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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인공지능을 만나                 오디오 콘텐츠가 되다.

Dotdot Solution
..

Transformer
, ,  Labled Corpus



NLP Model

모델         Multi Head Attention, KoBERT
코퍼스        AI hub 말뭉치 코퍼스, 우리의 말뭉치 코퍼스, 여름 자체 코퍼스
데이터셋       , ,  시퀀스 구두점 레이블 데이터셋 
데이터셋 규모    GB / , ,  코퍼스 / , ,  레이블드 코퍼스
모델 정확도     % - %
테스크테스크        TTS 끊어읽기 구두점 생성

History

.        AI hub 인공지능 지원사업 선정

.        끊어읽기 테스크 및 데이터셋 구조 연구
           Seq to Seq 알고리즘 모델 구현 (정확도 %)

.        Seq to Seq 알고리즘 모델 기반 오디오북 제작
           (업무량 / 절감효과)

..        특허출원: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음성을 위한 끊어 읽기 자동화
           PATENT-2022-0140877

           특허출원: 의미단위 토크나이저 방법
           PATENT- -

.        , ,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
           Multi Head Attention 기반 모델 구현 (정확도 %)
           KoBERT 기반 파인튜닝 모델 구현 (정확도 % 구현중)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음성을 위한 끊어읽기 보정 솔루션”은
TTS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Dotdo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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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인공지능으로 오디오북 제작 자동화하기

QR SCAN으로 생생한 샘플을 경험을 해보세요.



THANK YOU
➀             ➁             ➂             ➃

240,000,000 Labled Corpus
+

교사강요 피드백으로 고도화 되는 XL 규모 모델

➀ 학습 데이터셋

, , 개 규모의 레이블된 코퍼스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셋

➁ NLP모델

인코더 디코더 모델 (Multi Head Attention, BERT, GPT)

➂ 테스크모델

문맥별 다양한 시퀀스에서 구두점을 생성하는 테스크 모델  문맥별 다양한 시퀀스에서 구두점을 생성하는 테스크 모델  

➃ 피드백모델

사용자를 통해  모델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교사강요 피드백 모델

Dotdot Solution은 TTS(Text To Speech)의 음성 합성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음성 구현을 위해
문장에서 끊어읽어야 부분에 자동으로 구두점을 생성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Solution Architecture

Architecture

소리로 마음을 여름 기술소개서Chapter 01 솔루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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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XSVEC’, ̒XSVETM’, ̒NNB’, ̒MAJ’, ̒JKS’, ̒VAEC’ ] ̒PUNC’

[ ̒밀집돼’, ̒생활할’, ̒것’, ̒그래서’, ̒확산이’, ̒빨라서’ ]   ( , )

정수시퀀스

형태소시퀀스

단어시퀀스

Enc

Dec

Data Structure

데이터셋의 구성

XL Size Corpus Dataset은 리스트 형식(.Pickle)과 테이블 형식(.CSV)으로 구성되어,
모든 자연어 처리 모델 학습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Gb 규모,

, , 개의 구두점 , , 개의 구두점 
생성 요소가 레이블된 코퍼스 
는 어텐션이 없는 피드 포워드 
모델에서도 %의 정확도를 
달성할 만큼 매우 잘 만들어진 
데이터셋 입니다.

XL Size Corpus
Data Set

소리로 마음을 여름 기술소개서Chapter 01 학습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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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의 한국어 버트 모델
  버트 모델의 모델의 특성에 맞게 파인튜닝시 트레이닝 데이터를 단어 단위 시퀀스로 토큰화

←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

  멀티 헤드 어텐션의 경우 사전 학습된 문맥이 없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형태소 스퀀스로 토큰화

X  Multi Head Encoder

[ ̒기존에’ ... ̒있는’ ... ̒새로운’ ... ̒맞게’ ... ̒이미’ ]

Encoder

Classification Layer

Predict Score

➁ KoBERT(Fine-tuning)

Model Structure

Encoder

Classification Layer

[ ̒NNB’ ... ̒JKS’ ... ̒MAJ’ ]

Predict Score

➀ Multi Head Attention (Num Head )

Model Structure

NLP Enc Model

소리로 마음을 여름 기술소개서Chapter 02 NL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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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Head Attention / Encoder

[̒( . )’] [̒( . )’]

텍스트

단어단위 토큰화

어간/어미 추출

형태소 시퀀스

모델 추론

테스크

Architecture

여름의 테스크 노하우

문맥별 적합한 시퀀스 적용

[̒단지’, ̒,’]와 같이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 짧은 시퀀스로 테스크를
구현하는 문제 해결

어간/어미 추출

다양한 형태의 형태소 조합에서 테스크 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합 구성

끊어읽기의 강약 시퀀스끊어읽기의 강약 시퀀스

문맥별 끊어읽기의 강약에 대한 별도 시퀀스 연구

피드백모델

모델 정확도 증가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제 TTS 보정 피드백 적용

Dotdot Solution의 테스크 모델은 수 많은 TTS를 직접 보정하는 과정에서 터득된 노하우 구축되었습니다.

Task Model

소리로 마음을 여름 기술소개서Chapter 02 테스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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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특허출원

PATENT- -
Meaning Unit Tokenizer Method

↑ 의미단위 토크나이저 방법
  고객 타켓팅, 소리매칭 등 다양한 테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토큰화 년 월 특허출원 (심사중)

←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음성 낭독을 위한 끊어 읽기 자동화 방법

  인공지능 음성 보정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두점 형성 솔루션 년 월 특허출원 (심사중)

➀ 특허출원
PATENT-2022-0140877
Automated Interrupted Reading for Natural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Reading

소리로 마음을 여름 기술소개서Chapter 02 특허 및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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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마음을 여름 기술소개서Chapter 02 특허 및 적용사례

➄ 적용사례

나는 노비로소이다 (외 편)

나는 노비로소이다(외 편)는 
Dotdot Solution을 활용 
제작시간의 / 을 단축

Word  Token : ,  Word  Token : ,  
Predict Score : .
Time Saving Rate : %

➃ 적용사례

웹 . 메타버스

웹 . 메타버스는  Dotdot 
Solution을 활용하여 제작시간의 
/ 이상을 단축

Word  Token : ,
Predict Score : .Predict Score : .
Time Saving Rate : %

➂ 적용사례

비행기가 옆에 떠 있는데 (외 편)

이금동호 시인의 비행기가 옆에 떠 있는데(외 편)는 Dotdot Solution을 활용하여 제작 
진행중에 있습니다.

Word  Token : ,      Predict Score : .      Time Saving Rate : %



Dotdot Extension

New Solution

테스크

화자 설정 
웃음, 울음 등 비언어 감정표현

테스크

효과음, 배경음악 매칭
공간음향 움직임 매칭
타켓 청취자 매칭

개발목표

-  년

개발목표

-  년

적용분야

오디오북

MOOC

미디어 콘텐츠

오디오 블로그

제작 자동화 서비스

개인화 콘텐츠 스트리밍

Development Roadmap
오디오 콘텐츠 제작 자동화를 위한 개발 목표

소리로 마음을 여름 기술소개서Chapter 05 모델 확장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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