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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비즈니스

인공지능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베이’





1. 정통적인 대면 업무를 디지털 기술로써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

2. 비대면 업무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 완화

3. 관련 산업 규제 완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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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도입 뉴스



출처: https://centricconsulting.com/blog/2018-digital-trends-future-of-voice-user-interface_mi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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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set: Papago의 일상회화 문장
• 근거리(스마트폰), 조용한 환경, 음절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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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a사 b사

FA FR

• FR Test : 주화자가 등록 후 여러거리 및 방향에서 발성하여 측정, 
조용한 사무실 환경

• FA Test : 타인이 여러거리 및 방향에서 발성하여 측정, 조용한 사
무실 환경

• 음절단위 90% 이상의 인식률



Clova 음성 합성 기술, nVoice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nVoice 기능은 현재 네이버 뉴스, 지도, 사전, PAPAGO에서 사용 중이며, 

Clova 앱과 스피커에서는 몇 시간의 녹음만으로도 완벽하게 구현된 유인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제약 없이 자연스러
운

합성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와 도메인을

지원하는 데 적합합니다.

도메인에 맞게 특성을 살린 최고품
질의 합성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ova 스피커의 유인나 목소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LINE CARNAVI

• Clova Voice• Clova 음성 합성 기술, nVoice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
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nVoice 기능은 현재 네이버 뉴스, 지도, 사전, PAPAGO
에서 사용 중이며, 
Clova 앱과 스피커에서는 몇 시간의 녹음만으로도 완
벽하게 구현된 유인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lovadubbing.naver.com/

https://clova.ai/speech



2022년까지 글로벌 안면인식 시장은 매년 20% 성장이 예상돼 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
측



• 2018년 기준 스마트폰의 약 94%가 지문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2023년에는 90% 가량으로 떨어
질 전망이며, 이는 얼굴인식 기술으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공인인증서를 폐지 후, 2017년 카카오뱅크가 사설인증서를 도입한 이래 금융권에서 사설인증
서 도입이 증가 중 -> 생체인증, 블록체인 기술추가, 디지털신분증(자격증명)시장 확대 중





• 다양한 디바이스/OS 지원, 
• 얼굴 등록 및 인식을 위한 API 제공
• 단말과 서버간 암호화 통신
• 사진 1~20장만으로 추가 학습 없이 인식 가능

• Detection & Landmark 정확도: 99.99%(LFW 기준)

• Recognition & Verification 정확도: FAR 0.1%

• Detection & Landmark 속도: 25FPS (CPU)

• Verification 속도: 0.1초 이내 (CPU)

• 타사 적은 용량으로 스마트폰 로컬에도 탑재 가능

• N사 40MB vs. Clova Face 약 3MB (2020년 3월 기준)

• 비싼 GPU 장비 없이 CPU만으로도 구동 가능

99.99%

40 MB

3MB

타사 모듈 Clova Face



AI SUMMIT 2019DEVIEW 2019 LINE DEV DAY 2019

| 금융 서비스용 본인 확인 (라인페이)

| 안면인식 출입 및 결제 (진행중) – 네이버의 모든 사내 서비스 이용

| 안면인식 체크인 서비스 적용

| 인물별 동영상 자동 편집 (VLIVE)

신분증 사진과 등록 이미지
인물 사진 비교 확인
(계좌 개설시 인증)



[Grand View Research 참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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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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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문서의 템플릿
을 생성해 추출할 폼
지정 가능

• 분류된 문서 폼 이름
과 값 추출



• 데이터 추가 학습을 통하여 요청한 문서에 대해 더 가
볍고 빠른 특화 모델을 제공가능

• 영수증, 명함, 신용카드 대상 특화 모델 보유

• 신용카드 모델: 거의 정확한 인식률, 양각/인쇄타입 모
두 대응

• OCR 세계 경진대회에서 1위 : Post-OCR, Art 대회

• OCR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CVPR, NeurIPS 학회 등
논문 게재 (참고 1)

• 활자체의 경우 86.9%, 손글씨의 경우 타사 대비 1.6배
이상 월등한 정확도

• 개인 메모, 성경 필사 등 손글씨로 작성된 5만여건 데이
터 기준

• 2019년 한글 손글씨 공모전을 통해 256글자로 11,172
글자 생성 (참고2)

1위
OCR세계경진대회

86.9 %
73.8%

83.33%

47.01%

Clova OCR 타사 OCR

Demo : https://demo.ocr.clova.ai/



Clova OCR은 파파고에 탑재되어
사진을 찍으면 문자를 인식하여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WON 뱅킹

https://clova.ai/ocr







Clova Chatbot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알맞은 답변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대화형 AI 서비스입
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모델 개선으로 최적의 대화 모델을 설계하여,

말을 잘 이해하고, 똑똑하게 답변할 수 있는 챗봇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채널 지원우수한 한국어 자연어처리 직관적인 대화 시나리오 작성 도구





- 아웃백 스테이크 미금점 (031-715-1741)

- ARS를 통해 1차 응대 , 2차 응대로 사업자 전화 연결 가능



- 전화 예약 ( 예약 인원수, 예약 날짜, 시간대 맞춤 예약 가능)

- FAQ 응대 ( 인기 메뉴, 주차 안내 등)



- 성남시 관할 보건소 전체 적용 (3/9)

-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하루 2번 자동 전화 후 응답

기록



- 일 2회 능동감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발열여부, 체온, 기타 증세 질문

- 응답 기록은 시스템에 로깅 후 보건소 담당자 확인

- 이상이 있을 경우 문자/메일 알림

관리
도구

https://clova.ai/aicontactcenter





비전

OCR

안면인식

비디오

음성인식

음성합성

NLU

데이터

NAVER
CLOVA

Speech to Text
미디어 트랜스크립션

챗봇 솔루션
컨택센터 AI

1시간 음성합성
목소리 스타일 변환
Clova Dubbing

Active Learning
Federated Learning

3D 아바타
비디오 인덱싱 및 검색

Face Recognition
Face Sign Platform*

eKYC (본인 인증)*

General OCR
Type OCR

(영수증, 신용카드, 등)

비쥬얼 검색
(패션, 상품, 음식,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