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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는 네이버/라인의 인공지능 기술 브랜드로,

NLP, 음성 인식 및 합성, Vision, OCR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VA Chatbot

CLOVA OCR

CLOVA Video

CLOVA Speech

CLOVA Vision

CLOVA NSML

CLOVA Voice

CLOVA Face

CLOVA
Text Analytics

CLOVA AI for Contact Center

CLOVA Business Analytics

CLOVA AI for Document Insight

CLOVA AI for eKYC

CLOVA AI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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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AI Business는
네이버, 라인의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라인 서비스의 경험 최고의 AI 기술력 국내 최대 데이터량

네이버와 라인의 다양한
상용 서비스에 사용되어
검증 받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학회와 연구자들에게
인정받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라인의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모델을
제작합니다.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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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AI for Contact Center
클로바의 AI 기술로 기존 고객센터 응대를 보완하거나, Cloud 기반의 AI 고객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챗봇, 음성 인식, 음성 합성,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을 결합하여

고객센터의 기본 응대 및 상세 응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모듈을 통해 전화번호 발급, AI 상품 연동 등의 고도화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통합 솔루션

고객센터의 전체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음성인식, 음성합성, 챗봇, OCR , 텍스트 분석 등
AI 솔루션 빌더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 관리도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는 경우,
전체 솔루션의 일부만 먼저 적용하거나,

일부 비즈니스부터 모듈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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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클로바 AI 고객센터 솔루션은 기업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고객 응대에 최적화된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와 모바일 앱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AI 고객센터 솔루션의 일부, 또는 전체 기술을 적용하여

대화 플랫폼을 형성하고, 고객과 기업이 모두 만족스러운 이용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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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바의 뛰어난 음성인식, 음성합성, 챗봇, 텍스트 분석 기술을 엮은 CLOVA AI for Contact Center는

귀사의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CLOVA
Chatbot

CLOVA
Voice

CLOVA
Speech

CLOVA 
AI for Contact 

Center 

CLOV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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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AI�for�Contact�Center�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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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Chatbot
CLOVA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알맞은 답변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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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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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우수한 한국어 자연어처리 손쉬운 제작과 운영

• 네이버, 라인의 실서비스에 적용된 우수한 한국어 엔진입니다.

• Intent/Entity 뿐만 아니라 자연어 이해를 통해 실제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찾는 고도화된 엔진을 제공합니다.

• 우수한 형태소 분석, 품사 · 개체 태깅(Tagging)이 가능합니다.

• 어미, 조사 변화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화/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 직관적 설계 도구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챗봇 제작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모든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답변 만족도가 낮은 대화에 대해

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대화 및 챗봇과 연동된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 대화 세트에 없는 질문은 지식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Pre-built 된 일반 대화 세트를 제공합니다.

똑똑한 답변 기술

• 사용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의도로 파악되는 복수의 대화를 제안합니다.

• 문장 요소가 생략된 연속적인 대화에서도 이전 대

화의 맥락을 파악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문, 예약 등의 복잡한

태스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

다.

• 사용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메신저와 플랫폼 연동
을 지원합니다.

• CLOVA 플랫폼을 활용해 음성인식과 합성 기술을

챗봇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메신저: LINE, LINE WORKS,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별 응답 다변화 가능)

• 고객의 웹사이트, 외부 API 및 레거시 시스템 연동

지원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 지원

• 언어별 특징에 맞는 최적화된 알고리즘 모델을 기
반으로 여러 국가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 지원 언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

중국어(간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다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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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및 시나리오

실제 적용 서비스 활용 가능 영역

Kantan Help (라인 간단 헬프)

증권

인공지능 상담원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 상담원이 24시간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INE 간단 헬프는 고객 문의에 대해 AI가 답변을 해주는 LINE

의 공식 계정 중 하나입니다.
CLOVA 챗봇 빌더를 사용하여 고객문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제어

챗봇과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원격으로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약, 주문 챗봇

CLOVA 챗봇과 연동된 웹사이트나 메신저에서 사용자가 문의, 주문,

결제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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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Speech
CLOVA Speech는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음성 신호의 파형을 분석해 사람의 음성 언어를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CLOVA의 음성 인식 기술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어 인식,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화자를 분류하고, 화자에 따른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화자인식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음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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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Speech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음성인식, 화자인식 모델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최고 수준의 인식 능력

다양한 언어, 도메인 지원

커스터마이제이션

• 한국어, 일본어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식 능력을 제공

합니다.

• 네이버의 풍부한 데이터 활용

• 다양한 환경(실내, 차량, 전화 등)에서 안정적인 품질

을 보장

•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간체, 스페인어, 프랑스

어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도메인에서 네이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
로 뛰어난 모델을 제작합니다.

• 음성 인식 기능에 대한 Customization 

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자인식 능력

• 음성으로 화자를 구분하고, 화자에 따른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 고도화된 화자인증/식별 알고리즘으로 화자 인식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 일본향 프렌즈 스피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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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및 시나리오

실제 적용 서비스 활용 가능 영역

디바이스 제어

IoT 기기에서 원격으로 TV나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제어합니다.

정보입력, 검색

예) 의료 - 음성 인식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을 통해

음성으로 환자의 의료 관련 정보를 입력

예) 자동차 - 음성 인식을 통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를 작동

사용자 맞춤 서비스

화자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그린닷

음성인식

CLOVA Speech는 CLOVA의 다양한 스피커에 적용되어 성공적

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자막

뉴스 등 방송 영상의 대사를 손쉽게 자막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라인 CARNAVI

CLOVA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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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Voice
CLOV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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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와 도메인을

지원하는 데 적합합니다.

NES
(Natural End-to-End Speech Synthesis)

도메인에 맞게 특성을 살린 최고품질의

합성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OVA 스피커의 유인나 목소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HDTS
(Hybrid DNN Text-to-Speech)



Public

CLOVA Voice는 네이버의 서비스에 직접 사용되는 우수한 목소리 합성 모델입니다.

특장점

짧은 녹음파일로 구현하는 우수한 목소리 서비스 연동

• -

네이버의 음성합성 노하우 발화 커스터마이제이션 지원

• 40분 정도의 녹음만으로 상용화 가능 수준의 합성 결과를 만

들어 낼 수 있습니다.

• 머신러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성합성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

여 자연스러운 음성합성을 제공

• 고객센터와 같은 음성 서비스 및 스마트 스피커 등의 기기에

서 자연스러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초대형 상용 서비스인 CLOVA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성합성 모델을 제작, 제공합니다.

• 예외 처리, 특수 발화 처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 발화 중 일시정지, 볼륨, 속도, 피치, 음색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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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및 시나리오

실제 적용 서비스 활용 가능 영역

음성 합성 콘텐츠

좋은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나 기업의 모델 목소리를 기반으로 합성 음성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등 반복적인 응대 필요한 환경에서,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운

합성 음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콘텐츠

파파고, 네이버 어학 사전 등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 정보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VA Voice는 CLOVA의 다양한 스피커에 적용되어 성공적으

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VA 서비스

Gatebox는 CLOVA Voice를 활용하여 ‘히카리’ 캐릭터 일본어

음성을 제작,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성을 가진 파트너

별 캐릭터를 제작하여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라인 CARNAVI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