한국수어 단어는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며, 농인 연구원의 교차 검토를 통해 단어 3,000개와 지문자
800개, 지숫자 20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명과 지하철역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한국 수어로 모두
표현되지 않고 주로 지문자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날짜, 시간, 금액, 개수 등을 표현하기 위해
지숫자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어이다. 이에 지문자 800개와 지숫자 200개를 본 과제의 수어 단어 범위에
포함하였다. 택시와 지하철 상황을 중심으로 빈도 높게 사용될 수 있는 지숫자 200개와 지문자 800개를
추출하여 영상으로 기록하였으며, 휙득한 문장 2,000개와 단어 3,000개, 지숫자 200개, 지문자 800개는 농인
연구진이 교차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고, 총 6,000개의 샘플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정제하였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설계
멀티카메라 시스템 및 보정을 통한 폐색(Occlusion)에 강건한 데이터셋 구축과 수어의 통사 구조 및 비수지
특징을 반영한 데이터셋 구축으로 품질 향상을 데이터 설계 목표로 설정하였다.

(1) 수어 영상 내 특징점 추출 데이터
영상만을 사용하여 언어제공자의 수동, 수형, 수향, 수위 및 표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어 동영상의 각 프레임 별
상반신(손, 팔, 얼굴)의 2차원 특징점(Keypoints) 추출한다.
다중 심점 영상으로부터 3차원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각 시점 영상에 투영해 폐색에 강건한 2차원
특징점 좌표를 취득함으로써 언어제공자의 수어 발화 과정에서 손이 얼굴 또는 반대 손을 가리며 발생하는
자기 폐색 문제(Self-occlusion)을 완화한다.

(2) 수어 형태소 단위 가공 데이터
수어-한국어 번역을 위한 언어 모델 학습에 한 개 이상의 수어 형태소로 이루어진 수어 단어/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문장으로 구성된 병렬 말뭉치(Parallel corpus) 데이터가 필요하다.
수어 형태소 단위 언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축된 수어 단어/문장 동여상을 형태소 단위로 반할하고,
수어 형태소 간 전이관계(Transition) 추출 필요하다. 형태소 뿐 아니라 문장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요되는
비수지 수어 및 단어 수준에서 표현되는 비수지 수어에 대한 annotation도 함께 수행한다.

사진 2 말뭉치 영상에 대한 설명

데이터 구조
수어 영상 AI 데이터 구조

데이터셋은 {수어 단어/문장 동영상, 특징점 추출 json파일(openpose), 형태소/비수지 정보를 담은
json 파일}로 구성한다.
사진 3. 수어 데이터 구조 예시

사진 4. 언어제공자의 2차원 자세 정보

표 5. 데이터 파일 형식

형태소/비수지 json 파일

특징점 추출 json 파일(openpose)

{

{"version": 1.2, "people": [{"pose_keypoints_3d": [], "han

"0": {

d_left_keypoints_2d": [1103.22, 999.152, 0.570302, 1076.

"metaData": {

33, 1021.23, 0.700952, 1060.01, 1056.75, 0.786553, 105

"url": "http://52.231.159.158:1337/uploads/75373b840a3

4.25, 1095.15, 0.596289, 1048.49, 1123, 0.347944, 1085.

04c149e88467af4344d12.mp4",

93, 1082.67, 0.656051, 1080.17, 1124.92, 0.521479, 107

"exportedOn": "2020/06/10"

6.33, 1148.92, 0.436131, 1073.45, 1164.28, 0.202921, 11

},

06.1, 1087.47, 0.568555, 1101.3, 1124.92, 0.435705, 109

"data": [

6.49, 1153.72, 0.240531, 1093.61, 1170.04, 0.180727, 11

{

16.66, 1082.67, 0.574472, 1117.62, 1116.27, 0.413878, 1

"start": "3.195",

121.46, 1136.44, 0.226742, 1115.7, 1150.84, 0.119373, 1

"end": "4.857",

123.38, 1075.95, 0.459594, 1130.1, 1101.87, 0.365101, 1

"attributes": [

132.02, 1120.12, 0.280733, 1132.02, 1132.6, 0.204882], "

{

face_keypoints_2d": [811.265, 304.002, 0.824963, 812.07

"name": "인사",

5, 325.054, 0.820251, 813.694, 344.485, 0.848042, 815.3

"attribute": [

13, 364.727, 0.898498, 820.171, 384.968, 0.837134, 827.

"두 손 엄지 위로"

458, 402.781, 0.852965, 840.413, 417.355, 0.900078, 85

]

4.987, 430.309, 0.843596, 876.848, 435.977, 0.764784, 8

}

99.518, 432.738, 0.794696, 919.759, 424.642, 0.823367, 9

]

38.382, 411.687, 0.868127, 950.526, 397.113, 0.830881, 9

},

57.813, 377.681, 0.843274, 963.481, 358.25, 0.815254, 9

{

65.1, 336.389, 0.794279, 969.149, 315.338, 0.7923, 828.2

"start": "5.845",

68, 287, 0.881878, 839.603, 280.522, 0.844393, 852.558,

"end": "8.574",

277.284, 0.873537, 865.512, 280.522, 0.87778, 876.848, 2

"attributes": [

84.571, 0.808952, 900.328, 287, 0.851515, 913.282, 281.

{

332, 0.929541, 926.237, 281.332, 0.904316, 938.382, 28

"name": "안녕하세요"

4.571, 0.848882, 948.097, 294.286, 0.807395, 885.754, 3

}

07.241, 0.855895, 884.944, 319.386, 0.832148, 884.134, 3

]

29.102, 0.808684, 883.325, 340.437, 0.848889, 869.561, 3

},

53.392, 0.874303, 876.038, 353.392, 0.865505, 881.705, 3

{

55.821, 0.830829, 889.802, 354.201, 0.849064, 897.089, 3

"start": "10.732",

53.392, 0.866624, 840.413, 307.241, 0.954701, 847.7, 30

"end": "12.444",

2.383, 0.923747, 859.035, 304.812, 0.841254, 866.322, 3

"attributes": [

12.909, 0.897021, 857.416, 312.909, 0.856102, 846.89, 3

{

11.289, 0.887033, 908.424, 313.718, 0.900816, 917.33, 3

"name": "만나다",

08.051, 0.942402, 925.427, 308.051, 0.996126, 932.714, 3

"attribute": [

13.718, 0.957743, 925.427, 314.528, 0.988759, 917.33, 3

"두손 검지 모아서"

14.528, 0.951866, 857.416, 380.92, 0.83081, 866.322, 37

]

2.014, 0.964918, 873.609, 366.346, 0.935155, 880.896, 3

}

68.775, 0.863327, 888.183, 366.346, 0.867219, 898.708, 3

]

72.823, 0.916311, 905.995, 384.968, 0.932316, 898.708, 3

},

91.446, 0.92859, 887.373, 392.255, 0.92234, 880.086, 39

{

2.255, 0.942877, 872.799, 392.255, 0.971283, 864.703, 3

"start": "15.337",

89.017, 0.816575, 861.464, 380.11, 0.880355, 873.609, 3

"end": "18.574",

78.491, 0.936962, 880.086, 379.301, 0.94706, 887.373, 3

"attributes": [

79.301, 0.910977, 901.137, 384.159, 0.831621, 887.373, 3

{

79.301, 0.879087, 880.086, 379.301, 0.940059, 873.609, 3

"name": "만나서"

79.301, 0.946586, 853.367, 307.241, 0.902516, 919.759, 3

},

10.48, 0.865461], "hand_right_keypoints_3d": [], "face_ke

{

ypoints_3d": [], "pose_keypoints_2d": [883.47, 338.986, 0.

"name": "반가워요"

94006, 889.32, 518.526, 0.737245, 733.343, 509.729, 0.6

}

79976, 633.266, 689.145, 0.752801, 674.458, 439.013, 0.

]

801585, 1051.29, 527.351, 0.671717, 1095.32, 762.803, 0.

}

603583, 1101.26, 998.255, 0.785585, 871.742, 1048.31, 0.

]

287957, 762.834, 1045.38, 0.221621, 0, 0, 0, 0, 0, 0, 977.

}

611, 1051.26, 0.231996, 0, 0, 0, 0, 0, 0, 856.908, 306.646,

}

0.876022, 924.559, 312.477, 0.871423, 809.88, 324.258,
0.900256, 974.676, 338.888, 0.94232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hand_right_keypoints_2d":
[677.062, 441.396, 0.751231, 653.069, 423.718, 0.84315
4, 632.865, 406.039, 0.738844, 620.237, 392.148, 0.8510
64, 602.558, 383.309, 0.917243, 656.857, 363.105, 0.768
874, 661.909, 329.01, 0.824041, 663.171, 303.754, 0.796
301, 666.96, 283.55, 0.77469, 682.113, 361.842, 0.93918
3, 683.376, 321.433, 0.824474, 684.638, 293.652, 0.8216
18, 687.164, 270.922, 0.937464, 702.317, 365.63, 0.8455
83, 703.58, 329.01, 0.932438, 703.58, 301.229, 0.920839,
703.58, 279.762, 0.927401, 719.996, 376.995, 0.784026, 7
23.784, 346.689, 0.846252, 730.098, 330.272, 0.865189, 7
32.624, 311.331, 0.95114], "hand_left_keypoints_3d": []}]}

표 6. json 포멧 요소
항목

설명

metaData

원천 영상 파일명

start

수어 문장/단어의 각 형태소 시작 시각

end

수어 문장/단어의 각 형태소 종료 시각

attributes(name)

형태소 정보

attributes(attributes)

비수지 정보

hand_left_keypoints_2d

왼손 특징점 좌표 값

hand_right_keypoints_2d

오른손 특징점 좌표 값

face_keypoints_2d

얼굴 내 특징점 좌표 값

pose_keypoints_2d

몸통, 팔 등 자세 특징점 좌표 값

사진 5. 특징점(Keypoint), Annotation 파일(.json)

사진 6. 형태소/비수지 Annotation(.json)

위 사진 6. 과 같이 수어의 언어 구성 요소에 얼굴 표정이 들어가므로 수어 인식을 위해서는 표정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얼굴 비식별화 과정을 거칠 수 없지만, 이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처리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비수지 요소에 대해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비수지 요소가
수어영상 데이터셋에서 고려된 사례도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황 아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형”에 대한 비수지 가공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위 표 6. 의 상세 정보를 담은 표
표 7. 공통정보 <metaData>
Tag
url
duration
exportedOn

설명
수어동영상 경로
수어동영상 전체 구간
json 다운로드 받은 날짜

표 8. 어노테이션 정보 <data>
Tag

Attribute

설명

start

-

해당 형태소 구간의 시작 시각

end

-

해당 형태소 구간의 종료 시각

name

해당 형태소의 표제어

attributes
attribute

해당 형태소의 비수지 요소

데이터 예시
사진 7. 가공 완료된 데이터 xml 추출

데이터 구축 과정
사진 8.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공정

데이터 구축은 협약일 2020년 5월 7일부터 12월 31일(7개월)까지 최종 선정된 문장 2,000,개와 단어

3,000개, 지문자 800개, 지숫자 200개를 언어제공자를 통한 대규모 영상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위한
견본 영상 확보를 위해 농인 연구원이 직접 촬영에 참여하여 총 6,000개의 견본 영상을 제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며 위 상기 제시된 표 1.의 견본 데이터셋을 통해 표 2.와 같이 한국수어 문장

2,000개와 단어 3,000개씩 20명의 언어제공자에게서 촬영장 3곳을 활용하여 총 52만 1천개의 영상을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3가지 수어 영상 데이터 수집 방안을 통한 향후 연구 및 향후
활용도 제고와 자동화 도구를 통한 데이터셋 구축 효율성과 데이터셋 가공 전문인력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에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사진 8. 수어영상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절차

검수와 품질 확보
본 과제에서 데이터 가공시 필요한 검수는 1) 특징점(Keypoint) 추출의 수정 값 정확성 검수와 2) 형태소 구간
분할의 정확성 검수가 있다. 각 검수 절차 및 검수 기준 미달 데이터 처리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절차

내용
Pose Estimation 도구의 경우, 성능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기에 완
벽한 특징점(Keypoint) Detection 이 현실적으로 되기 어려움

특징점(Keypoint) 정확성 검
1

이에, 자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해 Frame 단위로 영상 및 Keypoint
수
좌표를 육안으로 검수해 Keypoint가 신체 부위에 정확하게 추출되
지 않은(미추출, 오추출) 이미지 검출
자체 개발한 Keypoint 보정 도구를 활용해, 신체 해당 지점에 맞도

2

특징점(Keypoint) 보정
록 좌표 추가 혹은 수정 작업 수행
수어 동작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Transition 발생 등, 특정 의

3

구간 분할 정확성 검수

미를 가지는 수어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움
데이터셋의 품질 확보를 위해 분할된 구간이 정확한 지 검수 수행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어노테이터 3인이 구간을 동시에
4

다수결 원칙 적용, 구간 수정
확인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구간 수정
보정된 Keypoint 좌표 및 구간 정보는 학습용 데이터로 저장되어 서

5

서버 업로드
버 업로드

검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검수절차

통과 조건

중점 확인 내용

구분

누락 포인트 및 인체 구조상 불가능한 포인트가 추출
될 시, 좌표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검수 대상 이미지
키포인트

주요 관절 지점에 키포인트의 확인

정확성

정확한 추출

자동

모든 키포인트가 추출되어 있는지 확인(미추출)
키포인트가 정확한 위치에 추출되어 있는지 확인(오

육안

추출)
구간분할

형태소 발화 구간의 정확한 구 분할 구간에 대해 3인의 어노테이터의 의견이 일치하

정확성

분

육안

형태소

는 지 확인
수어 형태소 표제어 Glossary 대로 가공이 되었는 지

정확한 형태소 입력
정확성

육안
확인

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개선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데이터 구축 담당자
수행기관(주관) : ㈜테스트웍스 (전화: 02.423.5178), 이메일: ex)AI@testwork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