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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인텔리전스㈜ 자체개발회의록녹취변환시스템은

AI 기반자동회의록작성솔루션 M-MIC 와

뛰어난인식률의강력한 STT 엔진인 M-STT가결합된솔루션입니다.

“

회의록 작성 및 관리의 자동화를 통하여 관련비용을절약하고, 

업무의편의성을높임으로써 시간 및 인력 등의자원효율성을향상시켜 드립니다.

회의록녹취변환시스템

메이슨인텔리전스㈜

✓ 회의 내용 녹취 저장

✓ 실시간 텍스트 변환 저장

✓ 회의록 관리 및 리포트 생성

✓ Cloud 및 On-Premise 지원

✓ 고객 상황에 맞는 커스텀 지원

(H/W, S/W)

➢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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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란 ?
AI 기반자동회의록작성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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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메이슨인텔리전스만의 강력한 M-STT 엔진과자동화를 통하여

시간 및 인력 등의자원편의성을향상시켜 드립니다.

관련비용을절약하고, 업무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Automatic Meeting Minutes Writer
AI 기반자동회의록작성솔루션 M-MIC

Deep Learning

기반자가학습

빠른학습속도
& 높은인식률

Cloud 및
On-Premise

Easy
Workflow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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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특장점

글로벌에서인정받은특허기술력및강력한보안

국제 특허 기술력이 적용되어 뛰어난
인식률과 변환 속도의 M-STT 엔진

M-STT
엔진사용

별도의 매커니즘 제공을 통한 고객 업무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가능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커스터
마이징

속기사 없이 자동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므로
외부 정보 유출 가능성 사전 차단

보안
강화

다중 마이크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다중 화자 구분 기술

다중화자
구분

세계 최초의 오디오 서치 (Audio Search) 기능
제공을 통한 특정 키워드 검색 가능

오디오
서치

다양한 부가 정보 활용 가치 향상 (발언자,
발언 시간 등의 정보 구분을 통한 분석 자료 활용 가능)

정보활용
가치향상

M-MIC
(고객맞춤형 특화 엔진)

회의 진행 및 자동 기록
외부 유출

가능성 차단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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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아키텍처

M-MIC 아키텍처

음성

* 채널 레이블링 정보 저장

파일 저장

M-MIC

Main Server Data Base

음성 임시 저장

Proxy
(Stunnel)

STT 결과

Data Base

음성 파일

STT 결과 파일

STT 결과
임시 저장

채널 정보

DB 정보

음성

STT 결과

텍스트 파일

저장 및 인쇄

M-STT

M-STT

▪ 실시간 음성 → 텍스트 변환 솔루션

▪ 최신 인공 지능 음성인식 엔진 사용

▪ 메이슨인텔리전스만의 독자 기술 적용

▪ 타사 대비 20% 이상 높은 음성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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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특장점

AI 기반자동회의록작성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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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특장점

정확하고빠른학습능력

▪ 지속적 한국어 학습 및 산업별 특수 언어 심화

학습을 통한 타사 대비 높은정확도 제공

▪ A4 용지 10,000 page 분량 학습에 2주 소요

(경쟁사대비 3~4x 빠른학습속도) 

▪ 대용량 음성 파일(20분 예시) 변환 9초 이하 소요

(글로벌최대경쟁사대비 24x 빠른변환속도)

▪ 별도의 매커니즘 제공을 통해 고객의 업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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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 (초기)사전/초급학습 중급/고급학습 심화학습

학습량및수준별정확도비교

G사 M-STT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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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플레이어와 접목 시 외부 개발 필요)

M-MIC 특장점

세계최초오디오서치 (Search) 기능

▪ 텍스트로 변환된 데이터가 아닌 음성데이터에서 바로 검색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한 Time-Stamp를 활용 및 미디어 플레이어와 접목시켜 해당 키워드 부분으로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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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한 단어 별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확인
가능하며, 해당 단어 Time-Stamp 의 신뢰도를
파악 가능

M-MIC 특장점

타임스탬프 (Time Stamp)

▪ 각 단어 별 인식 시간 및 정확도 확인

▪ 오차 발생/확인 시 수동으로 단어와 시간 매칭 및 정확도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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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그림은 다중 화자 구분 Concept를 위한 예시 입니다.)

M-MIC 특장점

다중화자구분

▪ 화자 구분 가능 수의 제한이 있는 타사 제품과 달리, 개별 채널 사용시 무제한 화자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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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Language Support (다국어지원)

▪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 2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

▪ 글로벌 고객 및 사업 환경에 적합

(*상위 설명은 클라우드 기반이며, 폐쇄망 적용시 4개 이상 언어 지원)

M-MIC 특장점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0-fWOw9TlAhVba94KHQt2AYgQjRx6BAgBEAQ&url=https%3A%2F%2Fen.wikipedia.org%2Fwiki%2FFile%3AFlag_of_the_United_States.svg&psig=AOvVaw2iiPaiQ96lwQq_x39IrtGg&ust=1573093236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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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기능소개

AI 기반자동회의록작성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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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관리자 ID 의 Password는 1234로 설정

▪ 최초 로그인시 비밀번호 변경 필수

▪ 초기 관리자 ID 는 메이슨인텔리전스에서

고객이 원하는 ID명으로 생성

M-MIC 사용방법 (관리자)

초기관리자설정을위한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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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회의

제안서 회의

보안업체 익일 미팅건 관련 회의

신제품 기획 회의

신제품 기획 회의

대회의실

2A 회의실

3C 회의실

4E 컨퍼런스룸

4E 컨퍼런스룸

15

M-MIC 사용방법 (관리자)

초기화면

▪ 회의록 관리 의 : 회의록 조회, 생성, 삭제

▪ 직원 조회 문의 : 조직에 소속/등록 된 직원의 정보 조회 및 수정

▪ 직원 등록 문의 : 회의 참여를 위한 신규 직원 등록

▪ 관리자 정보 의 : 현재 로그인 되어있는 관리자의 정보 확인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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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사용방법 (관리자)

회의록관리

▪ 회의 안건, 회의 장소, 회의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여 회의 생성 (회의 생성 날짜 수정 불가)

▪ 각 회의는 “회의 참여자” 로 등록 되어있는 직원에게만 노출

▪ 관리자가 해당 회의에 참여하려면, “회의 참여자” 로 등록 되어 있어야만 참여 가능

STEP 1

STEP 2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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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사용방법 (관리자)

회의록관리

▪ 회의록은 시작 시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 회의록 앞 체크박스 선택 시 회의록 삭제 가능

▪ Search 박스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손쉬운 검색 가능

▪ 회의 제목 클릭을 통한 상세 회의록 조회 가능

제안서 회의

제안서 회의

보안업체 익일 미팅 회의

신제품 기획 회의

신제품 기획 회의

대회의실

2A 회의실

3C 회의실

4E 컨퍼런스룸

4E 컨퍼런스룸

▪ 상세 회의록을 통하여 회의 안건,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간, 참여자, 회의 내용의 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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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사용방법 (관리자)

회의록관리

▪ 회의 내용을 로컬 저장소에 .txt 파일로 저장하여 확인/인쇄 및 관리 가능



© 2021 Mason Intelligence               19

M-MIC 사용방법 (관리자)

직원관리

▪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 (사진 촬영, 이름, 이메일 등)

▪ 관리자도 직원 등록 후에 M-MIC 장치 사용 가능

▪ 등록된 직원의 정보 조회 가능

▪ 등록된 직원의 상제 정보 확인 및 정보 수정 가능 (보안상의 사유로 사진은 수정 불가)

▪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입력을 할 경우 회의 참여 불가

직원등록

직원조회

Masonai_admin2019

02-555-1234

홍길동

Hong_admin2019@masonitelligence.com

▪ 관리자의 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

▪ 초기 관리자 ID, 이름, 전화번호, e-mail 정보는 메이슨인텔리전스에서 생성 및 제공

관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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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엔진소개

AI 기반자동회의록작성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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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인공지능엔진

▪ 글로벌 경쟁사 (GOOGLE, AMAZON, NUANCE, IBM...) 대비 뛰어난 STT 엔진 성능

▪ 실시간 스트리밍 지원, 다양한 언어 지원, 높은 정확도, 키워드 검색 기능 등

Feature Detail M-STT S 사 M사 I 사 V 사 B 사

전문가커스텀모델
음향 데이터에 대한 음성 모델을
교육하여 정확도 향상

O △ △ X X X

오디오서치 오디오에서 키워드를 찾음 O X X X X X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수동 지정 O X X X X X

On-Premise 폐쇄망 내에서 사용 가능 O △ △ X X X

학습엔진
GPU 기반 학습 엔진 구동에 의
해 다각적 딥러닝 학습가능

Hybrid
CNN+LSTM

RNN
ETRI 엔진 기반

DNN
ETRI 엔진 기반

DNN
ETRI 엔진 기반

DNN
ETRI 엔진 기반

DNN
ETRI 엔진 기반

신뢰도분석
변환된 텍스트의 신뢰성을 AI로
측정하여 정확도 향상에 기여

O O X X X X

M-MIC음성인식엔진 AI Brain



© 2021 Mason Intelligence               23

최신인공지능엔진

▪ AUGMENTED GENERALIZED DEEP LEARNING WITH SPECIAL VOCABULARY (US Patent # : US 10,210,860 B1)

▪ DEEP LEARNING INTERNAL STATE INDEX-BASED SEARCH AND CLASSIFICATION (US Patent # : US 10,380,997 B1)

M-MIC음성인식엔진 Deepgram AI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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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고객에게인정받은최고의 STT 엔진 AI Brain

“ 정확도 면에서 AI Brain STT 제품이 가장 높았으며, 

작업하기 가장 쉬운 제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최고의 회사 이었습니다. ”

Klint Kanopka
(Stanford University PhD Researcher)

240x
SPEED UP

25
CLASSES PROCESSED

“구글(Google)의 클라우드 스피치 API 와 Amazon, 

Tethr, Prosodica 등 다수의 제품에 투자를 해 보았지만, 

그중에 최상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Brett Evanson
(CTO at Smart Phino Labs Division at Randall-Reilly)

90%
RESULT ACCURACY

4m
MINS TRANSCRIBED

M-MIC음성인식엔진 AI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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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고객에게인정받은최고의 STT 엔진 AI Brain

이미 수십개가 넘는 북미기업에서 AI Brain Engine을 사용중입니다.

“ 고객과의 통화 및 미팅 내용을 STT를 적용하여
기업내의비즈니스결정에활용했습니다. “

- 미국 유명 핸드폰 제조 기업 A

“ AI Brain STT를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분석을통한인사이트도출)에 사용했습니다. “

- 미국 메이저 10대 은행사 B

“ 고객 콜센터에서 상담원과의 상담 내용을
STT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데이터화 시켰습니다. ”

- 미국 콜센터 솔루션 전문 기업 C

M-MIC음성인식엔진 AI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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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레퍼런스
AI 기반자동회의록작성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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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C 적용사례 : 경찰청

경찰청의차세대 AI 음성인식솔루션

▪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019.10.21~23) 에서 경찰청 차세대 AI 음성인식 제품으로 소개

▪ 경찰관과 피조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 변환, 기록 및 저장

▪ Cloud 기반 엔진이 아닌 On-Premise (폐쇄망) 엔진 도입으로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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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실제 진술 파일을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 음성 엔진 학습

▪ 수사에 자주 활용되는 용어

위주로 재 학습 및 보정

▪ 단어 별 타임스탬프 기능

▪ 오디오 서치 (Search) 기능

▪ 진술 조사 활용

▪ 실시간 음성 → 텍스트 변환

▪ 즉각적인 오탈자, 진술자 행동 양식 등을

수정 및 추가 가능

▪ 수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절감 효과

▪ 다중 화자 구분 (조사관 및 피해자/참고인

등 화자 구분하여 대화 기록 저장)

▪ AI 음성 챗봇 솔루션

▪ 반복 업무 대체

▪ 단순하고 반복적인 112 질의

응답 챗봇 자동화 대체

▪ 다국어 인식 기능

▪ 직관적인 시나리오 관리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유지보수

M-STT M-MIC M-BOT

28

경찰청의차세대 AI 음성인식솔루션

▪ 경찰청 1급지 147개 서에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진행 완료

▪ 경찰대학에 M-STT, M-MIC, M-BOT 전 제품 도입 시범

M-MIC 적용사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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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로그인 진술조서로활용

조사진행

* 실시간 오탈자 수정

* 지문 기재 및 반영 가능

진술인로그인

조사기록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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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차세대 AI 음성인식솔루션

▪ 전국 5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 성폭력 피해 진술 조사에 사용하는 시범 사업 진행 완료

M-MIC 적용사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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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HOSUN Global Leaders Forum 2019

▪ 조선일보 – TV조선 공동 주최 포럼 GLOBAL LEADERS FORUM

▪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19 (2019.11.18~19) 행사에 M-MIC 솔루션 시연

▪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음성 → 텍스트 변환하여 외부에서도 참관 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사례 : TV조선글로벌 리더스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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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V조선국제화상컨퍼런스

▪ 2020 TV조선 국제화상컨퍼런스 (2020.03.26) 행사에 M-MIC 솔루션 시연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19 추가 시범 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컨퍼런스가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로 전환되면서, 국외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여 온라인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는 STT사업 진행

적용사례 : 2020 TV조선국제화상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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