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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인터페이스 련 표 화는 음성 화, 음성인식/합성, 화망 등의 속망을 상호 분리하여 음성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들 각각의 상호 독립 인 개발을 보장해 주며, 각 요소의 이해가 없이도 음성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성정보기술의 보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W3C
에서는 Voice Browser에 한 표 화를 재 진행 에 있으며 Vocie Browser WG에서 Voice Browser
를 한 SIF(Speech Interface Framework)를 제안하 다. 제안된 SIF에서 Voice Browser가 음성인식을 실

행하기 해서는 많은 자원의 소요와 부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

서는 음성인식 웹 서비스를 기존의 SIF에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SIF를 제안하고자 한다. 음성인식은 

원격 시스템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Voice Browser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하 다. 그리고, XML-SRGS 포멧의 grammar를 음성인식기가 사용하는 EBNF 포멧의 grammar

로 변환시키는 변환기를 구 하 다.  

1. 서론

  음성 합성  인식 기술의 발 으로 음성 기술을 이용

한 웹 라우 의 개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W3C에

서는 그 요성을 인식하여 Voice Browser에 한 표

화를 진행하고 있다[1][2]. Voice Browser Working Group

에서는 Voice Browser를 한 SIF (Speech Interface 

Framework)를 정의하 다. 음성인터페이스 련 표 화

는 음성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들 각각의 상호 독립 인 개

발을 보장해 주며, 각 요소의 이해가 없이도 음성 화만

을 설계 기술하여 음성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다. 음성 인터페이스 표 을 지원하는 음성/합성 시스템

이라면, 개인이 개발한 는 어떤 기 이 개발한 것이라도 

별다른 수정 없이 시스템에 그 로 용할 수 있다[3][4]. 

  (그림 1)은 W3C에서 제안한 SIF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ASR(Automatic Speech Recognizer)은 사용자로부터 

음성을 받아들여 텍스트를 생성한다. 입력 받은 음성으로

부터 단어를 인식하기 해 음성인식문법을 사용한다.[5] 

SRGS(Speech Recognition Grammar Specification)[6]는 

음성 인식 문법 명세서이며 음성과 DTMF 입력 문법을 

모두 기술하며 음성인식문법을 코딩하기 한 XML 포맷

(XML-SRGS)과 텍스트 포맷(ABNF-SRGS)을 포함하고 

있다. 

  W3C SIF는 Dialog Script를 포함한 웹 페이지를 입력

받아 Dialog Script에 포함된 명령에 따라 application을 

실행한다. 음성인식을 Voice Browser에서 수행하므로 많

은 자원이 소요되며, 한 Voice Browser에 부하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음성인식을 원격

시스템에서 수행하고 Voice Browser는 이를 호출하여 인

식 결과만을 이용하는 웹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림 1) W3C Speech Interface Framework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웹 서비스를 W3C SIF에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SIF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XML-SRGS 포멧의 grammar를 음성인식기가 사용하는 

EBNF 포멧의 grammar로 변환시키는 변환기를 구 하고

자 한다. 

 

2. 제안한 Speech Interface Framework  

  SIF는 사용자의 음성과 다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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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마크업 명세이다. 그 

Voice Browser의 요한 인터페이스인 음성인터페이스를 

한 음성인식은 Voice Browser에서가 아닌 원격 시스템

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Voice Browser가 사용할 수 있

는 음성인식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7][8]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SIF 구조이다.   

(그림 2) 제안한 Speech Interface Framework

  음성 인식 웹 서비스는 (그림 3)과 같이 웹서비스 소비

자(Web Services Consumer)와 웹서비스 제공자(Web 

Services Provider)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음성인식 웹 서비스 

  웹 서비스 소비자는 Recognition Activator로, 사용자로

부터 음성을 입력받아 웹서비스 제공자를 호출하고 수신 

받은 결과를 Dialog Manager에게 송한다. 웹 서비스 제

공자는 웹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 받

아 인식한 후 의미를 해석하고 인식된 결과를 텍스트로 

출력한다. 이때, Dialog Manager로부터 받은 XML-SRGS

로 기술된 grammar를 가지고 인식하는데 인식기가 사용

하는 형태의 문법으로 변환하기 해 본 논문에서 구 한 

EBNF Converter를 사용한다. 웹 서비스 제공자는 웹서비

스 소비자로부터  입력받은 음성을 인식하는 Speech_ 

Recognition( )함수와 XML-SRGS(XML-SRGS로 기술된 

grammar)을 음성인식기가 사용하는 EBNF(EBNF로 기술

된 grammar)로 변환하는 Grammar_Component( ) 함수를 

제공한다.  

  3. EBNF Converter

  EBNF Converter는 음성인식문법 표 인 XML-SRGS

를 EBNF로 변환해주는 변환 컴포 트이다. 

  다음은 “ /아니오”를 인식하기 한 Dialog Script의 

일부 샘 제이다. (그림 4)은 EBNF Converter의 입력

인 XML-SRGS이며, (그림 5)는 출력인 EBNF이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기(그림 6)를 이용한 방법과 XSLT 

Style Sheet (그림 7)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EBNF 

Conveter를  구 하 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TYPE grammar PUBLIC "-//W3C//DTD GRAMMAR 1.0//EN" 

            "http://www.w3.org/TR/speech-grammar/grammar.dtd">

<grammar xml:lang="ko" version="1.0" mode="voice"

         xmlns="http://www.w3.org/2001/06/grammar"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si:schemaLocation="http://www.w3.org/2001/06/grammar     

         http://www.w3.org/TR/speech-grammar/grammar.xsd"

         root="yes_no_ko">

  <!-- yes/no grammar -->

  <rule id="yes_no_ko" scope="public">

    <example> </example>

    <one-of>

      <item> </item>

      <item>아니오</item>

    </one-of> 

  </rule>

</grammar>

(그림 4) Grammar Component 입력 : XML-SRGS 

 $yes_no_ko =  | 아니오 ;

  ( sil $yes_no_ko sil )

(그림 5) Grammar Component 출력 : ABNF

   

(1) 번역기를 이용한 EBNF Converter

(그림 6) 번역기를 이용한 EBNF Converter

  번역기는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컴 일러 생성기

(IISPLGemerator)[9]를 사용하여 생성하 다. 

  번역기를 이용한 EBNF Converter는 한 처리를 한 

처리기와 어휘 분석기, 구문 분석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 처리 처리기는 XML-SRGS 문법을 입력 받아 컴

일러에서 추출 불가능한 한 을 유니코드화로 변환하여 

일로 출력하여 어휘 분석기의 입력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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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GS 어휘 분석기는 처리기에 의해 출력된 XML 

-SRGS을 입력으로 받아 각각의 태그들을 분석하고, 태그

와 텍스트를 분리한 후 불필요한 태그들과 주석 등을 제

거 한 후 토큰을 반환한다. 인식 상에 련된 태그를 찾

아내기 해 <표 1>과 같이 토큰을 정의하 다. <표 1>

은 정의한 토큰의 일부를 나타낸다.

정규표현식 Token 렉심의 예

grammar GRAMMAR grammar

rule RULE rule

item ITEM item

"one-of" ONEOF one-of

ruleref RULEREF ruleref

root ROOT root

id ID id

uri URI uri

<표 1> XML-SRGS 토큰

  SRGS 구문 분석기는 토큰을 입력 받아 각 태그에 해당

하는 속성들과 문법을 검사한다. 싱이 완료되면, 생성 

규칙에 의해 응되는 EBNF 문법 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6)은 구문 심 정의법( SDD : Syntax-Directed 

Definition)을 이용하여 XML-SRGS의 생성 규칙을 표기

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칙을 정의하 다.

 ① grammar → ST GRAMMAR attrs ET rulelist ST SL GRAMMAR ET

| error ST {}         

 ② attrs   →  attrs ID EQ STR  

| attrs  ROOT EQ STR  

| attrs URI EQ STR           

| attrs  IDL EQ STR          

|                           

 ③ rulelist →  rulelist  rule                  

|                                        

 ④ rule →  ST RULE attrs ET rulecontent   ST SL RULE ET

 ⑤ rulecontent →  rulecontent oneof  

| rulecontent item   

| rulecontent ruleref  

| rulecontent example  

|

     (중략)

(그림 7) XML-SRGS 생성 규칙

  생성된 구문 분석기의 싱테이블은 74개의 상태수와 

15개의 입력 심볼  12개의 비단말 기호로 구성하 다. 

한 의미규칙에 의해 요청되는 번역함수는 인식 상을 

배열에 장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4개의 함수로 구성

하 으며 GeneratorGrammar클래스에 정의하 다. 

XML-SRGS를 EBNF로 변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을 두었다.

 1) 주석과 DTD는 무시한다. 

 2) 문법에 사용하는 규칙은 내부 규칙에 한한다. 즉, 외

부에서 사용되는 규칙은 용하지 않는다. 

(2) XSLT를 이용한 EBNF Converter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 

formations ) 은 W3C에서 제정한 표 으로 XML 문서를 

다른 형태의 문서로 변환하는 마크업 언어이다.   SRGS 

Spec에서는 XML-SRGS를 ABNF-SRGS로 변환하는 표

으로 XSLT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8) XSLT Style Sheet를 이용한 EBNF Converter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EBNF Converter를 표

인 XSLT을 이용하여 구 하 다.

  XML-SRGS를 EBNF로 변환하기 한 Sytle Sheet는  

SRGS 표 에서 제공하는 grammar-transformer.xsl[10] 

일을 사용하 다. 변환 결과가 EBNF Grammar 형태에 

맞게 출력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9)은 본 변환기에서 사용한 XSLT Style Sheet의 

일부이다.

(그림 9) XSLT Style Sheet : xmlToEbnf.xsl 

XML-SRGS를 EBNF로 변환함에 있어 역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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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6]을 두었다.

 1) 주석은 변환되지 않는다. 

 2) ENBF에서 유효하지 않은 토큰들은 다루지 않았다.

 3) 참조하는 외부 일이나 media type에 한 토큰은 

그 로 장하 다.

3)번에 한 조건은 본 시스템에서는 무시하 다. 즉 문법

에 사용하는 규칙은 내부 규칙에 한해서 작성하 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테

스트용 웹 페이지를 생성한 후 웹 페이지를 통해 XML- 

SRGS와 사용자의 음성 일을 입력 받은 다음 그 인식 결

과를 텍스트로 반환 하 다. 본 실험을 해 음성인식을 

한 인식기는 HTK[11]를 이용하여 구 한 인식기를 이

용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웹 서비스 소비자와 음성인식 웹 

서비스 제공자는 <표2>와 같이 Microsoft의 .NET 환경에

서 구 하 다. 

구분 웹 서비스 소비자 웹 서비스 제공자

운 체제 Microsoft Windows XP

개발 랫폼 Microsoft Framework2.0 / Microsoft WSE 1.0

개발 도구 Microsoft Visual Studio 2005

개발 언어 C# , ASP.NET

<표 2> 구 환경

  EBNF Converter의 입력인 (그림 4)로 기술된 

XML-SRGS가  변환된 EBNF 일(그림 8)을 확인 한 결

과 EBNF Converter의 기능이 정상 으로 동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EBNF Converter 결과 : phoneGram

  한 phoneGram 일이  제 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이 일을 이용하여 HTK가 인식 실험을 하도록 하

다. 음성녹음을 해 사람이 없는 일반 강의실에서 오디

오 샘 크기 16bit , 채 1(mono)오디오 샘 속도 16KHz, 

오디오 형식 PCM 방식으로 녹음 환경을 구축하 다. 발

성자는 성인 여자 3명, 성인 남자 2명을 상으로 인식 단

어를 각각 5번씩 발음 하 으며, 인식 결과는 100회  95

번 정확히 인식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W3C에서 제안한 Speech Interface 

Framework 구조에서 음성인식을 원격 시스템에서 수행하

고 Voice Browser가 인식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웹 서

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SIF를 제안하 다. 

  한 Voice Browser에서 사용하는 표  XML-SRGS로 

기술된 grammar를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EBNF

로 기술된 grammar 변환해주는 EBNF Converter를 구

하 다. 

  여러 언어를 인식하는 여러 음성 엔진이 웹 서비스 제

공자의 ASR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Voice Brower는 언제

든지 다른 언어도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추후에 EBNF 뿐만 아니라 여러 음성엔진을 한 gram 

-mar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converter에 추

가하고 나아가  SALT나 VoiceXML을 해석하여 음성인식

시스템과 Voice Browser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 리터를 설계  구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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