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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을 이용한 가전제품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스템은 인식부, 가정 자동화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이용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시스템은 15가지 음성 명령어를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가전 제품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 론

인간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 

장 기본적인 도구는 문자와 음성이다. 최근에는 인간 사 

이의 정보 교환 외에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정보 교환이 

중요한 역할을 가짐에 따라, 음성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장애자나 환자를 보조하 

는 장애자 보조 장치로서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가정 자동화(Home Automation)분야 

의 발전을 바탕으로 많은 장애자 보조 장치들이 원격제 

어 장치기술인 적외선 송출기, 라디오신호를 이용하여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턱을 이용하거 

나 혀 및 이의 압력을 이용하거나 안구의 움직임을 이용 

하여 생활 환경의 제어 및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보다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기기 

로의 접근이 가장 쉽고 보다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므로 

장애자 보조 장치로서 매우 적합하다.

실용적 관점에서 대상 어휘를 제한하여 고립 단어 및 

숫자음 등의 한정된 영역에서 음성 인식을 응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십단어 정도를 인식할 수 있 

는 상용칩도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피 그러나 이 러한 상 

용칩을 사용한 인식에 있어서는 인식률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현하기 가장 간단하고 수십 

단어의 고립단어에 있어서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DTW 

알고리듬］기을 이용하여 인식기를 구현하였다.

학습은 각 명령어에 대해서 1번씩 발음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정숙성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음성 명령어의 

구성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3절은 시스템의 구성, 4절은 

실험 및 결과, 5절에서는 결론을 내렸다.

2. 음성 명령어의 구성

명령어가 너무 자세하고 복잡하면 오히려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쉽게 명령할 수 있는 생활 용어를 중심으로 

각 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명령어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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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1번, 2번, 3번, 4번, 텔레비전, 

오디오, VTR, AM, FM, 소리높여,

소리낮춰, STOP, PLAY, CD

표 1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하였다.

기기는 환자 또는 장애자가 병원이나 가정에서가장 닐 

리 사용되는 전자 제품등을 선택하였으며 기기는 다음 

과 같다.

텔레 비져一 비 디오. 라디오, 조명

위의 기기에 접근하는 명령어는 각각의 명칭을 택하였 

다.

3.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은 명령어를 인식하는 인식부와 인식 결과를 

받아서 가전기기 등의 콘트롤 대상들에 전송하는 가정 

자동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

3-1. 끝점 검출기

끝점 검출은 입력 신호로부터 묵음과 음성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끝점 검출은 특히 단독음 인식시스템에서 중 

요한 요소로서 인식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끝점 검출에 사용된 파라메터로는 단구간 에너지와 단 

구간 영교차률을 이용하였다.

무성음의 경우 거의 잡음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만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성 

음 구간은 많은 떨림이 있기 때문에 영교차률을 이용하 

면 무성음 구간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실시간의 개념에서의 끝점 검출의 과정은 그림 1과 같 

다. 한 프레임은 9.07msec로 하였으며 문턱값은 실험 실 

하에서 실험 치 를 바탕으로 첫 번째 문턱값은 12,000,000 

두 번째 문턱값은 60,000,000으로 하였다. 시 작점 이 검 출 

되면 그때부터 2초간 음성을 저장하였고 끝점은 뒤에서 

부터 연속으로 두 문턱값을 넘 으면 그 점 을 끝 점 으로 댁 

하였다’

그림 1 끝점검출 알고리듬에 대한 블럭도

3 2. 음성의 특징 추출

음성인식에서는 시간엉역의 음성신호는 화자의 발성환 

경차이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주파수 영역의 신호가 주 

로 사용된다. 전처리에서는 주로 LPC, 켑스트럼, PLP, 

멜캐스트범 등이 많이 쓰고 있다.

본 托문에서는 동적 프로그래밍법을 바탕으로한 음 

성인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는 13차 멜 

-켑스트럼 계수를 이용하였다"侦치

먼!-智스匸럼 게수 계산을 위해서 그림 2와 같은 20 

개의 삼각 대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식 1）에 의해 구 

해신다.

必FCG= ；*X»cos"—3）紀 （1）

,i=

위에서 M은 켑스트럼 게수의 수, X居 卜/,•••,20는 

k차 핀터의 로二「■에너지 줄력이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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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Hz)

그림 2 멜-켑스트럼 계수를 생성하기 위한 필터

3-3. 음성 인식부

시간 신축 방법은 음성 파형을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 

는 것으로 주어진 패턴과 기준 패턴을 비교할 때 음성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인 차이를 신축을 통하여 일치 

시켜 두 패턴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인식을 행하는 방법 

이다. 동일한 사람이 같은 단어를 발음하더라도 각각의 

단어 길이는 서로 다르므로 시간 신축이 필요하다. 이 

러한 발음상의 비선형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패 

턴 사이의 유사도를 구할 때에는 동적 프로그래밍법을 

도입한다. 동적 프로그래밍법은 목표점이 하나이고 출 

발점이 여럿인 경로가 있을 때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것 

이다. 따라서 시간 신축 알고리즘이 동적 프로그래밍법 

에 의해서 구현되어질 때, 이를 동적 시간 신축 이라고 

부른다.

시간 신축 함수'비的에 대응되는 R (力)의 시간축을 

均(沥의 시간축에 맞추는 m = 을 구해야 한다. 

제한 조건으로는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해야 한다. 

/(力)은 두 패턴사이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함수이다.

D= Min[丈;(2) 

K= 1

여기서, d [P^n), RG3))] 은 0 의 力프레임과 

3의 /(w(w)) 사이의 거리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은 DP법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위의 최소값, 즉 인식결과는 RS-232C 포트를 이용하 

여 인식된 단어의 ID 와 각 단어의 거리값의 형태로 

9600bps 속도로 가정 자동화부로 전달한다.

3-4. 가정 자동화부

가정 자동화부는 인식부의 결과를 외부 장치 (가전 제 

품, 조명)등과 연결힌다. 가정 자동화부는 V25 CPU를 

사용하였으며 128kbyte SRAM과 128kbyte ROM을 가 

지고 있으며 I/O port를 통해서 외부 장치에 신호를 전 

송한다.

1) 포트 신호로 적외선 LED 를 콘트롤해서 

코드를 전송한다. 주로 적외선 수신기를 가진 가전제품 

을 콘트롤 하는데 사용한다.

2) 포트 신호를 이용하여 SSR(Solid State 

Relay)을 콘트롤한다.

가정 자동화부의 프로그램은 두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인식부로부터 결과는 받는 인식 처리부와 각각의 하부 

기기를 콘트롤하는 제어부로 구성 되어 있다.

인식 처리부는 인식부를 콘트롤하여 얻은 인식 결과를 

수신한다.

제어부는 해당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적외선 코드의 

전송, 기타 VO 장치 콘트롤, 인식부와의 인터럽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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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통신등 기기와의 하부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가정 자동화부의 하드웨어에는 외부와의 연 

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부분이 있다. 인터페이스부는 외부 

신호와의 절연과 외부로 CPU 신호전달을 위해 IR이나 

가정용 전압 등으로 신호를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 

자에게 현재 기기의 상태를 전달하는 간단한 

Man-Machine interfacing을 담당흔｝■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는 PC 환경에서 사운드보드 

AWE 64를 이용하여 11.025kHz, 16bits로 양자화하였다. 

실험실 환경하에서 4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모두 화 

자 종속으로 실험하였다. 표 2는 실험된 결과이다.

표 2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처럼 인식률은 92.75%의 

결과를 보였으며 유사도가 많은 단어간（소리 높여-소리 

낮춰, 1번-2번의 인식오류가 집중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류횟수/실행횟수）

표 2 인식 결과

화자 1 화자 2 화자 3 화자 4

조명 0/10 2/10 1/10 2/10

1 번 1/10 3/10 2/10 0/10

2 번 2/10 1/10 1/10 1/10

3 번 0/10 0/10 0/10 0/10

4 번 0/10 0/10 0/10 0/10

텔레비젼 0/10 1/10 0/10 1/10

오디오 0/10 0/10 0/10 1/10

VTR 0/10 0/10 0/10 1/10

AM 0/10 0/10 2/10 0/10

FM 1/10 0/1() 1/10 0/10

소리높여 3/10 2/10 2/10 0/10

소리낮춰 1/10 1/10 0/10 1/1()

STOP 0/10 0/10 0/10 0/10

PLAY 0/10 1/10 1/10 1/10

CD 0/10 0/10 0/10 0/10

으] 식률 94.67% 9267% 93.33% 94.67%

장치에 적합하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음성 인식 시스 

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DTW알고리듬을 이용한 음성 

인식부는 어휘의 개수를 15개로 실시간 상황에서 92.75% 

의 인식율을 보였다.

알고리즘 구현과 실험을 위해 사용한 장치가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PC와 사운드 보드였기 때문에 전문적 

인 음성 입력 보드들과는 달리 스위칭 잡음, 시간이나 

게인 조종에 따른 옵셋 변화 등에 의한 잡음이 입력되었 

다. 또한 일반 생활잡음과 생체잡음 등에 의한 잡음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인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추가하였다.

DTW 알고리즘은 장애자용 생활 환경 제어 장치와 

같은 수십개의 고립단어 인식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안정 

적인 동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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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 론

본 논문은 음성을 이용한 장애자용 생활 환경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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