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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is your Virtual Assistant 



Virtual Assistants are the next thing 

- GART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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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User Interface: You must be prepared 

“Geeks want machines that do things without asking. 

But what makes good AI is good communication with the user.” 

- THE WALL STREET JOURNAL - 



Platform 



Clova Platform 

Clova Clova Device . Mobile Clova Contents . Services 

Clova Interface Inhouse Built in 

2nd / 3rd Party 2nd / 3rd Party Clova Brain 

Clova Voice 
Voice Recognition + Voice Synthesis 

Clova Conversation 
NLU, DM ... 

Clova Vision 

 

Clova Interface Connect 
 

Clova Extension Kit 

Recommendation NMT 

Mobile Apps Contents 

Mobile Apps Contents 

Devices 

... 

Services 

... 

Devices 

... 

Services 

... 

Other Apps / Devices Other Contents / Services 

Other Apps / Devices Other Contents / Services 

+ + 



Clova Interface Connect 

하드웨어 제조사와 IoT 업체들의 제품에 Clova 플랫폼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 스피커, 마이크 등 온라인에 연결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에 Clova를 

연결해 음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 제품과 Clova를 연동하여 Clova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활용 

 

! API, SDK 제공 예정 

!! 지원 언어: 한국어, 일본어 

https://clova.ai/ko 

https://clova.ai/ko


Clova Extension Kit 

https://clova.ai/ko 

3rd Party 콘텐츠 또는 서비스 개발자, 혹은 회사들에게 

Clova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는 디바이스에서 

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 콘텐츠/서비스 Extension을 Clova 플랫폼에 쉽게 추가 

• 공개된 API를 통해 새로운 음성 기반의 AI 서비스를 구현 

• Clova가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API, SDK, 샘플 코드, Integration Guide 제공 예정 

https://clova.ai/ko


Platform Map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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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echnologies 



Our Core Technologies 



Technologies: Voice Recognition 

구글, 애플 대비 한국어는 우위, 일본어는 우위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네이버 앱 음성검색, Papago 통번역 앱, 네이버 지도(내비게이션) 앱 등에서 서비스 중 

한국어, 일본어 음성 인식 기술 고도화 및 화자 인식 기술 개발 진행 중 

평가기준 •Data set : Papago의 일상 회화 문장 

•근거리(스마트폰), 조용한 환경, 낭독체 

Korean Japanese

Naver Apple Google



Technologies: Voice Synthesis 

구글 상용 솔루션 대비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에서 우위  

네이버 뉴스, 어학사전, Papago 통번역 앱, 유인나 오디오북 등에서 활용 

현재는 낭독에 적합한 목소리이나, 감성까지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 개발 중 

평가기준 
MOS (Mean Opinion Score,  

5점 만점 주관적 음질 평가) 

•객관성을 위해 외부 업체가 평가, 원어민 남녀 각 15명 (총 30명) 

•평가 문항 : 임의로 선택된 낭독체 20문장을,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번역기 음성 합성음 추출 

•비교 대상 : Naver ,Google, Voiceware(Ba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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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Image Recognition 

얼굴 및 성별 인식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 또는 동등 

평가 기준 
내부 Benchmark Test 

•각  사의 Image recognition engine에 동일한 data를 적용하여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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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Largest Player with Contents, Services in Korea 

Contents, 
Services 

Home  
Control 

Messenger 

Entertainment 

Music 

Kids Contents 

Recipe 

Language 

Search 
Local Info. 

News 

Commerce 
Clock 

Calendar 

Free talk 

Traffic Report 

Weather 
Forune 

Health 



오늘 서현동 날씨는 맑고,   

최고 28도, 최저 22도 입니다.  

어제 보다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입니다. 

네. 20분 후로 알람을 설정하겠습니다. 

뭐 입고 가지. 

오늘 날씨가 어때? 

그래? 시원한 옷으로 입어야 겠네… 

아 근데 지금 몇시나 되었어? 

늦겠다! 20분 후에 

꼭 출발 하라고 알려줘! 



네 성시경의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네 소금을 약간 넣은 물에 13분 동안 

삶으시면 됩니다. 타이머 맞춰드릴까요? 

네 타이머 시작합니다. 

(여) 성시경 노래 틀어줘. 

(남) 파스타 면을 

삶으려면 몇분 기다려야 해? 

(남) 응. 맞춰줘. 



(알람) 띠리링 띠리링~ 

아~~벌써 일곱시 인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네요! 

3월 24일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 하겠습니다. 

12시반 친구 현정과 점심, 2시 예린이 유치원  

선생님 면담, 4시 한의원 예약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현재 뉴욕은 새벽 5시반 입니다. 

앗! 오늘 케빈 생일이네! 

지금 뉴욕이 몇시지? 

아. 그럼 세시간 후에, 

‘케빈에게 전화하라’고 알려줘. 

네. ‘케빈에게 전화하기’ 

세시간 후에 알림하겠습니다. 



(엄마) 얘들아~ 우리 영어 대화하고 놀까? 

영어 공부모드 시작! 

(아이) I’m really excited to 

visit the zoo this afternoon. 

Hi there. 

How are you doing today? 

Wow! That sounds fun. There are  

tigers and elephants at the zoo. 



(아이) 엄마~ 동화책 읽어주세요~ 

네. 지난번에 읽었던 피터팬 

동화책 읽어드릴게요. 

(엄마) 그래~ Clova 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할까? 
샐리, 동화책 읽어줄래? 



Apps and Devices  



Clova App 

Clova App 

Beta Launching in Korea  
(MAY. 2017) 



WAVE 

궁금한 것, 이젠 말만 하세요 

쉽고 빠른 음성검색과 네이버 검색기술 기반의 실시간 정보제공 

오늘 날씨엔 이런 음악 어때요? 

요청한 음악 뿐 아니라, 화자 별 취향과 상황을 고려한  
추천 음악까지, 풍부한 음악감상 

굿모닝! 오늘 하루를 브리핑 받고 상쾌한 음악으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날씨, 일정 등 내가 지정한 정보를 브리핑 받고  
기분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 

음성 메모, 그 이상 

To do 리스트나 꼭 기억하고 싶은 정보 등을 음성메모로  
저장하고 내가 지정한 시간에 리마인딩 까지 

지금부터 영어로 대화! 

영어대화 모드로 전환 시, 영어 프리토킹을 통한 학습 기능 

부모가 바쁠 때도 아이의 친구가 되어줘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와 동요 프로그램 



END OF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