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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은 의사소통을 해 음성, 자, 몸짓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발달로 문

자의 비 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성 화는 여 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의사소통 수

단이다. 음성 화는 녹음해서 음성 데이터로 남길 수 있다. 음성을 녹음하는 과정은 간편하지만 녹음

일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인식하여 텍스트

화 시키고 문자화 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효율 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

으로 사용자는 음성 데이터의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악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도 있다.

1. 서론

인간은 문자나 음성을 통하여 하루에도 수백 번씩 화

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문자는 분실, 삭제 혹은 훼손하지만 

않으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

제든 다시 열람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음성은 ‘휘발성’이라

는 특징이 있다. 음성 화는 화자와 청자 서로의 기억에 

의해 장되기 때문에 쉽게 왜곡되거나 잊히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성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하나는 음성을 녹음하여 음성 

데이터화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음성을 필기하여 문자 

데이터화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은 각각 장단 이 있다. 녹

음은 녹음기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화 속의 모든 정보를 

장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음성 데이터는 검

색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 문자는 

검색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화를 기록하기 어렵고 억양과 발음 등 음성 데이

터의 특정 정보가 사라진다.

본 논문은 음성 데이터를 편리하게 리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음성 데이터를 인식

하여 텍스트화 하고 이를 형태소분석기로 분석해서 키워드

를 추출한다. 그 후 Text-Mining 기법을 활용해서 키워드

의 요도를 측정하고 요한 키워드를 선별한다. 한 음

성데이터의 어떤 시 에 키워드가 등장했는지 장하여 데

이터베이스화한다. 

2. 련 연구

2.1. 음성 인식 API

  음성 인식 API란 음성 데이터에서 화자를 인식한 후 텍

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이다. 에는 음성인식 기술의 

요성과 활용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IT

회사들이 각자의 음성 인식 API를 제작하 다. 공개 으로 

사용 가능한 음성 인식 API로는 가장 범용 으로 사용되

고 있는 Google사의 Cloud Speech API, 한국어 인식률이 

높은 Daum사의 Newtone, Microsoft사의 Bing Speech 

API등이 있다 [1]. 재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상품들이 

많이 상용화 되고 있다. 음성 인식률은 2016년에 90%를 

넘어 섰고 인식률을 더 높이기 해 IT회사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음성 명령기

음성 인식과 음성 명령 기술은 재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에서 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AI가 사용자의 명

령을 수행 하려면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

야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음성 명

령기를 로 들어보자. 스마트폰 음성 명령기는 기엔 단

문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정도의 제한 인 기능을 제공하

다. 재는 장문의 문장도 읽어 들일 수 있도록 발 하

다. 그러나 음성 명령기의 활용성은 아직까지는 다소 떨어

지는 편이다. Apple사의 Siri같은 경우 미국의 아이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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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13%정도만 매일 사용한다고 답을 할 정도로 아직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사용되는 수 은 아니다 [2].

2.3. Context analysis and Text-Mining

Text-Mining은 웹상의 데이터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

는 기법이다 [3].
 빅데이터 시 에 발맞추어 Text- Mining

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 Text-Mining은 문서 분류  요약 기능이 상용화 

되어있다. 텍스트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할 수 

있다.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을 Context라고 한다. 텍스

트를 단순히 표면 인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내포하고 있

는 의미인 Context를 악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4]. 따라서 재 Text-Mining에서는 Context를 고려한 

Contextual text mining이 요시 된다.

3. 제안 방법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은 음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

스템은 3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가공한다. 첫 번

째는 음성인식  STT 과정, 두 번째는 키워드 추출 과

정,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이다.

(그림 1) 음성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 과정

 

3.2. 음성인식  STT(Speech To Text)

음성 인식  STT 과정에서는 음성 인식 API로 음

성 데이터를 인식하여 텍스트화 한다. 이 과정에서는 

높은 정확도로 긴 길이의 음성 데이터를 STT하는 API

가 필요하다. 재 Microsoft Bing Speech API와 

Google Cloud Speech는 최  2분의 음성 데이터를 한

번에 인식 할 수 있다. 한 정확도가 다른 IT회사의 

음성 인식 API보다 높다. 따라서 의 두 음성인식 

API를 활용하는 것이 하다.

3.3. 키워드 추출

STT의 과정을 통하여 텍스트화된 데이터는 형태소 분

석 과정과 핵심 키워드 추출 과정을 거친다. 형태소 분석

기는 문장에서 명사만 추려내고 조사나 속사는 없앤다. 

데이터의 Context를 분석하려면 추출된 키워드의 요도를 

측정할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Text-Mining 

기법인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키워드의 요도를 

악한다 [5]. TF-IDF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단 은전체문서갯수 

(그림 2) TF-IDF 알고리즘

3.4. 데이터베이스화

음성 데이터에서 추출된 키워드는 키워드 등장 시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한 TD-IDF로 선별한 핵

심 키워드는 보조키로 지정한다. 보조키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만 도 음성 데이터의 주제를 악할 수 있

다. 이는 핵심 키워드가 음성 데이터의 내포된 의미인 

context를 보여 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보편 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음성 화를 녹음하여 음성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 수 으

로 편리하게 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음성 데이터의 장 인 기록의 편리성을 취한다. 

한 키워드 추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데이터를 직

으로 볼 수 있게 하여 활용성을 극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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