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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성인식시험은 다양한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으로 

음성인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시스팀의 성 

능을 평가하거나, 음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으로 음성인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 

수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음성인식 자동 

시험장치는 음성인식의 결과를 DTMF 신호로 처리하도 

록 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인식율, 인식속도둥 인식기 

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통신의 기업체 음성다이얼서비스의 음 

성인식시험을 중심으로 음성인식 자동시험장치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서론 .

현대의 통신기술은 음성인식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와 

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통신에서는 음성인 

식기술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증권정보서비스」, 「기 

업체 음성다이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일자동번역시스팀」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서비스 

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음성인식시험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음성인식시험은 다양한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으로 

음성인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시스팀의 성 

능을 평가하거나, 음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으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 

식시험은 실제로 입력되는 음성과, 인식시스팀이 인식 

하여 나오는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식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음성인식자동시험 장치는 시험장치가 

직접 인식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체 음성다이얼링서비스( VDS : 
Voice Dialing Service)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인식시험 

을 중심으로 인식시험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음성인식 

자동시험장치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그밖에 본 장치 

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2. 인식시험 시나리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기업체 음성다이얼서비스는 

전화번호를 다이얼하는 대신 원하는 기업체명을 말하면 

그 음성을 인식하여 해당하는 기업체로 직접 전화를 걸 

어주는 서비스로서 1998 년말 시범서비스로 서울지역에 

제공될 예정이다.

기 업체 음성다이얼서비스에서는 음성을 인식하고 전 

화를 걸어주는 기본 서비스 외에 운용관리모드가 부가 

적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운용관리 부분 중，음성 인식 

시험'은 운용자가 전화를 통하여 수동으로 또는 즉정장 

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음성인식과정만을 중점적으로 

반복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卩][2]
음성인식시험은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 에서 이루어져 야 하므로 기 업 체음성 다이얼 링서비스 

에 접속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번호를 누르고, 

，운용관리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을 눌러 수행한다. 즉, 

기본서비스와 동일한 접속방법으로 시스팀에 접속한 후 

음성을 말하고,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인식시험모드는 운용자시험과 장비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운용자시험은 운용자가 직접 음성을 입력하 

면 음성인식을 한 후, 인식결과에 따른 음성이 송출되 

므로 운용자가 직접 인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 러한 음성 인식시험은 운용자가 간단히 한, 두가지의 

음성을 시험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여러 

사람의 음성을 수집하여 음성 인식율 및 음성의 특징을 

얻고자 하는 데는 부적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음성송출 과정대신 시험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다 

른 데이터처리 방식을 이용한 자동시험이 필요하다’

인식시험모드에서 장비시험은 음성인식 결과에 대해 

음성을 송출하는 대신 시험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DTMF 신호를 송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시나리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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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과 같다.

운용자모드로 접속

DTMF 는 인식한 명칭의 코드값을 나타내며, 인식이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 예를 들어 잡음이나, 묵음둥 

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각각에 해당하는 에러코드값을 

가지고 있다. 음성인식의 결과를 DTMF 로 받는 것은 

푸쉬버 튼 전화기 의 디 지 트에 대 한 주파수 할당이 규정 

되 어 있기 때문으로(CCITT 권고 Q23) 각 버 튼에 대 한 

주파수는 [그림 2]와 같다. [3]

기업체 음성다이얼 

서비스 3. 음성인식자동시험장치 구현[음성인식자동시험

1 으로 접속

음성인식자동시험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

#(DTMF

음성수신 및 인식

DTMF ■력

인식 0K： 
미등록, 

음성입력지연, 

잡음, 

긴음성, 

짧은 음성

음성 인식 자동시험 장치 는 Windows NT 환경 에 서 

Visual Basic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다이얼로직보드를 이 

용하여 전화회선으로 PSTN 망을 통해 인식시스팀에 접 

속하여 음성 및 DTMF 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이얼로직 보드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전화를 사용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화수화기를 들고, 다이얼 

링을 하고, 음성을 말하거나, 버튼을 누르며, 전화를 끊 

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하나의 보드는 두개의 전 

화회선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PC 의 여유 슬롯의 수만 

큼 보드를 장착하여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이얼로직보드의 처리는 VVoice API 를 이용하는데 

VVoice API 는 호 처리 및 음성/디지트 처리를 위한 

Voice control 과 주/부 실행프로그램 상호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VLink control -s 제공한다.[4]

음성인식 

자동시험장치

PC

그림 1. VDS 음성인식자동시 험 시나리오

음성인식 자동시험은 접속번호를 이용하여 시험장치 

에서 직접 시스팀을 호출하여 접속하고, 운용자모드로 

들어간 후, 인식시험에서 장비시험을 선택한다. 시스팀 

으로부터 음성인식준비신호。#，)를 받으면 준비된 음성 

을 말하고, 그 결과로 인식된 결과코드값에 해당하는 

DTMF 신호를 받아서 음성인식결과를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음성을 입력을 기다리는 #음을 수신하면 다음 

음성을 순차적으로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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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1림 2. 푸쉬버튼세트의 주파수 할당(CCITTQ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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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자동 

시험 

프로 

그램

그림 3.H/W 구성 과 망연 동

VDS

개발된 장치의 구조는 총괄적으로 시험을 제어하는 

주프로그램과 각 라인에 대한 음성인식자동시험을 처리 

하는 부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주프로그램 - 전체작업환경 구성모듈

- 음성화일목록 구성모듈

-인식결과확인 및 통계저리보듈 

부프로그램 - 호처리 모듈

- 음성인식 자동시험모듈

-인식결과확인 및 통계처리모듈

자동시험은 부프로그램의 음성인식 자동시험모듈에 

서 이 루어 지 는더), 이 모듈에 서 처 리 하는 VDS 음성 인식 

자동시험의 시나리오를 간단히 구현하면 다음과 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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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PickUp

Voice.Call(서비스접속번호)

Voice.Dial(인 식 시 험 접 속버 튼)

If (Voice.GetDigits(l) o "#”)then
Goto ErrHandle

Endlf

Do until (음성화일목록이 끝)

음성화일을 순서대로 읽음

Voice.PlayFile wavefile '음성화일 재생

DTMF = Voice.GetDigits(MaxCnt,

• 인식여부판단

음성 화일 명 의 디 지트와 DTMF 의 값을 비 교

'인식시간계산

음성 화일 재생 끝 시 간 〜 첫 DTMF 을 받은시 간

Loop

시행횟수는 호 발생횟수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음성 

화일 목록의 내용을 시행횟수만큼 수행한다. 만일 시스 

팀의 에러나, 운용자에 의한 의도적인 중간 멈춤 기능 

등에 의해 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음성화일 목록의 다 

음 음성부터 인식시험에 들어가게 되므로 각 음성에 대 

하여 동일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음성인식결과는 각각의 음싱에 대한 인식 성공 여부 

및 인식시간이 계산되며, 인식시간은 음성화일을 보낸 

후부터 처음 DTMF 값을 받은 직후까지로 음성을 인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각 단계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작업사항란에 나오게 되고, 음성에 대한 인식된 

결과는 직접보기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봍:: 수 있 

다.

음성인식시험이 끝나면 저장된 결과를 볼 수 있고, 

통계처리를 통해 통계화일을 만든다. 통계처리의 결과 

는 음성명칭별 인식율과 평균 인식시 간 그리고 전체 적 

인 통계 값이 계산된다. 인식시힘결과 통계는 주프로 

그램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시험결과를 편집 

하여 전체적인 통계화일을 구성할 수도 있다.

Voice. Stop
Voice. Hangup

재생되는 음성화일은 수집된 가입자의 음성으로 wav 
화일로 되 어 있으며, 파일 이 름의 일부를 DTMF 코드와 

동일하게 하여 인식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성인식시간은 음성화일이 재생된 직후부터 첫번째 

DTMF 를 받을때까지를 말한다.

(h s ■* 十寸 11 Tf

전화번호 : 5780704 PlayMent: A0052.wav

Connect: 2/3 count: 203

■■작업 사항--------- ------ -
Went： A0052.wav

티휺psM：6,820313 DTMF：豹15 Result：NOK

4. 프로그램 수행

음성인식 자동시험은 주프로그램의 전체작업환경구 

성모듈을 통해 호출 전화번호, 시행횟수를 결정흐｝•며, 음 

성화일목록 구성모듈을 통해 음성화일목록을 구성한다. 

주 프로그램의 라인번호를 클릭하면 부프로그램이 호출 

되어 해당라인을 통해 자동시험이 시작된다.

그림 5. 부프로그램 화면구성

5, 추가 기능

음성 인식 자동시험장치의 주-기 능인 인식시험 기능 외 

에 호 발생기능, 자동웅답기즈 지싱통화로 구성 음성 인 

식시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기능은 주프로그램 

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호 발생기능

호 발생기능은 VDS 시스팀 으로 전화를 걸고 음성 

인식을 한 후 해당하는 곳을 VDS 가 호출하여 연결 

시키는 과정까지 수행한 후 끊는디-. 이 기능을 이용 

하 어 VDS 의 접 속 에 서 부 터 음 성 인 식 과 착 신 호 출 까 

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험할- 수 있으며, 다중 발생 

호 처리시험 및 호 발생에 따른 통계 및 과금데이터 

생성시험 등에 이용할 수 있다.

2) 자동응답기능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를 인지하여 전화를 받고, 원 

一 221 —



하는 처리를 한다. 자동응답기눙은 일반전화기의 자 

동응답기능과 동일하며, 미리 지정된 음성을 재생하 

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 

다. 자동응답기 능을 이용하여 VDS 시스팀 의 착신호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1)의 호 

발생기능과 결합하여 VDS 호처리 전반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지정통화로 음성인식기능

음성인식기능에 있어서는 음성인식 자동시험 기능 

과 같으나, 프로그램에서 직접 다이얼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를 받아 인식기능을 수 

행하는 기 능이다. VDS 의 지정통화로 구성은 시스팀 

에 연결된 회선을 통하여 강제로 통화경로를 구성시 

킴으로서 통화서비스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으로 음성합성채널,음성인식채널, 타임스위치둥을 강 

제로 할당하게 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팀으로 

부터 걸려오는 호를 받아 해당하는 채널에서 음성인 

식기능을 수행하여 채널의 정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사 

용할 수 있다.

6. 결론

음성인식자동시험장치는 음성인식프로그램의 적정 

성 판단이나 음성인식 시스팀의 성능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집된 음성의 특성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시험장치는 접속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약 

300 개 이상의 음성에 대한 인식시험을 할 수 있었으 

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인식시스팀의 성능향상에 크 

게 도움을 주었다. 음성인식 자동시험장치는 기업체 

음성다이얼서비스에서뿐 아니라 한국통신에서 개발된 

증권정보서비스의 BMT 에서도 사용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음성인식 시험에 사용될 것이다.

음성인식 기 술 수준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나, 이 

를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적, 인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하는 시스팀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테스트베드의 자동화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문식.김희경,”음성다이얼교환접속장치 호처리 구 

현에 관한 연구”,제2회 통신소프트웨어 학술 

지, 1997
[2] 김 문식 외 2인,”기 업 체 음성 다이 얼 링서비스 구현”, 

제 3 회 통신소프트웨어학술지,1998
[3] CCITT 권고 Q.23, “푸쉬 버튼 전화기용 신호주파 

■수”,

[4] Dialogic, Visual Features Guide for Windows NT 
(Volume 1)

-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