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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SCAN을 통해 샘플을 감상해보세요.

ABOUT
THIS REPORT

소리로 마음을, 여름

주식회사 여름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오디오 
콘텐츠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발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A.I로 만들어지며 공기와 같이 어디서든 감상할 “A.I로 만들어지며 공기와 같이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는”이란 의미로 여름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오디오북 대신 에어북이라 칭합니다.

보고서 작성 목적

주식회사 여름의 통합적인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성공을 위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추가정보추가정보

여름 홈페이지
https://www.yeoreum.me/

이메일
yeoreum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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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반갑습니다!

펜데믹 이후

차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중인 오디오 콘텐츠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은 새로운 방식의 오디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오디오 콘텐츠는여름의 오디오 콘텐츠는

기계음에 불과했던 TTS(Text To Speech)가 성우만큼 감각적인 
목소리를 내고, 공간음향(Dolby Atmos)이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며, 
자연어 처리 모델(Natural Language Processing)로 제작시간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여름의 성장과 함께 오디오 콘텐츠 분야에서도 좋은 변화가 될 것이며 저희 여름의 성장과 함께 오디오 콘텐츠 분야에서도 좋은 변화가 될 것이며 
“투자자”, “작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오디오 프로듀서”, “청취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름 인사드립니다.



A.I AUDIOBOOK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작되며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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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UDIO BOOK
WITH DOLBY ATMOS 인공지능 성우 TTS

여름의 모든 오디오북은 성우 대신 인공지능 TTS(Text To 
Speech)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성우의 목소리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란 평가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TTS 서비스인 Typecast에서 차 샘플을 추출한 우수한 TTS 서비스인 Typecast에서 차 샘플을 추출한 
뒤, 저희만의 보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의 목소리와 구별이 
어려운 매력적인 보이스가 완성됩니다.

bit Khz 사운드 데이터베이스

최근 멜론, 벅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수 많은 메이저 최근 멜론, 벅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수 많은 메이저 
음원 회사들이 오디오 컨텐츠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선호하는 
무손실 음원은 향후 오디오북에도 보편화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대비해 저희 여름은 오디오북 제작에 사용되는 
무손실 품질 사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돌비애트모스 공간음향돌비애트모스 공간음향

잘 만들어진 여름의 오디오북은 공간음향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상하 - 좌우 - 위아래에서 들려오는 
공간감 넘치는 소리는 청취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Chapter A.I AUDIOBOOK
Title  여름의 오디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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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BEYOND THE EMOTION

OF A REAL VOICE사람 목소리 아니야?

여름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TTS로 만들어진 오디오북의 품질을 
자부합니다.
매우 다양한 성우와 감정표현은 물론 톤의 조절까지 매우 다양한 성우와 감정표현은 물론 톤의 조절까지 
가능하며 간혹 발생하는 문장의 어색한 발음까지 
프로듀서의 손길을 거쳐 완벽한 목소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구현되는 오디오북의 자유로움

기존 성우 녹음 오디오북 제작은 원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기존 성우 녹음 오디오북 제작은 원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가 많으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더불어 시간이 
흐른 뒤 오디오파일 수정 또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름은 단순히 텍스트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에 콘텐츠 제작 의뢰인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번 제작된 TTS음성은 무제한으로 사용이 더불어 한번 제작된 TTS음성은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다수의 등장인물의 제작도 전혀 금액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Chapter A.I AUDIOBOOK
Title  TTS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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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느껴지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다.

여름이 돌비애트모스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오디오만으로 공간의 환경과 인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에서는 돌비애트모스 믹싱이 현장감과 청각적 쾌감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래 돌비애트모스는 
영화음향에 공간감을 더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 개발 목적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오디오북에 매우 
적합 합니다.
눈을 감고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음향은 기존 낭독형 오디오북에서 느낄 수 없던 경험을 청취자에게 눈을 감고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음향은 기존 낭독형 오디오북에서 느낄 수 없던 경험을 청취자에게 
제공합니다. 

DOLBY ATMOS
7.1 CHANNEL

SURROUND SOUND

Chapter A.I AUDIOBOOK
Title  Dolby Atmos 공간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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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분석 (Morpheme analysis)

형태소 분석을 통해 오디오북 문장의 분류작업을 
효율화 할 수 있습니다. A. 나레이션과 대사의 분류, 
B. 일반 대화문과 감정 대화문의 분류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탐색 알고리즘 (Transfomer, R&D 진행중)

여름은 % 이상의 정확도로 오디오 파일을 여름은 % 이상의 정확도로 오디오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및 이를 검색 할 수 
있는 탐색알고리즘을 R&D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오디오북 대비 % - %의 
제작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Foreign)(하늘, Noun)(은, Josa)(무한, Noun)
(히, Josa)(펼쳐저, Adjective)(있고, Adjective)
(,, Punctuation)(세상, Noun)(은, Josa)
(평안하네, Adjective)(., Punctuation)
(”, Foreign)

“하늘은 무한히 펼쳐저 있고, 세상은 평안하네.”

새소리.WAV개방전환음.WAV

. 형태소 분석

. 명사, 형용사, 동사 추출

. 오디오 탐색

A.I SOLU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hapter A.I AUDIOBOOK
Title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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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ceMusical

SFX

EffectEssential

음원 플랫폼과 동일한 음질을 지향합니다.

기존 오디오북 플랫폼의 경우, 오디오 콘텐츠의 긴 런타임으로 인해 손실음질의 파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여름은 이러한 형태가 점점 고급화 되는 오디오 기기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오디오 
콘텐츠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청취자가 무손실 음악을 즐기는 것과 같이 오디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여름은 bit Khz의 오디오 데이터셋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LOSSLESS AUDIO
24bit 48Khz

AUDIO DATABASE

Chapter A.I AUDIOBOOK
Title  무손실 오디오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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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식회사 여름 IR REPORT 

오디오북 제작부터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까지



콘텐츠 유통

.  현재 ̒네이버 오디오 클립’, ̒밀리의 서재’와 컨텐츠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윌라 오디오북’, ̒스토리텔’과도 
콘텐츠 제휴를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텀블벅’, ̒와디즈’를 통한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판매 플랫폼 또한 중요 유통 경로입니다.

A.I TTS

DATA

가격 경쟁력

여름은 TTS와 인공지능 제작 솔루션을 통해 
기존 대비 % 낮은 비용의 오디오북 
제작서비스를 런칭 하였습니다.
아직은 효과가 작지만 추후 인공지능 제작 아직은 효과가 작지만 추후 인공지능 제작 
솔루션의 완성은 기존 대비 % 낮은 비용의 
오디오북 제작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작과 유통
콘텐츠 제작과 제휴를 통한 수익모델

Chapter BUSINESS
Title  제작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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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Khz DataBase

A.I MarketingDolby Atmos

         Application

여름은 공간음향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APP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뮤직과 스포티파이를 모티브로 런타임이 긴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될 
것 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공간음향 오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APP

주식회사 여름 IR REPORT Chapter BUSINESS
Title  스트리밍 플랫폼



STATUS
주식회사 여름 IR REPORT 

년의 성과 그리고 R&D



A.I Solution R&D 현황

자체 오디오 콘텐츠 보유 현황과 목표

        현황: , 목표:                  (단위: 건)

                

                       

* 건의 자체 오디오 콘텐츠 보유시, 스트리밍 플랫폼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

A.I 트레이닝 데이터셋 현황과 목표A.I 트레이닝 데이터셋 현황과 목표

        현황: , , 목표: ,              (단위: 문장)

              ,

                     ,

* , 문장의 ̒도서 - 오디오파일 탐색’ 데이터셋은 % 수준의 오디오북 제작 자동화를 예상

오디오 데이터베이스 현황과 목표

        현황: , , 목표: ,              (단위: 개)

                ,

                        ,

* , 개의 오디오 데이터셋 규모는 모든 장르의 오디오 콘텐츠 제작 가능

With A.I hub
A.I hub의 지원사업과 함께, 인공지능 솔루션 R&D

여름은  A.I hub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제작 솔루션 R&D에 더욱 속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여름 IR REPORT Chapter STATUS
Title  R&D 현황



년 월  TTS 오디오북 ̒윤동주’, ̒어린왕자’ 제작

       여름 설립

    월  여름 스트리밍 웹 플랫폼 런칭

       TTS와 더불어 음향이 포함된 오디오북 ̒마음’ 제작 

년 월  TTS 최초 ̒오디오클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제휴 

    월  Dolby Atmos 공간음향 오디오북 ̒위대한 개츠비’ 제작

        월  Dolby Atmos 공간음향 오디오북 ̒데미안’, ̒빨간머리 앤’ 제작

    월  NLP를 활용한 인공지능 제작 솔루션 R&D 시작

    월  A.I hub 인공지능 지원사업 선정

    월  TTS 최초 ̒밀리의 서재’ 콘텐츠 제휴

    월  주식회사 여름 전환 

       TTS 최초 텀블벅 펀딩

Together 
이제 시작인 여름, 우리 함께 동행해요!

주식회사 여름 IR REPORT Chapter STATUS
Title  성과 현황



ROADMAP
주식회사 여름 IR REPORT 

한발짝 두발짝, 되어지는 그날까지 



CONTENTS

SOULUTION

APPLICATION

- 모든 메이저 플랫폼 콘텐츠 제휴
- 와디즈, 텀블벅 펀딩 성과 증대
- 유튜브, 오디오클립 채널 성장
- 개 자체 오디오 콘텐츠 제작

- % 탐색 정확도의 솔루션 개발 
- 만 문장 이상의 데이터셋 구축

- % 탐색 정확도의 솔루션 개발 

- 오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앱 개발

- 건 이상 콘텐츠 제작 유통
- 개의 자체 오디오 콘텐츠 제작

- 개의 자체 오디오 콘텐츠 제작

Come Together
밝은 목적, 뚜렷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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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 자금소요계획
R&D, 오디오 콘텐츠 제작, 마케팅 중심 재투자

(단위: 천원, 투자 자본 없이 운영시)
       항목                           

  수익  -매출(콘텐츠제작)         ,             ,          ,

    -매출(콘텐츠펀딩)         ,             ,          ,

        -매출(콘텐츠판매)         ,               ,          ,

    -매출(앱구독수익)                -              ,          ,

    -매출    (기타수익)                   -              ,            ,

      매출이익         ,             ,          ,

  비용  -비용       (인건비)         ,             ,          ,

    -비용(연구개발비)         ,               ,            ,

    -비용    (마케팅비)         ,               ,          ,

        -비용(기타운영비)           ,               ,            ,

      운영비용       ,             ,          ,

  조달  -조달   (정책자금)         ,               ,          ,

  소계(세전)          - ,             ,          ,  

  보유자금(세전)          - ,             ,          ,  

Reinvestment

콘텐츠제작 수익

콘텐츠펀딩 수익

콘텐츠판매 수익

스트리밍 앱 구독 수익

기타 수익

정부지원

엑셀러레이팅

개인, 기업투자유치

자금 조달 구조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한 수익구조 + 엑셀러레이팅 + 지속적인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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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SCAN을 통해 샘플을 감상해보세요.여름 홈페이지
https://www.yeoreum.me/

이메일
yeoreum @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