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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연결단어 음성인식 상에서 올바른 참 

조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LevelbuUding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인식대상 단어의 표본 집합(훈련패턴 집합)으로 

부터 참조 패턴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본 연구는 분할 K-Means 훈련방법에 기초하고 있으 

며, LevelbuUd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훈련패턴으로부 

터 참조 패턴을 생성하는 것이다. 먼저 초기화 과정에 

서 훈련 패턴을 그에 포함된 단어 수만큼 둥간격 분리 

하여 분리된 단어들을 소속 Cluster로 분류하고 각 

Cluster의 Center들로 초기 참조패턴을 구성한다. 그리 

고 참조패턴, 제어정보 및 Levelbuilding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각 훈련패턴을 분리하고, 분리된 단어들을 소속 

Cluster 로 분류하여 단어 Cluster 집합을 구성한 후 

DTW 및 minimax알고리즘을 이용해 각 Cluster의 

Center를 구하여 참조 패턴을 생성한다. 참조패턴 구성 

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전 단계의 참조패턴과 본 알고 

리즘을 반복 수행하여 최적의 참조패턴을 생성한다.

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개 숫자의 연결단어 집합으 

로부터 영('0')에서 구('9')까지 숫자음에 대한 참조패 

턴을 자동 생성하였다. 참조패턴 생성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처리인 훈련패턴 분리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반 

복과정에서 분리된 정보를 그래프로 도시화하여 확인하였 

다.

L 서 론

음성인식 방법에는 음향-음성적 방법, 패턴인식 방 

법, 인공지능 방법 둥이 있다. 패턴인식을 기초로 하는 

음성인식 방법에서는 참조패턴의 올바른 구축이 중요하 

다. 효율적인 참조패턴의 생성방법으로 "분할 

K-Means 훈련방법”。】 제안된 바 있다. 이 방법은 자 

연스럽게 발음되어진 단어음성들(훈련패턴)로부터 참조 

패턴을 생성한다. 참조패턴을 template과 HMM 2가지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HMM 방법을 중점적으로 기술하 

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template방식으로 참조패 

턴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초기 참조패턴 

구성을 고립단어와 embedded 단어의 두 가지 패턴으로 

구성하는데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훈련패턴을 그에 포 

함된 단어수 만큼 둥간격 분리하여 초기 참조패턴을 구 

성함으로써 별도의 초기참조패턴 준비과정이 필요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훈련패턴집합의 사전 정보가 정의 

된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패턴생성의 단어수, 

Levelbuilding시 비교회수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할 K-Means training procedure”를 기 

초로 하고 있으며, Levelbuildin烟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 

는 인식과 단어분리 기능을 이용하여 훈련패턴들을 인 

식 알고리즘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단어 중에서 

minimax알고리즘［4］을 이용해 참조패턴을 추출한다. 그 

리고 패턴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DTW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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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을 사용하였다.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식 

대상 패턴으로부터 참조 패턴을 생성하므로 인식 시스 

템에 바람직한 참조 패턴 구성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단어에 대한 참조 패턴 생성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인 훈련 패턴의 단어 분리과정에 대한 성능 

을 분석하기 위해 각 분리 단계마다 분리된 정보를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로서 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증 

명하고자 한다.

2. 알고리즘 구성

본 알고리즘은 훈련 패턴 집합을 입력으로 Level

building 알고리즘과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참 

조패턴을 생성하는 것이다. 눈으로 분리해 내기 힘든 

연결단어 음성패턴상의 단어들을 Levelbuilding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이상적으로 분리해 내고, 분리된 단어들 

을 각 단어 Cluster로 분류하여 각각의 Center들을 참 

조패턴으로 구성한다.

- 훈련 패턴 :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연결단어성패턴

- 훈련 패턴 집합 : 복수개의 훈련패턴

- 제어 정보 : 훈련 패턴 집합에 대한 사전 정보로 

서, 각 훈련패턴의 패턴 이름, 단어 수, 단어 이름 

순으로 정의되었다.

（제어 정보 구성의 예）

:"012_33 3012"）

- 012_33 : 패턴 이름 （훈련패턴 이름）

- 3 : 훈련패턴에 포함된 단어 수

• 0 ： 단어 이름 1

• 1 ： 단어 이름 2

• 2 ： 단어 이름 3

본 알고리즘의 구성은 그림 2.1 과 같다. 초기화 과정 

은 제어 정보와 훈련 패턴 집합을 이용하여 초기 참조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Levelbuilding을 이용한 분 

리 및 Clustering 단계에서는 제어 정보와 훈련 패턴 

집합 및 Levelbuild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삭 훈련 

패턴을 분리하고 분리된 단어들을 분류（Clustering）하여 

단어 Cluster 집합을 구성한다. 二〔림 2.에서 단어 

Cluster집합의 요소인 Word 1은 1번째 단어 Cluster를 

나타내고 Word N은 N번째 단어 Cluster를 나타낸다. 

Center 계산 과정은 각 Cluster에 대한 Center를 게산 

한다. 구해진 GenEer들로 참조패턴을 구성한다. 二趙 2.1 

에서와 같이 참조 패턴 구성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진 단게 

의 참조패턴을 이용해 본 알고리즘을 반녹 수행하여 최적의 

참조패턴을 생성한다.

그림 2.1 구성도

2.1 초기화

주어진 훈련 패턴 집합을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등간 

격으로 분리해 초기 참조 패턴을 생성한다.

:z림 2.2에서와 같이 각각의 훈련 패턴을 단어 수만 

큼 등간격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단어들을 단어 이름에 

대응되는 Cluster로 Clusterin叩한다. 그리고 DTW 및 

minimax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Cluster의 Center를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 Center들로 초기 참조 패턴을 생 

성한다.

그림 2.2에서 "훈련패턴집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직사각형 박스는 하나의 훈련패턴을 나타내며 

훈련패턴 상의 숫자들은 각 훈련패턴에 포함된 단어의 

이름을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 Clusters” 의 

Cluster 1은 1번째 단어 Cluster이고, Cluster N은 N 번 

째 단어 Cluster를 나타낸다.

그림 2.2 훈련 패턴의 초기 분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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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evelBuild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리 

및 Clustering

참조패턴과 제어정보 및 Levelbuilding 알고리즘올 

이용하여 훈련 패턴 집합을 단어들로 분리하고 제어 정 

보를 바탕으로 N개의 Cluster로 분류하여 단어 Cluster 

집합올 구성한다.

먼저 그림 2.3과 같이 각 훈련 패턴의 단어 이름에 

대웅되는 참조 패턴 열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 

조 패턴 열과 훈련 패턴을 Levelbuild出职 한다. 이 

Levelbuilding 결과(상이도 값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이용하여 각 단어의 끝점에 대웅되는 부분을 단어의 분 

리점으로 간주하고 훈련 패턴을 분리한다. 분리된 단어 

들을 제어 정보의 단어 이름에 대웅되는 Cluster로 분 

류하여 단어 Cluster 집합을 구성한다.

그림 2.3 LevelBuilding 알고리즘의 적용 예

2.3 Center 계산과 참조 패턴 생성

각각의 단어 Cluster에서 Center를 구하고 구해진 

Center들로 정련된 참조패턴을 구성한다.

Center를 계산하기 위해 DTW 및 minimax알고리즘 

이 사용된다. DTW(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 

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용 

하였고. minimax 알고리즘은 Center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참조패턴 구성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LevelBuilding 

과정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적의 참조패턴을 

생성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의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 CPU : Pentium 200 MHz

■ MainMemory : 64 MByte

• 언어 : Visual C++ 5.0

-OS : Windows 95

• HDD : 1GByte

본 연구의 참조패턴 자동생성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위해서 영('0')에서 구('少까지의 숫자 단어에 대해 세 

개의 숫자단어로 구성된 연속숫자음을 Workstation 소 

음이 있는 연구실에서 채취하여 훈련패턴으로 사용하였 

다. 참조패턴 생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처리인 훈련패 

턴 분리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반복과정에서 분리 

된 정보를 그래프로 도시화하여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 중에서 한 예로 이('2'), 

삼(，3，), 사('4')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훈련패턴의분 

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1 에서 Y축은 

Energy값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고, X축은 시간 축을 

나타낸다. 그림 상단의 ［ Phase］는 반복 횟수를 의미하 

고, 그림 중앙의 "234_44.wav”는 패턴의 wave 파일 이 

름이다. 그리고 수직선은 훈련 패턴에 포함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분리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이('2'), 두 번째 단어는 삼('3')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사・('4‘) 의 순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에서는 초기화 과정에서 등간격으로 분리된 

훈련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의 "이삼사” 음성 

은 유성음"卜”), 비음("□”), 그리고 마찰음(”人") 

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상 마찰음과 비음은 유성음에 

비해 Energy값이 작다. 본 예제의 음성패턴에 포함된 

음소를 나열하면 "丨 人 } 口 人 1■” 순이다. 여기 

서 우리는 "이"와 "삼” 사이에 있는 "人"과 "삼", ”사” 

사이의 "口”, "人" 음성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Energy값이 작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 

로 미루어 보아 그림 3.2에서의 분리선이 왼쪽으로 이 

동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는 본 처리과정을 한번 수행하여 얻어진 분 

리 결과이다. 그림 3.1 과 3.2를 비교해 보면 그림 3.2의 

분리선이 11림 3.1에서의 분리선 보다 모두 왼쪽으로 

이동한 하였다. 그리고 그림 3.3은 2번 거친 결과이다. 

二〔림 3.2와 二］림 3.3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 분리선이 왼 

쪽으로 다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4도 마찬 

가지이다. 마지막 그림 3.5는 본 알고리즘에 의해 분리 

된 최종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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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초기화에 의해 분리된 훈련패턴

그림 3.2 Phase 1

4.결론

패턴인식 방법에 기초한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참조 

패턴의 올바른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분할

K-Means 훈련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Levelbuild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발음된 단어음성들로 

부터 참소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본 알고리즘은 복수개의 훈련패턴으로부터 최적의 참 

조패턴을 생성한다. 먼저 제어 정보를 이용해 각 훈련 

패턴을 단어 수만큼 둥간격 분리하고 소속 Cluster로 

분류하여 각 Cluster의 Genter로 참조 패턴을 구성한다. 

그리고 LevelBuilding 알고리즘을 이용해 훈련패턴을 

단어로 분리한다. 분리된 단어들을 소속 Cluster로 분류 

하고 각 Cluster의 Center를 구하여 참조 패턴을 구성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반복적으 

로 참조 패턴을 정련시킨다.

실험 및 결과에서와 같이 Levelbuilding 알고리즘에 

의해 훈련패턴을 수치적 계산에 의해 자동으로 분리해 

내고, 새로운 단어의 추가 시 별도의 초기참조패턴 준 

비과정이 필요 없이 훈련패턴과 제어정보 만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본 알고리즘은 단어 단위 참 

조 패턴 생성뿐만 아니라 음소 단위의 참조 패턴을 생 

성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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