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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정보 IFLYTEK(심천, 002230)
(중국 음성인식 1 위 업체 아이플라이텍)
기업개요

1999 년에 설립되었으며 2008 년 심천 시장에 상장된 중국 음성인식 시장 1 위
신비정보 기업이다. 2017 년 MIT 선정 50 개 Smartest Companies 2017 에서 6 위에
오른 바 있다. 음성인식 정확도는 98% 이미지 판독은 92%이다. 글로벌 음성합성
대회에서 Microsoft, IBM 등을 제치고 14 년 연속 1 위를 기록하였다. 중국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의 절반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8~2019 년 중국 지능형
음성 산업 발전에 관한 백서에 따르면 2018 년 중국시장 점유율 44.2% 1 위, 바이두가
27.8% 2 위다. 중국내 핵심 음성기술 시장에서 500 여개의 기업과 합작하고 있다.
중국어 음성기술, 음성합성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0%를 초과한다. 중국에서 개발된
아이플라이텍 인풋(iFlytek Input)은 5 억명이 다운 받은 앱이다. 말을 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해 준다. 이 앱을 만든 아이플라이텍의 기술은 법원에선 장시간 재판
기록용으로, 기업에선 자동 응답 음성을 합성하는 용도로, 차량 공유앱 디디에선
운전자에게 차량 요청이 들어왔음을 알리는 용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사업현황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교육, 스마트 시티, 공공기관, 자동차,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사의 기술력은 23 개의 중국어 방언 지원이 가능하며
중국어 음성인식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내 최고의 인공 지능
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 지능 응용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현재 인공 지능 2.0 전략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1. 교육사업
후베이 성 등 21 개성에 6,500 개 이상의 초 중등 학교에 제공했다.
AI 교육 제품 및 서비스는 1,500 만 명 이상의 교사와 학생을 축적했으며 전국 16,000 개
이상의 학교를 포함해 매년 350 억 개의 프로세스 학습 데이터를 처리한다.
동사의 제품 ‘즈쉐왕’ 은 자동분석 및 스마트 진단을 통해 스마트 온라인 교육시스템으로
전국 120 개 도시 3,000 여개 학교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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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이 회사는 "Urban Ultrain"을 핵심 및 산업용 Ultrain 애플리케이션으로 특별히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다. 스마트 정부 업무, 교통 슈퍼 브레인, 스마트 수자원 관리, 스마트 편지 및 방문, 스마트 파크 등과 같은 업계 최고의 솔루션 및
제품을 만들기위한 City 의 전체 솔루션 생성물이다.

3. 정치 및 법률 사업
지능형 법원 심리 시스템의 음성 인식 정확도 비율은 95 % 이상으로 서기들이 성적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 심리의 유창성을
포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재판 시간은 평균 30 % 단축되고 지능형 판사 보조 소프트웨어, 지능형 법원 재판 시스템, 지능형
재판위원회 시스템 및 기타 제품을 출시하여 판사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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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스마트 의료 사업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 지능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구축, 의사의 임상 진단 과정에 대한 심층 침투, 의사의 진단 과정에
기부를 통해 보조 진단 권장 사항, 의사, 특히 풀뿌리 의사의 진단 및 치료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국가 등급 진단 및 치료 및
양방향 추천과 같은 주요 의사를 돕는다.
동사는 의료 영상 분야 글로벌 대회 IDRiD 에서 당뇨망막병증 AI 진단 부문 1 위를 기록하는 등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뛰어난
인지지능(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7 년 동사의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은 글로벌 최초로 국가 의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다. 동사의 스마트 의료 어시스턴트
시스템은 안휘성에서 시범운행 중이며 1 일 진료 횟수 1 만 3,000 회, 900 여개의 일반 질환 진단에서 97%의 정확도를 기록 하고
있다.
중국 쑤저우 시에 있는 한 병원은 환자 안내를 음성 인식 로봇이 맡고 있다.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로봇에게 말하면 그에 맞는 진료과를
안내한다고 한다.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의료 관광차 들린 외국인을 위해 자동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다.
2020 년 반기보고서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사업부문
교육용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1,316,711,388

매출 비중
30.27%

스마트시티(정보공학)

937,578,687

21.56%

정치 및 법률 사업

220,883,879

5.08%

개방형 플랫폼

557,884,548

12.83%

스마트 하드웨어

500,710,375

11.51%

기타

815,432,413

18.75%

총 매출

4,349,201,290

100.00%

현재 해외매출은 미미하며 중국 내 99% 사업영위중이다.

2020 년 실적관련
회사는 첫 3 분기 매출 72 억 8400 만 위안 (+10.82% 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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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장동력에는 탁월한 기술력에 있다.
23 개 중국어 방언 지원, 글로벌 음성합성 대회에서 14 년 연속 1 위 차지, 중국 최대 쇼핑데이 광군제에서 아이플라이텍의
로봇분야에서의 제품이 판매율 1 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18 년도에 번역기와 학습기 제품을 출시하면서 매출의 30% 가량을 교육부문에서 올리고 있다. 앞으로 교육산업의 인공지능화
추세에 맞춰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해자가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권 기업들은 분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글로벌 최대 음성인식 업체 Nuance 는 중국 내 시장점유율 3%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 대 주주

중국 국영 차이나 모바일 통신이 대주주로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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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일봉 차트

전망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속도가 연평균 50%에 달한다. 해당 산업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매출의 99%가 중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도 좋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다. 신비정보의 통역 기술은 2022 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독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전세계에 기술력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IFLYTEK 의 개방형 플랫폼 "하나의 나무가 숲이되다". 인 Xunfei 오픈 플랫폼의 개발자 수는 108 만 명에서 157 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수는 70 만 개에서 93 만 개로 증가했다.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은 작년 200 개에서 334 개로 늘어났다. iFlytek
오픈 플랫폼과 아이 리서치가 발표한 '2020 중국 인공 지능 API 경제 백서'에 따르면 2019 년 중국 인공 지능 오픈 플랫폼의 시장 규모는
104 억 위안(약 1 조 750 억원), 2020 년 시장 규모는 222 억 위안(약 3 조 75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부는 19 년 10 월 중국 Tech 기업 29 개중 신비정보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중요한 만큼 중국 음성인식 시장과 동반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9 년 iFLYTEK 스마트 보이스 레코더 첫 출시 이후 SR 시리즈와 iFLYTEK 의 스마트 오피스 노트북은 기존 녹음, 필기 및 AI 기능을
결합하여 지능형 녹음 및 검색 및 관리 후 회사는 2020 년에 제품 매트릭스를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 음성 녹음기 A1, Xunfei Conference
Bao S8 등을 출시하고 응용 분야를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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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자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본 자료에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