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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aldi는 음성인식 오픈소스 플랫폼이며 많은 기업에서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

문으로 된 Kaldi에 대한 자세한 모듈 설명과 활용법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음성인식 오픈소스인 Kaldi에

대한 각 모듈별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데이터 증강 기법인 SpecAugment를 한국어 음성인식 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Kaldi의 음향모델과 언어모델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모듈들로 구성된 한국어 음성인식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은 지를 검증하고 실시간 디코딩에 있어서 실용적인지를 비교하였다.

주제어: 음성인식, Kaldi, 자연언어처리, 자동음성인식

1. 서론

음성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은 음성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술

을 말한다. 이러한 음성인식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대표적으로인공지능스피커에서활용되고있고동영상

플랫폼등에서 음성만 존재하는 영상에 자동적으로 자막을 생

성해줌으로서이를활용해기계번역모델로번역한자막생성등

자연어처리의 분야들과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GMM(Gaussian Mixture Model, GMM) 및

HMM(Hidden Markov Model, HMM)모델을 활용하여 음향

모델을 학습시키고 낱말사전과 언어모델을 혼합하여 음성인식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후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 신경망을 혼합하여 음성인식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1]이

주를 이루었고 현재는 end-to-end 방식으로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HMM모델에

신경망이 혼합된 음성인식 모델은 여러개의 모듈을 개발하여

혼합해야 하며 각 모듈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end-to-end 방식의 음성인식 모

델[2, 3, 4, 5, 6]에서는 하나의 모듈로 모든 음성인식의 과정을

거치며 습득이나 개발에 있어서 한 가지 모듈만 사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능면에서 신경망을 혼합한 HMM 기반의 모델에

비해 뒤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HMM기반의 음성인

식 모델들이 더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본 논문은

HMM기반의 혼합적인 음성인식모델이 여러 개의 모듈로 구

성되어 있고 이 모듈들을 교체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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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듈 중 어떠한 모듈들이 사용되는 것이 디코딩 단계에서

더 빠르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용적

인지를 한국어 음성인식에 적용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를

대표적인 음성인식 오픈소스 플랫폼인 Kaldi기반으로 진행하

였고 Kaldi의 각 모듈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데이터 증강기법인 SpecAugment를 적용하여 데이터

측면에서의 성능 향상 여부를 검증하였다.

2. Kaldi기반 한국어 음성인식 모델링

2.1 Kaldi의 기본 구조

Kaldi1는 C++기반의 음성인식 오픈소스 툴킷으로 음성인

식 시스템으로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Kaldi

는 딥러닝의 DNN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구조였기 때문에

C++위주의 GMM-HMM, SGMM-HMM 구조로 구성되어 있

었다[7].

그러나 음성인식모델에 딥러닝 모델 접목을 통한 성능 향상

의 효과성으로 인해, 현재는 Kaldi 내부에 DNN-HMM 학습을

위한 GPU 활용 기반 오픈 소스가 추가되어있다. Kaldi는 전

체적으로 음향모델과 낱말사전, 그리고 언어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음성 학습 데이터셋으로는 음향모델을 학습하고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는 언어모델과 낱말사전을 구성하는 데 쓰인다.

2.2 Kaldi 기반 음성인식기 제작 프로세스

2.2.1 특징 추출

음향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우선 음성의 특징을 추출해야

한다. 이 때 MFCC와 i-vector 2가지의 특징을 추출한다.

1https://github.com/kaldi-asr/ka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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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8]는 음성처리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기본적으

로 사용되는 특징이다. 음성데이터를 MFCC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우선 음성데이터를 짧은 시간대(25ms)로 일정 시간대

(10ms)를 겹쳐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짧은 시간

대의 데이터가 프레임이다. 각 프레임은 푸리에 변환을 거쳐

시간도메인의 음성데이터에서 주파수도메인의 음성데이터로

변환시킨다. 여기에 사람이 민감하게 느끼는 저주파수 영역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멜 필터뱅크를 적용하여 멜

스펙트럼을 만든 후 이산 코사인 변환을 통해 새로운 시간도

메인의 MFCC의 특징 벡터를 만들어 낸다. MFCC는 주로

GMM-HMM의 음향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에 사용되며 DNN

를 학습시킬때에는 멜 스펙토그램 또는 MFCC를 이용한다.

i-vector i-vector[9]는 화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징이다.

먼저 모든 음성 데이터를 GMM의 모델로 학습시킨다. 이러한

일반화된음성특징을저장하고있는 GMM을 UBM(Universal

Background Model, UBM)이라고 하는데 이 UBM으로부터

각각의 화자에 관한 super vector M를 다음과 같은 식(1)으로

나타낼 수 있다.

M = (m+ V y +Dz) + (Ux) (1)

수식에서m은화자와채널에독립적인 super vector, V는화

자 관련 eigenvoice 행렬, D는 대각행렬, U는 채널관련 eigen-

channel 행렬을 의미한다. 그리고 x, y, z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임의의벡터를나타낸다.각행렬과벡터를합하면다음과같은

식(2)가 된다.

M = m+ Tw (2)

이 때 T는 V ,D,U행렬을 합한 전체 변이성 행렬을 의미하

고 w는 x,y,z를 합한 i-vector를 의미한다. 이 때 i-vector w는

화자,채널 고유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특징으로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2.2.2 음향모델 학습

음향모델로기존의음성인식에가장많이사용되던모델들은

GMM(Gaussian-Mixture-Model)[10]과 SGMM(Subspace-

Gaussian-Mixture-Model)모델[11]이다. 이 음향모델들은

LDA-MLLT, SAT등의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음성데이터들을

학습하며 이 모델들을 통해 각 음소들의 alignment정보를

추가적으로 구하게 된다. 이렇게 alignment정보를 구하는

이유는 DNN으로 음성데이터를 학습할 시 alignment 결과가

DNN의 타겟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alignment

정보를 구하지 않으면 DNN의 음향모델은 학습이 불가능하다.

DNN모델들은 입력으로 40개의 차원을 가진 mfcc와 100개의

차원을 가진 i-vector를 이용한다. 음향모델로 사용한 DNN

모델은 TDNNF(Factorized Time Delay Neural Network,

TDNNF)[12]와 TDNNF-LSTM[13]이다.

TDNNF 실험에 사용한 TDNNF의 구조는 kaldi에서 제공

하는 기본 프로젝트 스크립트 중 zeorth korean의 TDNNF구

조를 참고했다. TDNNF의 입력계층에서 역이산 코사인 변환

계층은 MFCC정보를 멜 스펙토그램으로 변환시킨다. 그 이후

i-vector와 concatnation시킨 input값이 13개의 TDNNF계층

을 지나 신경망을 학습시키게 된다. TDNNF계층은 기존의 입

력으로여러개의이전계층의결과값을 splice해서받는 TDNN

의 특성에 덧붙여서 중간에 SVD(Singular Value Decomposi-

tion, SVD)를 통해 신경망의 전달되는 값들이 압축될 수 있도

록 semi-orthogonal 행렬을 사용한다[14]. 입력으로 여러 개의

이전계층의값을 splice해서받음으로서결과값은입력의여러

frame들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TDNNF-LSTM TDNN구조의중간에 LSTM계층을삽입

하여 구성한 신경망으로 LSTM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된 형태의 신경망이다. 실험에 사

용된 TDNNF-LSTM스크립트는 Kald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되는 프로젝트중 하나인 swbd의 TDNNF-LSTM의 구조를 참

조했다. 해당 TDNNF-LSTM구조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frame

을 splice하는 TDNN의 구조와 이전 계층들의 결과값을 더해

주는 skip-connection을 활용하고 있다.

2.2.3 낱말 사전

낱말사전은음향모델의결과로나온음소결과들을조합해서

단어의형태로만들어줄때,사용되는모듈이다.만약에정의되

지 않은 음소의 조합이 발생할 경우, OOV(out of vocabulary,

OOV)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후에 모듈에 단어를 추가

할 때 기존의 음소의 목록들에는 음소를 추가하지 않고 음소조

합과 텍스트로 변형된 단어만 추가해 줄 수 있다.

2.2.4 언어 모델

언어모델은 n-gram형태의 통계학적인 언어모델이 사용되었

다. n-gram은 각 단어의 발생횟수를 단순한 통계학적인 방법

으로 언어모델을 생성하면 자주 발생하지 않은 단어들이 언어

모델에서 생성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전 문맥의

단어를통계에포함시킴으로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려고사

용한 언어모델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언어모델은 3-gram의

언어모델이사용되었고오픈소스인 srilm2을통해 arpa포맷으

로 만들어진 언어모델을 음성인식에 사용되었다.

2http://www.speech.sri.com/projects/sr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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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pecAugment 사용여부에 따른 음성인식 결과(WER).

SpecAugment 미사용 사용

TDNNF 0.82 0.89

TDNNF-LSTM 1.12 0.80

2.2.5 디코딩

Kaldi에서는 디코딩 방식으로 각 모듈들이 단순히 입력

과 출력을 이루는 방식 보다는 더 빠르게 디코딩할 수 있는

w-fst(Weighted-Finite State Transducer)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15].이방식은각모듈들을 fst(Finite State Transducer, fst)

형태의 디코딩 그래프인 hclg.fst로 만듦으로서 음성인식의 결

과를디코딩한다.먼저언어모델이 g.fst(grammar)로변환되고

낱말사전이 l.fst(lexicon)으로변환되어 lg.fst로합성된다.이후

음향모델이 학습되면 음향모델이 h.fst(hmm), 음소의 트리구

조가 c.fst(context-dependency)로 변환되어 순서대로 clg.fst,

hclg.fst로 합성된 디코딩 그래프를 얻게 된다.

3. SpecAugment기반 데이터 증강

음성데이터에 augmentation을 적용하면 데이터의 양을 증

가시켜 음향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해주고 좀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다음 실험에서 사용한 augmentation방법은 2가

지이다.첫번째로사용한방법은 3 way speed perturbation[16]

이다. 3 way speed perturbation은 음성의 속도를 0.9배, 1.1

배한 음성을 만들어 줌으로서 기존 음성 데이터양의 3배의 음

성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두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SpecAugment[17]이다. SpecAugment는 음성데이터의 멜 스

펙토그램을 이미지 데이터로서 취급하고 적용하는 data aug-

mentation방법으로 time warping, time masking, frequency

masking이 사용된다. time warping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주파수인 멜 스펙토그램에서 특정한 한 포인트를 골라 0부터

시간 parameter W까지의 균일분포에서 거리 w를 선택해 왼

쪽 또는 오른쪽으로 warp시키는 방법이다. time masking은 0

부터 시간 마스크 parameter T까지의 균일 분포 중 t를 선택해

시간축에서 [t0, t0+t]의데이터를마스킹한다. t0는 [0, τ−t)범
위에서 결정되고 τ는 시간 길이를 의미한다. frequency mask-

ing은 0부터 주파수 마스크 parameter F까지의 균일 분포에서

f를 선택해 주파수 채널[f0, f0 + f ]을 마스킹한다. 이 때, f0

는 [0, v − f)범위에서 결정된다. v는 멜 주파수 채널의 갯수를

의미한다. Kaldi에서 SpecAugment는신경망의계층의종류로

구현되어 있어 신경망 입력층에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표 2. 모델에 따른 음성인식 디코딩 시간(second)

SpecAugment 미사용 사용

TDNNF 87.795 83.861

TDNNF-LSTM 255.833 254.508

4. 실험 및 실험결과

4.1 데이터 셋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한국어로 된 zeroth를 사용하였

다. zeroth는 51.6시간의 오디오 학습 데이터셋(22263개의 발

화, 105명의 발화자)과 1.2시간의 오디오 테스트 데이터셋(457

개의 발화, 10명의 발화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데이터는

16,000khz로 sampling되어 있다. zeroth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낱말사전과 언어모델이 제공되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

데이터셋의텍스트데이터를사용하여새로구성하였다.낱말사

전은 OOV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의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단어를 추출하고 오픈소스인

KoG2P3로이에대응되는음소의형태로변환시켜낱말사전을

구성하였다. 언어모델은 테스트데이터의 텍스트데이터만으로

오픈소스인 srilm을 이용해서 arpa형태의 3-gram 언어모델을

구성하였다.

4.2 모델

모든 모델은 각 예시 스크립트의 기본 설정된 하이퍼 파라미

터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TDNNF의 경우, TDNNF의 계층

은 L2-regularize 0.01, dropout 0.0, bypass-scale 0.66, hidden

dimension 1024, bottleneck dimension 128로 설정하였다. 총

13개의 TDNNF계층 중 2번째-4번째 계층은 입력 값으로 (t-

1,t,t+1)의 이전 계층의 출력값을 입력받으며 6번째-13번째 계

층은입력값으로 (t-3,t,t+3)의이전계층의출력값을입력받는

다. 학습은 5,000,000개의 프레임으로 batch size를 구성 했고

시작 learning rate는 0.0005, 마지막 learning rate는 0.00005,

epoch 6으로 설정 후 학습을 진행하였다.

TDNNF-LSTM의 경우, 각 TDNNF계층은 L2-regularize

0.002, hidden dimension 1280, bottleneck dimension 256으로

설정되어 있다. LSTM 계층의 경우에는 cell dimension 1280,

recurrent projection dimension 256, non recurrent projec-

tion dimension 128, L2-regularize 0.0005 로 설정되어 있고

TDNNF계층의 1, 2, 4번째 계층은 입력값으로 (t-1,t,t+1)의

이전계층의출력값을입력받으며 6번째-10번째계층은입력값

으로 (t-3,t,t+3)의 이전 계층의 출력값을 입력받는다. 추가로

TDNNF의 5번째, 7번째, 9번째 계층은 이전 계층들의 결과

3https://github.com/scarletcho/KoG2P

3- 154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표 3. SpecAugment에 따른 TDNNF-LSTM음성인식 결과예시

reference
인식 결과

SpecAugment 미사용 SpecAugment 사용

현재 백화점과 영화관 등

은 오픈 해 영업 하고 있고

테마파크 및 아파트 등 의 공사는

이천 십 팔 년 완공 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

현재 백화점과 영화관 등

은 오픈 해 영업 하고 있고

테마파크 및 아파트 등 의 공사는

이천 *** 팔 년 완공 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

현재 백화점과 영화관 등

은 오픈 해 영업 하고 있고

테마파크 및 아파트 등 의 공사는

이천 십 팔 년 완공 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

경남 에서도 열 여덟 개 시

군 가운데 열 한 개 시 군 만

월 삼 만 십 만원 의 수당을 준다

경남 에서도 열 여덟 개 시

군 가운데 열 한 개 시 군 만

월 삼 *** *** 만원 의 수당을 준다

경남 에서도 열 여덟 개 시

군 가운데 열 한 개 시 군 만

월 삼 *** 십 만원 의 수당을 준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지난해

십 일 월 삼 간담회를 열고

배송 인력 강화를 위해 이천

십 육 년 한 만명 이천 십 칠 년 일 만

다섯 천명 까지 늘리 겠다고 공언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지난해

십 일 월 삼 간담회를 열고

배송 인력 강화를 위해 이천

십 육 년 한 만명 이천 *** 칠 년 일 만

다섯 천명 까지 늘리 겠다고 공언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지난해

십 일 월 삼 간담회를 열고

배송 인력 강화를 위해 이천

십 육 년 한 만명 이천 십 칠 년 일 만

다섯 천명 까지 늘리 겠다고 공언 했다

값들을 skip-connection구조를 통해 concatnation해서 받는다.

학습은 1,500,000개의프레임으로 batch size를구성했고시작

learning rate는 0.001, 마지막 learning rate는 0.0001, epoch 6

으로 설정 후 학습을 진행하였다.

SpecAugment를 적용하였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freq-

max-proportion 0.5, time-zeroed-proportion 0.2, time-mask-

max-frames 20 이다. TDNNF-LSTM의 경우 입력값으로 멜

스펙토그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이산 코사인변환 계층을 추

가하여 멜 스펙토그램에 SpecAugment가 적용된 형태가 되도

록 해주었다.

4.3 평가지표

실험에 사용한 사용 지표는 WER(word error rate, WER)

이다. WER은 음성 인식 분야에서 텍스트로 변환된 데이터를

어절 단위로 평가할 때 쓰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전체

어절 중 삽입, 삭제, 교체의 총 횟수를 계산해서 백분율로 표현

한다. WER은낮을수록음성인식모델이좋은성능을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4.4 실험결과

4.4.1 양적 분석

SpecAugment를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 변화 여부에 대한 실

험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결과 TDNNF-LSTM보다는 TDNNF를사용하였을때,

더 낮은 WER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RNN계열의 신경망들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으

나 연속적인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학습효

과가 떨어진다고도 알려져있다. 이 점을 미루어보아 TDNNF-

LSTM에서 LSTM이WER를높이는데영향을주었을수도있

다.그리고 SpecAugment의경우 TDNNF-LSTM은 SpecAug-

ment를 사용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향상에 영향을 주었으나,

반면 TDNNF는 오히려 WER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SpecAugment가 음성인식모델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지는

더 많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모델종류에따른디코딩시간비교에대한실험결과는표 2와

같다. 모델의 디코딩 시간 측면에서는 TDNNF가 디코딩하는

데에 더 적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RNN계열의 모델이 입력값에 대한 계산을 진행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4.4.2 질적 분석

TDNNF-LSTM은 SpecAugment에 의해서 WER가 줄어들

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므로 어떠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성

능이 좋아졌는가 분석을 해보았다.

표 3은 SpecAugment를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TDNNF-LSTM의 결과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에서 ’십’이라는 단어를 SpecAugment를 사용하기 전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SpecAugment를 적용한 결과 더 잘 인식

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결과를 가진 오디오 파일을 파형을

기반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특별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웠

으나 스펙토그램으로 바꿔서 분석하였을 때 3개의 오디오파일

모두 ’십’이라는단어발음이후주파수가약해지는현상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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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SpecAugment는 주파수가 약해지

는 구간이 있는 오디오 파일의 음성인식의 성능을 높여주었음

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오픈소스인 Kaldi의 각 모듈에 대

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데이터 증강 기법 SpecAugment를

한국어 음성인식에 적용해 검증하였다. 또한 Kaldi에서 제공

하는 신경망 일부를 활용하여 어떠한 신경망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SpecAugment는 모든 음성인식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않고 본 논문의 경우, TDNNF-LSTM을

음향모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음성인식모델의 성능향상을

보여주었다. SpecAugment가 한국어 음성인식 개발에 쓰이는

데이터 증강면에서 효과적인지는 더 많은 데이터셋과 다양한

모델을가지고연구할필요가있다.그리고본논문에서실험을

진행한모델중에서 SpecAugment를사용한 TDNNF-LSTM모

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빠른 디코딩을 보여준

모델은 TDNNF였다.정확도면이나디코딩속도측면에서효율

적인 모델은 TDNNF라 할 수 있으나 더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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