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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소개

성문인증솔루션

목소리를이용한성문인증을통해
정확하고빠른인증시스템을도입해보세요! 

사람의목소리도지문처럼고유의특징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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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소개
성문인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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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소개

성문인증솔루션

인공지능 심층신경망 기반

성문 인증 솔루션음성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이…

UI

스마트폰

전화기

보이스봇

AI스피커

IoT기기

…

Engine

성문 인식
엔진

DB

성문 정보

개인 정보

기본 지식 베이스

네, 000 고객님
본인확인완료되었습니다.

O?

화자 분류

소음 삭제

화자 정보 인식
(성별/연령/언어 등)

본인 인증

M-BIO

• 바이오 인증
• 본인 2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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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 어려운 암호 대신 음성
생체 인식을 사용하여 고객을 식
별하면 안전하고 빠른 인증 환경
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문인증솔루션

성문 인식 솔루션 M-BIO는인공지능을기반으로한심층신경망에서 제공되는
독점적인스피커식별기술을 사용하여 매우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성속성심층분석

다양한 음성 속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다른 언어나 억양으로 말해도 정확하게 인식

자유발화인식

특정 문장을 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음성을 기반으로 자동 식별

클라우드/폐쇄망지원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솔루션을 도입
하여 개인 정보 등 보안 및 관리에 용이

빠른음성등록

고객 음성 등록 (voiceprint 
creations)을 단 20초 만에 가능

“

M-BIO 소개

성문인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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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감소
(인증및상담효율성)

고객인증 시간과과정을 줄여
상담사의인건비&이직율감소,

관련비용을 절약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이센터에 연락할 때마다
음성을기준으로단 몇 초만에
고객의이전 정보를확인

보안성
향상

음성생체 인식을기반으로
고객의데이터에편리하고

안전하게접근

✓ M-BIO 유저인터페이스예시

성문인증

주요
기능

M-BIO 주요기능소개

성문인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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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SPEECH ENGINE

Speech Transcription

Voice Activity Detection

Keyword Spotting

Denoiser

음성전사

Speech Quality Estimation

음성품질측정

음성활동감지

단어검색

소음제거

Speaker Identification

Language Identification

Diarization

Age Estimation

화자구분

언어구분

화자분리

연령추정

Gender Identification

성별구분

M-BIO 특장점

성문인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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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 media

PBX
(Genesys, Cisco, Avaya, 

Twilio, others)

M-BIO
plugin

SIP / media
metadata

GUI

SIP / media
Call metadata

Config API

Auth API

API

Audit Logging

Voice
Biometrics

Solution

SPE 
cluster

VP
DB

Call Center M-BIO Solution
Cloud/ on premise

Originating
carrier

M-BIO 아키텍처

성문인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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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도입예시
성문인증솔루션



© 2021 Mason Intelligence               

M-BIO 도입예시

성문인증솔루션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네 고객님. 전화번호를
말씀해주세요.

네, 김 윤 지 고객님으로
확인되시는데
맞으신가요?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집주소 확인을 …

카드를 분실해서요.

공일공 공육일삼 일이삼공

네.

…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네 고객님. 집주소를
말씀해주세요.

네, 김 윤 지 고객님, 카드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분실해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 …

7초간의 ‘자유발화’로
2차 본인 인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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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도입예시

성문인증솔루션

평균 사기 방지 비용

€0,58 (통화별)

€2,600
하루 절감 비용

90%
사기 방지

*) Fraud cost estimation taken fro
m an independent source
**) Based on 90% fraud detection

인증 시간

30-90 초 감소
5,000 통 (하루 평균)

평균 통화 지속 시간 : 3 분

비
용

(월
) *측정 가정 : 50개의 유럽 상담 센터 고객사(하루 100건의 통화)

M-BIO 초기 도입 비용

하드웨어 도입

M-BIO 소프트웨어 도입

성문인증솔루션도입전*

성문인증솔루션도입후

시간(월)

콜센터 예시

€2,500
하루 절감 비용

최대 41시간
하루 통화 시간 절감

인증 비용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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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적용분야

성문인증솔루션

콜센터데이터

▪ 통화 내역을 다시 확인하여 문

의별 카테고리화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관련 비용 절감

▪ 성별/연령/언어 등을 실시간

으로 자동 분류

▪ 통화의 메인 키워드 자동 추출

본인인증서비스

▪ 지식기반의 확인 대신 생체 확인

을 이용한 통화 인증을 통해 인증

시간을 20초 이상 단축

▪ 암호 분실, 암호 해킹 등의 위험을

없애 보안성 및 편의성 향상

보이스봇

▪ 챗봇과의 대화 중 음성 인

식을 통해 본인 확인

▪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본인 음성에만 반

응하도록 보안 설정 가능

공공분야

▪ 지역별/국가별 방대한 양의 음

성 데이터의 주제 분류, 화자

분류, 언어, 성별, 연령 등을 빠

르고 명확하게 식별하여 데이

터 카테고리화

▪ 소음을 제거하고 명확한 사람의

소리만 판별하여 화자 식별

▪ 정확하고 빠른 화자 식별 및 분류

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 향상

법의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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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사례
성문인증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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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해외적용사례 I

성문인증솔루션

20년 이상 콜센터 아웃소싱 및 고객 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200 명 이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통화 내역을 Phonexia를 통해 관리

품질 관리 비용 60% 비용 절감

매년 170만 건 이상의 고객 상담 내역 자동 통화
내역 주제 감지, 통화 정보(성별/연령 등) 그래픽

시각화를 통해 고객 상담 내역 카테고리화

유럽의 5대에너지회사 INNOGY

전화 내역 분류 시간 1/3로 감소

글로벌콜센터관리 COMDAT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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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해외적용사례 II

성문인증솔루션

[ 유럽대표성문인증소프트웨어정확도비교 ]

M-BIO 성문인증솔루션 유럽경쟁사 Nuance Forensics

생체인증성능이우수하여경쟁사의 Equal Error Rate 3.1 %에비교하여
우수한수치인 2.2 %의 Equal Error Rate달성

*Equal Error Rate기준으로, EER는화자 식별시스템의정확도 필수측정 항목

독일연방형사경찰국법의학수사활용

독일 연방형사경찰국(Bundeskriminalamt) 은 2016년부터
법의학 수사관들의 수사를 위해 Phonexia 음성 생체 인식 기술 사용

3.1%
Nuance

NF 11.1
vs

[ EER(Equal Error Rate) 비교 ]

2.2%
SID bet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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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O 성문인증엔진

성문인증솔루션

▪ 60여개의 국가에서 AIRBUS, T-Mobile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countries60+

[ 프로젝트국가 ] [ 성문인증엔진고객사및파트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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