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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Company Overview

Askstory는 독자 Autonomous Building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으로 능동형 원격 통합 공기질 관리, 지능형 검색, 

이상징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t) SW 업체임.

Established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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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mpany 
Vision & Mission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 고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류를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선택들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프로바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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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OALS

1

2

3

비즈니스 Application 지속 확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기술 기반 Unmet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구축
Aski 인공지능 솔루션이 설치된 기업/기관 및

개인 고객의 환경, 언어, 행동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고도화 및 AGI* 개발
아스크스토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인공지능을

통합한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으로 위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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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Artificial 
Intelligence.

1억 건 이상의
공간 학습 빅데이터 보유

9년간의 지속적인
기술 안정화 및 상용화를 통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술의 차별성
Multimodal AI Solution 탑재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서비스 적용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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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our Story
20

13

아스크스토리 설립

20
14

신한캐피탈투자유지

20
16

지능형자동온도조절장치
myOndo 제품출시

20
17

• 중진공 2017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선정
• 크라우디펀딩투자유치달성
• 현대통신외에어멀티센서 IoT 디바이스 개발계약체결
• SBA 엑셀러레이팅 사업선정
• 정보통신사업진흥원 SW 수출마케팅지원사업 선정

20
18

• [한국정보화진흥원] 환경빅데이터 네트워크전문센터구축사업참여
• [정보통신사업진흥원] IoT 기반일체형전자감독장치 검증사업참여
• 케이웨더(주), (주)대림코퍼레이션과 업무협약체결
• KIC 실리콘밸리 K-Global 300 기업선정

20
19

[법무부교정본부] 
인공지능을 활용한수용자관리시스템개발사업선정

20
20

• [서울시강남구청] 코엑스강남힐링센터 다기능공기질
개선장치및스마트환경제어 시스템설치

• 통합재난업체 온품과인공지능파트너쉽계약체결
• ㈜대림과스마트홈기반인공지능공동 R&D 협약체결

20
21

• 케이토토인공지능기술솔루션제공협약및계약체결
• 한-러혁신플랫폼우수기업선정
• ㈜대림지능형원격검침시스템개발계약체결
• ㈜에스원협력사기업선정
• Osnova & 모스크바혁신청 업무협약체결

20
22

• ㈜엔에프지능형통합관리시스템개발계약체결
• ㈜대한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AI 개발협약체결
• Osnova & 모스크바혁신청 & Russia university of 

Economics PoC Agreement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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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SKILL

권지훈
CEO / CTO

주요 경력
• 現 AskStory 창업 및 대표이사
• 前 삼성전자 갤럭시 핵심 개발 담당

- Google 및 Texas Instruments와 협력, Galaxy Nexus, Premier, Grand 등 프로젝트 완수 (최연소 팀장 TL)
- Auto focus 관련 SW 핵심기술적용 업무 수행
- 삼성 스마트폰 Galaxy S1 초창기 멤버로 개발 참여 및 개발 완수
- 전체 삼성전자 동영상 SPEC 구축 – 최지성 부회장 초청 수상 S2, S3 ,Tab 개발 관리자 발탁
- 무선사업부 병영특례 최연소 입사

학력
• Imperial College London 전기전자, 석사
• Imperial College London 전기전자공학, 학사

자격증/수상경력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표창 청년기업인상 수상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추천서 획득
• 국제트리즈협회 TRIZ 국제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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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전문가 및

경영.전략에 대한 검증된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Key Members

TEAM
SKILL

권 승 현
CIO

학력
Imperial College London 
전기전자공학, 석사

주요 경력
㈜ 팬택 연구개발 담당
- Protocol SW 개발

학력
영국 Barking college

제품디자인 학사

주요 경력
디자인그리 대표이사
디자인뮤 이사
(2018),(2016) Reddot Award
(2017),(2016) Good design
최우수상

여 승 윤
CDO

학력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주요 경력
前 대림산업 정보시스템
前 대림코퍼레이션

기술연구팀, 마케팅팀

윤 일 한
CSO

학력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학사

주요 경력
前 ㈜나인비즈
前 윤디자인연구소
前 켐아이넷

류 두 현
수석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

주요 경력
㈜ 슈퍼스타 소프트웨어
㈜ 한글과 컴퓨터
㈜ 한국정보공학
㈜ 현 소프트

황 지 용
고문



9

Platform 구축 / 특허 / Awarded

WHY CHOOSE
US

인공지능 기반의 Autonomous building solution을 지원하는
위치 및 환경정보 기반의 자동제어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
으며 관련 특허를 확보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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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및 상용화된 인공지능 솔루션

WHY CHOOSE
US

9년간의 기술 개발 및 정부 과제 사업을 통한 1억 건 이상의
공간 학습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된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분류 및 예측 신경망 모델 구현

02

01
복합클라우드시스템

02
데이터라벨링및전처리시스템

03
빅데이터시각화시스템

04
통합공기질관리시스템

05
솔루션관련기술가치평가서및최종평가확인증

(KCL 및중기청성공검증)

06
1억건이상의공기질관련 / 생활패턴빅데이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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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 적용, 확장성에 대한
기술차별성 보유

WHY CHOOSE
US

자사의 솔루션은 시공간(Spatio-Temporal)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수 Feature Extraction Framework에
Multimodal AI Solution을 탑재 가능한 기술 차별성 보유

03

국내 H사 해외 N사 AskStory

데이터 Continuous / Discrete (Temporal) Continuous / Discrete (Spatio Temporal)

데이터 처리 / 저장공간 클라우드 클라우드 / On-Device

Feature Extraction 
Framework DATA 통계 기반 특징 추출

DATA Fission을 기반한 특징 추출
WIDE & DEEP Multimodal Data Fusion

인공지능 모델 강화 학습
Multimodal AI Solution

(다양한 신경망을 DATA Fusion)

적용가능 공간 외부 네트워크 단절 시 사용불가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 모두 사용 가능

확장성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12

인공지능 엔진(Aski) – 통합 환경제어 시스템

WHY CHOOSE
US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으로
Autonomous Building Solution을 위한 통합 플랫폼 Aski 엔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04

LBS Pattern
실내외 행동패턴 분석
예측 기반 관리감독

Energy
실내외 환경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온습도 및 살균제어

Semantic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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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통합실내 공기질 관리,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관제, 빅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기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IaaS
AI as a Service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

지능형 빌딩 솔루션지능형 통합 환경 시스템
생활패턴 분류 및 예측

패턴에 따른 자동 통합 제어
실내 위치 측위 보정 시스템

행동패턴 분류 및 이상징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 빌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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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통합 환경 제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Autonomous building solution을 지원하는 위치 및 환경정보
기반의 자동제어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특허를 확보함

에너지절감

26.7% UP

공기바이러스살균효과

99.9%

바이러스
감염 방지

맞춤형
공기질 제공

온/습도 등 실내외 환경 데이터
스케쥴 등 사용자의 조작 패턴

사용자의 물리적 조작패턴
사용자 입력 데이터

IoT기기 및 센서기반 데이터 수집

생활패턴 스케쥴 및 선호환경 도출
생활패턴 선호환경 벡터추출 및 그래픽 도출
군집 및 기계학습

통합 실내 공기질 관리 기기 자동제어

개인별 쾌적지수 도출 알고리즘
재실,수면,공실 등 생활패턴 분류용 기계학습

Aski 인공지능
엔진 기반
지능형 분석

생활패턴 추출 및 선호환경 추천

기기제어
냉난방기기

살균기/공기청정기
기타 연동 가전기기

딥러닝

01

02

03

04

기대효과

Service 01



실내 공기질 안전성 & 쾌적성
실시간 Tracking

최적 환경 제어를 위한
Pre-Conditioning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정보 제공

공기질 센서를 통한 세균, 미세먼지 수준 등을
파악하고, 마이온도(myOndo) 기반 온습도, 사
용자 행동 실시간 모니터링

Aski 인공지능 기술 기반 예측과 판단을 통해
냉난방 및 공기질 살균 설비 자동 제어

살균, 미세먼지 기반 청정 수준, 온습도 쾌적
수준 등을 정량화하고, 현재 환경의 특이사항
등 판단의 근거 제공

Service 01
통합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은 공기질 센서 및 마이온도(myOndo)를 통해 실내 공기질
안전성 및 쾌적성을 판단하고 다기능 공기질개선장치 제어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공유

SYSTEM PROCESS

15



Service 01 SYSTEM PROCESS

16

지능형 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인공지능 공간 학습을 통해 재실 예측, 공간내 환경 지수를
예측 하여 최적의 공조기기를 제어하고 이를 지능형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구성.

16

공간학습 기반의 재실 예측

통합 환경 지수 현황 및 예측

창업진흥원 실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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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및 시니어 시설

강남구 강남힐링센터(코엑스)1

2

3

4

RECENT PROJECT

분양 및 입주 단지 적용

공동주택 스마트홈 연계서비스

데이케어센터 프랜차이즈 표준 적용

시니어 데이케어센터

공동주택 관리회사와 포괄 협력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공동주택, 공공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최신 살균 및 청정 설비와 결합한 안심청정 제어시스템 개발 및
실적 확보를 통해 전략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음

1 2

3 4

Servic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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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Service 01

AI Engine

인공지능
분석 서버

Big Data

Big Data
분석 서버

Application

Application
서버

API 연동

Controller

냉난방기기

환기시스템

공청기, 제습/가습기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APP(사용자)
대시보드

(사용자/관리자)

공기질 센싱 디바이스

(환경부 성능인증 1등급

온습도, Co2, 초/미세먼지, TVoCs)

마이온도

(온습도, IR, Doppler)

산소발생기

기타 3rd Party 공조기기

지능형 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AI+IOT 플랫폼으로서 공간내 환경, 행동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각종 센싱 디바이스 호환 연동 가능하며, 각종 공조기기들도 호환 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측정 및 AI 제어 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됨.

공조기기 (HVAC)

유무선

지능형 통합환경제어시스템

Gateway
통합 환경 감지 센서

행동패턴, 실내위치측위 센서
(Radar, Doppler)

바이러스 탐지 모듈
(2023년 개발 연동 예정)

Sensing Devic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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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융복합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

Service 02 AIaaS : AI as a Service

자동버스노선추천시스템

배당률예측시스템

Metaverse I 메타버스

풍수해예측시스템

AI 기반직무역량평가시스템

나주시에 도농복합역을 대상으로 BIS를 이용한 Ai기반의 맞춤형 운행 최적화 시스템 개발
사이텍, 광기술원

스포츠승부를예측하고실시간배당률계산시스템개발
케이토토

메타버스기반 NPC 지능향상시스템개발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및빅데이터기반고정밀풍수해위험도예측시스템개발
행정안전부,단국대학교등

인공지능 기반 채용 평가 시스템 기술 개발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
고도화



Service 02 AIaaS : AI as a Service

에너지사용량 예측 서비스(안)

① 우리집은 현재 적정 수준으로 사용중일까?
- 단지 평균 대비, 동일 평형 대비
유사 분류 단지 평균 대비

② 우리집 누진 단계 예상과 누진 2단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 현재 누진단계
- 누진단계 도달 일 예측
- 누진 단계 회피용 절감 가이드 추천

(예: 일 kwh 절감 활동 제안)

③ 당월 추정 전기요금 (시간/일 단위 갱신)?

④ 누진 단계 회피용 절감 가이드 기준 절감액은?
(예: 3단계 적용 420kwh vs. 2단계 적용 390kwh

누진단계 회피에 따른 예상 절감액 : 00,000원

대형건설사 및 원격검침 업체 와 공동 연구개발 하여 인공지능 전기량 수요예측
시스템을 개발 하여 전기량 예측 및 누진단계 도달일 예측, 절감가이드를 추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대간 전력거
래 및 정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



Service 02 AIaaS : AI as a Service

API (Restful/Web Socket …..)

Security 
Module

Data Ingest

Data 
Lake

딥러닝 엔진

클러스터 컴퓨팅 엔진

스트리밍 컴퓨팅 엔진

지식맵 Cross Domain
Collaboration

데이터 분석, 예측 및 탐색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조회 상세 검색

Data
Manager

Cloud 
Platform

AI 게임 PICK 예측 계산기 OCR자동분류

ASKI 
Engine

“ASKI 
Engine”를
활용하여 AI 
승부예측
시스템을
개발

인공지능 승부 예측 배당률 솔루션

스포츠토토 前 위탁사업자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승부 예측 배당률 솔루션을 개발
하였으며, 해당 솔루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베팅 정보 제공 플랫폼을 개발

인공지능 베팅 정보 제공 플랫폼

ASKI Engine
(AI Engine)

AI Cor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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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패턴정보

CCTV 실내위치정보

KIOSK 사용이력

행동이력

음식섭취정보

심박등생체정보

의료, 진료기록정보

Native Bayes Classifier

SVM Multi Class

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

Convolution Neural Network

행동패턴 예측 및 분석

실내외 위치정보 추적 및 보정

비정형 행동 예측
사고발생 가능 행동 관리

관리자 모듈 기반
착용자 점검 및 관리

디바이스기반데이터수집 Aski 인공지능엔진기반지능형분석 행동 / 생활및사고예방 기대효과

사고발생 가능성 최소화

관리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사람의 행동을 실시간 Tracking 및
분석하여 비정형 행동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하여 관리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자 모듈을 통해
실시간 관리하며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지능형 디바이스 및 실내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 저감 및 생활 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Service 03 지능형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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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내소속빌딩확산
국내 레퍼런스 기반 스마트 빌딩 관제 시스템 구축 판매를 확산

02.유라시아및동남아시아중심시장확대
유라시아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전략적 파트너와 협업하여 태국 중심으로 시장 확대
CES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스마트 빌딩 인지도 제고

03.전세계빌딩중심독점적지위확보
스마트 빌딩 도입을 통하여 운영 효율설을 높이고 싶은 민영 기업 중심 시장 확대
스마트 빌딩 도입 레퍼런스를 확보 / 전세계 빌딩으로 타겟 확대

Service 03 지능형 빌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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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www.askstorygroup.com

WEBSITE

02 538 7988

PHONE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2길 23-13, 2층(양재동,엄지빌딩)

ADDRESS

R&D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8길 47, AI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skStory will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nd lead this generation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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