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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MLP. HMM, DTW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한 화자인식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다.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화자의 인식과 비둥록 화 

자의 등록된 화자 키워드 도용에 대한 시스템 거부, 그 

리고 등록된 화자의 다른 둥록 화자에 대한 키워드 도 

용에 따른 시스템 거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키워드는 화자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시스템에 사용 

된 특징 파라메터는 15차 켑스트럼, 10차 LSF, 10개 

대역으로. 나뉘어진 주파수 대역별 에너지값(10차 FB) 

을 사용하였다. 이 세 가지의 특징 파라메터들과 세 개 

의 인식기를 조합, 모두 아홉 개의 인식 결과값을 누적 

하여 인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개별적 시스템에 

서 발생되는 오인식을 Hybrid model을 이용하여 처리 

한 본 시스템에서는 실험대상 화자에 대하여 100%의 

시스템 신뢰도를 얻었다.

1. 서론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을 통한 대규모 데 

이터 베이스의 접근과 정보 처리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정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는 보안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고.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카드, 도장. 신분증, 비밀번호 

둥은 위조와 도난 둥 타인이 도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 

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호), 원격시스템으로부 

터 통신망을 통해 접근을 할 경우에 더욱 사용자의 확 

인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화자인식을 이용 

한 화자확인은 화자의 음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에 기 

반을 두고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술로 타인의 정보를 노 

리는 비등록화자(imposter)에 대한 처리와 보안 문제 

둥에 효율적이며, 음성을 사용하여 확인을 하므로 별도 

의 조작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응용 분야가 

대단히 넓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화자확인 기 

술들중, HMM(Hidden Markov Model)과 MLP(Multi 

Layer Perceptron), 그리고 DTW(Dynamic Time 

Warping)를 개별 시스템으로 사용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오인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 결 

과, 실험 대상 화자에 대해 100%의 시스템 신뢰도를 

얻을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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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자인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사용한 화자인식시스템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하며. 그 개략적인 흐름은 그림2.1 과 같다.

Input Speech

t..….......
Feature Cepstrum

Extraction LSP's

FilterBank

Speaker

Recognition

그림 2.1 Speaker Recognition Block Diagram

각각의 시스템의 입력으로 쓰이는 특징 파라메터는 

15차 켑스트럼（CEP）, 10차 LSF, 10차 FB를 이용한다.

이 세가지 특징 파라메터는 모두 개별 시스템의 입력 

으로 사용되며 각 시스템은 모두 세가지의 결과를 내게 

된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얻어진 인식결과를 최종 

인식값으로 결정한다.

3.인식 실험 및 결과

3.1 데이터 구성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음성데이터는 일반 실험실에서 

20대의 성인 남성화자 40명이 발성한 음성으로 구성 

하였다. 이들 중 20명을 둥록화자, 나머지 20명을 비등 

록화자의 음성으로 결정하였다.

。녹음 환경 : 일반 실험실 환경

＞A/D 변환 11kHz sampling, 8bit linear PCM 

＞음성 DB 내용 : 3음절에 해당하는 이름（키워드） 

＞전체 발음 횟수 : 화자당 본인 이름 25회, 

타인 이름 5회（20명）

실험은 등록화자가 자신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시스템 

에 접근한 경우（실험1）, 비둥록화자가 자신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실험2）, 비둥록화자가 

다른 등록화자의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등록화자가 다른 

등록화자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 

（실험3）에 대해서 각각 시행하였다.

3.2 실험1 : 허용（Access）

실험1은 20명의 등록된 화자가 자신의 키워드를 발음 

한 경우이다. 개별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 

한 인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MLP를 이용한 경우

MLP # of error Error rate (%)

CEP 13/400 3.25

LSF 16/400 4.0

FB 1/400 0.25

Total 20/1200 1.67

•HMM을 이용한 경우

HMM # of error Error rate (%)

CEP 7/400 1.75

LSF 8/400 2.0

FB 6/400 1.5

Total 21/1200 1.75

•DTW를 이용한 경우

DTW # of error Error rate (%)

CEP 1/400 0.25

LSF 1/400 0.25

FB 1/400 0.25

Total 3/1200 0.25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한 경우

Ilibrid System
# of error Error rate( %)；

0/400
0.0 J

3.3 실험2 : 거부（Deny 1）

실험2는 20명의 비동록화자가 등록되지 않은 키워드 

를 발음한 경우이다. 개별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을 사용한 인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120—



•MLP를 이용한 경우

MLP # of error Error rate (%)

CEP 0/500 0.0

LSF 0/500 0.0

FB 0/500 0.0

Total 0/1500 0.0

•HMM을 이용한 경우

HMM # of error Error rate (%)

CEP 3/100 3.0

LSF 3/100 3.0

FB 4/100 4.0

Total 10/300 3.33

•HMM을 이용한 경우

HMM # of error Error rate (%)

CEP 0/500 0.0

LSF 0/500 0.0

FB 0/500 0.0

Total 0/1500 0.0

•DTW를 이용한 경우

DTW # of error Error rate (%)

CEP 7/100 7.0

LSF 5/100 5.0

FB 7/100 7.0

Total 19/300 6.33

•DTW를 이용한 경우

DTW # of error Error rate (%)

CEP 0/500 0.0

LSF 0/500 0.0

FB 0/500 0.0

Total 0/1500 0.0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한 경우

Hibrid System
# of error Error rate(%)

0/500 0.0

3.4 실험3 : 거부(Deny2)

실험3은 20명의 비둥록화자가 시스템에 둥록되어 있 

는 둥록화자의 키워드를 도용하여 발음한 경우와 둥록 

화자가 다른 둥록화자의 키워드를 도용한 경우이다. 개 

별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 인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MLP를 이용한 경우

MLP # of error Error rate (%)

CEP 2/100 2.0

LSF 1/100 1.0

FB 1/100 1.0

Total 4/300 1.33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한 경우

Hibrid System
# of error Error rate(%) |

0/100 o.o 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화자인식 기술을 혼합하여 화 

자를 식별해 내는 화자인식올 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개별적 시스템을 사용하였 

을 때 발생하는 오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수 있어 

서, 개별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한 것보다 신뢰도 

면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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