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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국어 음성인식은 단일언어 음성인식에 비해 높은 난이도를 보인다. 하나의 단일 모델로 다국어 음성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언어가 공유하는 음성적 특성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음성인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딥러닝 음성인식 모델인 Wav2Vec2.0 구조를 변경하여 한국어와 영어 음성을 하나의 모델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CTC(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손실함수를 이용하는 Wav2Vec2.0 모델의 구조에서 각 언

어마다 별도의 CTC 출력 계층을 두고 각 언어별 사전(Lexicon)을 적용하여 음성 입력을 다른 언어로 혼동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제시한 Wav2Vec2.0 구조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잘못 분류하여 음성인식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제시된 한국어 음성 데이터셋(KsponSpeech)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학습한 모델이 한

국어만을이용한모델보다향상된음성인식률을보임을확인하였다.마지막으로 Prefix디코딩을활용하여언어모델을

이용한 음성인식 성능 개선을 수행하였다.

주제어: 음성인식,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다국어, 한국어

1. 서론

음성인식기술의 고도화로 영어 중심의 연구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음성인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다

국어 음성인식을 위해 수많은 언어마다 별도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하나의 모델을 여러 언어로

학습시키고, 다양한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인식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본 연구는 LibriSpeech 영어 음성인

식 데이터셋에서 최고의 성능을 기록한Wav2Vec2.0[1] 모델에

KsponSpeech[2] 한국어 데이터셋에 적용하면서, 동시에 한국

어와 영어 두 언어를 모두 학습하여 다국어 음성인식이 가능한

모델 구조를 소개한다. 기존 Wav2Vec2.0 연구의 한계점인 단

일 언어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고, 다국어 음성인식

모델에서 흔히 발생하는 언어 간의 혼동으로 한국어를 영어로

혹은영어를한국어로잘못인식하는문제를Wav2Vec2.0모델

의 구조에서 각 언어마다 별도의 CTC[3] 출력 계층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기존 Wav2Vec2.0 구조를 이용해 한국어만을 학습한 모델,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혼합하여 학습한 모델 그리고 언어별

CTC출력계층을적용하고한국어와영어를학습한모델의성

능을 각각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모델을 Prefix decoding

기법으로 최종 성능을 제시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한국어 음성데이터셋은 AI HUB에 공개된

KsponSpeech 한국어 대화체 음성데이터이고 영어 음성데이

터셋은 LibriSpeech 영어 낭독체 음성데이터이다.

2. 관련연구

2.1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CTC(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3]를 이용하

면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간의 정렬(Alignment) 정보가

없어도 음성인식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4] 이라한 CTC의

이점을 활용하면 인코더 구조만을 가지고 음성인식이 가능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와 같이Wav2Vec2.0 모델을 CTC 손실함

수를 이용해 학습하고 다국어 음성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언어별 CTC 출력 계층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2.2 Prefix Beam Search

Prefix Beam Search[5, 6]는 CTC손실함수로학습된모델의

출력을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언어모델을 추가하여 성능개선을

기대할수있다. CTC모델의출력으로 Beam개수만큼후보군

을생성하고,각후보군이디코딩되는과정에서단어가형성될

때마다 해당 단어가 후보군이 가진 문장에서 등장할 확률을 N-

gram 언어모델로 계산하여 Beam 점수에 더해준다. 언어모델

이해당문장에서더빈번하게등장하는단어일수록높은점수

부여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문장은 Beam Search의 최종

출력이 되므로 다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언어모델을 사용하면

음성인식의 성능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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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av2Vec2.0

Wav2Vec2.0 [1]은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7층의 CNN 계

층을 이용해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기존 음성 특징 추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본 음성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후 Transformer [7] 인코더 구조를 이용해 음성 특징을 인코

딩하여 CTC Projection 계층을 통해 인식 결과를 출력한다.

Wav2Vec2.0은 전사정보가 없는(Unlabeled) 음성파일을 이용

해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한 사전학습[1]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53개 국어로 사전학습된Wav2Vec2.0 [8] Large

모델을 사용하고, 실험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데이터를 이용한

미세조정(Fine tuning)을 진행하였다.

3. 본론

3.1 다국어 Wav2Vec2.0 모델 구조

3.1.1 언어 혼합 구조

CTC 손실함수로 학습한 음성인식모델의 결과는 사전에 정

의한 Lexicon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어의 경우 한글의 자소단

위로 나누어 51자(ㄱ-ㅎ, ㅏ-ㅞ)를 언어사전으로 사용하였고,

영어의 경우 영어 알파벳 대문자(A-Z)와 아포스트로피(apos-

trophe (’))를 포함한 28자를 언어사전으로 사용하였다.

언어혼합구조의Wav2Vec2.0모델은한국어와영어언어사

전을 하나의 언어사전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 구조에서의

언어사전은 총 79자(51+28)로 구성된다. (1의 보라색으로 표

시)

그림 1. 언어 혼합 구조 Wav2Vec2.0

3.1.2 언어별 출력 계층 구조

언어별 출력 계층 구조는 언어별(한국어, 영어)로 해당 언

어의 Lexicon만으로 구성된 언어사전을 사용한 출력 계층을

적용한 Wav2Vec2.0 모델이다. 한국어 출력 계층은 한글 자소

로구성된 51자의언어사전을사용하고,영어출력계층은영어

알파멧과 아포스트로피를 포함한 28자로 구성된다.

언어별출력계층구조에서Wav2Vec2.0구조인 Feature Ex-

tractor, Transformer Encoder (2의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국

어와 영어 학습및 추론에서 공유하며 영어와 한국어는 각기

다른 CTC 출력개층을 가진다. (각각 2의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림 2. 언어별 출력 계층 구조 Wav2Vec2.0

표시)

언어별 출력 계층 구조는 학습 시 입력되는 음성파일의 언어

정보(한국어, 영어)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하는 출력 계층만을

활성화하여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과 평가(추론) 시 인

식할 음성의 언어 정보가 사전에 주어져야만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이러한언어별출력계층의분리는언어간혼동을원천적

으로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음성을 인식하면서 영어

언어 정보를 모델에 입력하면, 영어 언어 사전(28자)로 구성

된 출력 계층만 활성화되므로 모델이 언어를 혼동하여 한글이

출력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3.2 언어사전

3.2.1 한국어 언어사전

한글이 가질 수 있는 문자 조합은 2904가지로 음성인식 모

델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언어 사전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할 수 있고, 분해된

한글 자소만을 사용하면 51가지로 언어 사전의 크기를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다.[9] 한국어 언어 사전은 자소(Grapheme)

단위로 한국어 자소 51가지이다. 즉, 모델의 한국어 출력은 51

개의 자소이며 출력된 자소를 조합하여 완전한 한국어 문자로

변경해야 한다.

3.2.2 한국어 자소조합

모델이 한국어 음성을 추론 시 51가지의 한국어 자소를 출력

하므로이를초성-중성-종성규칙에따라조합하여최종결과를

출력한다.3

3.2.3 영어 언어사전

영어는 알파벳 대문자 27가지와 아포스트로피를 포함해 28

개의 언어 사전을 구성하였다. 이는 Grapheme 단위로 기존

영어 음성인식 모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사전

구성이다. 영어 데이터 구성 시 모든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경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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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gram 언어모델 학습데이터

데이터셋 KsponSpeech

학습데이터

모두의 말뭉치

(일상 대화

말뭉치 2020)

위키피디아

문장수 620,000 865788 1806747

크기(Byte) 175M 93M 730M

3.3 Prefix Beam Search

한국어음성인식결과는 Prefix Beam Search [5, 6]를이용하

여성능을개선하였다.이를위해 N-gram언어모델을학습하였

으며,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할 한국어 대화체 텍스트 데이터와

위키피디아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였다.1

3.3.1 N-gram 언어모델

Prefix Beam Search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 텍스트 데이

터를 수집하여 N-gram 언어모델[10]을 학습하였다.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KsponSpeech 학습데이터의 한국어

전사파일, 모두의 말뭉치(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

2020) 한국어 전사파일과 한국어 위키피디아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환경

4.1.1 데이터셋

학습및 평가 데이터셋으로 한국어와 영어 음성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한국어 음성데이터셋은 AI HUB

에 공개된 KsponSpeech로 약 1000시간 분량의 한국어 대

화체 음성데이터이고 영어 음성데이터셋은 LibriSpeech로 약

960(100+360+500)시간의낭독체음성데이터이다.학습시한

국어와 영어 데이터셋 모두 딥러닝 모델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기 위해 단일 음성파일의 길이가 12초를 넘어가면

이를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평가용 데이터는 원본 전부 사용)

평가 시 KsponSpeech는 전용 평가용 데이터셋인 eval-clean,

eval-other을사용했으며학습단계에서 dev검증용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LibriSpeech 또한 평가 시 전용 평가용

데이터셋인 test-clean을 사용했으며 학습 단계에서 dev-clean

검증용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학습에 이용된 한국어 데이터셋의 경우 KsponSpeech의 발

음전사 방식[9]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한국어 자소단위로 전처

리하여 이용하였다. 영어의 경우 모든 영문 알파벳이 대문자로

전사되어있는 LibriSpeech의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2. KsponSpeech 데이터 셋의 통계정보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Eval-clean

평가 데이터

Eval-other

검증 데이터

Dev

음성 수

(개수)

620,000 3,000 3,000 2,545

길이(시간) 965.2 2.6 3.8 3.9

표 3. LibriSpeech 데이터 셋의 통계정보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

train

(100.360,500)

평가 데이터

test-clean

검증 데이터

dev-clean

음성 수(개수) 281,241 2,620 2,703

길이(시간) 960 5.4 5.4

4.1.2 학습 방법

실험에 사용된 Wav2Vec2.0 모델의 구조는 hugging-

face/transformers [1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모델 학습

시 총 8대의 TITANXP GPU를 사용하였다. 각 GPU당 Batch

Size를 1로 설정하고, gradient accumulation을 8으로 설정하

여 총 64 (8 * 8)배치로 학습하였다. 각 모델은 30 Epoch을

기준으로 학습하였으며, 학습 도중 validation loss 가 training

loss 보다 높아지는 오버피팅이 발생할 경우 학습일 일찍 종료

하였다.

4.1.3 성능 평가 지표

성능평가지표로는 CER(character error rate), WER(word

error rate), sWER(space-normalized WER)을 이용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sWER[2] 이란 한국어의 띄어쓰기 특성을 고려해 WER를

측정하기 전 띄어쓰기 공백(Space)을 정규화한다.

영어 음성인식 성능 평가시에는 sWER을 제외한 CER,

WER 만을 측정하였다.

그림 3. 한국어 자소분리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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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기존 Wav2Vec2.0 구조에 한국어만을 이용해 학습한 모

델(baseline), 한국어와 영어를 이용해 학습한 언어 혼합모

델1(mix), 한국어와 영어를 이용해 학습한 언어별 출력 계층

구조 모델2(multi(proposed)) 총 3가지로 실험하였다.

4.2.1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은 greedy 디코딩과 prefix beam

search 결과는 4과 같다. prefix의 결과가 모든 모델, 모든 성능

지표에서 greedy디코딩대비우수한성능을보였다.각모델의

성능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국어만을 이용한 base-

line모델보다영어와한국어를동시에학습한multi(proposed)

모델이 한국어 EVAL(clean) 평가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

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국어를 활용한 모델은 단순히 다국어 인

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넘어 특정 언어에서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어와 영어를 하나의 출력 계층으로 학습한 mix 모델보

다 언어별로 출력 계층을 나눈 multi(proposed) 모델의 성능이

모든 평가 데이터셋에서 개선되었다. 이는 연어별 전용 출력

계층을 통해 언어간 혼동을 방지하고 언여별 출력 계층이 각

언어별 고유의 파라메터를 학습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2.2 영어 음성인식 성능

영어 음성인식은 greedy 디코딩만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어로만 학습한 baseline 모델은 영어 인식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고, 언어 혼합모델(mix)와 언어별 출력 계층 모델

(multi(proposed))에서 성능을 측정하였다. 위 한국어 음성인

식 결과와 같이 언어별 출력 계층 모델이 언어 혼합모델 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Wav2Vec2.0 구조를 이용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인

식 가능한 음성인식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어만 학습한

Wav2Vec2.0 모델보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학습한 모델이

몇몇 한국어 데이터셋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제안한 모

델이한국어와영어를동시에인식할수있다는점을넘어한국

어만을 학습한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줌에 있어서 다국어

음성인식모델의단일어에서의성능향상의가능성을확인할수

있었다.

다국어를 학습한 모델이 단일 언어를 학습한 모델보다 좋

은 성능을 내는 이유로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모델의 인코더

(Wav2Vec2)가 언어의 공통적인 음성 정보를 학습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약 1000시간 분량의 한국어 음성 데이터에 960

시간 분량의 영어 음성 데이터를 추가해 더 많은 음성 정보를

학습할 수 있었다.

제시한 언어별 출력 계층 구조의 모델은 추론시 언어 정보를

사전에 입력받아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음성

의 언어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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