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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I가상음성합성

IVO 솔루션



매번
텍스트만입력하면
32,000hz의 로

를마음대로

#1 : IVO 솔루션 소개



IVO는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

음성합성(TTS)솔루션입니다. 

비즈니스에최적화된

다국어커스터마이징기능으로

가상음성을제공합니다.

IVO

(AI Voice)

48개의 문장, 30분 학습만으로도 32,000hz 수준의 고품질 가상음성 생성이 가능

로만들어내는
입니다.

다국어제공가능

글로벌서비스진출을

위한다국어서비스

(영어, 스페인어등)

합성오디오생성

오디오서비스에필수요소인
텍스트자동생성서비스

플랫폼서비스에활용

다양한이미지/영상등에

적용이용이한서비스

#1 : IVO 솔루션 소개



30분

IVO가 인간의 음성을

공부하는 시간

48문장

적은 양의 음성데이터로

가상음성 학습

10분

IVO가 가상음성을

만들어내는 시간

32,000hz

인간과 가까운 IVO의 목소리

커스터
마이징

고객 요청에 따라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음성합성 엔진

투자형기술평가 부분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TI-2 평가등급” 획득

* 나이스평가정보 발행

으로인정받은 AI 음성합성기술
입니다.

#1 : IVO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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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활용사례



#2 : 수행 역량/활용 사례

국내 최초 AI가상음성 네비게이션 구현

국내 최초 AI가상음성 바이블 구현

최소 48문장을 30분 학습

다양한 기업 상용화 서비스에 적용하여 검증된 품질

세계최초 32,000hz

고품질 가상음성 상용화

출처 : 언론보도자료 및 실제 서비스 사용을 통해 자체 파악
* 제시된 예정 소요시간을 문장별 소요시간으로 역산하여 계산

학습 문장 48문장(2022.01) 70문장(21.01) 900문장*(22.03)(1~2시간) 76~460문장(22.03) 20문장(2022.03)

학습 시간 30분 16시간(책 10권 분량) --- 2시간 2시간

KT Naver Clova Lyrebird(Canada) Replica(Australia)Xinapse

제공 품질 32,000hz(2021상반기) 24,000hz 24,000hz 44,100hz 24,000hz



어떠한 상황(오디오북, CRM. 스마트팩토리 등)에서도 자연스러운 음성 제공

이필요한상황에
기술을적용해보세요.

#2 : 수행 역량/활용 사례

실제와가장유사한 으로
를

고객에게전합니다.

오디오북콘텐츠

직접
셀럽의가상음성으로

를제작합니다.

광고콘텐츠제작

감정/페르소나를부여하여
구현이가능한
를제공합니다.

영어교육콘텐츠

완성차에탑재된
가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알려줍니다.

완성차인포테인먼트/네비게이션시스템

특수제작된
가

을진행합니다.

대형건물, 공공장소. IoT등

가
관람객에게

를설명합니다.

지자체행사/미술관투어등

이
불편한골짜기없이
고객의 해줍니다.

AICC(AI Contact Center)

가필요한소식도
이실시간으로

현장소식을알려줍니다.

긴급속보/다국어방송등에활용

에 AI 목소리가
임베드되어

에게알려줍니다.

스마트팩토리



IVO는 을위한
최적의 입니다.

#2 : 수행 역량/활용 사례

IVO솔루션 경쟁사 TTS

녹음/합성 시간 48문장/30분 (지정된 유닛 사용)

목소리 특징 실제 성우가 녹음한 듯한 목소리 기계적인 목소리

커스텀 기능

• 신규 목소리 유닛 생성 가능
• 감정/페르소나 부여
• 스피드 조절
• 피치 조절

• 한정된 목소리 유닛
• 스피드 조절
• 피치 조절

합성 가능 여부
2인 이상의 목소리를 합성하여
브랜드 신규 목소리 생성 가능

-

경제/경영 분야 샘플

시/에세이 분야 샘플

유아 분야 샘플

[  ]
경쟁사 대비 실제 사람이 녹음한 목소리 수준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제공 가능

[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그렇게 한 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시/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기분을관리하면인생이된다 (김다슬)

부의추월차선 (엠제이드마코)
부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진정한

부를 몸으로 느꼈을 때였다. 언제인지 짐작이 가는가? 그 순간은 내가
처음 람보르기니를 뽑았던 날이 아니다. …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  ]
구름빵 (백희나)

"일어나 봐, 밖에 비 와." 나는 동생을 깨워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였어요. "이런, 늦었군, 늦었어! 비 오는 날은 길이 더 막히는데!“

(유야 분야 베스트셀러)
※ 경쟁사 TTS 샘플은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백그라운드 음원이 재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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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VO는 를구현하여
TV CF/네비게이션/플랫폼콘텐츠까지 을생성합니다. 

전국 59,000개
도로안내데이터를가상음성네비게이션으로구현

40분녹음 133만자
성경전권을 40분만에가상음성으로완성

컴투스광고음성재현
故최동원의음성을 AI가상음성으로재현

야놀자 TV CF 송출
AI송해선생님의가상음성송출

#3 :Reference

송해 선생님
전국노래자랑 MC

양동근님
가수·연기자

남보라님
연기자

안영미님
코미디언·MC 

이무진님
가수(싱어게인)

손성윤
연기자

• 총 20건 이상의 가상 음성, 영상 복제/합성 생성으로 AI휴먼 기술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증명

•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협약을 통해 연내 100명(다양한 성별/세대) 이상의 연기자들의 AI가상음성 생성을 진행중

주요레퍼런스 주요목소리참여셀럽



한문철님
변호사

이무진님
가수(싱어게인시즌1)

안영미님
코미디언∙MC

박지윤님
성우(겨울왕국안나등)

유현주님
프로골퍼

Collaborated with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을 통해

다양한 셀럽의 AI가상음성으로 길안내 서비스 제공

도로안내데이터를

서비스로구현하다.

#3 :Reference

https://www.youtube.com/shorts/xyL5Js7H5oE


오디오
성경

팟캐스트 음원오디오북

• AI가상음성 바이블, 팟캐스트, CCM, 오디오북 등 다양한 듣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

• 국내 교단을 총라하는 존경받는 목회자, 교회 등이 적극 참여

시작으로
글로벌오디오콘텐츠플랫폼으로.

Collaborated with 

#3 :Reference

https://www.biblely.ai/


웹툰 기반의 모션그래픽 콘텐츠 제작 시

감정표현이 가능한 AI가상음성으로

등장 캐릭터의 대사를 처리(본 영상은 R&D 중인 초기 버전으로 자체 테스트를 위한 샘플 영상)

모션그래픽 가
이실린 으로
를말하다.

Collaborated with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의 40분 학습데이터로

성경 전권 분량의 AI가상음성 바이블 제작

(354만 조회) *일반도서 12만자

녹음만으로
의성경전권을

가상음성으로완성하다.

Collaborated with 

#3 :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RF_Oa6NasvA


컴투스 프로야구 V22 TV광고 영상에

故최동원의 음성을 AI가상음성으로 재현

프로야구
(1958.05.24~2011.09.14),

인공지능으로 하다.

Collaborated with 

JTBC의 제20대 대선 개표방송을 통해

故박정희, 故김영삼, 故김대중, 故노무현

前 대통령의 AI가상음성 송출

으로

역대대통령과만나다

Collaborated with 

#3 :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vF1w_rnOduA
https://www.youtube.com/watch?v=LF8aT3_-cFQ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기획한 방송광고를 위해

자체 데이터 수집 솔루션과 녹음을 통해 학습한

100명의 어린이의 음성을 합성하여 가상음성 생성

를모아
로

를제작하다.

Collaborated with 

연로하신 MC 송해님의 녹음이 불가능하여

기존 방송 데이터를 토대로 가상음성으로 구현,

야놀자의 광고 대사를 처리

녹음을할수없더라도

를제작하다.

Collaborated with 

#3 :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OIc1XXPCRNs
https://www.youtube.com/watch?v=IcU4dlpuc7E


(06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6길 14, 윤천빌딩 7층, 8층
Web _ https://www.xinapse.ai
Email _ jonkim21@xinapse.ai
Phone _ 02-6052-5611

https://www.xinapse.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