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음성인식 프로젝트는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

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은 휴대폰에서 사

람의 말로 기능을 동작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콜센터에서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음성인식 기

술을 통해 데이터화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민원 콜센

터의 데이터 분석과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민원 처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인프라 환경과 음

원 데이터 수집 및 전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

해 음성인식의 인식률(정확도)를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프로젝트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식률(정

확도) 작업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에서 수행하는 프

로젝트별 위험요인 중 인식률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전사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인식률을 측

정하고, 취소의 비용과 시간을 통해 인식률을 향상하는 방

안에 대해 연구한다.

2.1 음성인식 프로젝트 위험 요인 분석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프로젝트 위험 요인에 인식률

과 학습, 정확도 측정에 대해 제시한다. 인식률은 음성인

식 엔진의 인식률을 의미한다. 몇 개의 단어가 틀린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인 음성인식 엔진의 경우 평균

정확도는 75% 수준이다. 하지만 음성인식 프로젝트의 인

식률 목표는 90 %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험요소 이다.

인식률 향상을 위해서는 음향 모델, 언어 모델을 학습 시

켜야 한다. 음향인 경우에는 음성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학

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언어 모델의 경우에도 실제

데이터를 전처리 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한다. 학

습을 하기 위해서는 GPU가 있는 서버에서 학습을 진행해

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인프라의 경우 GPU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사 작업이다. 학습 데이터 구축

을 위해서는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가 데이터가 하나의 셋

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전사 작업이 진

행된다.

2.2 제안하는 방식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을 제거

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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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인식은 음향모델, 언어모델, 디코더 등의 기술을 이용한다. 음성인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
성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음성인식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성과 도입되는 음성인식 엔진도입, 
인식률 그리고 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음성인식 프로젝트는 솔루션 도입으로 인지하고
수행할 경우에는 많은 위험이 발생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식률이다. 본 논문에서 음성
인식 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도출되는 인식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림 1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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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필요한 개발 산출물을

제시한다. 음성인식 개발 프로젝트는 애자일 방법론을 기

반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에 대한 방안도 제시한다.

3. 음성인식 프로젝트위험 요인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음성인식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음성인식

엔진은 한국전자통신통신연구원에서 이전받은 음성인식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은 전자정부 개

발 방법론을 사용한다.

음성인식 프로젝트 위험 요인은 2장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각 개발 단계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1 개발 산출물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

번적인 개발 산출물 리스트[표1]를 제시한다. 일반적인 개

발 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인식률 측정 계획서와 결과서

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음성인식 엔진 학습을 위한 전사

작업과 학습 데이터 셋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전사 작업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각 도메인에 맞는 음성인식 인

식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단계 활동 작업 개발 산출물

분석·설계

요구사항 정
의

현행 시스템 분석 현행 시스템 분석서

요구분석
인터뷰 결과서

요구사항 분석서

아키텍처 설
계

소프트웨어 아키텍
처 정의

아키텍처 정의서

데이터 베이
스 설계

데이터 모델링

ERD

엔티티 정의서/목록

테이블 정의서/목록

테스트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 계획서

인식률 측정 계획서

개발 구현

전사 작업 학습 데이터셋 구축

모델 학습
모델 학습
(음향모델, 언어모
델)

테스트

단위테스트 시나리
오/결과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
오/ 결과서

인식률 측정 결과서

이행 시스템 전개
교육 계획 수립 교육 계획

구현 계획 수립 구현 계획서

표 1. 개발 산출물 리스트

3.2 음성인식 학습 방법 및 측정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음성인식 학습 방법은 음향 모델

과 언어 모델에 대해 제시한다. 음성인식 개발 프로젝트에

서 학습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음향 모델은

언어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빈도가 적다. 음향 모

델은 학습을 위해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가 함께

구축이 되어야 하며, GPU를 통해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

다. CPU를 통해 학습도 가능하지만 GPU에 비해 많은 시

간이 걸린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GPU 인프라 구성을 통해 음향 모델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언어 모델 학습을 통해 개선된 인식률보다 음향

모델 학습을 통해 개선되는 인식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음성인식 인식률 측정은 정답지가 필요하다. 보통 학습한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통해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

한 측정을 위해서는 학습한 데이터 중 정답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개발 프로젝트 위험 요인에

대해 제시하였다. 음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률이

다. 하지만 음성인식 인식률은 상용 서비스에는 90% 이상

이면 아주 좋은 인식률이라 한다.

향후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프로젝트의 실증적인 사례

분석과 음성인식 알고리즘별 인식률 향상을 위한 필요한

음성 데이터와 인프라 환경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이전과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베이스

라인 모델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 확보에 대해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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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식률 측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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