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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음성 특성 지표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심층 

신경망 기반의 새로운 음성 성능 지표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음성 인식 성능 지표를 생성

하기 위해 대표적인 음성 인식 성능 지표인 단어 오인식률(Word Error Rate, WER)과 상관도가 높은 여러 가지 음성 

특성 지표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성능 지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음성 성능 지표는 다양한 잡음 환경에서 각 음성 특

성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단어 오인식률과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어 음성 인식 성능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임

을 입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음성 특성 지표 추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선행 연구에서 

조합에 사용한 GMM(Gaussian Mixture Model) 음향 모델 확률 값을 심층 신경망 학습을 통해 추출한 확률 값으로 대

체해 조합함으로써 단어 오인식률과 보다 높은 상관도를 갖는 것을 확인한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 to extract speech measure algorithm for evaluating a speech database, and presents generating 
method of a speech quality measure using  DNN(Deep Neural Network). In our previous study, to produce an effective 
speech quality measure, we propose a combination of various speech measures which are highly correlated with 
WER(Word Error Rate). The new combination of various types of speech quality measures in this study is more 
effective to predict the speech recognition performance compared to each speech measure alone.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method of extracting measure using DNN, and we change one of the combined measure from 
GMM(Gaussican Mixture Model) score used in the previous study to DNN score. The combination with DNN score 
shows a higher correlation with WER compared to the combination with GMM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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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 인식 기술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받기 위해 음성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음성 인식 기

술을 이용한 시스템은 여러 가지 데이터 입력 방법 중 

사람의 의사 전달과 가장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

에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음성 신호

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한 일반적인 입력 신호들과 달

리 잡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

에 실제 환경에서 시스템의 인식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음성 인식 시스템은 시중에 출시되기 

이전에 시스템의 인식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대량의 음

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평가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베

이스를 구성하는 각 음성 데이터가 음성 인식 성능 평

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 데이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음성 분석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음성 

신호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의 비교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한 효과적인 음

성 성능 지표를 제안한다. 효과적인 음성 성능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음성 인식 성능 지표인 

단어 오인식률(Word Error Rate, WER)과 상관관계

(Correlation)가 높은 음성 특성 지표를 분석한 후, 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음성 특성 지표를 생성한다. 본 저자

의 선행 연구[4, 5]에서는 다양한 특성 지표를 여러 방

법으로 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음성 인식 성능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 된 실험들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조합 방법을 바탕으

로 음성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해 심층 신경망 기반의 음

성 특성 지표를 추가한 새로운 조합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음성 인

식 성능 실험에 사용된 주요 특성 지표들을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부터 제안해 온 음성 인식 성

능 지표 생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리

고 IV장에서는 심층 신경망에 대하여 간단히 정의한 후

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심층 신경망 모델의 파라미터를 

설명한다. V장에서 실험 방법 및 결과를 설명하고 VI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음성 특성 지표

본 장에서는 분석한 여러 가지 음성 특성 지표들 중 

본 연구에서 음성 인식 성능 예측 알고리즘 구현을 위

해 사용한 음성 특성 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2.1. SNR

SNR(Signal-to-Noise ratio, SNR)[6]은 음질의 성능

을 판단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음성 특성 지표로서 

주변 잡음 크기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음성 신호 크기

의 상대적인 비율을 표현한 값이다. SNR은 음성 신호

의 크기를 잡음 신호의 크기로 나눈 것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SNR이 양수일 경우 잡음 신호 보다 음성 신호

의 크기가 큰 경우이다. 따라서 SNR이 큰 음성일수록 

음성의 인식 성능이 좋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식 (1)

은 SNR의 일반적인 수식으로, 은 음성 신호의 크

기이며 는 잡음 신호의 크기이다.

  log


                   (1)

2.2. PESQ

사람이 주관적으로 음성을 듣고 1~5 등급 사이로 음

성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인 MOS(Mean opinion 

score)[6] 기법은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필요하며 같은 음성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발된 기법인  

PESQ(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6]는 음

성 품질 평가를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로써 MOS를 자

동화 시킨 방법이다. 표 1은 실제 MOS 기법의 평가 기

준을 나타낸다. 

Table. 1 Standard of mean opinion score(MOS)

 Score Quality Impairment

5 Excellent   Imperceptible

4 Good   Perceptible but not annoying

3 Fair   Slightly annoying

2 Poor   Annoying

1 Bad   Very ann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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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MM 음향 모델 확률 값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Gaussian pdf)[7]는 평균과 분산으로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모델이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

(Gaussian mixture model, GMM)은 복수 개의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혼합한 모델이다. 가우시안 혼합 모

델은 각 가우시안 요소 별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식 

(2)와 같은 가중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2)는 개의 

가우시안 요소를 혼합한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 대한 식

으로 는 가중치, 은 평균 , 분산 로 표현되는 단

일 가우시안 모델을 뜻한다.

 




                      (2)

GMM 음향 모델 확률 값은 깨끗한 레퍼런스 데이터

베이스로 생성한 GMM 음향 혼합 모델에 대한 우도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입력된 특징이 훈련된 모델에서 

발견될 확률 값이다. 확률인 0~1 사이 값에 로그를 취해

서 음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입력 된 음성 특징으로 

구한 모델 확률 값은 훈련된 이상적인 모델과 유사할수

록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음성 인식 성능 지표로 쓰일 수 

있다. 식 (3)은 GMM 음향 모델 확률 값을 표현한 식으

로 평균 와 분산 을 갖는 GMM 모델에서 입력된 특

징 의 우도에 로그를 취한 GMM 모델 확률 값의 식이

다. 본 실험에서는 깨끗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

로 GMM 음향 모델 확률 값을 구하였다. 

  log              (3)

2.4. MFCC 계수 유사도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8] 특징 

추출 기법은 현재 음성 인식 시스템의 특징 추출 기법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우선 음성 데

이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스

펙트럼으로 변환한다. 그 후 인간의 청각 시스템을 모

방한 주파수 스케일인 Mel-filter Back 분석을 통해 얻

은 계수를 로그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이산 코사인 변

환(Discrete Cosine Transform, DCT)을 적용함으로써 

Cepstrum 계수로 변환한다. 그림 1은 MFCC 특징 추출 

과정을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다.

Fig. 1 MFCC feature extraction block diagram

MFCC 계수 유사도[9]는 깨끗한 음성 신호의 MFCC 

계수와 오염된 음성 신호의 MFCC 계수의 차이를 측정

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차이가 작을수록 오염된 음성 

과 깨끗한 음성 특징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 성능 지표로 쓰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유

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구하며 이는 

깨끗한 신호와 잡음에 오염된 신호의 MFCC 특징 계수

의 거리를 나타낸다. 식 (4)는 MFCC 계수 유사도의 수

식이다. 는 오염된 신호의 MFCC 계수이며 은 깨

끗한 신호의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39차원의 MFCC 

특징을 사용한다.

  







 
            (4)

Ⅲ. 음성 특성 지표를 이용한 새로운 음성 인식 

성능 지표 생성 방법

분석한 여러 가지 특성 지표들 중 단어 오인식률과 

상관도가 높은 특성 지표들을 채택하고 조합하여 새로

운 성능 지표를 제안하였다. 단어 오인식률은 깨끗한 

파일의 Transcription과 오염된 파일의 인식 결과를 비

교하여 발화한 단어 중 오인식한 단어의 비율을 나타내

는 지표이다. 단어 오인식률은 음성 인식의 성능을 직

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성 성능 지표이기 

때문에 단어 오인식률과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음성 특

성 지표는 음성 성능 지표로 쓰이기 적합하다고 예상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오인식률과 여러 가지 특성 

지표들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능 지표를 생성하

기 위해 다양한 음성 특성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 

단어 오인식률과 상관도가 높은 GMM 음향 모델 확률 

값, SNR, PESQ, MFCC 계수 유사도를 채택하여 새로

운 음성 인식 성능 지표를 생성하였다. 새로운 음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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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성능 지표는 식 (5)와 같이 선택된 n개의 음성 특성 

지표 중 각 지표 를 0~1의 범위로 정규화하고 단어 오

인식률과 상관도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생성

하였다. 아래 식 (6)은 오인식률과의 상관도에 비례하는 

가중치 의 계산식을 나타내며, 식 (7)은 새로운 성능 

지표 를 구하는 식이다.

 maxmin
 min

                   (5)

 









                      (6)

 




                          (7)

Ⅳ.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새로운 음성 인식 

성능 지표 생성

본 장에서는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음성 특성 

지표 추출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심층 

신경망에 대한 배경 지식을 먼저 소개한다.

4.1. 심층 신경망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10] 기법은 

1940년대에 인간의 신경 세포를 모델링하여 패턴 분류 

빛 인식에 이용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으로 최근 인공 

지능,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등 머신 러닝 분야의 시스

템에서 많이 상용되는 기법이다. 그림 2는 실제 인간의 

뇌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단위인 뉴런이다. 

Fig. 2 Structure of a typical neuron[11]

뉴런은 수상돌기(dendrite)로부터 가중이 되는 어떠

한 자극을 받아 이 자극이 특정 임계 치를 넘으면 축색

돌기(axon)를 통해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이

러한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것을 퍼셉트론이라 

한다. 그림 3은 퍼셉트론의 구조를 나타내며 식(8)은 한 

개의 퍼셉트론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표현한다. 부터 

까지 각 입력마다 가중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값이 

활성 함수 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며 활성 함수의 결과

인 0 또는 1이 해당 퍼셉트론의 출력이 된다. 입력 는 

바이어스 값이다.

Fig. 3 Structure of a perceptro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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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은 수 개의 은닉 층과 각 은닉 층을 구성

하는 노드로 구성된다. 각 노드는 퍼셉트론이며 은닉 

층이 깊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한다.  

과거에는 오버 피팅 등의 여러 가지 학습 문제로 인하

여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새로운 알고리즘

들이 제안되고[10-15]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심층 신경망의 이론이 실제 구현되었다. 그

림 4는 심층 신경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Fig. 4 Structure of a typical deep neural networ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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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 기법은 기존의 패턴 인식 시스템과 달리 

특징 추출부터 분류 단, 인식 단이 모두 전체 네트워크 

안에 포함된다. 때문에 특징 추출 과정이 필요 없이 층

을 거듭할수록 보다 추상적인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

고 또 자동으로 구체화하여 인식 과정까지 모두 스스로 

진행한다.

4.2. 심층 신경망 기반 음성 특성 지표

3장에서 설명한 음성 특성 지표들을 조합한 지표보

다 효과적인 음성 인식 성능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음향 모델 확률 값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심층 신경망 모델은 입력으로 음성 

프레임 당 39차원의 MFCC 특징을 사용하며 출력은 깨

끗한 음성과 잡음에 오염된 음성인 총 두 개의 레이블

로 구성된다. 신경망의 은닉 층은 총 4개로, 각 256 – 

256 – 128 – 32개의 노드를 갖는다. 그림 5는 제안한 

심층 신경망의 구조를 나타낸다. 

Fig. 5 Proposed structure of deep neural network model

최종으로 계산 되어 출력 되는 값은 심층 신경망 음

향 모델의 확률 값이며 각 레이블마다 0부터 1까지 범

위의 값으로 산출된다. 두 개의 레이블이 갖는 확률 값 

중 조합 지표 실험에는 깨끗한 음향 모델 확률 값인 

CLEAN 레이블의 출력 값을 사용한다. 식 (4)는 조합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음향 모델 확률 값 를 

변환하는 수식이다. 는 출력 층에서 출력된 확률 값이

며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여 조합에 사용된다.

log log                                (9) 

Ⅴ. 실험 및 결과

5.1. 실험 과정

본 실험은 Babble 잡음, 자동차 잡음이 각각 5, 10, 

15dB의 SNR로 오염된 TIMIT 음성 데이터베이스[16]

를 사용하였다. TIMIT 데이터베이스는 630명의 서로 

다른 화자가 발음한 영어 낭독체 문장이 녹음된 6,300

개의 음성 샘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약 5.6시간 길

이의 녹음 분량에 해당된다.  TIMIT 음성 데이터베이스 

중 훈련에는 깨끗한 음성 신호 파일과 각 잡음 환경 별 

10dB의 SNR로 오염된 음성 신호를 포함한 4,620개씩 

총 13,860개의 음성 파일을 사용하였으며 1,000epoch

마다 진행되는 검증 과정에 각 잡음 환경 별 5, 10, 15dB

로 오염된 음성 신호 1,680개씩 총 11,760개의 음성 파

일을 사용하였다. 인식과 평가에 쓰이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720개의 음성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검증 데이터의 일부와 중복된다. 심층 신경망 훈련과 

특징 추출은 Linux 환경에서 진행하였으며 BVLC 

(Berkely Vision and Learning Center)에서 제공하는 심

층 신경망 학습 프레임워크인 CAFFE[17, 18]를 사용하

였다. 

5.2. 실험 결과

표 2는 실험을 위해 채택한 음성 특성 지표들과 단어 

오인식률의 상관도를 나타내며, 그림 6은 Babble 잡음 

환경에서 생성한 음성 인식 성능 지표와 단어 오인식률

의 상관 분포이다. 심층 신경망 음향 모델 확률 값을 포

함하여 조합한 음성 인식 성능 지표는 Babble 잡음, 자

동차 잡음 환경에서 각각 단어 오인식률과 –0.7838, 

-0.7758의 상관도를 보인다. GMM 모델 확률 값을 조합

하여 지표를 생성한 선행 연구에서는 각각 단어 오인식

률과 –0.7766, -0.7691의 상관도를 보였다. 본 실험 결

과는 Babble 잡음, 자동차 잡음 환경에서 각 음성 특성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단어 오인식률과 높은 

상관도를 보이며 선행 연구 결과인 GMM 모델 확률 값

을 조합하였을 때보다도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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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speech quality measures and 
WER using GMM and DNN acoustic score

Speech measure Babble noise Car noise

SNR -0.69 -0.69

PESQ -0.74 -0.74

DNN acoustic score -0.72 -0.73

MFCC distance -0.72 -0.71

Combination measure 
using GMM -0.7766 -0.7691

Combination measure 
using DNN -0.7838 -0.7758

Fig. 6 Correlation of the combination measure and WER 
in babble noise

Ⅵ. 결  론

본 논문은 음성 인식용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

해 여러 가지의 음성 특성 지표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

하고 새로운 음성 인식 성능 지표 생성 방법을 소개하

였다. 선행 연구에서부터 효과적인 음성 인식 성능 지

표를 생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음성 인식 성능 지표인 

단어 오인식률과 상관도가 높은 여러 가지 특성 지표들

을 채택, 조합하여 새로운 성능 지표를 제안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했던 음성 성능 지표의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

한 특징 지표를 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합한 

음성 성능 지표는 Babble 잡음, 자동차 잡음 환경에서 

모두 각 음성 특성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단

어 오인식률과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었으며 선행 연구

에서 제안하였던 조합보다 향상된 상관도를 보여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음성 인식 성능을 평가하는데 효과적

임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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