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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TW를 이용한 음성인식에서는 참조패턴이 인식 

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적합한 참조패 

턴의 생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二L러므로 인 

식률 향상을 위해 여러개의 참조패딘을 사용하는 방 • 

법이 있다. 二I러나 이러한 방법은 게산량의 과다 및 

사용 메모리의 증가 등이 단섬으.로 지적되고 있디' 

따라서 논 논문에서는 참조패턴의 수를 줄이면서 높 

은 인식률을 얻기 위해 유전자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보다 우수한 참조패턴을 생성하여 음성인식에 적용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참조패턴 생성을 위하여 훈련에 참 

■사한 사료_를 서 로 비 교하여 DTW 거 리값의 누- 적값 

이 최소가 되는 데이터를 선정하는 방법, 유전자 알 

그리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나누 

어 실힘 을 했고, 그 결과 누적값의 쇠 소값을 이용하• 

였을 징우 98.33%의 인 식 륜을 언을 수 있었딘 반면 

에 유선자• 알고리듬을 사용하였을 경우 1()()%의 하- 

자종속 인식률을「읻을 수 있었디•.

I .서론

음싱 은 인 간의 가장 지•연스리운 의 사소통 수단이 

다. 따라서 음성인식은 인간고｝ 기계간의 자연스런 의 

사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현재 가장 헡！- 

발히 연구되고 있는 음성인식 방법으로 DP(Dynam

ic Programming)기법을 이용한 DTW(Dynamic Ti
me Warping) 알고리듬, 확률적인 빙"컵을 이용한 

HMM(Hidden Markov Model), :飞리고 인간의 뇌를 

모델링한 NN(Neural Network) 등으로 크게 분류한 

다.

DTW를，이용한 음성인식에서는 참조패턴과 시험 

패턴의 비血를 통하여 인식을 수행히-기 때문에 참조 

패턴의 설정이 인식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돈1다. 

러나• 가-장• 직절한 참-조패턴을- 생성하는 빙"겁에 내한 

최적의 해를 ""하는- 방법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참조패턴을 생성하는 방■비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디、첫 번째 여러 개의 참조패턴은 만든어 

농고 이 를，이 용하여 입 력 되는• 데이더를 모-두 비 교하 

는 방법, 누 번째 훈련에 참가한 데 이 터를 서로 비 M 
하여 DTW 거 리값의 누적값이 최 소.가 되는- 데이 터 

를 선 정하는 방빔 등이 사•용되어 왔다. 본 논导에 서 

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참.조패턴을 생성 

하고 인식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유진자 일•고리듬의 

우수싱을 증명하였다. 2장에서는 일반적인 유전자 안 

고•미듬과 본 논분에서 사용된 방비에 대한 선명을 

했으미, 3장에서는 실험 방明을、1장에서는 실험 걸 

과를 서로 비교하여 나•타•냈다I 미'지박•으로 결론을 유 

도하 있디-.

n. 유전자 알고리듬을 이용한 DTW 참조패 

턴 결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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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듬은 자연의 법칙인 "적자생존의 원 

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자연 환경에 적웅하여 

진화해 가는 과정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알고리듬화 

한 것이다. 유전자 알고리듬은 최적화하려는 변수를 

염색체 형태로 표현한다.

이 염색체들의 집단 (population) 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적합한 정도에 따라 적합도(fitness value) 
가 계산되며, 각 염색체들은 적합도에 비례해서 다음 

세대에 재생산될 확률을 가진다. 유전자 알고리듬에 

는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
tion) 등의 세 가지 기본적인 연산이 있다. 선택 연산 

은 적합도에 따라 다음 서)대를 결정하기 위한 연산 

이다. 교배 연산은 염색체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연산이고, 돌연변이 연산은 염색체 값을 임의의 

값으로 바꾸어 전역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 

산이다. 일반적인 유전자 알고리듬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⑶.

그림 L 유전자 알고리듬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전자 알고리듬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적합도 함수

적합도 함수는 유전자 알고리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절한 적합도 함수의 설정은 개체 

에 대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만 잘못된 함수 

는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방법으로 개체들을 평가하 

여 잘못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각 염색체의 적합도를 원래의 음성 데이터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열과 개체간의 최적 유클리디안 거 

리, 즉 DTW 결과의 누적값 로 하였다.

Ck= «(;)) • w(7)

伊=1,2, ■■■,!

여기서, 7■는 훈련에 참가한 데이터의 개수, /는 

최적의 경로, "는 경로에 따른 가중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적합도 함수의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선택방법

선택방법은 집단의 적절한 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다. 여기서는 round-robin방식 

에 의한 엘리 티 즘(elitism) 우선 순위 선택 (primary 
rank selec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엘리 티 즘 

우선 순위 선댁이란, 한 세대에서 적합도가 큰 순서 

부터 임의의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4 
개를 선택하였다.

3) 교배 연산자

교배란 두 개의 염색체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산술교배(arithmetic crossover) 연산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두 개의 염색체에서 각각 하나의 벡터 

를 선택하여 일점 교배를 하되 음성은 길이가 동적 

이므로 DTW 경로에 해당하는 두 벡터에 대하여 교 

배율 0.7을 사용하여 교배하였다.

^, = w • />„ + (1 — w) ■ qn, i<n<N

= w • </„ + (1 — w) ■ pn, i<n<N

여기에서 "는 교배율을 나타내며 N은 DTW경로 

에서 마지막 점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돌연변이(mutation)를 적용하지 않 

았다.

4) 군집 크기(population size)

군집의 크기는 부모세대에서 30개를 이용하였으며 

선택된 4개의 데이터를 각각 교배하여 자식세대로 

너어오면서 세대당 12개로 하였으며 이를 10세대까 

지 반복하였다.

in. 실험방법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듬의 평가를 위해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다.

1) 음성데이 터 [4]

3음절과 4음절의 단어 각각 5개를 6명이 20회씩 

발싱하여 앞의 5회 데이터는 참조패턴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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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련데이터로 사용하고 나중 15회는 화자종속 인 

식 실험 을 위 한 시 험패턴으로 사용하였다.

2) 참조패턴 생성

참조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한 단어에 대하여 

화자당 5개의 훈련데이터 즉-, 3()개의 데이터를 사용 

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침조패턴을 생성하였다’

첫째, 3()개의 훈련데이터로부터 각각의 DTW 누 

적값을 구해 최소의 값을 갖■는 데이터를 참조패턴으 

只 계정하였다.

둘째, 3()개의 훈련데이터로부터 적합도에 의해 4 
개를 신택한다. 선택된 4개의 데이 터를 각각 교배하 

여 자식세대로 12개의 데이터가 생성되면 다시 적합 

도에 의해 4개를 선택한다. 이를 1()세대까지 반복하 

여 적 후卜도가 가-장 높은 네이터 를 참조패턴으고■ 결 정 

하였다.

3) 제안한 알고리듬의 평가

알고리듬의 우수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 

로 비교하였다、

첫째, 각 세대별 적합도의 변호卜과정 비교

둘째, 화자종속 음성인식 실험

(두 가지 DTW 경로 조건⑸)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80

対360

言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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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육면체”에 대한 세대별 적합도

1 23456789 10
세마수

위의 그림은 세대별 적합도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二L 림 3에서는 1()개의 단•어 중 가장 빠르게 

수렴하는 "요사이"를, 二림 4에서는 가장 느리게 수 

렴 하는 "정 육면체”를 도시히-였디•. 일 반적 으로 세 대가 

5〜6대 정도예서 거의 수넘하•는 특성을 보였다.

표 1 에서는 두 가"기 DI W 경로 조건에 따라 1()개 

단어를 유전자 알고리 “。이용한 방법과 DTW 누 

적값을 최 소로 하는 방법 늘 이 용했을 때의 화자종속 

음성인식에 대한 결고•挎f 나타낸다.

결과지으로 그림 5에서 业는 바와 같이 유전자 알 

고리 므을 이 용했을 경 우가 DTW •누적값을 최 소로 

하는 방컵을 이용했을 경우电다 Type I과 Type II에 

내하이 인식훌宝이 기"각 1.67%, QA2% 향상되었디'

冬한 DTW 경로에 대해서는 유전자 알고리듬을 

이용하였을 때 Type I이 Type IL보一다 1.75% 높은- 

인 시률을 보였다.

그림 2. DTW 정보 조긴 

(a) Type I (b) Type II

IV. 실험결과

본 논문에 서 는 위 와 같은 실 힘방법 을 통하여 다음

표 1. 각 단어별 인식률

딘-어

'6' 예 품

Type 1 Type 2

100

최 소 값

100
GA
100

최소값 

100
나二네 100 99.17 100 98.33
1 1 糸 쉬 10() 99.17 100 95.83
요사이 100 10() 100 99.17
빌'자추) 1()() 100 100 10()

무녕 오｝릉 100 91.67 83.33 93.33
사” 고卜 니-부- 100 100 99.17 97.50
이.주미 니 10() 97.50 100 99.17
정 육 면 체 100 100 100 95.83

.? 싱 2 100 9:5.83 10() 100
합계 100 98.33 98.25 97.83

二L림 3. "요一사이”에 대한 세대별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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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s of Speech Recognition, Prentice-Hall, 
AT&T, U.S.A, 1993.

그림 5. Type I과 Type II의 인식률 비교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TW를 이용한 음성인식에서 필요 

한 참조패턴을 유전자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생성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전자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생성된 참조패턴과 기존의 참조패턴 생성 방법인 훈 

련에 참가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여 누적값을 최소 

로 하는 데이터를 참조패턴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하 

여 음성인식을 통해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DTW 경 로 조건 Type I에 대 하여 DTW 누적값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98.33%, 유전 

자 알고리듬을 사용하였을 경우 1()0%의 평균 화자 

중속 인식률을 얻어, 유전자 알고리듬을 이용하였을 

경우 약 1.67%의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匸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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