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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명함 리 시스템은 간편하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명함을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으나 모

바일 기기의 특징상 화면이 작고 정보를 이용하기 해서는 펜을 이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해야하는 불

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명령을 음성으로 처리하고자하는 VUI(Voice User Interface)의 필요성

이 증가하 다. 한 모바일 기기의 메모리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한 음성인식엔진 탑재의 어려움이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부터 음성을 입력받아 인식결과를 모바일 단말기로 되돌려 주

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인식시스템과 모바일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분산처리 가능한 웹서

비스 환경으로 구성하 다. 

1. 서론

모바일 환경에서의 개인용 모바일 명함 리시스템[1]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명함을 인식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제품이다. 모바일 명함 리시스템은 기존

의 오 라인 주로 수행하던 명함 리를 원격에서 간편

하게 리하고 검색할 수 있지만 모바일 기기의 특징상 

화면이 작아 펜이나 스타일러스로 검색어를 클릭하는 불

편함이 발생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동 단말기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입력 모드의 하나로서 음성을 

이용하여 VUI 처리가 가능한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 하

고자 한다. 한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2][3]. 구 된 음성 인식 시스템의 결과를 평가하기 

하여 음성 명령으로 명함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로토타입으로 개발하 다. 인식율을 평가하기 해서 

SiTEC 에서 제공하는 음성 DB(DataBase)[4] 일부를 이

용하여 음향 모델을 생성한 후 교내 무선 인터넷망을 통

하여 발성한 음성을 송신하여 실시간 인식하 다. 실험 결

과 95%의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명함 리시스템을 한 음성인식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구 한 음성인식 시스템의 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웹서비스 제공자인 

웹 서버와 웹서비스 소비자인 모바일 기기로 구성되어 있

다. 웹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기기에서 녹음된 음성을 수

신 받아 인식하고, 인식 결과를 가지고 명함을 검색하여 

결과를 반환한다. 웹 서비스 소비자는 모바일기기에서 명

령을 녹음하고, 녹음된 명령을 웹서비스 제공자에게 송

한 후 인식결과에 따른 명령을 수행한다.

(그림 1) 명함 리시스템을 한 음성인식 체시스템 구성도 

모바일 명함 리시스템 사용자는 웹서비스 소비자가 탑

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정보와 함께 명함정

보를 검색하고자하는 이름을 녹음하여 음성인식 웹서비스

로 송한다. 음성 인식 웹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처리 후 

인증된 사용자를 한 인식 문법 일과 발음 사 을 새

로이 생성한다. 음성이 들어오면 음성 일을 인식하여 

화번호 등의 검색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응답한다. 

웹 서비스 소비자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명함 리 

로그램[5]에 HTK를 이용한 음성인식기의 서비스를 호

출하는 버튼을 추가하여 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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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서비스 제공자

웹 서비스 제공자는 (그림 2)와 같이 웹 서비스 소비자

에게 인증 처리, 인식 처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 웹 서비스 제공자 

먼  웹 서비스 제공자는 웹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DIME (Direct Internet Message Encapsulation)[6] 메시지

를 달 받아 사용자 정보와 음성 일로 분리한다. 사용

자 정보는 인증처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 인식 웹 서

비스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인증처리가 완료되면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명함 DB에서 인식 상들을 처리한 다음 

추출된 단어 리스트를 이용하여 인식을 한 문법 일과 

발음사 을 생성한다. 문법 일은 EBNF 형식으로 구성

되고, 발음 사 은 자소분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인식 상

어휘와 인색 상 어휘를 구성하는 음소 모델 열의 으

로 생성된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처음 웹 서비스를 요청

할 때 한 번 수행된다. 

음성 일은 인식 서비스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인식한 

결과에 따라 검색 서비스의 명함 DB에서 일치하는 정보

를 찾아 웹 서비스 소비자에게 응답한다.  

4. 음성 인식기

인식 단  훈련  인식은 HTK 3.2(HMM Tool 

Kit)[7][8][9]를 이용하여 구 하 다. HTK는 HMM을 기

반으로 한 음성 인식 시스템 구   실험을 한 상용도

구이다. 총 45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마이크 녹음의 남성 

화자에 해서만 훈련을 하 으며, 음성 신호를 표 하기 

해  음성 데이터에 25ms 길이의 해빙 도우를 우고 

10ms마다 12차 MFCC와 에 지  그에 해당하는 델타 

에 지 등의 특징 라미터를 구하여 구성한 39차 특징 

벡터를 사용하 고, 음성의 특징 라미터 추출은 HCopy 

도구에 의해 수행하 다. 음향 모델 생성을 해  3 state 

left-to -right 모델을 사용하 다. HTK Tool Kit을 이용

해 음향  언어모델을 훈련한 뒤 기본 디코더인 HVite 

디코더를 이용해 음성 인식기를 구 하 다. 훈련과정을 

통해 얻은 각 음소 상태에 한 평균과 분산 값, 상태 천

이 확률을 이용하여 인식 모델과 비교 인식결과를 출력하

다. 훈련에 사용된 음소의 수는 43개(묵음 제외)이

다.[10]

명함 DB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되어 질 수 있으므로, 단

어 단 가 아닌 음소 단 로 음성을 모델링하여 음성을 

인식하고자 하 다. 음소 단 로 모델링한 결과 단어 내 

혹은 단어 간의 조음 상을 고려하지 않아 인식율의 하

를 가져오는 상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하된 인식률을 

높이기 해 명함DB에 등록된 모든 단어를 인식 상으로 

구성하지 않고 인증된 사용자에 한 정보에 해서만 그 

인식 상을 제한하 다. 사용자가 변경되면 새롭게 인식을 

한 문법 일(Grammar)과 발음사 (newDict)이 생성된

다. Grammar 일은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표  EBNF에 따른다. 

(그림 3) 새로 만들어진 발음사 (newDict)

(그림 4) 새로 만들어진 문법 일(Grammar)

한 본 논문에서 구 된 음성 인식기의 비교 실험을 

해 정보기술업체인 에스엘투(SL2)에서 구축한 화자독립

방식의 가변어휘인식을 지원하는 VoiceLink 3.4를 이용하

다. [11]

5. 실험  결과

  본 시스템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 실험은 Open Test

로 <표 1>과 같은 환경에서 수행하 으며 실험에 이용한 

기종은 HP iPAQ H54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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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음성 일 녹음장소

훈련용

데이터

 16bit , 채 1(mono) 

 16000kHz, NIST 방식 
방음시설 

평가

용데

이터

테스트1

(그룹1)

 16bit , 채 1(mono) 

 16000kHz, NIST 방식 
방음시설 

테스트2

(그룹2)

 16bit , 채 1(mono) 

 16000kHz, PCM 방식  
일반사무실

테스트3

(그룹2)

 16bit , 채 1(mono) 

 16000kHz, PCM 방식 
일반강의실

<표 1> 테스트 환경

 

(그림 5)은 모바일 명함 리 시스템의 음성 인식을 한 

인터페이스 화면이며, (그림 6)은 음성인식시스템의 결과

를 나타내는 화면이다.  

(그림 5)  인터페이스화면

     

(그림 6) 음성인식 결과 

음성 DB[4]로 사용된 훈련용, 평가용 데이터는 총 38명

의 남성(그룹1) 음성 데이터로 1인당 452개의 단어를 1회 

발성하 다. Open Test로 30명은 훈령용으로, 나머지 8명

은 평가용으로 사용하 다. 두 개의 인식기의 성능을 비교

하기 해 음성DB에 사용된 발성자를 제외한 새로운 발

성자, 성인 남자 2명, 성인 여자3명을 선정(그룹2)하 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용자(그룹1) 452(단어/명) * 8(명) 

= 3616개 단어를 Test1 ,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용자

(그룹2) 20(단어/명) * 5(명) * 5(회) = 500 개 단어를 

Test2 , Test2와 동일한 화자(그룹2) 10(단어/명) * 5(명) 

* 2(회) 개 단어를 Test3으로 사용하여, Test1은 구 된 

음성인식기의 성능을, Test2는 유선 상에서의 음성인식기

의 성능을, Test3은 무선 상에서의 음성인식기의 성능을 

비교 실험하 다. 

성능 비교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인식기 데이터 인식환경
인식수/

실험횟수
인식률

HTK 

훈련용 유선 10296/10848 94.9%

테스트1 유선 3064/3616 84.7%

테스트2 유선 480/500 96%

테스트3 무선 94/100 94%

VoiceLink
테스트2 유선 482/500 96.4%

테스트3 무선 96/100 96%

<표 2> 인식기에 한 인식률 비교

인식 상을 제한한 결과 그 인식률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명령 입력이 불편한 모바일 기기에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한 VUI를 구 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인

터페이스를 편리하게 제공하 다. 한 음성인식 엔진을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식 시 요구되는 

자원 이용의 제약성을 극복하 다[2][3]. 모바일 명함 리 

시스템을 한 음성인식 웹 서비스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웹서비스 소비자가 탑재된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식 상을 

웹 서비스 제공자에서 수정하기 때문에 모든 모바일 기기

에 최신의 정보로 용되어 질 수 있다. 한 그 인식 

상을 제한하 기 때문에 잡음이 많은 무선 환경에서의 인

식률도 높일 수 있었다. 

  추후 인식기의 성능을 높이기 해 음소 모델을 음소단

가 아닌 음소의 좌우 음운 상을 고려한 문맥 종속형  

음소 모델(tri-phone 단 )을 이용하는 인식기를 구 하고

자 한다. 단, 음향학  모델 훈련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음소 모델이 인식 상어휘에서 나타나는 unseen model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자 한다.  한 사용자 인증 처리를 해 사용자 정보를 

펜으로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화자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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