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made with strong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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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kelter Labs
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업, 스켈터랩스의 기술력으로 대화형 AI를 선보입니다.



About
Skelter Labs
스켈터랩스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AIQ’시리즈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대화 기술(Conversational AI)를 
바탕으로 디바이스나 플랫폼의 종류를 막론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진정한 
머신 인텔리전스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AI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 보유

글로벌 기업 출신의 
엔지니어가 함께하는 개발팀

70% 30%

설립 : 2015년 11월2015.11

1st Funding: 카카오브레인-카카오벤처스 컨소시엄 공동 투자

Series A Funding: 누적투자금 100억원 달성

2017.05

2018.11

SK텔레콤이 리드하는 ‘5G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5G-SDA)’ 멤버사로 참여2018.12

효성ITX와 대화엔진 공동개발 MOU 체결2019.01

이노션월드와이드와 초개인화 기술 기반 공동사업 추진 위한 전략적 협약 체결2019.04

AI 기반 대화 솔루션 AIQ.TALK 출시2019.12

한국어 기계독해 평가(KorQuAD 1.0) 1위 기록: F1 스코어 95.152020.01

AIQ.TALK Chatbot, 롯데쇼핑 표준 챗봇엔진으로 채택2020.02

한국어 기계독해 평가(KorQuAD 2.0) 1위 기록: F1 스코어 88.092020.06

Sendbird와 대화형 AI 솔루션 개발 MOU 체결2021.01

IGAWorks와 공동 AI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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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문 인력 구성(56명 직원 중 38명 SW Engineer)

메가스터디와 조인트벤처 설립 

에이스토리, 에이아이엠씨, 네오사피엔스 MOU 체결 2022.05



스켈터랩스, 자체 AI 언어모델로
한국어 기계 독해 평가 1위 달성

20.01.14

스켈터랩스는 해당 모델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기술을 올
해 상반기 내 자사 AI 챗봇 설계 솔루션 AIQ.TALK 챗봇에 
적용하고, 모듈 단위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Press
기술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스켈터랩스

스켈터랩스 AI ‘한국어 마스터’
20.07.01

AI 기반 기술기업 스켈터랩스는 1일 자사의한국어 AI  
언어 모델이 한국어 기계독해 데이터셋 ‘KorQuAD 1.0’ 기
반 성능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이어, 
‘KorQuAD 2.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IQ.TALK 챗봇,  
롯데쇼핑 인프라 솔루션으로 채택

20.02.03

AI 스타트업 스켈터랩스의 AI 챗봇 솔루션 'AIQ.TALK 
Chatbot'이 롯데쇼핑 표준 챗봇 엔진 프로젝트의 핵심  
엔진으로 채택돼 롯데쇼핑e커머스 인프라 내에  
구축됐다. 

구글 전 사장의 인공지능 개발 도전, 
스켈터랩스

19.10.14

스켈터랩스가 개발한 대화형 AI 엔진은 최근 F1 스코어를 
이용한 성능 시험에서 72%를 기록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고려한 AI 평가 기준인 F1 스코어는 비율이  
높을수록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 반면 해외 A, B사
는 65%에 그쳤다.

스켈터랩스 대화형 AI 엔진 
F1 스코어 ‘72%’

19.08.20

스켈터랩스의 대화엔진은 규칙 기반 의도 분류와  
머신러닝 기반의 의도 분류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높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모두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스켈터랩스, 효성ITX와 대화형 
AI 기반 고객 상담 솔루션 개발

19.01.31

스켈터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체 AI 대화엔진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가상 에이전트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상 에이전트는 고객의 복잡하고 다양한  
대화 내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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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Q.TALK
Solutions

Conversational AI

Technology Portfolio

NLU 

Products

• Intent Classification
• Entity Recognition
• Dialog Modeling
• Question Answering

• STT(Speech-to-Text)
• TTS(Text-to-Speech)

Speech 

AIQ.TALK 
Chatbot

AIQ.TALK 
STT

AIQ.TALK 
TTS

AIQ.TALK 
MRC

정교한 대화형 인공지능의 무궁한 가능성,
AIQ.TALK으로 경험하세요.
자연어이해 및 음성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진보된 솔루션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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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1. AIQ.TALK Chatbot

가장 진보된 가상 어시스턴트,
챗봇빌더 AIQ.TALK Chatbot



AIQ.TALK Chatbot
고객 상담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계신가요?

챗봇을 구축했더라도 업데이트마다 너무 많은 자원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성능 챗봇 빌더 솔루션, AIQ.TALK Chatbot으로 챗봇의 혁신을 지금 경험하세요.

57% 90% 48%
기업은 챗봇이 ROI의 극대화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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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챗봇이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답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이미 챗봇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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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인식’ 기술을 대화의 의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한 챗봇의 응답은,
사람처럼 정교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스켈터랩스의 의도인식 기술은 글로벌 톱기업 4개사 대비 
가장 높은 인식률을 자랑합니다.

정확도 및 재현율 종합값 (F1 Score) 비교 분석

D Engine (KOR)

K Engine (KOR)

W Engine (Global)

D Engine (Global)

Skelter Labs

900 10 20 30 40 50 60 70 80

64.63%

65.72%

78.63%

78.73%

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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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고 수준
의도인식 정확도

AIQ.TALK 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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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Q.TALK 솔루션 기반 기술은 
단순한 규칙 기반(Rule-based)이 아닌,
규칙 기반과 딥러닝 기반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소량의 데이터로도 인식률을 극대화하면서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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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식률과 
높은 재현율을
동시에 획득

AIQ.TALK Chatbot

규칙 기반 의도 분류

• 소량의 샘플 문장으로 의도 규칙 자동 생성

• 대용량 자연어 문장으로부터 학습된
    문장 패턴을 이용하여, 인식률을 극대화하면서 
표현을 자동으로 일반화하는 기술

딥러닝 기반 의도 분류

• 난해한 변이 패턴 모델링

• 소량의 샘플 문장으로도 훈련 가능

• 빠른 훈련 속도를 특징으로 함

높은 
인식률

높은 
재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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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ld 데이터 세트 중,
AIQ.TALK은 3개 Fold로 학습,
글로벌 A사는 4개 Fold로 학습하여 벤치마크 테스트 시
월등한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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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더 적은 
데이터로도,
50% 높은 정확도

AIQ.TALK Chatbot

85

90

95

100

Top 1 Top 2 Top 3 Top 4 Top 5 Top 6 Top 7 Top 8 Top 9 Top 10

Skelter Labs

글로벌 A사

미응답률 50% 이상의 
정확도 성능 차이 발생

파트너사와의 한국어 벤치마크 정확도 테스
트

Top1: +0.4%
Top2~10: +1.15% ~ +3.3%
* 학습데이터가 적어 무의미하게 구현되는 샘플 30개 이하의 의도(Intent)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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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복잡한 상담까지,
이제 챗봇으로 대신하세요.
예상치 못한 순서로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주제와 맥락이 달라지더라도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응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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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인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대응

AIQ.TALK Chatbot



독보적 다이얼로그 매니저
AIQ.TALK Chatbot

전체 인텐트 중
#인사 인텐트 해당 노드 실행

사용자 발화 입력 #인사 인텐트로 인식

사용자 A

“안녕”

챗봇

“안녕하세요.”

사용자 A

“날씨 알려줘.”

첫번째 자식 노드에서
응답 출력

다음 사용자 발화 입력

현재 실행중인
다이얼로그에서
가장 처음 노드부터
다시 실행

첫번째 부모 노드
1. Parent node

첫번째 자식 노드
 1-1. Child node

두번째 자식 노드
 1-2. Child node

두번째 부모 노드
2. Parent node

첫번째 자식 노드
 2-1. Child node

챗봇 대화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했습니다.

전체 노드 실행 방식의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복잡한 대화를 편리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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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I기반 챗봇의 번거로운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업데이트마다 전수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방대한 인력과 시간
이 요구되었던 한계를 극복합니다. 벌크테스트 툴을 통해 
후처리 방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배포 전 인식률 변경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 및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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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원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실행모델

AIQ.TALK Chatbot

AI시스템을 위한 인텐트 인식률 평가 기능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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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코딩 지식 없이도 편리하게 챗봇을 설계하세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가이드에 따라,
손쉽게 대화를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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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이 검증된
인터페이스

AIQ.TALK Chatbot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디자인 혁신을 인정받는 Red Dot Design Award에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Winner)를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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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채널
그대로, 연동

AIQ.TALK Chatbot

쓰던 채널 그대로 사용하세요.
버튼형과 문장형, 고객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원하는 형태의 챗봇을 만듭니다.



WHAT    2. AIQ.TALK MRC

별도 학습 없이,
스스로 답을 찾는 AI
AIQ.TALK MRC
(MRC: 기계독해,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AIQ.TALK MRC
챗봇 구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혹은 시나리오 구축이 부담스럽다면

기계독해 솔루션으로 간단한 질의응답부터 시작하세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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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독해’ 란?

당신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어진 분량을 암기하고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 문장 속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계독해는 주어진 문서를 ‘인간과 같이 독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자동 질의응답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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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QuAD 1.0 1위: 95.15점
KorQuAD 2.0 1위: 88.0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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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KorQuAD 
랭킹 1위로 입증

AIQ.TALK MRC

MRC평가를 위한 KorQuAD 1.0과 2.0 모두 랭킹 1위를 달성했습니다.

KorQuAD 2.0은 1.0에 비해 복잡한 표와 리스트 등을 포함한
‘HTML’형태로 구성되어있어 문서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만 높은 스코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장 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되어있는 콘텐츠까지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orQuAD란? 
LG CNS가 2018년 12월 공개한 한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셋으로, 기계 독해 AI 학습 및 검증을 위해 위키백과로
부터 추출한 표준데이터 7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많은 기관 및 기업이 
한국어 기계 독해 능력(MRC)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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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오류율을
70% 이상 개선

AIQ.TALK MRC

0

5

1
0

1
5

20

8.8%

4.85%

16.14%

11.91%

AIQ.TALK MRC와 사람의 오류율 비교 

55%

74%

KorQuAD 1.0: 사람과의 점수차 3.95
KorQuAD 2.0: 사람과의 점수차 4.23
AIQ.TALK MRC는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로도 한국어에서 관찰되는  
고유 특성을 학습합니다. 다양한 활용분야에 대한 유용한 적용을 위해
자체 프레임워크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완료했습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독해력,
AIQ.TALK MRC가 선보입니다. 

Human AIQ.TALK Human AIQ.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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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만 입력하면,
자동 답변 생성

AIQ.TALK MRC

사용 매뉴얼부터 고객 FAQ리스트, 규정 및 정책 사항 등의 
문서를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질의응답 솔루션이 구현됩니다.
챗봇을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대용량의 문서내용을 바탕으로 챗봇 구현이 필요한 경우,
챗봇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AIQ.TALK MRC가 답이 됩니다.

htmldocxpdf

고객 질문

질문과 관련된
문서 검색

1

2

3

4

답변이 포함된
문장 검색

답변 추출

‘ 필터 교체는 어떻게 해?’

‘1달 주기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WHAT    3. AIQ.TALK STT

가장 정확한 실시간
음성인식 솔루션
AIQ.TALK STT
(STT: 음성인식, Speech-to-Text)



AIQ.TALK STT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인터페이스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Q.TALK STT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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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AI, 장벽 없는 음성인터페이스 시대
검색과 명령부터 자동 받아쓰기까지, 

음성인식을 적용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자동 음성 안내 서비스부터, 다양한 디바이스 내 음성 명령 실행까지 STT로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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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인식 오류율 0.9%,
뉴스 인식 오류율 2.8%
비디오 클립 인식 오류율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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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9%의 
정확도 

AIQ.TALK STT
음성인식(STT) 성능 비교

%

Video Clips

11.6

0

25

50

75

100

Phonecalls Overall

28.6

20.1

37.3

26.4 26.9

52.9

33.9

42.4

34.1

48.7

97.9

73.1

39.8

30.3

37.8

75.4

53.5

N EngineM Engine G EngineSkelter Labs E Engine K Engine

•문자 오류 인식율 기반(CER): 낮은수록 높은 성능을 의미

난이도가 높은 음성 인식일수록 AIQ.TALK STT의 성능은 
월등합니다. 음악을 배경으로 여러명이 말하는 영화/드라마 
등 비디오 클립 뿐만 아니라, 소음 환경에서의 전화통화 
인식률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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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이 걸렸던 시간,
단 1일로 단축

AIQ.TALK STT

병렬적으로 모든 데이터 학습을 시행순차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전체를 한번에 학습,
학습형태가 Convolution과 같이 병렬성 극대화

AIQ.TALK STT는 API의 속도, 정확도 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에 있어서도 압도적입니다.

개발 및 운영 리소스를 절감하고,
신규 도메인에 특화된 학습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여
비즈니스 확장성을 강화합니다. 
 

 20 시간 내외

AIQ.TALK STT 기존 음성인식 솔루션 200 시간 이상

스켈터랩스 셀프어텐션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

RNN기반의 인코더/디코더  
형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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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별 특수 단어까지
막힘없이 인지

AIQ.TALK STT

숫자/지명/특수 용어까지 고객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모델을 구현합니다. 물
론, 5,000시간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높은 성능을 보장하는 기본모델  
또한 제공됩니다. 

AIQ.TALK STT
기존 음성인식 솔루션

항공사
일본 (   )   으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하고 싶은데 검색이 안돼요.
일번 (   )  으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하고 싶은데 검색이 안돼요.

콜센터
투썸 (   )     에서 결제가 두 번 된 것 같아요.
뚝섬 (   )    에서 결제가 두 번 된 것 같아요.

경제뉴스
원유감산 (   )   을 놓고 주요 산유국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원유강산 (   )    을 놓고 주요 산유국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WHAT    4. AIQ.TALK TTS

자연스러운 목소리의
음성합성 솔루션
AIQ.TALK TTS
(TTS: 음성합성, Text-to-Speech)



AIQ.TALK TTS
최소한의 데이터만으로도 기업만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성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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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font’ 란?
보이스폰트는 합성음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음색 뿐만 아니라 말투, 억양까지 자연스럽게 구현하여
매일, 매 시간 일상 속에서 기업/서비스의 페르소나에 꼭 맞는 보이스폰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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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리듬,음색 
모두 자연스럽게 

AIQ.TALK TTS
음성합성(TTS) 성능 비교

자연스러운 발음

N EngineG EngineSkelter Labs K Engine

0

1

2

3

4

5

자연스러운 리듬 자연스러운 음색 정확한 표현

4

3.5 3.8

4.9

3.3

3.7 3.6

2.4
2.8

2.9

2

3.4
3.5

4.8 4.8 4.7

MOS(Mean Opinion Score) 3.8
주요 3개사 대비 가장 높은 스코어 획득

MOS는 자연스러운 발음/리듬/음색,
듣기좋은 발음/리듬/음색, 그리고 정확한 표현까지
총 7개 척도의 의견 총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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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분량의 
데이만으로 
음성 생성

AIQ.TALK TTS
음성합성(TTS) 성능 비교

새로운 목소리 합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단 1시간 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성우 녹음 데이터가 없다면, 자체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대로,
다양한 설정  

SSML, 말하기 속도, 음성 높낮이, 볼륨 조절 등
맞춤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엣지디바이스에서도 구현 가능한 TTS 모델을
원하는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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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IQ.TALK for 
당신의 비즈니스, 대화형 AI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진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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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없이 언택트로 무인 시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승봇은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택트 시대, 전에 없던 언택트 시승

Step0 Step02 Step03 Step04
기본 안내 실행 개인화된 응답 맞춤 시승 안내 분석

AIQ.TALK MRC는 차량의 기본  
스펙 및 드라이빙 퍼포먼스 등의  
차량 정보를 사전에 학습하여 
드라이버에게 안내합니다.
시승시 필수적으로 안내해야하는,
시승 규정 또한 음성으로(TTS)
가이드합니다.

DB 수집을 통한 최적 구매 타깃 및 시나리오 발굴

언택트 시승 서비스 실행

사전학습을 통해 드라이버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합니다.
가령 애플카마스터를 제공하는지,
조작법은 어떤지 등등 개인의  
질문에 맞춰 응답합니다.

주변 사항, 오늘의 날씨/환경에 맞춰
실시간 시승 코스를 제안합니다.
드라이빙 퍼포먼스 테스트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고속 구간을, 가족용 차량
구매를 추구하는 고객에게는 장시간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 코스로 제안합니다.

차량 내에서 고객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기록된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차량 스펙/옵션 개선 및
시승코스 변경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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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24/7 챗봇이 스마트하게 대체합니다.

[AS-IS]
한정된 시간에 운영되었던 서비스센터

[TO-BE]
24/7 챗봇이 운영하는 효율적 서비스센터:  
텍스트 챗봇과 전화 챗봇 모두 지원

제품 나사가 하나 부서져서 왔는데
교환 가능한가요? 어떻게하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여분의 나사를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성함은 박미정, 
주소는 강동구 상암로 4가길 41 
맞습니까?

Bot

배송/반품/교환/취소부터 주문까지 시나리오 챗봇과 MRC의 결합으로 상담원 리소스는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세요.

제품 나사가 하나 부서져서 왔는데
교환 가능한가요? 어떻게하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상담 운영 
시간이 아닙니다.

평일 오전 열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해당 시간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요

네, 아 근데 여분 2개 주실 수  
있나요?

2개 이상 넉넉히 재배송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사안은 없으십니까? Bot

아니요

설치가 급한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평균 배송일은 1.5일 입니다. 내일모레 오
전 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안은 없으신가요?

Bot

CS보험
03. W

H
Y | AIQ

.TALK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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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를 위한 필수 매뉴얼, MRC로 간편하게

[AS-IS]
프린트 종이, PDF로 제공되었던 매뉴얼

[TO-BE]
MRC기반의 질의응답을 앱으로 혹은 음성 안내로 실행

D-12TAG 
관리매뉴얼.PDF

D-13TAG
관리매뉴얼.PDF

AH-10i0
유압매뉴얼.PDF

AH-H35
변경매뉴얼.PDF

AIQ.TALK MRC는 수많은 매뉴얼 속에서 작업자의 질문을 이해하여 적절한 답변을 도출합니다.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음성 안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문서 전부를 업로드하면,
고객 질의에 따라 적절한 문서 속

답안을 도출합니다.
리부팅 어떻게 해?

D-13TAG 리부팅 안내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커서를 이용해  
 
1. [HDFA FORMAT]을 선택하세요.
2. 포맷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3. [Keep] 을 선택하고 [Boot]를 체크합
니다. 

Bot

다했어, 이거 시간은 얼마나 걸려?

리부팅은 통상적으로 25-30분 정도
소요됩니다. Bot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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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간편한 보장항목 조회 서비스부터, 보험사를 위한 적정 지급 여부 검토까지
사람이 일일이 해왔던 일을 AI가 정확하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03.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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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지급 검수,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맞춤 약관 내 보장항목 체크

개인 맞춤화된 약관, 보장항목을 상담사/설계사가 일일이
눈으로 검토하는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왔습니다.

어려운 단어에 길게 명시되어 있는 개인 약관을 MRC가 학습하여
고객의 질문에 꼭 맞는 답변을 찾습니다.

✔ AIQ.TALK MRC 
개인 보험/금융 포트폴리오 상품 약관을 학습하여  
보장여부, 보장금액 등을 고객 질문에 맞춰 곧바로 응답

적정 지급 여부 검토

보험사가 하나씩 검토해야했던 적정 지급 여부,
개인의 보험금 신청 내역과 보장 약관을 학습하고 매칭하여
과대 지급이 된 것은 아닌지, 누락이 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 AIQ.TALK MRC 
약관과 신청 내역 조회를 통한 적정 지급 여부 판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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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질문에 바로 답하는 동영상 강의 검색
1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에 담긴 내용을 모두 필기해야했던 학생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냅니다.

강의 콘텐츠의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AIQ.TALK MRC가 학생의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아 해당 영상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동영상 업로드 자막 생성 학생 질의 답변 추출 & 
해당 영상 구간 이동

AIQ.TALK STT AIQ.TALK MRC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어?

Bot1904년 7월에 조직된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양여 반대를 위해  
각 관청에 호소한 내용을 <황성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답변 구간으로 이동 ▶

국사 과목 강의 예시

교육

서비스 체험하기  ▶

https://aiq.skelterlabs.com/demo/videoqna/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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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kelter Labs
스켈터랩스의 AIQ.TALK 기술 도입,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Chatbot 도입 & 협업 절차
04. H

O
W

 | W
ith Skelter Labs  

38

인프라 구성 기획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간계
시스템 연동

시나리오 구성
및 빌드 검수요건 정의

With 운영파트너 With 기획파트너 With SI파트너 With 기획파트너

운영 피드백을 통한 지속 개선 작업 실행

Skelter Labs (max. ~3 months)

* 스켈터랩스는 챗봇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전문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파트너사와의 협업 여부/소요기간 등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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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성 기획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간계
시스템 연동 검수요건 정의

운영 피드백을 통한 지속 개선 작업 실행

Skelter Labs (max. ~1 months)

* 기획, 운영, SI파트너사와의 협업 여부/소요기간 등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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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성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시나리오 구성
및 빌드 검수요건 정의

운영 피드백을 통한 지속 개선 작업 실행

Skelter Labs (max. ~1 months)

* 기획, 운영, SI파트너사와의 협업 여부/소요기간 등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0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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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 Skelter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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