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패헌블럭 신경회로맘을 미용한 불흑정 화자인식

선택적 패턴블럭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불특정 화자 인식

강 명광*, 서 민석：이 형준", 양 진우., 김 순협.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림전문대학교 전자홍신과

A Study on Unspecified Speaker Recognition 
by Selective Pattern-Block Neural Netwotk

°MyungKwang Kang*,MinSuk Seo*,JinWoo Yang*,Hyungjun Lee'.SoonHyob Kim'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wangWoon Univ.

‘De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Haliym Junior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특징 파라메티의 늑성을 고리한 신경회可一망에 관 

한 인구로서 패턴블럭 선택적 신경회로망을 제안하•卫, 제으卜한 

신경회로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이 단圮음에 대한 

불특정 화자 인식 실험을 하였나.

각 패 던에 따른 특장 뫄바니］더 의 변화를 고려 하지 않은- 기 

존의 패턴매칭(pattern matching) 알고리즘에 비하여 제안된 

신경회로망은 인가된 패턴을 파냐메더의 특성에 맛개 껓 개의 

부패턴(sub-pattern)으호 분할한 후 가장 최석의 부패린을 스! 

택하여 학습하고 인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특징 파라메터만율 갖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 

대한 단모음의 / 卜/와 영어 /打에 대하여 포만트 주파수-가 회 

자별, 성인 남너 :그리고 어린이에 따라 달라지上 것을 .丄림 1 

에세 1］⑶ 알 수 있다. 같은 모움에 대하여 화자에 따라 오반 

트 주파中가 각 포만트 상대 위치를 어느 정노 유시하면서 t 

파수- 축올 따라 이농하는 것오 알 个 있다. 러므一보 이러한 

특징 파라몌터의 득성은- 과라메터 강간중 일정한 누깅•산(贝山 

space)의 단위, 음성의 경우 生반트 주파수 영역이 이농하二 

것을 알 个 있다. 이와 같든 현상을 고려하지 않울 겅-우- 삭 패

1- 서 론

McCulloch나1itts이 讦런의 동작을 논리적 8현으로 제시한 

이개 많은- 연구가 진행되아 오늘날 다양한 신경화로망 一吁一델이 

존재하고 게산량이 많은 패틴 인식 및 부弄 기술이 필요한 나 

양한 분야에서 신경망은 이성-하기 위하이 활발한 인亍사 신행 

되고 있다.

일반적으루 패턴 인식 또는- 분류에서 좋은 결과를 언기 위 

해서는 패턴 분류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특징 피라매더의 선 

징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야에서 밚-은 연寸기 신행 

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접근 방법은 가장 효과적으보 패던 

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 추훌 방법에 대한 인个와 패딘에서 

추출된 특장 파라메터의 화뮬 분포 공간올 가장 최직。무 

할할 수 있는 패턴 분류기에 대한 연〒가 서一루一 독리적으买 신 

행돠어 왔다. 그러므로 특징 파라메더가 比질적9_玷 가시卫 있 

는 분제는 패턴분류시 그대로 사지卫 있에 논】다. 이러한 呈시］ 

점은 분류되는 패턴에 대한 뜩징 則너 사이의 중첩묀 뉸•호」丄 

나타나게 되어 아무리 뛰어난 패던 분류기나 할시바眼 송『-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예서扫 이 누 분야를 상오 

고려하여 설계된 내탄블릭 선댁서 시깅화로망을 제안하" 움 

성 인식 분야 중 불특정 화자 인시에 적용을 하여 본-다.

2. 패턴뷸럭 선택적 신경회로망

패턴 인식 맟 분류 분야에서 샤용하는 늑징 파라네터늘足 

동일한 클래스(class^ 속하는 다른 패턴들 사이에 서의 •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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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의 중첩뇐 분포가 확대되어 패턴 분할이 어렵게 된다. 이와 

산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의 특징 파라페더 속에 닟 

개의 패턴블럭이 존재하丑 -1 패던 블럭•증 패턴의 특징을 나 

다내는 부 파라메터(sub-parameter)가 존재하변서 패턴에 따 

라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工러므一로 패턴 인식기는 이와 같은， 

특징 파라메터에 내새하고 있는 패턴볼럭을 召출하卫 하台할 

수 있어야만 좋은 인식 셜과룔 기대할 个 있다.

본- 언구-에서在 이너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녀대 

에 사각 신경계에서 발견된 국부적 패턴에 신택적으是 반웅충I 

는 片런으 모넬링하여 패틴블벅 선택척 신경회로방을 제안한 

다 이러한 ■讦런운 특성한 위치에서 선과 노-시리 등과 깉은 •片 

早자】인 특징들에 내하여 선태척9보 누!웅한나. 圧한 시가 피실 

M다 상위 영역에서는 산삭형이나 사각형 둥과 샅、% 패턴에 

선택적으，M 반움하壬 셀의 혼재를 19이()닌대 초에 발견되었다.

신경회気망에 인사되는 패턴에 대한 특징 典더를 

X=(光1，尤?，…，約V)라하고 각 퍠턴을 나타내秘 패턴블벅을 

X广=(痼,砧,…材)이라 하자 제안된 신경회로망은 二렴 

2와 깉은 구조로 되어 있다. N개악 뉴런으로 이루진 입력 층 

과 M개이 입력 뉴런을 가신 블럭매청 신경회로망과 L = 

N-M개의 가상 뉴런으로 이루어신 블릭들로 见孕어신 출력 

충。一로 이루어지 있다. 一t리고 학습시 패턴블럭 정니-를 입력 

층에 전달해 주는 회귀 연겹이 있는 구조이다. 입 력 층에 N차 

원외 툭징배터 X가 인가되면 M개의 什란으로 이럭충이 아 

무어진 블럭매칭 신경회로망은 M차원의 패턴블럭 단위呈 인 

가된 특징벡터룰 스:캔(scs)하면서 매칭(matching) 결과를 패 

턴블럭에 대응하는 출력 충의 가상 뉴런늘에세 진날한다. 출벽 

충의 가상 訂런들은 블럭내에서 경쟁하여 숭사 服넌만이 출릭 

한다. n러旦 이들 啻력중 최대 출력을 갓-上 뉴린에 대옹하는 

패턴블럭이 선택되어 입력 충에 다음과 같은 회쉬 정보를 선 

달한다.

S(X*) = argmaxO//)) (1)

5()은 블럭 선택 함수이고, 0(b)은 패턴뷸럭 b에 대한 출 

력 충의 丿번쪠 블럭의 출력을 나타낸다. 븗럭매칭 신경회로망 

은 블럭선택함수 S()에 의해 허가된 패턴블럭에 대한 강화 학 

습과 나머지 패턴블럼에 대하여 반강화 학습 진행한다.

3. 똘륵정 화자 인식율 위한 패턴볼럭 선택적 신경회로망

불특정 화자 인식에 재안된 신경회로망올 적용하기 위해서 

는 早선 패턴블럭의 •크기와 특징 파라메더 내에서 패턴블럭의 

변화에 대하여 一고찰해 보아야 한다. 한국어 단모음에 대한 포 

만트 블럭의 크기는 표 1과 갈기때문에 패턴昌럭의 크기는 약 

3KHZ 성도로 가정할 수 았다. 二리고 패턴블럭의 변화패턴은 

二러 3에서 볼 수 있듯이 패턴블•럭(포반壬一 주파수 영역)이 화 

자에 따가 주파中 축음 따라 이동⑴⑵하는 것을 볼 个 있나. 

一「?■러므로 불특성 화자 인식을 위한 패턴블럭 선택적 신경희로 

망은 주파수 축의 왜곡어 없上 특-싱을 사용해야 하므로 필더 

뱅^(filter bank)를 사-용하芝 것이 바밤직하다. 필터 뱅:』上 

FK丁를 이용하어 了현하였으녀 인간의 청각 신성외 인시 방시 

을 적용한 멜 스케일(m이 scale)올 사용⑹하므로써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화자간의 각 포만트 주파中간의 상호 거리 차이를 

어 R 정도 횹수할 个 있다. 一리 고 필니의 각 밴느band)둘 사 

각창(triang니lar window)을 취하이 경계(boundary) 효과를 줄 

였다【7]. 出한 블벅매칭 신경회로망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데 

이너가 다소 미흡한 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D. F. Syechl가 제 

안한 확률 신경방⑷⑸올 사용하였다. 확률 신경회로당은 

Bayes decision [■니e울 사용하기 때문에 제안된 신경화로망과 

샅이 선택적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MLCMaximum 

Likelihood) 학夺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잆다. 그러므로 선 

댁식 신경회로망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ML을 수정하이 中행 

할 수 있다.

旺 1. 한국어 단모음에 대한 포만드 크기

Hz 「 

vowel 二、

/u/

—. ................
formant size

about 2,120
/i/ about 2,890
/a/ about 1,760
/«/ about 2,120
/a/ about 2,020
/e/ about 2,200
/o/ about 2,120
/i/ about 2,080

그림 2 PSNN의 구조 그림 3 영어의 모음에 대한 F0, Fl, F2,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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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신경화로망에 인가되었을 때 모델 ◎의 출릭확률-은

=Qmp0=S(X，)"XM"#S(XD)⑵

이다. 식 (2)에서 우번의 두 항을 정규화 함으보써 선택함个壬 

사용한 학습의 나당성을 얻을 수 있一卩 전체川용 함个들 식 (3) 

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C(XM)= n (3)k= i

그리고 식 (3)의 비용함수룔 최대화 하도록 학습함으로써 눈- 

연•구에서 설계한 신경회로망울 최적화 시킬 中 있다.

4. 실험 및 결과 고찲

실힘에 사용된 특징 파라메터는- 拄 2와 샅은 19차으】 벳 .入 

펙兵럼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上 한乂■이 너M음 7새( / I 

人/' -1A/.1./,/-!-/,/- -/./ 1/,/ II/ )에 대하여 성인 납녀 사 삭사 발싱 

한 1960개의 토큰에 대하여 학습을 个행하丄L 학台에 잠이하시 

않2 성인 남녀와 어린이'사 발성한 1078새의 乓己에 내하-이 

인식실험이 수행되있다.

표3〜4는 입력을； 몇개의 부패皂으耳一 분할하시 않은 기部 신 

경회로一망과 제안된 신경회*-방의 비교분류 실험결과이디. .유. :.) 

는 성인 남싱와 여싱〔丄리」L 어닌이에 대한 선체 인시 심험실 

괴 이디-. 一 l람 4匸 인식되 애턴블닉에 대힌 걸并이다.

5. 결 론

톤- 논문은 패턴에 대한 뇩징 파가메더의 늑싱晉 卩디하이 

신걔되上 패틴블릭 신낵치 신경회로망에 관한 인f이다.

연〒에시는 읍성 인식 분야에 제안된 신경회更一방욜- 지用-하있 

치반: 무사 인식이나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 느r싱의 上「싱에 

알맞f드? 패턴블럭을 설정하」L 丄 득성에 을｝맛세 패넌뵬习 시 

경회可一망을 구성하이 응용할 个 있-은 깃。一5 생사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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旺 2. 벨-스쎅乓럼 구산(19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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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3. 세안된 신경망의 분류 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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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刃F 방•시의 분芹 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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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j I

:

1 1

1.43 98.57 I 1

....... .. ■ "f
98.93 1 1.07

II 1.07 ； 2.14 96.79
........1............. .1.——

신재 인식률 = 79.08%(시osed test)

K 5. 선체 인식률 

---- -  j  ------- r    r    - 
넘서- I------여성 .어린이--- j 전체

87.07% I 86.28% I 81.12% , 84.78%
j _.…丄 __ _ __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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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뷸러 0 匚，블럭「■ 喜럭"]

남성 혀정 허린이

그림 4. 인식된 패턴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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