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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피치 요약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요한 측면은 스피치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것과 추출한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강의 자료의 스피치 요약의 자동 생성을 해서 스피치 

자막이 없는 경우에도 용할 수 있는 스피치의 음향학  자질 즉, 스피치의 속도, 피치(소리의 높낮이) 

 강도(소리의 세기)의 세 가지 요인을 이용하여 스피치 요약을 생성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  

가장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 다. 조사 결과, 강도(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가 가장 효율 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강도를 이용한 방식의 효율성과 특성을 

조사하기 해서 이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식간의 차이를 요약문의 품질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 두 

방식에 의해서 각 세그먼트(문장)에 할당된 가 치간의 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런 다음 추출된 스피치의 

핵심 세그먼트를 오디오 는 텍스트 형태로 표 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용자 에서 분석해 

으로써 음향학  특성을 이용한 스피치 요약을 효율 으로 추출하여 표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Two fundamental aspects of speech summary generation are the extraction of key speech 

content and the style of presentation of the extracted speech synopses. We first investigated 

whether acoustic features (speaking rate, pitch pattern, and intensity) are equally 

important and, if not, which one can be effectively modeled to compute the significance 

of segments for lecture summariza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intensity (that is, 

difference between max DB and min DB) is the most efficient factor for speech summarization. 

We evaluated the intensity-based method of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max-DB and 

min-DB by comparing it to the keyword-based method in terms of which method produces 

better speech summaries and of how similar weight values assigned to segments by two 

methods are. Then, we investigated the way to present speech summaries to the viewers. 

As such, for speech summarization, we suggested how to extract key segments from a 

speech video efficiently using acoustic features and then present the extracted segments 

to the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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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학이나 기 은 방 한 스피치 형태의 교육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

지만, 이용자들은 한 메타데이터와 요약 정

보의 부족으로 이들 자료를 효율 으로 활용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방 한 정보원에 한 효율 인 근을 가

능하게 하는 스피치 요약의 자동 생성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 되었다. 

스피치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것과 추출

한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하는 것은 스피치 요

약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작업이다

(van Houten, Oltmans, & van Setten, 2000). 

스피치 요약을 추출하기 해서 사용하는 방법

으로 변수간의 연 성이나 유사성에 기 한 특

징 기반 방식이 있다. 특징 기반 방식은 단어의 

출  빈도 정보 등을 이용하는 어휘  기법(lex- 

ical method), 문장 치와 같은 구조 정보를 이

용하는 구조  기법(structural method), 문장

에서 새로운 명사들의 출  빈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는 담화  기법(discourse method), 그

리고 스피치의 속도(speaking rate), 피치(pitch, 

소리의 높낮이), 강도(intensity, 소리의 세기) 

등을 이용하는 음향학  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비디오 스피치 자막에 기 한 어휘  기

법 는 담화  기법 신 스피치의 피치 는 

강도 등을 이용하는 음향학  자질을 이용한 기

법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Maskey

와 Hirschberg(2006)는 음향학/운율  자질을 

스피치 요약에 효율 으로 활용하 고, Zhang

과 Fung(2012)은 화자(speaker)의 정규화한 

음향학  자질을 이용하여 강의 자료 요약의 성

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

이 음향학  자질 기법에 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비디오 자막의 인식과 분석이 스피치 

자막의 자동 인식에서 생기는 에러, 스피치 자

막의 세그먼트(문장)간의 명확한 구분의 어려

움, 복 이고 문법 으로 맞지 않는 세그먼

트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과 무 하지 않다

(Liu & Hakkani-Tür, 2011). 

음향학  자질을 사용하는 기본 가정은 화자

에 의해서 강조된 문장 는 단어가 요약을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구체 으로, 소리의 세기를 단하는 데 쓰이는 

지표인 강도(단 : dB)는 사람들이 스피치에

서 요한 부분을 말할 때 좀 더 큰 소리로 말

하는 경향이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소리의 높

낮이(성 의 당 진동수)를 나타내는데 쓰이

는 지표인 피치(단 : Hz)는 주제 환(topic 

shifts)은 피치의 변동과 련되며 새로운 주제

는 종종 요한 내용이 담긴 문장들과 함께 소

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Maskey, 

2008; Hirschberg & Naktani, 1996). 이외에 

스피치 속도는 사람들이 요한 부분을 말할 때 

스피치 속도가 빠르게 는 느리게 바 는 경향

이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스피치의 주요 세그먼트(문장)를 추출한 다

음에는 이를 오디오 는 텍스트 형태로 표 할 

수 있다. 오디오 요약은 비디오 스트림(stream)

에서 요한 오디오 부분들을 직  추출하여 구

성하거나 는 텍스트 요약을 음성 합성기에 의

해서 오디오 요약으로 변환시켜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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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종류의 요약은 각자 독자 인 특징을 갖

고 있다. 텍스트 요약은 스피치의 주제를 명확

하게 하면서, 라우징과 처리를 더 용이하게 

하는 반면 오디오 요약은 음향학  정보( , 화

자의 감정)를 달하기 때문에 스피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Chen & Lin, 2012; 

Furui, Kikuchi, Shinnaka, & Hori, 2004). 

본 연구는 스피치의 속도, 피치  강도의 세 

가지 음향학  자질을 이용하여 스피치 요약을 

생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장 효율 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

고 추출된 스피치의 핵심 세그먼트를 오디오 

는 텍스트 형태로 표 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

는지 이용자 에서 분석해 으로써 스피치 

요약을 효율 으로 추출하여 표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 으로 하고 있다. 

1.2 연구 문제와 방법

음향학  자질을 이용하여 효율 인 스피치 

요약을 구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 문제들을 조사한다. 

∙연구 문제 1: 스피치 속도, 피치  강도가 

스피치에서 요한 내용을 추출하는 기

으로 얼마나 식별력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연구 문제 1에서 식별력이 

있다고 확인된 요인들이 스피치 요약을 

한 세그먼트의 요도를 계산하기 한 기

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 만약 동일하

지 않다면 어떤 요인이 더 효율 인가? 

∙연구 문제 3: 연구 문제 2에서 가장 효율

이라고 분석된 요인을 이용한 방식과 

통 인 본문 키워드 방식간에 요약문의 품

질과 이 두 방식에 의해서 각 세그먼트에 

할당된 가 치간의 상 도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피치와 강도간에 어떤 상  

계가 있으며 피치내 는 강도내의 여

러 요소간( , 피치 최 값 vs. 피치 최

값  최소값간의 차이)에 어떤 상  계

가 있는가? 

∙연구 문제 5: 스피치 요약의 오디오  텍

스트 형태가 라우징 단계에서 이용자에

서 어떤 향(효과)을 주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들을 조사하기 한 표본 비

디오 자료는 음성으로 많은 정보를 표 하는 강

의, 교육  연설 비디오로 정하고 유투  사이

트에서 28개의 TED Talks를 포함한 총 40개

의 어로 된 비디오들을 선정하 다. 스피치 

요약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서 요약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내재  평가를 하 다(정 미, 

2005). 내재  평가를 해서 스피치 본에서 

비디오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들을 추

출하여 표  요약을 구성하 고(자세한 설명은 

“4.2.1 표  요약  본문 키워드 기반 요약의 

구성” 참조), 통계 분석을 해서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 다.

2. 선행 연구
 

본 장은 먼  음향학  자질을 활용한 스피치 

요약의 추출에 한 연구를 다룬 후, 오디오, 텍

스트 는 이미지 형태로 표 되는 비디오 요약

의 표 에 한 연구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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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출

스피치 요약을 추출하기 해서 사용되는 방

법에는 앞에서 설명한 특징 기반 방식과 규칙 

기반 방식이 있다(<표 1> 참조). 규칙 기반 방

식은 복은 최소화하면서 합성과 다양성을 

최 화하는 최  한계 합성(Maximum Mar- 

ginal Relevance, MMR) 모형 기반 방식, 단어

와 단어, 단어와 문장  문장과 문장간의 의미 

유사성 추정치를 제공하는 분석 기법인 잠재의

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 벡

터간의 유사도에 기 한 벡터공간모형(Vector 

Space Model, VSM)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은 스피치 요약의 추출에 한 연구를 특징 기

반 요약에 한 연구와 특징 기반 요약과 규칙 

기반 요약간의 비교 연구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2.1.1 특징 기반 요약

Maskey와 Hirschberg(2005, 2006)는 음향

학/운율  자질을 스피치 요약에 효율 으로 

활용하 다. 구체 으로, Maskey와 Hirschberg 

(2005)는 방송 뉴스를 요약하기 해서 음향학

 자질을 어휘 , 구조   담화  특성들과 

결합하 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보

고하 다. 한 스피치 자막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음향학  자질과 구조  특징을 결합하

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Maskey와 Hirschberg(2006)는 음향학

 자질 기법이 방송 뉴스에서 요한 문장을 

추출하는데 합하다고 보고하 다. 유사하게, 

Zhang과 Fung(2007)은 어휘  특징의 활용 

없이 음향학   구조  특징의 활용만으로 방

송 뉴스 요약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Zhang, Chan  Fung(2007)은 강의 자료

를 요약할 때 어휘  특징이 음향학  자질 보

다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이 연구는 도입, 본문  결론으로 구성되는 수

사학  구조가 강의 자료에 내재되어 있으며, 

연 구

특징 기반 방식 규칙 기반 방식

(MMR, LSA, 

VSM)

장르어휘

(Le)

구조

(St)

음향학

(Ac)

담화

(Di)

Maskey & Hirschberg(2005) Le St Ac Di  방송 뉴스 

Maskey & Hirschberg(2006)  St Ac   방송 뉴스 

Zhang & Fung(2007) Le St Ac   국어 방송 뉴스 

Zhang, Chan, & Fung(2007) Le St Ac Di  강의 자료

Zhang, Chan, Fung, & Cao(2007) Le St Ac   방송 뉴스와 강의 자료 

Xie et al.(2009) Le St Ac Di  회의 자료

Zhang & Fung(2012) Le  Ac   국어 강의 자료

Murray et al.(2005) Le  Ac  MMR, LSA 회의 자료

Fujii et al.(2008) Le  Ac  MMR 일본어 강의 자료

Lin et al.(2009) Le St Ac  
MMR, LSA, 

VSM, etc.
국어 방송 뉴스

Zhu et al.(2009)   Ac  MMR 방송 뉴스

<표 1> 선행 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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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생성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해서 음향

학/운율  자질이 이러한 수사학  정보를 모

형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Zhang, Chan, Fung  Cao(2007)는 방송 뉴

스와 강의 자료라는 두 개의 장르를 비교하여 

스피치 요약을 한 음향학/운율 , 언어학  

 구조  특징에 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 다. 

비교 결과, 방송 뉴스의 경우, 음향학/운율  

 구조  특징이 어휘  특징보다 더 요하

게 나타났다. 이와 반 로, 강의 자료의 경우, 어

휘  특징이 음향학/운율   구조  특징보

다 더 요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

는 방송 뉴스의 앵커와 리포터의 스피치 스타

일은 상 으로 일 성이 있고 형 인 뉴스 

스토리의 흐름이 있는 반면, 강의 진행자의 스

피치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다고 기술하고 있다. 

Xie, Hakkani-Tur, Favre  Liu(2009)는 

하게 정규화한 음향학  자질의 채택은 어

휘  특징과 같은 는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 다. Zhang과 Fung(2012)은 화

자의 음향학  자질을 정규화 함으로써( , 특

정 피치값을 피치값의 체 범 로 나 어 ) 

강의 자료 요약의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보

여 주었다.

2.1.2 특징 기반 요약과 규칙 기반 요약간의 

비교

Murray, Renals  Carletta(2005)는 회의 

비디오 요약에서 MMR 방법, 음향학  방법  

잠재의미분석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 다. 비교 

결과, 잠재의미분석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고, MMR 기법도 복을 이는 기

능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고 보고하

다. 이와 반 로, Fujii, Yamamoto, Kitaoka  

Nakagawa(2008)는 일본어 강의 자료를 요약

하는데 있어서, 어휘   음향학  자질을 이

용하는 특징 기반 방법이 MMR 기법보다 더 우

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강의는 보통 슬라이드를 이용하

여 조직화하기 때문에 회의 자료 는 방송 뉴

스보다는 복도가 상 으로 낮기 때문으로 

기술하고 있다. Lin, Chen  Wang(2009)은 

특징 기반 방식의 성능이 MMR, LSA  VSM

을 포함한 규칙 기반 방식의 성능보다 우수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어 방송 뉴

스 요약에서 음향학  자질이 어휘  특징보다 

더 많이 공헌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스피치 요약에 한 부분 연구는 단일 문헌

을 다루고 있지만, Zhu, Penn  Rudzicz(2009)

는 복수의 문헌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요

한 발언(문장)을 확인하고 발언(문장)간의 유

사성을 측정하기 해서 스피치 자막을 사용하

지 않고 복수 코딩 자료에서의 음향학  패턴

의 발생 통계 정보를 사용하 다. 한 스피치 

요약에서의 복를 제거하기 해서 MMR 모

형도 이용하 다. 

2.2 표현

비디오 요약은 크게 동 상, 오디오, 이미지 

는 텍스트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이용자의 

인지  과정의 질  분석을 용한 비디오 요약

의 표  스타일의 유용성을 연구한 연구들을 살

펴 보면 다음과 같다. 

Ding, Marchionini  Soergel(1999)은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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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요약의 세 가지 유형 즉, 이미지, 언어(키워

드/구 )  이미지와 언어를 결합한 멀티 모달

(multi-modal) 형식에 해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용자는 비디오의 체 의미를 쉽

게 악할 수 있게 하고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언어 정보와 감정, 정서  흥분을 달하면서 

주의를 끄는 이미지 정보가 서로 보완하는 멀티 

모달 형식의 요약을 선호하 다. Turner(1994)

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비디오 정보를 표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 이며 상호 의존 인 측면

이 있다고 하 다. Cawkell(1995)은 이미지가 

항상 언어로 표 되는 텍스트보다 성능이 더 좋

은 것은 아닌데 이는 이미지가 추상  개념을 

표 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설명력(descriptive 

power)을 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라고 하 다. Marchionini, Song  Farrell 

(2009)은 오디오 요약의 품질이 비디오 의미 

악을 하는데 있어서 오디오와 이미지 정보가 결

합된 멀티 모달 기반 요약의 품질과 거의 유사

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 희

(2011)는 이용자들이 오디오와 이미지가 비동

시 으로 결합된 멀티 모달 요약을 시청한 후 

비디오 내용을 악할 때, 이미지 정보보다 오

디오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보고하 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강의 자료의 스

피치 요약을 해서 스피치의 속도, 피치  강

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한 체계 인 연

구가 부족한 편이다. 한 추출된 스피치 요약

이 어떤 형식으로 표 될 때 의미 악을 더 정

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도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향학  자질을 이

용하여 스피치 요약을 효율 으로 추출하여 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스피치 속도, 피치 및 강도의 
식별력 측정

본 장은 연구 문제 1(스피치 속도, 피치  

강도의 식별력 측정)을 검증하기 해서 표본 

비디오와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내용과 

결과를 기술한다. 

3.1 표본 비디오와 분석 도구

스피치 내용 분석을 해서 28개의 TED Talks

를 포함한 총 40개의 어로 된 표본 비디오를 

유투 에서 선정하 다. 표본 비디오의 선정 기

은 태그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음성으

로 많은 정보를 표 하는 강의, 교육  연설 비

디오로 4분~25분 사이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

다. 특히 28개의 TED Talks 비디오는 비디오의 

본이 한 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  TED 

Talks 사이트(http://www.ted.com/translate 

/languages/ko)에서 선정하 다.

스피치의 음향학  자질을 분석하기 해서 

Praat(5.2.42)( 라트) (http://www.fon.hu 

m.uva.nl/praat/)을 이용하 다(Boersma & 

Weenink, 2006). 라트는 음성 일을 오 한 

후 음성 형을 보면서 스피치 속도, 피치  강도

의 최 값, 최소값, 앙값, 평균, 범  등을 구할 

수 있다. 이외에 라트는 음성을 분석, 편집, 합

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라트

에서 비디오 3의 스피치 일을 불러와 피치 분

석을 한 후 여러 피치값의 통계(최 값, 최소값, 

범 , 평균 등)를 화면에서 확인하는 인터페이

스이다. 각 세그먼트의 통계값은 다시 세그먼트 

일을 불러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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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트(Praat) 사용 

3.2 식별력 측정 

라트를 사용하여 표본 비디오의 스피치를 

분석한 차는 다음과 같다.

1) 스피치 일 생성: 각 표본 비디오에서 

곰 이어를 이용하여 스피치만을 분리하여 

wav 일로 장한다.

2) 측정: 라트를 이용하여 40개의 표본 비

디오 집합에서 무작 로 추출한 15개의 표본 

비디오의 각 스피치 일을 불러와 이 일을 

여러 개의 세그먼트(문장)별로 나  후 세그먼

트 일들로 장한다. 이때 작업을 용이하게 하

기 해서 표본 비디오의 자막을 참조하 다. 그

런 다음, 라트를 이용하여 각 스피치의 세그

먼트 일들을 불러와서 7개의 요소 즉, 스피치 

속도, 3개의 피치값 통계(F0 최 값, F0 최소

값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  3

개의 강도값 통계(최 값 dB, 최소값 dB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를 추출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7개 요소 에서 4개 요소

(F0 최 값,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 

최소값 dB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

이)만이 세그먼트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식

별력이 있었고, 나머지 3개 요소(스피치 속도, 

F0 최소값  최 값 dB)는 식별력이 없었다. 

를 들어서, 부분의 표본 비디오의 세그

먼트들의 스피치 속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식별력이 없었다. 한, 비디오 3(4장의 <그림 

3> 참조)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표본 비디오에서 피치 최 값(F0 최 값)은 세

그먼트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피

치 최소값(F0 최소값)은 거의 차이를 나타내

지 못했다. 다른 한편, 비디오 3(<그림 4> 참조)

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표본 비

디오에서 강도 최소값(최소값 dB)은 세그먼트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강도 최

값(최 값 dB)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별력이 

있는 네 개의 요소만을 사용하여 스피치 요약을 

구성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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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향학적 자질을 이용한 
스피치 요약 구성과 평가

본 장은 스피치 요약 구성과 평가에 해서 

기술한다. 스피치 요약 평가에서는 연구 문제 

2~5를 검증하기 해서 표  요약, 본문 키워

드 기반 요약  실험 시스템을 구성한 후 구성

된 요약문에 한 내재  평가를 한다. 한 스

피치 요약의 오디오 는 텍스트 형태의 장단

을 이용자 에서 조사해 본다. 

4.1 스피치 요약 구성

세 단계로 구성된 요약문 구성 차를 기술한 

후, 이러한 차에 따라서 구성된 비디오 3의 요

약문 를 보여 다.

4.1.1 구성 차

앞에서 기술한 식별력 측정 단계에서 네 개

의 요소(F0 최 값,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

의 차이, 최소값 dB  최 값 dB과 최소값 dB

간의 차이)가 세그먼트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

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

러한 네 개의 요소를 이용한 스피치 요약의 구

성 차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그림 

2> 참조). 

1) 제 1단계: 식별력 측정 단계에서 이미 분

석한 15개의 표본 비디오들을 제외한 25개의 

표본 비디오의 스피치 일을 앞의 경우처럼 

라트를 이용하여 불러와 이 일을 여러 개

의 세그먼트(문장)별로 나 어 세그먼트 일

들로 구성하 다. 

2) 제 2단계: 라트를 이용하여 각 표본 비

디오에 속한 세그먼트 일들을 분석하여 네 

개의 요소값(F0 최 값, F0 최 값과 F0 최소

값간의 차이, 최소값 dB  최 값 dB과 최소

값 dB간의 차이)을 추출한 후 각 요소값이 높

은 4~6개의 세그먼트를 추출하 다. 

<그림 3>은 표본 비디오 3의 스피치 일의 

피치값을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 를 들어서,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값을 기 으

로 하 을 때, 차이값이 0.77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난 5개의 세그먼트(S6, S15, S16, S23  S24)가 

최종 으로 선정되었다. 세그먼트 6(S6)에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값으로 0.95이 할

당되었는데 0.95은 “(F0 최 값 - F0 최소값)

<그림 2> 스피치 요약의 구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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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치 분석(비디오 3)

<그림 4> 강도 분석(비디오 3)

/ F0 범 ”라는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 다. 

이 공식에 세그먼트 6(S6)의 F0 최 값(573.9 

Hz), 최소값(75.5 Hz)  범 값(524.5)을 입

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 때 차이값을 정규화하

기 해서 비디오 3의 스피치에 속한 세그먼트 

일 집단에서 F0 최 값(599.5)과 F0 최소값

(75.0)의 차이를 F0 범 (524.5)로 사용하 다. 

이와 같이 차이값을 정규화함으로써 다른 정규

화된 요소값들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 진

다. 정규화된 4개의 요소값을 기 으로 하여 40

개 스피치 비디오의 요약 총 160개(40 × 4)를 

구성하게 된다. 다른 세 개의 요소들과는 달리 

최소값 dB값을 이용하는 경우는 값이 낮을수록 

가 치는 더 높게 계산되도록 하 다.

<그림 4>는 표본 비디오 3의 스피치 일의 

강도값을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 를 들어서,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값을 기 으

로 하 을 때, 차이값이 0.47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난 5개의 세그먼트(S14, S15, S16, S17  S24)

가 최종 으로 선정되어 스피치 요약을 구성한

다. 차이값은 앞의 피치의 경우와 같은 차로 

측정하 다.



200  정보 리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2

3) 제 3단계: 최종 으로 선택된 세그먼트

(문장)들을 스피치에서 출  순서 로 요약문

을 구성한 후 한 로 번역하고 이를 음성 합성

기인 매직 잉 리쉬 러스를 이용하여 오디오 

일로 변환하여 스피치 요약을 구성한다.

 

4.1.2 구성된 요약문의  

피치(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와 

강도(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를 기

으로 하여 선택된 비디오 3의 요약문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두 가지 방식 이외에 

비교를 해서 본문 키워드 방식에 의해서 요약

문을 구성하 다. <표 2>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

문 키워드 방식에 의해서 추출된 세그먼트 15

와 16(S15와 S16)이 강도 기반 방식에 의해서 구

성된 요약문에 공통으로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강도가 스피치에서 요한 부분을 말할 때 좀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과 부

피치에 기반한 요약

S 6.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질문에 한 답 는 정부의 결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람들이 
좀 더 효과 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 들을 제공할 것이다. 
S15. 당신이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진취 정신이다. 이는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얻고 피드백을 
수집하며 가공되어 한 채 을 통해서 하나의 강력한 정책 아이디어로 정부에 달되도록 다양한 채 을 이용하고, 공론 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S16.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면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효율 이며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트 터 피드와 블로그를 통해 공론 역에 제시하면 동료에 의해서 평가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S23.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명이 국민에게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S24. 만약 당신이 이것에 한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와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는 이 주제가 국가 역 네트워크를 
심으로 구축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회와 경제의 발 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강도에 기반한 요약문

S14.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해서 가장 흥분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소통을 하는데 사회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다는 입니다.
S15. 당신이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진취 정신입니다. 이는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얻고 피드백을 
수집하며 가공되어 한 채 을 통해서 하나의 강력한 정책 아이디어로 정부에 달되도록 다양한 채 을 이용하고, 공론 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S16.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면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효율 이며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트 터 피드와 블로그를 통해 공론 역에 제시하면 동료에 의해서 평가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S17. 우리의 공론 역 이벤트는 주어진 주제의 범 에서 그들의 생각을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해 계획되었습니다. 
S24. 만약 당신이 이것에 한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와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는 이 주제가 국가 역 네트워크를 
심으로 구축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회와 경제의 발 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키워드에 기반한 요약

S15. 당신이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진취 정신입니다. 이는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얻고 피드백을 
수집하며 가공되어 한 채 을 통해서 하나의 강력한 정책 아이디어로 정부에 달되도록 다양한 채 을 이용하고, 공론 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S16.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면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효율 이며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트 터 피드와 블로그를 통해 공론 역에 제시하면 동료에 의해서 평가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S19.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차례의 공론 역은 정부 2.0에 련된 것이 될 것입니다.
S20.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효과 으로 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인지에 한 실제 이고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S21. 정부가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기 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표 2> 피치, 강도  본문 키워드에 의한 비디오 3의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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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으로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설명은 

“4.2.4 음향학  자질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식

간의 비교” 참조). 비디오 3의 총 24개의 세그

먼트들을 수작업으로 분석한 결과 주제를 환

시키는 세그먼트로 2개(S12와 S19)가 있는데 피

치를 이용하여 구성한 요약문에 이 두 세그먼트

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제 환을 피

치의 변화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4.2 스피치 요약 평가

스피치 요약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서 요

약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내재  평가를 하

다. 내재  평가를 해서 각 표본 비디오의 스

피치 본에서 비디오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는 문장들을 추출하여 표  요약을 구성하 다. 

그런 다음 네 개의 음향학  요소(F0 최 값,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 최소값 dB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에 기반

하여 구성된 요약문을 표  요약문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강도(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

이)를 이용한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식을 표  

요약문을 기 으로 하여 비교하 다.

4.2.1 표  요약  본문 키워드 기반 요약의 

구성

각 비디오의 표  요약은 두 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 다. 작성 방법은 연구자들이 

비디오를 시청한 다음 유투  사이트에 있는 텍

스트 요약  메타데이터 내용을 세 히 분석한 

후 비디오 자막을 마침표를 기 으로 문장 단

로 구분한 후 비디오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

는 문장들을 선정하 다. 선정된 문장 에 두 

명의 연구자가 같이 선정한 문장은 그 로 사

용하고 서로 다른 문장을 선정한 경우는 서로 

상의하여 최종 으로 합한 문장을 선택하여 

표  요약을 구성하 다.

본문 키워드 방식에 의한 요약문 구성을 해

서 Extractor 시스템(http://www.extractor.c 

om/)을 이용하 다. Extractor 시스템은 어휘

 기법과 담화  기법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

출하 다. 즉, 단일어를 어미를 제거한 어간으

로 변환한 후, 각 어간의 출 빈도와 처음 어간

이 출 한 치 정보를 고려하여 핵심 어간을 

추출하 다. 즉 높은 빈도를 갖고 있으면서 첫 

번째 어간이 체 텍스트의 앞부분에 출 하는 

어간에 더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

하 다(Turney, 2000). 최  3개까지 단일어가 

결합되도록 한 복합어도 어간으로 변환한 후 단

일어와 유사하게 처리하 다. 이와 같이 각 비

디오 본의 핵심 단일어와 복합어를 추출한 후 

이를 용어 벡터로 표시한 후 이를 기 으로 각 

문장과 본문 키워드간의 유사도를 코싸인 유사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때 용어의 가

치는 단일어, 복합어에 1.0, 2.0을 각각 할당하

다. 용어의 빈도에 한 가 치는 빈도가 두 번 

이상인 경우에는 일률 으로 원래 가 치에 2를 

곱하 다. 최종 으로 코싸인 유사계수가 높은 

문장 4~6개를 선정하여 요약문을 구성하 다.

4.2.2 실험 시스템과 피조사자

스피치 요약의 오디오  텍스트 형태의 장단

을 이용자 에서 조사해 보기 해서 실험 

시스템을 구 하 다. 스피치 요약의 구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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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들어진 40개의 표본 비디오에서 임의로 

선택한 TED Talks 비디오 10개의 문 요약문

을 오디오  텍스트 형태의 한  요약문으로 

구성하여 실험 시스템으로 구 하 다. 모두 

어로 된 요약문이기 때문에 TED Talks 사이트 

(http://www.ted.com/OpenTranslationProj

ect)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을 가져와서 한

 요약문을 구성하 다. M 학교에서 문헌정

보학을 공하는 학부 학생 40명(남자: 18명, 

여자: 22명)을 피조사자들로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4.2.3 음향학  자질에 기반한 요약문 평가

연구 문제 2(음향학  요소에 기반한 요약의 

효율성 평가)를 검증하기 해서 이  단계에

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네 개의 음향

학  요소(F0 최 값, F0 최 값과 F0 최소값

간의 차이, 최소값 dB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에 기반한 요약의 효율성을 평가

하 다. 이를 해서 각 요소에 기반하여 구성

된 요약문을 표  요약문과 비교하여 정확률과 

재 율을 체하는 하나의 척도인 F 측정((2 × 

재 율 × 정확률) / (재 율 + 정확률))을 이

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 다(<표 3> 참조). 

강도에 속한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

이와 최소값 dB의 F값(0.17, 0.15)이 피치에 속

한 F0 최 값과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

이의 F값(0.10, 0.09)보다 상 으로 더 높게 

나와 강도가 피치보다 좀 더 높은 품질의 요약

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네 가

지 요소 에서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도가 스피치에서 단어 

요도를 식별하는 가장 유용한 자질이라고 기술

한 Wang과 Narayanan(2007)의 주장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방 법 F 측정

강도(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 0.17

강도(최소값 dB) 0.15

피치(F0 최 값) 0.10

피치(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 0.09

<표 3> 음향학  자질 방식의 평가 

4.2.4 음향학  자질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식간의 비교

연구 문제 3(가장 유용한 음향학  자질 방

식과 통 인 본문 키워드 방식간의 차이를 요

약문의 품질과 이 두 방식에 의해서 각 세그먼

트에 할당된 가 치간의 상  계 측면에서 분

석)을 테스트하기 해서 앞 단계에서 가장 효

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 값 dB과 최소

값 dB간의 차이를 이용한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식을 표  요약문을 기 으로 하여 비교하

다. 비교 결과, 본문 키워드 방식의 F값(0.20)이 

최 값 dB과 최소값 dB의 차이를 이용한 방식

의 F값(0.1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t-검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55) 

> 0.05)(<표 4> 참조). 이는 스피치 요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음향학  기법이 어휘  기법과 유사

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에 의

해서 구성된 세그먼트 가 치와 본문 텍스트 기

반 방식에 의해서 구성된 세그먼트 가 치간에 

강한 상  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 두 

기법간의 상 도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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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이 두 기법간의 상 도는 0.02(r=0.02)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 F0 최 값에 의

한 세그먼트 가 치와 본문 텍스트 기반 방식에 

의한 세그먼트 가 치간에 상 도도 0.11(r=0.11)

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음향학  자질 기법은 

어휘  기법(키워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핵심 세그먼트를 추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 법 F 측정

음향학  자질 방식: 최 값 dB과 최소값 dB

간의 차이
0.17

본문 키워드 방식 0.20

<표 4> 음향학  자질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식의 비교 

4.2.5 피치와 강도의 상  계 측정

연구 문제 4(피치와 강도간의 상  계 분

석  피치내 는 강도내의 여러 요소간의 상

 계 분석)를 조사해 보기 해서 먼  강도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와 피치(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간의 상 도를 

측정한 결과, 0.09(r=0.09)라는 매우 낮은 상

계수가 산출되었다(<표 5> 참조). 따라서 강도

와 피치가 서로 다른 기 에 의해서 핵심 세그

먼트를 추출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

으로, 피치의 변화가 주제 환과 련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도 는 피치를 

이용한 기법이 핵심 세그먼트를 어떤 기  는 

패턴에 의해서 추출하는지 빅 데이터(big data)

를 사용한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피치내 요소(F0 최 값과 F0 최소값

간의 차이 vs. F0 최 값)간의 상 도는 0.97로 

나타나 매우 높은 양의 상  계가 있고, 강도

내의 요소(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 

vs. 최소값 dB)간의 상 도는 -0.78로 나타나 

비교  높은 음의 상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피치값 는 강도값을 사용할 경우

에 이들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기보다는 표

인 하나의 요소만을 사용하여 분석해도 큰 문

제는 없어 보인다. 

 계 상 계수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강도) vs.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피치)
0.09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피치) vs. 

F0 최 값(피치)
0.97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강도) vs. 

최소값 dB(강도)
-0.78

 <표 5> 피치와 강도, 피치내의 요소들 

 강도내의 요소들의 상  계 

분석 결과

4.2.6 스피치 요약의 표  형식에 한 

이용자 평가

연구 문제 5(스피치 요약의 표  형식 평가)

를 조사하기 해서 피조사자 40명에게 실험 

시스템에 장된 10개 표본 비디오들의 텍스트

와 오디오 형태의 요약문들을 라우징하거나 

청취하게 한 후 이 두 형태의 요약문의 장단

을 한 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명(40%)은 오

디오 요약을 듣는 것이 편안하다고 하 고, 13

명(32.5%)은 오디오 요약에 집 하기가 용이

하다고 답하 다. 7명(17.5%)은 오디오 요약이 

일정하면서 신속하게 표 된다고 하 다. 5명

(12.5%)은 오디오 요약을 듣는 동안에 멀티 태

스킹 작업이 쉬워진다고 하 다. 즉, 오디오를 

듣는 동안에 련된 이미지를 보는 것과 같은 

다른 작업을 체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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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4명(10%)은 오디오 요약에는 음향학/

음율 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디오 내용

을 더 쉽게 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 다. 

만약 실험 데이터로 음성 합성기로 구성한 오디

오 요약 신에 실제 비디오 스트림에서 오디오

를 바로 추출하여 구성한 오디오 요약을 사용하

다면 이 항목에 한 답변 비율이 더 높아졌

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17명(42.5%)은 오디오 요약은 다시 

듣고 싶은 부분으로 가고자 할 때 불편함이 있

다고 말했고, 7명(17.5%)은 길이가 긴 오디오 

요약은 집 하기가 어려웠다고 답하 다. 이외

에 5명(12.5%)은 오디오 요약은 방 사라지기 

때문에 체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답하

다.

텍스트 요약은 앞에서 오디오 요약의 단 으

로 지 된 들이 장 으로 언 되었다. 18명

(45%)이 다시 읽어 보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

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 고, 10명(25%)이 문

장간의 문맥을 통해서 비디오의 체 인 내용 

악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답하 다. 이외에 5

명(12.5%)은 알려지지 않은 단어 는 구를 

이해하기가 용이했다고 답하 다. 반면에, 14

명(35%)은 긴 텍스트 요약은 집 하기가 어려

웠다고 답하 다. 6명(15%)은 텍스트 요약은 

의 피로를 가져다 주었으며, 5명(12.5%)은 

텍스트 요약을 히 라우징하기 해서는 

오디오 요약과 달리 상당한 크기의 가상 공간

이 필요하다고 답하 다.

이와 같이 오디오 는 텍스트 형태의 스피치 

요약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그룹의 선호도나 시스템 개발 환경에 따라서 

한 표  형식이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를 들어서, 오디오 요약은 스마트폰과 같은 

좁은 가상 공간을 갖고 있는 장치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오디오 요약은 텍

스트 요약에 비해서 멀티 태스킹 작업이 더 용

이하기 때문에 오디오 정보와 비주얼 이미지를 

함께 표 해야 하는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텍스트 요약은 요약을 여러 

번 반복 으로 라우징해야 하는 경우 는 문

장간의 문맥을 통해서 비디오의 체 인 의미 

악이 용이한 경우에 더 합하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스피치의 속도, 피치  강도의 세 

가지 음향학  자질을 이용하여 스피치 요약을 

생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장 효율 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

았다. 그런 다음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 로 하

여 효율 인 스피치 요약 방안을 구성하여 평가

해 보았다. 한 추출된 스피치의 핵심 세그먼

트를 오디오 는 텍스트 형태로 표 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용자 에서 분석해 

으로써 스피치 요약을 효율 으로 추출하여 표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핵심 인 연구 내용

과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피치 속도, 3개의 피치값 통계  3개

의 강도값 통계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네 개 

요소(F0 최 값, 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 최소값 dB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

의 차이)만이 세그먼트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

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스피치 요약을 구성하 다. 



 음향학  자질을 활용한 비디오 스피치 요약의 자동 추출과 표 에 한 연구  205

둘째, 네 가지 요소에 기반한 요약문의 평가 

결과, 최 값 dB과 최소값 dB간의 차이를 이용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

향학  자질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식을 요약문 

품질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본문 키워드 

방식의 F값(0.20)이 최 값 dB과 최소값 dB의 

차이를 이용한 방식의 F값(0.17)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음향학  기법이 방 한 비디오 스피치 

자막의 처리가 필요한 어휘  기법과 유사한 성

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음향학  자질 방식과 본문 키워드 방

식에 의해서 각 세그먼트에 할당된 가 치간의 

상 도를 측정한 결과, 최 값 dB과 최소값 dB

간의 차이에 의한 세그먼트 가 치와 본문 텍스

트 기반 방식에 의한 세그먼트 가 치간에 상

도는 0.0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음향학  

기법은 어휘  기법(키워드 방식)과는 다른 방

식으로 핵심 세그먼트를 추출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앞으로 좀 더 체계 인 분석 작업

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음향학  자질에 속한 강도(최 값 dB

과 최소값 dB간의 차이)와 피치(F0 최 값과 

F0 최소값간의 차이)간의 상 도를 측정한 결

과, 0.09라는 매우 낮은 상 도가 산출되어, 강

도와 피치도 서로 다른 기 에 의해서 핵심 세

그먼트를 추출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앞으로 강도 는 피치를 이용한 기법이 핵심 

세그먼트를 어떤 기  는 패턴에 의해서 추

출하는지 빅 데이터를 사용한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스피치 요약의 표  형식(오디오 

는 텍스트 형태)은 각자 독자 인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그룹의 선호도나 시스템 

개발 환경에 따라서 히 선택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어 스피치 자료를 표

본 자료로 사용하 다. 앞으로 한국어 스피치 

자료를 상으로 음향학  자질을 분석하여 

어와 한국어의 스피치에서 스피치 속도, 강도 

 피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서로 비교하

여 분석해 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이용자의 선호도 

는 시스템 개발 환경을 고려한 강의 스피치 

자료의 라우징과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

계에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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