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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움직임 분석을 통한 단음절 음성인식

Monosyllable Speech Recognition through Facial Movement Analysis

강 동 원*․서 정 우*․최 진 승*․최 재 **․탁 계 래†  

(Dong-Won Kang․Jeong-Woo Seo․Jin-Seung Choi․Jae-Bong Choi․Gye-Rae Tack)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accurate parameters of facial movement features using 3-D motion 

capture system in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through lip-reading.  Instead of using the features obtained through 

traditional camera image, the 3-D motion system was used to obtain quantitative data for actual facial movements, and 

to analyze 11 variables that exhibit particular patterns such as nose, lip, jaw and cheek movements in monosyllable 

vocalizations.  Fourteen subjects, all in 20s of age, were asked to vocalize 11 types of Korean vowel monosyllables for 

three times with 36 reflective markers on their faces.  The obtained facial movement data were then calculated into 11 

parameters and presented as patterns for each monosyllable vocalization.  The parameter patterns were performed 

through learning and recognizing process for each monosyllable with speech recognition algorithms with Hidden Markov 

Model (HMM) and Viterbi algorithm.  The accuracy rate of 11 monosyllables recognition was 97.2%,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voice recognition of Korean language through quantitative facial movement analysis.

Key Words  : 3-D motion capture system, Facial motion, Hidden Markov model, Speech recognition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BK21+ Research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Korea

E-mail : grtack@kku.ac.kr

*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Korea

**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 Korea

Received : April 10, 2014; Accepted : May 27, 2014

1. 서  론 

최근 음성인식기술에 있어 음성정보 이외에 잡음의 향

을 받지 않는 상정보를 목시킨 립리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립리딩은 화자의 입술 움직임을 

분석하여 발성 단어를 인식하는 기술로 실생활에서 사용되

는 TV, 휴 폰, 게임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잡음 환경에서 

하게 떨어지는 음성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한 보상 방

법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4-6]. 특히, 입술모양  안

면근육 패턴의 변화를 통해 음성인식을 수행하는 기술은 언

어장애인에 있어 의사를 인지하고 주변 재활  보조 기기

에 연결하는 유용한 의사 달 수단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은 언어학습의 교육  콘텐츠 분야에도 활용되

고 있다[7]. 국내에서도 상의 시각정보만을 이용한 립리딩

에 한 연구가 진행 이며, 발성 시의 입모양 변화에 큰 

향을 미치는 모음을 심으로 수행되었다. Lee 등[8]은 카

메라를 통해 ‘아/에/이/오/우’의 5가지 모음 발성 시의 입술

역 상데이터를 획득하고 6개의 찰 을 설정하여 찰

 간의 거리 변화를 계수화하다. 이를 통해 신경망 음성인

식 알고리즘을 구 하 으며, 87.44%의 인식 정확도를 보

다. 후속연구에서는 ‘아/에/애/이/어/으/우/오’의 8가지 모음

인식으로 다양화하고 93.7%의 보다 개선된 정확도를 나타냄

으로써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나타내었다[9]. 한 

Kim 등[10]과 Nam 등[11]의 연구에서는 상의 2차원 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안면 움직임 라미터를 추출하여 

음성인식을 수행하 다. Kim 등은 입술 역의 상으로부터 

입술에 한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기 해 입술과 주요 

부분에 마커를 부착하여 촬 하 으며, 거울을 이용하여 카

메라의 상에 얼굴의 모습이 투 되도록 하여 입술 라

미터의 깊이 방향에 한 정보도 획득하 다. 마커인식을 

통해 ‘아/에/이/오/우’의 5가지 모음의 입술 라미터를 추출

하 으며, 약 84%의 인식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Nam 등은 

상의 이미지를 3차원 모델로 구 하고 입의 벌어진 정도, 

턱의 움직임, 입술의 돌출과 같은 3차원 특징 정보를 이용하

여 Hidden Markov Model(HMM) 인식기의 인식 라미터

로 사용하 으며, ‘아/어/오/우/으/이/에/외’의 8가지 모음을 

상으로 수행한 인식정확도는 55%를 나타내었다. 

기존 한  음성인식을 한 립리딩의 연구는 카메라를 이

용한 상데이터를 통해 5가지 는 8가지 모음에 한 음

성인식 알고리즘을 구 하 으며, 55∼93%의 다양한 인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존 립리딩의 연구는 공간  

조명 변화 등에 따라 입술 움직임의 검출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카메라 상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입술 검출의 오

류를 최소화하기 해 부분 환경변화가 없는 실내에서의 

실험을 통해 상을 획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조건 하의 경

우 상당한 추정오차를 갖게 되며, 실제사용 환경에서는 이러

한 오차를 피할 수는 없다. Kim 등은 상을 통한 입술 움

직임의 라미터를 추출하는데 있어 10%의 인 인 추정

오차가 첨가될 경우, 인식률이 84%에서 19%로 크게 하됨

을 나타내었다[10]. 이러한 입술 움직임 검출의 오류는 측정

변인 계산에 오차가 발생될 수 있어 인식률을 해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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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각 음 에 한 정량 인 패턴을 나타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카메라 상기법을 통해 획득

한 2차원 상은 3차원 공간상의 체 인 안면 움직임의 

특정패턴을 추출하는데 있어 제한 을 가진다. 얼굴 정면에

서 촬 된 2차원 상은 찰 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발

성 시의 특정패턴을 도출함으로써, 측면  깊이의 공간상의 

움직임과 코, 입술, 턱, 볼의 체 인 안면 움직임의 다양한 

라미터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재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스테 오 카메라[12,13]  깊이 측

정이 가능한 RGB-D(Red-Green-Blue Depth) 카메라센서

[14]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상의 입술 움직임 추 과 좌표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개발이 수행되고 있지만, 미세한 안면 

움직임의 변화를 나타나는데 있어 상에 따른 추정오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성, 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방

한 양의 한  음성인식에 있어 보다 정량 인 패턴분석과 

다양한 라미터를 통한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상기법을 통한 음성인식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에 앞서 

보다 정확한 안면 움직임의 측정을 통해 정량 인 특징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모음형태의 단음  발성에 

따른 보다 정확한 안면 움직임을 측정하기 해 카메라 기

반이 아닌 3차원 동작분석기를 사용하 으며, 음성인식을 수

행하기 한 다양한 인식 라미터들을 보다 정략 으로 추

출하고자 하 다. 3차원 동작분석기는 일반 카메라에 비해 

촬  공간, 마커부착  보정(Calibration)작업에 한 상

획득 용이성이 낮고 데이터 후처리과정의 단 을 가지지만 

공간상의 측정과 실험환경에 따른 오차가 으며, 체 인 

안면 움직임의 획득을 통해 정량 이고 다양한 패턴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3차원 모

션장비를 사용하여 모음형태의 단음  발성 시의 안면 움직

임을 획득하 으며, 최종 으로 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라

미터들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구 하고 인식 정

확도를 살펴보았다.

2. 본  론

2.1 단음 의 3차원 상 획득

한 은 낱소리 문자에 속하며, 자음 19개와 모음 21개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이고 ‘ 성 + 성’, ‘ 성 + 성 + 종

성’과 같이 2가지 형태로 문자를 표 하고 있다. 자음은 

성과 종성 부분에 들어가고 모음은 성 부분에 들어간다. 

본 연구에서는 발음 시 입술 모양에 큰 향을 미치는 11가

지의 모음을 선택하여 단음 을 구성하 다. 표 1은 11가지

의 인식 상 단음 의 한 표기와 발음표기를 나타낸다.

단음  발성 시의 안면 움직임의 데이터 획득은 6 의 

외선카메라로 구성된 3차원 동작분석기(Motion Analysis 

Systems Inc., USA)를 사용하 다. 실험은 피험자의 얼굴에 

직경 6mm의 36개 반사마커를 부착하여 120Hz의 샘 링으

로 단음 을 표 하기 한 안면의 움직임  궤  데이터

를 획득하 다. 피험자는 입을 다문 무표정 상태에서 단음

을 발성하여 안면 움직임의 변화를 측정하 다. 언어장애

가 없는 20  성인 14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으며, 

각 피험자는 보통속도로 11가지 단음 을 각 3회씩 수행하

다. 그림 1은 마커의 부착 치를 나타내며, MPEG-4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표 에 의해 정의되는 얼

굴 구성 요소의 특징들을 참고하여 36개의 마커를 부착하

다[15].

단음  (한 표기) 발음표기

아 /a/

야 /j/+/a/

어 /v/

여 /j/+/v/

에 /e/

오 /o/

요 /j/+/o/

우 /u/

유 /j/+/u/

으 /U/

이 /i/

표   1  기본 단음

Table 1 Basic Monosyllables

그림 1 안면 마커 셋과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모션캡쳐 데이터

Fig. 1 Facial marker set and motion capture data using 3D 

motion analysis system.

2.2 단음 의 특징 패턴 추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동작분석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

면움직임의 특징을 살펴보기 해 라미터 기반 근법을 

사용하 다. 기존 카메라 상기법에서 사용되는 입술의 높

이와 폭, 코끝과 입술의 거리, 입술 하단과 턱의 거리, 코끝

과 턱의 거리의 5가지 라미터를 바탕으로 3차원 공간상의 

코, 입술, 턱, 볼의 체 인 안면 움직임의 변화패턴을 나타

내기 한 보다 세분화된 11가지 라미터를 선정하 다. 

그림 2는 동작분석 데이터를 이용한 11가지 라미터 추출 

변인을 나타낸다.

  특히 모음 발성 시에 큰 향을 미치는 입술구조(폭, 높

이, 깊이, 돌출, 면 , 각도)의 라미터들을 계산하 으며, 

각 조음기 (코, 입술, 턱)의 거리와 턴  각도  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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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차원 동작 데이터를 이용한 패턴 추출 라미터

Fig. 2 Pattern sample parameter using 3D facial motion 

data 

의 각 라미터를 이용하여 단음 의 패턴을 추출하기 한 

변인으로 사용하 다. 여기서 거리와 면 을 나타내는 입술

의 폭(Lip Width), 높이(Lip Height), 깊이(Lip Depth), 돌출

(Lip Protrusion), 면 (Lip Area), 볼의 면 (Cheek 

Triangle Area), 코끝과 입술의 거리(Lip-Nose length), 코

끝과 턱의 거리(Nose-Jaw length), 입술 하단과 턱의 거리

(Lip-Jaw length)의 9가지 라미터는 입을 다문 정지 상태

를 기본으로 거리와 면 의 변화 비율을 통해 라미터를 

계산하 다. 이는 개개인의 구강 구조가 서로 차이를 나타

냄으로써, 측정변인에 한 일반화된 데이터베이스 획득을 

해 수행되었다. 한 입술의 벌어진 각도(Lip Angle)  

턱  각도(Temporomandibular joint angle, TMJ Angle)

는 정지 상태에서의 변화각도 차이를 계산하 다. 그림 3은 

“아” 발성 시의 입술구조 변화에 따른 11가지 라미터의 

패턴 변화의 를 나타낸다. 피험자를 통해 측정된 모든 데

이터는 각각의 11가지 라미터 패턴을 추출하여 단음 의 

학습  인지를 한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되었다.

2.3 라미터 기반 음성인식을 한 알고리즘 용

음성인식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퍼지

로직, Neural Network  Hidden Markov Model(HMM) 방

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식률을 높이기 한 다양한 

방법  알고리즘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Hidden 

Markov Model 은 시공간 인 정보를 통한 모델링과 학습 

 인식을 한 효과 이고 우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16], 음성인식에 있어 가장 

리 사용되어지고 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데이터인 11가지 라미터의 패턴들을 용하여 모델링, 학

습  음성인식을 수행하기 한 방법으로 HMM을 사용하

다. 한 입력과 근사치의 출력을 생성하는 은닉 상태집

합의 경로를 검출하는 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  확

률의 음 인식을 수행하 다[18]. Viterbi 알고리즘은 “ 기 

상태와 기의 결정이 어떻든 간에 남아 있는 결정들은 첫 

번째 결정으로부터 나온 상태에 해 최 이어야 한다” 는 

최 의 원리(Principle of optimality)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4는 HMM과 Viterbi 알고리즘이 용된 음성인식 알

고리즘을 통해 단음 의 패턴을 학습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 단음  발성 시의 11가지 라미터 패턴

Fig. 3 Appearance of 11 parameters in monosyllable 

speech.

그림 4 HMM과 Viterbi 알고리즘이 용된 음성인식 알고리

즘의 개도

Fig. 4 Block diagram of speech recognition algorithm which 

HMM and Viterbi algorithms are applied

음성인식 알고리즘은 먼  획득된 안면 움직임 데이터를 

6Hz의 역통과 필터링을 거친 후에 11가지 라미터에 

한 패턴을 추출한다. 추출된 패턴들은 기존 데이터를 통해 

모델링된 HMM에 용되어 라미터 패턴에 한 11가지 

단음 의 상태 확률을 계산하며, 최종 으로 Viterbi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최  확률의 단음 을 인식하게 된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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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음  인식 상 n=210 인식 오인식 인식률(%)

‘아/에/이/오/우’

(5가지)

5가지 라미터 HMM 184 26 87.6

11가지 라미터 HMM 206 4 98.1

단음  인식 상 n=462 인식 오인식 인식률(%)

‘아/야/어/여/에/오/요/우/유/으/이‘

(11가지)

5가지 라미터 HMM 407 55 88.1

11가지 라미터 HMM 449 13 97.2

표   3  단음  인식 상과 HMM에 따른 음성인식 정확도

Table 3 The accuracy of speech recognition through target recognition of monosyllables and HMM 

라미터
Lip 

Width

Lip 

Height

Lip 

Depth

Lip 

Protrusion

Lip 

Area

CT 

Area

Lip-Nose 

length

Nose-Jaw 

length

Lip-Jaw 

length

Lip 

Angle

TMJ 

angle

인식률(%) 41.1 44.4 58.4 31.8 51.3 35.7 42.5 49.5 44.1 49.7 47.0

표   2  각 라미터의 개별  HMM을 통한 음성인식 검출 정확도

Table 2 The detection rate of speech recognition detection through individual HMM of each parameter

된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3차원 안면 움직임의 각 

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라미터들을 이용하 으며, 11가지 

인식 라미터의 음성인식에 한 주요변인들을 악하기 

해 개별 인 HMM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한 선행연

구 결과와의 비교를 해 ‘아/에/이/오/우’의 인식을 한 기

존 5가지 라미터의 HMM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11가지 

라미터의 HMM의 음성인식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3. 실험결과

구축된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해 11

가지 단음 의 각 42개 데이터로 총 462개를 사용하 으며, 

3차원 안면 움직임의 각 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라미터들

을 이용하 다. 표 2는 추출된 라미터를 11가지 인식 

라미터의 개별 인 HMM에 용하여 나타낸 음성인식 결과

를 나타낸다. 여기서 개별  라미터의 HMM을 통한 11가

지 단음 에 한 음성인식 정확도는 입의 깊이(Lip Depth)

에서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의 돌출(Lip 

Protrusion)에서 31.8%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 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의 라미터(Lip Width, Lip Height, 

Lip-Nose length, Nose-Jaw length, Lip-Jaw length) 에

는 코끝과 턱의 거리(Lip-Jaw length)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의 5가지 라미터의 HMM과 이를 바탕으

로 구성된 11가지 라미터의 HMM을 통한 음성인식 결과

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와 동일한 ‘아/에/이/오/우’

의 단음  인식 상의 경우, 5가지 라미터 HMM의 인식 

정확도는 87.6%로 나타났으며, 11가지 라미터 HMM에서

는 98.1%로 보다 향상된 인식 결과를 나타냈다. 한 단음

 인식 상 ‘아/야/어/여/에/오/요/우/유/으/이‘에서도 마찬

가지로 5가지(88.1%) 보다 11가지(97.2%)의 라미터로 구

성된 HMM에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표 4는 11가지 라미터 HMM을 통해 도출된 11가지 단

음  인식 정확도의 세부 인 결과를 나타낸다. 총 462개의

데이터 에 449개의 단음 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체 으

로 97.2%의 인식률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단음  ‘야/오/우/

으’는 100%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으며, ‘여’는 가

장 낮은 85.6%로 나타났다. 한 서로 간의 유사한 발음형

태를 가지는 {아, 야, 어, 여, 에}, {오, 요, 우, 유}, {으, 이}

의 3가지 그룹은 각 그룹 내에 오인식이 13개 에 11개로 

그룹 간에 보다 많이 분포됨을 나타내었다. 3가지 그룹의 

분류는 11가지 단음 의 모음이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모음

(unrounded vowel) {ㅏ, ㅑ, ㅓ, ㅕ, ㅡ, ㅣ, ㅔ}와 원순모음

(round vowel) {ㅗ, ㅛ, ㅜ, ㅠ}로 나  수 있으며, 평순모음

은 다시 개구부의 크기의 특징에 따라 {ㅏ, ㅑ, ㅓ, ㅕ, ㅔ}, 

{ㅡ, ㅣ}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그룹 내에 오인

식의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는 발성 시의 구강은 입모양뿐

만 아니라 의 치도 변화함으로써, 단음  발성 시의 

의 치는 다르지만 유사한 입모양의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4. 고  찰

인간의 기본 인 의사소통 수단은 음성이지만, 실생활에

서 인간은 표정, 몸짓, 자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특

히 말소리의 정확한 이해를 하여 인간은 무의식 으로 

상정보를 이용한다[19]. 이러한 상정보를 이용한 독화

(speech reading)기술의 핵심은 발화자를 잘 찾아 시각 으

로 보이는 안면 움직임의 변화를 정 히 인식하여 그 변화

를 라미터로 추출하고 인식에 반 하는 것이다[20]. 상 

기반 근 방법은 상 자체 는 상의 코딩값이나 상 

처리 후의 상 자체를 시각 특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상 기반 근 방법은 다른 근 방법에 비해 

정보량이 많아 데이터 처리 면에서 손해를 보지만 정보량을 

이기 한 방법들을 용하면 극복 가능하며, 인식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21]. 그러나 근본 으로 카메

라 기법을 이용한 상기법은 환경  요인에 의한 추정오차

와 입술 역을 검출하는데 있어 상처리 기술에 따른 오차

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해 3차원 동작분석기는 입술 움

직임의 보다 세분화된 특징들의 분석은 다양한 음성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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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률(%) 아
(/a/)

야
(/j/+/a/)

어
(/v/)

여
(/j/+/v/)

에
(/e/)

오
(/o/)

요
(/j/+/o/)

우
(/u/)

유
(/j/+/u/)

으
(/U/)

이
(/i/)

아
(/a/) 95.2 2.4 2.4 2.4
야

(/j/+/a/) 2.4 100 2.4
어
(/v/) 97.6 4.8
여

(/j/+/v/) 85.6
에
(/e/) 2.4 97.6
오
(/o/) 100 2.4
요

(/j/+/o/) 97.6 2.4
우
(/u/) 100
유

(/j/+/u/) 97.6
으
(/U/) 2.4 100 2.4
이
(/i/) 2.4 97.6

표   4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단음  검출의 정확도

Table 4 The accuracy rate of monosyllable detection through speech recognition algorithm

필요한 안면움직임의 정량  패턴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와 상을 포함하는 3차원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모음형태의 단음  발성에 따른 보

다 정확한 안면 움직임을 측정하기 해 카메라 기반이 아

닌 3차원 동작분석기를 사용하 다. 한 음성인식을 수행

하기 한 다양한 인식 라미터들을 보다 정략 으로 추출

하고자 하 으며, 최종 으로 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11가지 

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구 하고 인식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카메라 기반 기술의 국내 연구들과 

비교하면, ‘아/에/이/오/우’의 5가지 모음의 인식정확도가 

Lee 등[8]과 Kim 등[10]의 연구에서 각각 87.44%와 84%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라미터를 이용하여 5

가지 모음을 인식한 결과 87.6%로 나타났으며, 환경변화가 

없는 카메라 기반의 실내에서의 실험을 통해 상을 획득한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다 세분화된 11가지의 라미터를 사용하 을 경우, 

98.1%로 인식결과가 향상됨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5가지 

라미터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공간상의 안면 움직임의 

라미터들이 포함되어 보다 향상된 인식결과를 나타내고 있

으며, 특히 입의 깊이(Lip Depth)는 11가지 라미터 에 

가장 높은 인식결과를 보임으로써 음성인식에 있어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Lee 등[9]과 Nam 등[11]의 연구에서

는 8가지 모음을 상으로 각각 93.7%와 55%의 인식정확도

를 나타내었다. 단모음 인식 상과 인식 알고리즘의 차이로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보다 다양한 11가지 단모음의 인

식에 한 본 연구의 결과가 97.2%로 더 높게 나타났다. 앞

서 마찬가지로 11가지 단음 에 한 기존 라미터의 결과

(88.1%) 보다 세분화된 11가지 라미터의 인식 정확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음성인식을 한 보다 정량 이고 세분

화된 라미터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모션캡처는 안면 움직임을 포함하는 인간 동작을 측정하

는데 있어 실 가능하고 강력한 근방법으로 입증되었으며

[22], 기존 많은 연구에서도 모션캡처를 이용한 정량  측정

을 통해 시각  음성합성(Visible Speech Synthesis)[23], 애

니메이션[24]  의사소통 로그램 개발[25]등에 활용되고 

있다. Ma 등[23]은 3차원 동작분석기를 이용하여 21가지의 

단음  발성 시, 정량  안면움직임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3차원 얼굴 모델에 용하는 시각  음성합성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개발된 시각  음성합성 시스템은 재 언

어를 배우는 60 개 이상의 유치원에서 학습 에이 트로써 

활용되고 있다. Cao 등[24]은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실 인 얼굴 애니메이션을 구 하는 방법을 개

발하 다. 얼굴 애니메이션 모델은 3차원 모션캡처 데이터

를 통해 구 하 으며, 보다 실제 인 안면 움직임을 나타내

고자 하 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화형 게임  가상 실 

등의 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한 안면 움직임의 정량

 패턴의 측정은 시청각 자동 음성인식(Audio-Visual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V-ASR)의 알고리즘에 

용하여 음성인식에 한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

다. 음성인식을 한 신뢰할 수 있는 상특징들은 특히 잡

음환경에서 음성만을 이용한 ASR의 수행 개선을 해 발성

의 음성과 상을 혼합하는 AV-ASR의 성능 향상에 도움

을 다는 [26]에서 활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량 인 안면 움직임의 패턴들을 이용

한 한  음성인식 알고리즘은 기존 시청각 자동 음성인식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3차원 안면 움직임의 정 한 측정이 

가능한 스테 오  RGB-D 형태와 같은 다양한 카메라 기

법에 용한다면, 보다 실용 인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 하

는데 있어 사용이 가능하겠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11가지 

형태의 단음  발성 시의 정량 인 안면 움직임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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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라미터들을 안면 

움직임의 비율에 따라 객 인 데이터로 나타내었다. 한 

이러한 시공간 인 라미터 패턴들을 Hidden Markov 

Model과 Viterbi 알고리즘이 용된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각 단음 의 패턴을 학습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용한 11가지 단음 의 인식률

의 정확도는 97.2%를 나타내었으며, 정량 인 안면 움직임

을 통한 한  음성인식의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모음 형태의 단음 을 인식하는 알

고리즘을 구 하 지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보다 복잡하고 

많은 형태의 음 들을 인식하기 해서는 추후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다. 재 구 된 알고리즘이 수많은 형태의 음

을 인식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 방법

과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보다 복잡한 음성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기 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카메라를 이용한 

음성인식에 용하여 성능향상과 보다 실용 인 음성인식 

시스템 구 이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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