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PA�2023년 AI바우처지원사업관련

스켈터랩스서비스소개



2023�AI 바우처지원사업RFP�Review
공모안내서(일반)에대한내용을간략하게소개하여드립니다.

AI기술이필요한수요처를대상으로AI�솔루션을구매,활용할수있는바우처를지원함으로써

AI�기업육성및산업디지털전환촉진을목표로하는정부지원사업입니다.



AI�제품·서비스 (이하 ‘AI�솔루션’) 적용이필요한수요기업에게바우처를지급하고,

수요기업은바우처를활용하여원하는 AI 솔루션기업(이하 ‘공급기업’)으로부터구매·활용함으로써디지털전환촉진

(과제지원규모및대상)

분과 지원규모
지원대상

수요기업 공급기업

일반
400억원 규모
(150개 내외 과제)

국내 중소·중견기업
자사 AI솔루션을보유한

AI�기업(법인)

(지원금액)과제당최대 3억원한도

*�과제는 반드시 [수요기업 + 공급기업] 컨소시엄단위로신청 (수요 또는공급기업단독으로과제신청불가)

과제접수마감 : 2023.01.30(월) 15:00

발표평가 : 2023.02.20 ~ 02.24 예정 (서류평가통과기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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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은최대3억원한도의바우처를활용하여AI�솔루션구매·활용가능

00. 2023년 AI�바우처지원사업공모안내서Review



사업에참여하는수요기업은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필수로매칭해야하며, 기업유형별사업비산정방법은아래와같음

[사업비산정구조] [사업비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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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은기업유형별로민간부담금10%~30%부담(현물+현금)

00. 2023년 AI�바우처지원사업공모안내서Review



스켈터랩스회사소개
인공지능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스타트업

스켈터랩스는인공지능분야에서오랫동안경험을쌓아온전문가들로구성된기술

스타트업입니다.AI핵심기술을제공/결합하여비즈니스맞춤솔루션을제공해드립니다.



AI-first�Tech�Company

SkelterLabs

스켈터랩스는인공지능분야에서오랫동안경험을쌓아온

전문가들로구성된기술스타트업입니다.�

‘AIQ’시리즈로대표되는혁신적인대화형AI(Conversational�AI)�및음

성AI(Speech�AI),�그리고개인화AI(Personalization�AI)의핵심기술

을제공하고,�이를결합하여비즈니스맞춤솔루션을선보이고있습니다.�

세계유수의대학에서

AI관련석사및박사학위보유

글로벌기업출신의

엔지니어가함께하는개발팀

70% 30%

AI전문인력구성(65명직원중48명SW�Engineer)

설립:�2015년11월2015.11

1st�Funding:�카카오브레인-카카오벤처스컨소시엄공동투자

Series�A�Funding:�누적투자금100억원달성

2017.05

2018.11

효성ITX와대화엔진공동개발MOU�체결2019.01

AI�기반대화솔루션AIQ.TALK�출시2019.12

AIQ.TALK�Chatbot,�롯데쇼핑표준챗봇엔진으로채택2020.02

한국어기계독해평가(KorQuAD2.0)�1위기록:�F1�스코어88.092020.06

한국어기계독해평가(KorQuAD1.0)�1위기록:�F1�스코어95.152020.01

신한생명,�신한DS와AI기반보험상품개발공동연구MOU�체결2020.07

Series�B�Funding:�177억원투자유치,�누적투자금총277억원달성2020.08

2020.11

배달대행전문‘요기요’AIQ�TALK�Chatbot�출시2021.05

샌드버드(Sendbird)와대화형AI�솔루션개발위한MOU�체결
IGAWorks와개인화광고기술개발위한공동AI연구소설립
메가스터디교육과AI�기반교육콘텐츠및서비스개발위한JV�설립

2021.06 퍼시스가구브랜드‘일룸’, ‘데스커’, ‘슬로우’, ‘시디즈’AIQ�TALK�Chatbot�출시

2021.09 현대자동차신차’캐스퍼’마케팅AIQ�TALK�Chatbot�출시

2021.09 GSSHOP�방송모니터링시스템 AIQ�TALK�STT�도입

Bridge�Round�Funding:�121억원투자유치,�누적투자금총397억원달성2021.12

롯데쇼핑외13개사와메타버스플랫폼사업화를위한MOU�체결2022.01

에이스토리외2개사와디지털휴먼AI�사업의기술사업개발을위한MOU�체결2022.05

2021.10 코리아AI스타트업100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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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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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음성을텍스트로바꿔줄뿐아니라질문자의의도까지

이해할수있는한층진화한인공지능기술덕분입니다.�동영상검색

에만특화된인공지능프로그램도있습니다.

스켈터랩스AI�‘한국어마스터’
20.07.01

AI�기반기술기업스켈터랩스는1일자사의한국어AI�

언어모델이한국어기계독해데이터셋‘KorQuAD�1.0’기반성능평

가에서1위를기록하고있는것에이어,�‘KorQuAD�2.0’에서도1위

를기록했다고밝혔다.

‘끝까지안봐도되네’,

동영상정보도찾아주는AI�등장

합작법인스켈터랩스·�메가스터디교육,�‘수

능맞춤형AI’개발
21.01.25

인공지능(AI)�기술기업스켈터랩스가온라인교육전문기업메가스

터디교육과조인트벤처(JV)를설립했다고25일밝혔다.

GS�SHOP�쇼핑호스트음성인식

시스템구축에AI�엔진공급 20.12.16

인공지능(AI)�기술기업스켈터랩스(대표조원규)는자사음성인식

엔진AIQ.TALK�STT(Speech-to-Text)를GS�SHOP에공급해,�쇼핑

호스트음성인식시스템을구축한다고16일밝혔다.

스켈터랩스,�퍼시스그룹AI�고객

서비스챗봇구축 21.01.25

인공지능(AI)�기술스타트업스켈터랩스가종합가구전문기업퍼시

스그룹의시디즈(SIDIZ),�데스커(DESKER),�일룸(iloom),�슬로우(slou)�

등4개브랜드에대한AI�기반고객서비스(CS)�챗봇을구축했다고

28일밝혔다.

한국외대-스켈터랩스,�AI�언어연구개발

사업협력MOU�체결 21.10.07

양사는한국외국어대학교의언어데이터및외국어교육분야의전

문성과스켈터랩스의대화형AI�핵심기술력을결합하여,�동남아시

아등전략지역언어및특수산업도메인에대한자연어처리에대

해협업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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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Q.TALK�STT

대화형인공지능기술기업,스켈터랩스의음성인식기술

입력된음성데이터를정확하게문자로변환하는음성인식솔루션AIQ.TALK�STT는

예측할수없는소음환경에서도인식해야하는주요음성만을빠르게문자로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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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Base인식률로다양한경쟁 BMT�1위

ü 컨택센터도메인학습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Base인식률)에서도 상담원평균 90%

이상의인식정확도확인 (상담원-고객 평균 81.9%)

ü ETRI�기술이전경쟁사 STT�엔진 대비높은수준의정확도보장 (평균 5%이상)

ü 국내/외 유수대기업경쟁 BMT에서도전체평균가장높은정확도보유

81.9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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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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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G�홈쇼핑 쇼호스트음성인식 BMT Case�2 P 콜센터상담사-고객 음성인식 BMT

※�여성쇼호스트 2인(A,B)�통합 평균인식률
※방송음성데이터 (16Khz) 환경

※�상담사, 고객음성통합평균인식률
※전화망(8Khz) 환경

02.�스켈터랩스음성인식소개 (1/4)

25,000시간분량의한국어음성학습데이터셋을기반으로높은Base�인식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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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분야의학습음성데이터셋수집및학습을통한고도화

ü 다양한분야에서방대한양의한국어음성학습데이터셋을수집하여학습하여타사대비

월등히높은 Base�음성인식성능제공 (2022년 2분기 기준 Base�인식률약 86%)

ü 전화망환경의데이터셋, 데이터망환경의데이터셋, 다양한분야(뉴스,홈쇼핑,헬스케어,

서적등), 사투리 발화등총 25,000시간의한국어음성학습데이터셋보유

뉴스 (금융, 사회, 경제, 시사) 대화 데이터셋수집반영

- 다양한분야에대한기자의발화패턴및용어반영

다양한음성발화패턴수집반영

- 헬스케어, 성우발화, 사투리등다양한발화패턴및용어반영

전화상담 (상담원-고객) 데이터셋수집반영

- 다양한산업분야의전화상담음성발화패턴및용어반영

A�홈쇼핑경쟁BMT�1위

B푸드콜센터경쟁BMT�1위

C보험사AICC경쟁BMT�1위

인식
정확도(%)

학습량

기본 Base인식률

다양한분야의
음성데이터셋

수집및학습



실시간음성인식 비실시간음성인식

고객 상담사

녹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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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속도로안정적인실시간/비실시간음성인식지원

실시간
음성인식

지난주에가입한보험의보장내역에대해궁금해요.

네. 고객님. 본인확인을위해고객님의생년월일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19**년 **월 **일 입니다.

본인확인되셨습니다. 고객님께서가입하신실속
안심플랜보험은 100세까지보장되는상품으로..

-배속

고객 상담사

비실시간
음성인식

인식결과

녹취

1시간 분량
처리시간 3분 미만

3minute국내최고수준의
음성인식속도

ü 국내최고수준의실시간음성인식속도지원

일반적인 Transformer�모델을변형하여스트리밍및배치를동시에지원가능

ü 상담원과고객의대화를실시간으로인식하여상담환경개선및고객만족도증대가능

실시간음성인식결과를통해근무환경개선및상담품질향상에사용가능

ü 검증된 E2E방식의음성인식엔진으로준실시간(또는배치) 음성인식처리속도보장

준실시간 1시간분량처리시, 처리시간 3분

ü 상담원과고객의대화를파일로저장후, 대용량음성인식을통해 VOC 자산화및 QA 자동화

비실시간음성인식을통해고객만족도향상및 VOC�관리자동화를통한업무효율성증대기대

02.�스켈터랩스음성인식소개 (2/4)



단어치환툴을활용한음성인식성능보완 음성인식모델학습툴을활용한인식률개선

Tensor�Board

로그

자주오인식되는단어들을카테고리별로

치환하여음성인식성능향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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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똥

루이비똥
루이빗통

르이비통

르이빗통

뤼비통

루이비통

인식단어 치환단어

Web�UI(User�Interface)를 통해

음성인식모델을학습하여인식률개선

ü 자주오인식되거나잘못인식될만한단어를알맞은단어로치환하는기능

사용자가직접규칙항목(인식할단어  치환 단어쌍)을등록하여설정가능

ü 단어사전기능 : 특정단어들에대한인식확률을높여주는기능

치환규칙에 ‘단어사전’으로제목등록하고인식확률을높여줄단어를입력하여설정

ü 음성인식성능개선을위한음향모델(AM), 언어모델(LM) 학습툴제공

학습데이터 (음향,언어) 업로드및학습 결과확인가능

ü 학습완료후, 학습된 모델(음향모델만가능)에 대한학습평가기능제공

학습된버전에대한배포가가능한배포기능제공

음향모델학습 언어모델학습

음성과라벨링된텍스트를

이용한학습과정

도메인어휘문장을

이용한학습과정

단어치환및음성인식모델학습툴을활용한인식률개선기능지원

02.�스켈터랩스음성인식소개 (3/4)



띄어쓰기, 문장분리, 타임스탬프등다양한보정모듈지원 숫자, 날짜, 특수 용어에강한음성인식엔진

ü 숫자,날짜, 특수용어등고객사에서자주사용하는어휘학습으로사용자환경에최적화된

음성텍스트변환기능지원

ü 독보적인엔진 Speech�Adaptation 기능으로신규유입단어를간편하게치환하여

음성인식처리가능

일,이,삼,사,오,육,칠,팔,구 1,2,3,4,5,6,7,8,9

칠월구일, 십일월십구일 7월 9일, 11월 19일

에프오뒤, 비엔수, 귀지방호 FOD,�BX,�기지방호

숫자

날짜

특수용어

ü 오류가포함된문장을정답문장과가까운문장으로띄어쓰기교정하는모듈지원

ü 문장의시작시각을표시하는타임스탬프기능지원으로문장별인식결과확인가능

ü 띄어쓰기, 문장분리외보정은음향모델내치환규칙/단어변환기능을활용하여오인식되기

쉬운인식결과에대한후처리기능지원

스켈터랩스
음성인식엔진

12

인식률향상을위한다양한보정모듈및변환기능지원

인식결과

후처리

해외부문에서의양호한성장이이어지면서이자이익제고에기여할수있었습니다.

다음은 은행대출성장입니다대기업은크레딧스프레드확대에따라조리유동성확보를

하였고이에따라대기업수요가증가하였습니다.

03:10:00 ~ 03:10:06 해외부문에서의양호한성장이이어지면서이자이익제고에기여할수있었습니다.

03:10:06 ~ 03:10:11 다음은은행대출성장입니다. 문장분리

03:10:11 ~ 03:10:21 대기업은크레딧스프레드확대에따라조리유동성확보를하였고
붙여쓰기

03:10:21 ~ 03:10:26이에따라대기업대출수요가증가하였습니다.

띄어쓰기

붙̌여쓰기타임스탬프기능지원

02.�스켈터랩스음성인식소개 (4/4)



AIQ.TALK�TTS

대화형인공지능기술기업,스켈터랩스의음성합성기술

사람처럼말을하는듯자연스러운음성을만들어내는음성합성솔루션AIQ.TALK�TTS는

적은양의음성데이터로도발음,발화패턴등특성을추출하여자연스러운목소리를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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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스켈터랩스음성합성소개 (1/2)

사람처럼한층더자연스러운음성합성음제공

음성합성MOS�테스트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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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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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발음 자연스러운리듬 자연스러운음색 정확한표현

Skelterlabs G�Engine K�Engine N�Engine

다양한분야의학습음성데이터셋수집및학습을통한고도화

사람처럼자연스러운음성합성음제공

ü 적은데이터의음성에서도발음,발화 패턴등의특징을추출하여자연스러운음성생성

(적은 음성데이터만으로특정인의개인화 TTS 생성도가능)

빠른변환속도

ü 방대한텍스트도끊김없이, 가장 빠른속도로변환지원

ü 문장의길이와상관없이실시간응답가능

환경별최적화

ü 문맥에맞게숫자, 날짜, 금액 등을자연스럽게변환하는 Text�Normalization� 지원

ü 쉼표, 마침표, 물음표등문장기호에따른발화억양설정가능 (강약 조절)



자연스러운억양과정확한발음

- 대용량코퍼스기반합성기술

- 지능형전처리로특수문자, 숫자합성등사용자정의기능

- 발음변환기술대용량사전탑재및형태소/구문분석엔진탑재

뛰어난안정성과확장성

- 다양한출력포맷과MS사의SAPI 5.0�지원

- 합성음의다양한조작및시스템연동을위한SSML�표준및MRCP표준지원

고객사맞춤형커스터마이징지원

- VTML�Tag (Speed,�Pitch,�Volume�등조절가능) 제공

- Input 텍스트발화방법변경을위한사용자정의사전기능제공

발음변환기술

띄어쓰기보정기술

휴지기예측기술

외래어처리기술

지능적전처리기술

피치및속도제어

최적합성단위선택기술

한국어불규칙변환처리를위한대용량사전탑재 (사전 Entry�6,500개)

한국어에서많이발생하는띄어쓰기오류를분석하여자동보정

문장을절,구 등 단위로자동분할하여적당한휴지기를예측

자동변환기법과사전처리병행으로상용단어에대한한글변환지원

기수,서수,덧셈,뺄셈 등 직관적인규칙에맞춰합성

음의높낮이제어및발성속도제어지원

원음을유지하기위한최적의합성단위탐색기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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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스켈터랩스음성합성소개 (2/2)

최고의음성합성퀄리티와최적화된시스템구조로뛰어난성능과안정성보장



AIQ.TALK�Chatbot

대화형인공지능기술기업,스켈터랩스의Chatbot기술

대화의의도와목적을파악하여사람처럼자연스럽게대화를이끌어나갈수있는챗봇솔루션AIQ.TALK�Chatbot은

독창적인하이브리드방식의인텐트인식방법을활용하여글로벌최고수준의인텐트인식률을기반으로진화된대화형AI�기술을제공하여드립니다.



D�Engine(KOR)

K�Engine�(KOR)

W�Engine�(Global)

D�Engine�(Global)

SkelterLabs

900 10 20 30 40 50 60 70 80

64.63%

65.72%

78.63%

78.73%

80.39%

§ 글로벌 4개사와의도분류비교분석

결과에서도높은성능확인

§ 말의의도를파악하는 ‘의도 인식기술’에

있어글로벌최고수준의인식정확도확보

규칙기반의도분류

･소량의샘플문장으로의도규칙자동생성

･대용량자연어문장으로부터학습된문장패턴을
이용하여,�인식률을극대화하면서표현을자동으로
일반화하는기술

딥러닝기반의도분류

･난해한변이패턴모델링

･소량의샘플문장으로도훈련가능

･빠른훈련속도를특징으로함

높은인식률 높은재현율Hybrid

※�롯데홈쇼핑 PoC 검증결과

높은수준의인텐트인식률 (F1�Score�기준) 비순차적대화흐름을지원하는다이얼로그스위칭지원

하이브리드방식의의도분류로인식률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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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스켈터랩스챗봇소개 (1/3)

규칙기반과딥러닝기반의의도분류를하이브리드방식으로구현하여높은수준의인텐트인식률제공

ü 사용자발화가인식될때마다다이얼로그의모든노드를실행하는구조지원

ü 비순차적대화및다이얼로그스위칭지원

ü 사용자가대화중간주제를변경하는비순차적인대화를진행해도자연스러운대화가능



ü 간단예문/단어추가로모델학습

ü 적은예문추가로다양한문장구조대응가능

ü 신조어,�신규 상품명등도간단하게인식구현가능

인텐트 / 엔티티등록기능 다이얼로그생성 / 관리기능

ü 챗봇다이얼로그생성/관리 기능제공

ü 고객사맞춤형시나리오커스터마이징가능

ü 다이얼로그간이동이가능한시나리오구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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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스켈터랩스챗봇소개 (2/3)

인텐트/엔티티등록및다이얼로그를간편하게생성/관리



ü 비개발자도쉽게빌드가능한시나리오및인식구조구현가능한빌더제공

ü 구조이해및시나리오추가/수정을돕기위한교육및가이드문서제공

ü 챗봇에서발생하는오류에대해빠르게대응

손쉬운챗봇빌더제공 관리자교육지원 가이드문서제공

ü 자체인식률평가툴을통한학습데이터개선사항확인및추가학습가능

ü 학습데이터평가기능제공

ü 추가학습및데이터개선지원

비개발자도손쉽게사용가능한챗봇빌더제공 인텐트인식률평가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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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스켈터랩스챗봇소개 (3/3)

비개발자도손쉽게사용가능한챗봇빌더및인식률평가툴제공



AIQ.TALK�Callbot

대화형인공지능기술기업,스켈터랩스의Callbot기술

사람처럼말을하는듯자연스러운음성을만들어내는음성합성솔루션AIQ.TALK�TTS는

적은양의음성데이터로도발음,발화패턴등특성을추출하여자연스러운목소리를생성합니다.



음성합성

AIQ.TALK�TTS

음성인식

AIQ.TALK�STT

AIQ.TALK�

Voicebot

챗봇

AIQ.TALK�Chatbot

숫자,지명까지정확하게,음성인식(STT)

일반정보및주소,숫자,지명하나까지정확하게인식이가능한STT

기업만의특수한고유명사학습까지지원하여보다정확한결과제공

최신NLU�기반의챗봇설계솔루션

고객비즈니스상황에맞춘가상어시스턴트챗봇을제작하여

고객관리에소요되는운영비용을최소화가능

기업맞춤목소리,�음성합성(TTS)

단시간브랜드목소리맞춤제작제공,

일반모델사용시스켈터랩스음성합성기술지원

1

2

3

4

6

5

7

8

① 발신자질문

② 음성인식을위한오디오스트리밍

③ 질문텍스트형태로변환

④ 분석을위해텍스트전달

⑤ 답변텍스트형태로전달

⑥ 텍스트의음성합성

⑦ 음성합성이완료된답변변환

⑧ 발신자에게음성형태로답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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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스켈터랩스콜봇소개 (1/2)

챗봇과음성인식/합성기술을하나로,AIQ.�TALK�Callbot



안녕하세요.�스켈티보험

해피콜상담사입니다.�

보험청약관련하여계약자

홍길동고객님본인이…

상품설명

서류전부여부

자필서명여부

보험, 증권, 은행 등의 상품 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해 아웃바운드 전화업무를

수행하는경우,콜봇을활용할수있습니다.

네.제가서명했습니다.

고객

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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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스켈터랩스콜봇소개 (2/2)

고객사의다양한사용환경및목적에맞춰콜봇을사업에적용가능

음식배달서비스오토콜 보험,증권,은행 등아웃바운드전화업무수행

콜봇응대를통한상담효율향상및콜센터리소스절감가능

고객센터가사장님에게일일이주문취소여부를확인하는불편함해소

고객 [주문 취소] 접수

조리여부확인

“성수동사케3개주문취소가능한가요?”

(조리 전)

“네, 가능합니다”

(조리 중)

“아니요, 조리시작했어요”

배달서비스고객센터콜봇이
사장님에게 1:1 콜

취소 안내

“취소처리완료되었습니다”

취소불가안내
“죄송합니다. 취소가불가합니다”

콜봇응대



AIQ.TALK�MRC

대화형인공지능기술기업,스켈터랩스의Callbot기술

스스로질문을분석하고답을문서에서찾을수있는기계독해솔루션AIQ.TALK�MRC는

광범위한문서속에서필요한정보를해석해서추출하여,자연스럽게답변이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스스로문제를분석하고, 질문에 최적화된답을찾아내는기술

주어진문서를인간과같은방식으로학습하여자동질의응답을실행

2020년1월15일기준KorQuAD랭킹현황

기계독해란?

온라인쇼핑몰적용예시 은행/증권사적용예시

활용예시 고객질문을이해하고적절한답변을도출하여다양한분야에활용이가능합니다.

95.15

F1�Score�95.15

사람이직접문제를풀었을때

91.2점을 기록한것에대비,

스켈터랩스의자체 AI모델은

95.15점을 획득하고있어높은수준의

자연어이해기술력을입증하였습니다.

KorQuAD 랭킹내다수의 AI�모델 확인

대용량의광범위한문서를빠르고정확하게이해

KorQuAD란?
LG�CNS가2018년12월공개한한국어질의응답데이터셋으로,�기계독해AI�학습및검증을위해위키백과로부터추출한표준데이터7만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공개된데이터셋을사용하여많은기관및기업이한국어기계독해능력(MRC)�기술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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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스켈터랩스기계독해소개 (1/2)

인공지능이빠르고정확하게대용량의문서를이해하고,사용자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

기계독해 (MRC)�설명 KorQuAD 랭킹 1위로입증된한국어기계독해능력



2.질문과관련된문서검색 3.답변이포함된문장검색 4.답변추출1.고객질문

문의답변추천정확도 실시간답변검색고객상담효율성제고

ü 비숙련상담사도손쉽게복잡한상담진행가능

ü 고객센터상담원업무효율성증대

ü 교육비용감소효과로이익극대화

ü 챗봇과결합시, 고객의 문의에대한정확한

파악및적절한답변제공가능

ü 높은정확도로고객만족도증대효과기대

ü 동영상강의또는온라인커머스이용중,

실시간으로궁금한내용을빠르게확인가능

ü 영상 / 음성 / 텍스트 모두실시간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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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스켈터랩스기계독해소개 (2/2)

인공지능이고객의질문을분석하고최적화된답을제공



문의전화 1666-8972

문의메일 business@skelterlabs.com

주 소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이로22길60�7층스켈터랩스

웹사이트 www.skelterlabs.com

Make�AI�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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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