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made with strong engineering. 



스켈터랩스는대화형AI핵심엔진을개발하고이를상용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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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맞춤화된
가상어시스턴트설계

콘텐츠검색및관리솔루션

Intent�Classification
Entity�Recognition
Dialog�Modeling

NLU
STT
TTS

AIQ.TALK Chatbot AIQ.TALK Voicebot AIQ.TALK�Answer

MRC
STT

Data�Management

말하는AI�상담원

말을 이해하고 답하는

Speech�AI

사람과 말하듯 자연스러운
대화

NLU

콘텐츠를 읽고 파악하는

MRC
• 인텐트분류 (Intent�Classification)

• 엔티티인식 (Entity�Recognition)

• 대화모델링 (Dialog�Modeling)

• 감성분석 (Sentiment�Analysis)

• 음성인식 (STT,�Speech-to-Text)

• 음성합성 (TTS,�Text-to-Speech)
• MRC�(기계독해, Machine�Reading�
Comprehension)

Core�Engine�1 Core�Engine�2 Core�Engine�3



음성합성

AIQ.TALK�TTS

음성인식

AIQ.TALK�STT

AIQ.TALK�

Voice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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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과음성인식/합성을 하나로, AIQ�Voicebot

말하는 AI�상담원

챗봇

AIQ.TALK�Chatbot

숫자, 지명까지 정확하게, 음성인식 (STT)

일반정보및주소,숫자,지명하나까지정확하게인식이가능한STT

기업만의특수한고유명사학습까지지원하여보다정확한결과제공

최신NLU�기반의챗봇설계솔루션

고객비즈니스상황에맞춘가상어시스턴트챗봇을제작하여

고객관리에소요되는운영비용을최소화가능

기업맞춤목소리,�음성합성(TTS)

단시간브랜드목소리맞춤제작제공,

일반모델사용시스켈터랩스음성합성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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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신자질문

② 음성인식을위한오디오스트리밍

③ 질문텍스트형태로변환

④ 분석을위해텍스트전달

⑤ 답변텍스트형태로전달

⑥ 텍스트의음성합성

⑦ 음성합성이완료된답변변환

⑧ 발신자에게음성형태로답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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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뿐만아니라, 키오스크로봇등에적용가능

말하는 AI�상담원

고객질의응답및방역봇

적용사례

- 언택트시네마운영을위해상영관안내등수행

- 방역로봇으로서의역할겸비

- 디스플레이를활용한영화광고송출채널

적용효과

✓즉각적인고객응대로인한대기시간단축
✓고객응대를위한내부리소스절감

검증된AI�기술력

키오스크용보이스봇,�GS�Shop�쇼호스트를위한음성인식시스템,�CGV�방역봇구축으로기술력검증

완료

2관상영관은도대체어디야? 고객

Bot

고마워!�아랫층에도화장실있어? 고객

실제대화예시

Bot

고객님,�찾으시는2관은지금계신곳에서
한층내려가신후오른쪽에위치해있습니다.

그럼요!�2관왼쪽에바로있어요.



현장작업자를위한업무매뉴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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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TO-BE

작업자를위한필수매뉴얼,MRC로간편하게

프린트 종이, PDF�파일로 제공 매뉴얼이 제공되어

작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MRC (기계독해)기반의 질의응답을 TEXT 또는 음성 안내로 실행 가능

D-13TAG 리부팅 어떻게 해?

D-13TAG 리부팅 안내를 시작합니다.

1. 서비스 메뉴에서 [FOMAT]을

선택하세요.

2. 포멧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3. [Keep]을 선택하고 [Boot]를

체크합니다.

다했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리부팅은 통상적으로 25분~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메뉴얼문서중에서고객질의에따라적절한문서

속답안을도출합니다.

D-12TAG

관리매뉴얼.PDF

D-13TAG

관리매뉴얼.PDF

작업자

챗봇

작업자

챗봇

Sample

D-14TAG

관리매뉴얼.PDF

D-15TAG

관리매뉴얼.PDF



금융투자/보험상품가입자동화챗봇+의무고지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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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챗봇 :금융정보안내를위한챗봇제공

S금융투자와 함께 이번주 투자 동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이상 변동으로 주목할만한 기업은 [A], 

[B]사 이며 잠정실적 공시가 [C]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콜봇 :전화고지의무가있는정보는음성봇으로안내

안녕하세요. 스켈티보험
해피콜 상담사입니다. 

보험청약 관련하여 계약자
홍길동 고객님 본인이 …

상품설명

서류전부 여부

자필서명 여부

보험, 증권, 은행 등의 상품 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해 아웃바운드
전화업무를수행하는경우, 콜봇을활용할수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그만보기

자세히 알려줘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코로나 19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

원하시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말씀해주세요.

지수분석 기존 상품 정보

트레이더 추천 종목

트레이더 추천 종목 알려줘

오늘자 트레이더 추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D]기업 얼마전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인수기업을 되살리는 과제를 앞두고

있지만 상승 여지가 많은 종목입니다.

…………

상품안내부터마케팅까지,봇에게맡겨보세요.

네. 제가 서명했습니다.

고객

콜봇



콜센터효율향상을위한상담사어시스턴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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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의에적절한답변을찾아실시간으로상담원가이드제공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보험 가입했는데요.
혹시 취소가 가능할까요?

인공지능 상담원 가이드

네! 고객님
다이렉트 실손 의료비 보험 취소 문의
주셨는데요. 확인해보니 전산상 보험 가입일이
지난달 1월 3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날 가입한 거 맞아요!

보험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한도로 가능합니다.

요건에 맞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철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고객님

납입한 1회 보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이렉트 실손비 의료비 계약 안내서. pdf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합니다)에 그 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제 1회 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합니다)에 그 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제 1회 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A

B

A

B

고객 실시간 상담

고객

고객

고객

상담사

상담사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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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교육및업무지원

내부직원교육,업무지원을챗봇적용으로업무효율화

신규 직원 입사 교육 자료

인사관리 / 경영정보 / 전자결제

신규 보안 장치 도입 시, 설치/사용 매뉴얼

출장지원적용범위알려줘.

출장비는 교통비, 현지 잡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연차 신청은 어떻게 해야해?

연차 사용은 업무지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신청 연차규정 확인

클라우드 CCTV에서 연도 변경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연도 변경은 지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연동변경 조회
매뉴얼을 안내하겠습니다.

출장 여비 규정.pdf

기업 인사 시스템 연동

보안장비 기능 매뉴얼.pdf

Legacy�연동



문의전화 1666-8972

문의메일 business@skelterlabs.com

주 소 서울특별시 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60 7층 스켈터랩스

웹사이트 www.skelterlabs.com

Next Generation 
Convcersational AI

mailto:business@skelterlabs.com
http://www.skelterlabs.com/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