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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자 개인 비서 시스템(PEAS) 

의 일부인 일정관리 시스템을 화자인식 기술 

을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음성을 

패스워드로 개인을 확인하여 각 개인의 일정 

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보안성과 함께 사용자 

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사용자 등록을 자유 

롭게 하였으며 인식에서는 계산 시간 등을 고 

려하여 DTW 알고리즘에서 얻을 수 있는 경로 

정보를 이용해 하나의 참조패턴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 흐름에 따-E 勺식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뒤 

에 자동으로 참조패턴이 갱신되도록 하였다.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성보 홍수 시대라 해노 과 

언이 아닌 皇늘난, 사회인에게 필수적인 개인 

전자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흔｝다. 이 때 맨 

-머쉰 인터페이스를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수단인 음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특히, 개인 신상정보 

와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기 

술인 화자인식 기능을 일정관리 모듈에 구현 

하도록 한다. 실제 구현은 팬티엄급 IBM 호환 

PC,win95 운영 체 제 상에 하였으며 Visual Basic 

과 C 언어를 사용하였다.

2. 개인전자비서 시스템 개요

여러가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해야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지능적인 정 

보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열거해 보면, 일정관리, 명함 

관리, 전화/팩스 송수신, 금전출납 등이며 이를 

그림 1에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는 개인 전 

자 비서 시스템 (PEAS : Personal Electronic 

Assistant System)의 전 체 블럭도를 보이고 있으 

며 음성을 통한 인터페。)스를 위해 필요한 여 

러 요소 기 술은 그림 2에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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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 전자 비서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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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시스템은 단순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 

니라 각 분야별 기술이 종체직으로 결합되어 

야 구축될 수 있다|1].

3. 화자인식을 이용한 일정관리 시스 

템

본 논문에서는 2장에시 서술한 개인 전 

자 비서 시스템 중 “화자인식” 요소기술을 적 

용한 “일정관리'' 모듈에 대해 서술한다.

개인 전자 비서 시스템은 사무실 환정에 

시 여러사람。] 사용하게 된다. 러나 각 인 

은 자신의 아이디를 갖고 있Q머 화자확인 질 

자를 거져 논-인인을 학인 받＜卄 가〃 다己 데 

叫 터베이스를 갖고 있게 된다. 시스템 사용 환 

경 중 특징직인 거을 꼽아 본다면 사용자는 

시스테 구현 시부터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 

용하고자 할 때마다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된 

다. 그러 므로 사용자에 대해 Close set 이 아닌 

Open set 환경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인식을 

위한 특징벡터 선택시 고려할 사항이며 시스 

템 구현 시에는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사용자 등록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머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스템임을 감 

안하여 시간 지속에 따른 인식율 저하가 없어 

야 한다.

화자인식 알고리즘은 DP 매 칭 방식을 쓰 

고 있으며 비민번호로 사용할 단어를 2 번 발 

싱하노록 하여 DTW 의 path 성보를 이 용해 하 

나의 참조패턴으로 갖고 있게 된다[2]. 사람의 

咅성은 시간이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높은 인 

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히七卜. 는- 시스템에서는 이를 저리하기 위 

해 인 성 기 간 뒤 에 참조패 턴 을 off-line A 갱 

신하노록 히였나. 직실한 갱신기간을 설정하기 

糾해 시간에 따泠 인식율의 시하 싱도를 신제 

인 식 실험 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림 3에 실 

험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총 10 명의 화자에 대 

해 실험하였다. 결과는 기존 보고 내용 [3] 과 

기의 일치하고 있다.

에 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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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변화에 따른 에러율 변화

실험 결과에 따라 6주 마다 참조패턴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참조패턴 갱신루틴은 그림 

4에 보이고 있다.

그림 4. 참조패턴 갱신 루틴

참조패턴 갱신 루틴을 통해 새로 입력된 

음성에 가중치가 2 배로 적용된다. 즉, 과거 음 

성이 시 간 흐름에 따라 점 점 가중치값이 낮아 

지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인식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며 참조 

패턴 갱신은 사용자로 하여금 별다른 발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용의 편의성을 갖게 한 

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일정관리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예는 그림 5와 같匸卜. 시 작 화면과 

화자인식에 성공했을 경우, 사용자 등록 화면, 

실제 일정을 넣을 수 있는 일정관리 화면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마다 별도의 개인 

일정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게 하여 보안성 

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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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화자인식을 이용한 일정관리 프 

로그램 실행 예

아울러 본 시스템에 적합한 특징 패턴 여 

구로 [2]에 기술한 F 비를 가중치로 한 켑스트 

럼의 유용성을 연구하였다.F 비를 가중치로 하 

는 켑스트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비 = 화자간 변이 / 화자내 변以

즉, 화자 내의 변이는 작고 화자 간 변이 

가 크면 F 비가 커지게 되고 이는 화자 변별력 

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가중치로 한 

켑스트럼 특징 벡터 는 성 능이 매우 좋은 것 Q 

로 나타났다[2]. 러나 본- 시스템의 화자 咔 

성은 open set 이므로 어떤 화자가 사용하게 될 

지 알 수 없= 상황이다. 즉, 사칭자의 집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적은 데이터로 부터 추 

출된 F 비는 오히려 인식율을 지하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시스 

템에는 F 비를 가중치로 하는 켑스트럼 특징벡 

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을 패스워드로 하여 개인 

을 확인하는 화자인식을 이용한 일정관리 시 

스템에 대해 기술하였다. 논 시스템은 전자 개 

인 비시 시스템의 일早生시 싱卩一화 사회에 필 

수적인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 

서는 사용자의 편의와 안정적인 인식율 확보 

를 위 해 off-line 으로 참조패 턴을 갱 신하는 방 

닙과 이 때 DP-matching 알고리즘의 경로 정보 

를- 이용하여 하나의 참조패턴을 만들도록 한 

다. 이는 시간 흐름에 따른 목소리 변화를 반 

영하게 되므로 좋은 인식율을 확보할 수 있었 

다. 또한 사용자가 open set 임을 고려하여 사용 

자 등록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차후 이러 

한 기술은 화사 내의 전자 결제 시스템에서 

서명이나 도장대신 사용가능하며 각종 통신 

상에시의 见안 유지에 응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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