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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하철역명을 위한 음소 기반의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eech Recognition based on Phoneme for Korean Subway Station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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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발매기[1], 전화망에 서의 열

차시각·노선·운임·소요시간 제공을 위한 지하철역 정보

안내서비스 등에 음성인식 적용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

상이 지하철 역명에 대한 음성인식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정해야 하는 대상어휘 중 지하철역명은 가장 기본적인 항

목이다. 현재 코레일,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에서 운영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지하철역은 454

개 이다[2-5]. 지하철역명을 위한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시 역

명인식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인식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

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음성인식에서 인식 단

위는 해당언어의 특징뿐만 아니라 음소문맥에 따른 다양성

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적의 모델링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6]. 이를 위하여 음소 단위의 트라이폰 모

델을 사용하여 음성인식 DB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트라이폰 모델을 구성할 때 너무 작은 단위로 세

밀하게 모델링 하게 되면 정교한 형태의 모델을 얻을 수 있

지만 반면에 모델링 단위가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양의 음

성 DB가 필요하게 되며 HMM(Hidden Markov Model) 파

라미터 수를 증가시켜 실제 시스템에서의 복잡도가 한층 높

아지고 그 성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7,8].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의 지하철역명의 음소 문맥에서

음운론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음소 단위를 선택하기 위하

여 각각의 모델과 케이스별로 PLU와 발음사전을 구성하여

인식률 실험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인식시스템에서

의 이러한 실험 과 평가를 통하여 한국의 지하철역명을 위

한 음성학적·음운론적 지식기반의 초성·종성 자음의 인

식 단위 구분과 음운 현상 중 경음화·비음화 현상이 반영

된 가장 최적의 PLU 및 발음사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

에서는 한국어의 특징 및 인식 단위에 대한 소개를 3장에

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최적의 PLU 선정을 위한 분석

을 4장에서는 실험 및 평가를 하였고 5장에서 결론을 내렸다.

2. 한국어의 특징 및 인식 단위

2.1 한국어의 특징 및 인식 단위

음성 언어 인식의 모델링을 위한 기본단위로 단어, 음절,

음소, PLU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음성 언어 인식 측면에서

보면 기본 발음단위가 하나의 인식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어는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음

절을 기본 발음단위로 생각 할 수 있으며, 또한 형태소적으

로 음소 단위에서 결합이 가능하여 음소를 기본 발음단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음절의 종류와 수가 많

고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이 다양하여 음절을 인식 단위

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 단위 외에 외

국에서 많이 쓰이는 있는 다이폰이나 트라이폰이 있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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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음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그 개수가 음소 개수의 제곱,

세제곱에 이르므로 한국어의 음성인식 시스템에 적용되기 위

해서는 매우 많은 학습용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다[6-8]. 이

중 트라이폰(Triphone)의 유사음소 단위의 문맥 종속 단위

가 우수한 인식 단위로 알려져 있다[9,10]. 트라이폰의 유사

음소 단위의 상태별 구성은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음소(Phoneme)는 단어에서 뜻을 구분 할 수 있는 음운의

최소단위로서 한국어의 경우 자음 19개, 모음 20개로 구성

된다. 음소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 변동을 겪는데 이러한 음소의 변동을 음운 현상이라고 하

며 변화 양상에 따라 크게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대치(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등)”, 한 음소가 없어지는 “탈

락(자음군 단순화, 후음 탈락, 유음 탈락 등)”,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첨가(ㄴ-첨가, 활음 첨가)”, 두 음소가 합쳐

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축약(유기음화, 모음축약)”, 두 음

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도치(자음 도치, 모음 도치)”의 다

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이러한 다섯 가

지 유형의 음운 현상에 의해서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발음

을 가질 수 있고, 여러 형태소가 하나의 발음이 될 수 있다

[11]. 이러한 형태소와 발음과의 사상(Mapping)에는 단순한

사상(Mapping)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12]. 따라서 한국어

문서의 형태소 분석에 사용되는 형태소 사전을 음성인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음소의 변동을 표시할 수 있는 사

전구조가 필요하다[13-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식실험을 통한 적절한 PLU의 선택 및 음운 현상을 고려

한 발음사전의 구성이 필요하다.

2.2 한국의 지하철역명의 특징 및 인식 단위

역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소단위로 지하철 역명이 있

고, 중간 단위로 국철 역명이 있고, 가장 큰 단위로 고속철

도 역명이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역명을 제정하는데 속

지주의 원칙에 따른 지명을 취해 역명을 지어왔다[16]. 열

차를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승객이 그 역이 위치한 지역

의 거주민이 때문에 역이 속한 지명을 역명으로 사용하게 된

다. 그리고 타 지역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곳을

왕래하기 위하여 타고 내리기 때문에 이곳 지명을 역명으로

사용해야 손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16].

광역지하철역명의 경우 그 정차장이 기존 역의 지하일 경우

에는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등과 같이 기존 역명을 그

대로 쓰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종로3가역, 을

지로3가역, 충무로역 등과 같이 소(小) 지명을 택한다. 국철

역명의 경우 면 단위 이상의 중(中)·대(大) 지명을 쓰며 고

속철도의 경우 광역지명(大)을 쓰게 된다[16,17]. 즉 사실상

역명은 모두 지명인 고유명사이다. 한국의 광역지하철역명

의 경우 위 사례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소단위 지명이며 2

자(음절)가 63%, 3자가 22%, 4자가 8%, 5자가 5%, 6자 이

상이 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역명이 83%이고 초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역명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음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음절의 구조는 다양하지만, 광역지하철역명의 경우 음절구

성을 위한 음소배열 유형을 살펴보면 CVC가 49.8%, CV가

33.7%, VC가 11.7%, V가 4.8%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

로 대부분의 언어는 하나의 자음에 하나의 모음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개별언어인 한국어도 CV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이다. 15세기 당시 표음문자인 훈민정

음을 표기하는데 있어 연철 방식을 택한 것을 보아도 CV가

가장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임이 분명하다[18]. 하지만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야탑/,/오류동/,/이수/ 등과 같이 모음

하나만을 가지고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

연스러운 음절은 V이며 폐음절을 만드는(C)VC가 그 다음

이다. 따라서 선호도가 가장 낮은C1VC2에서 C2에 오는 미

파음은 음향학적 자질 보다는 어휘부에 저장된 어휘와 음운

규칙에 의거해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18]. 하지만 위에서 살

펴 보았듯이 수도권 지하철 역명의 경우의 선호도는 CVC>

CV>VC>V이다. 이것은 역명이 지명인 고유명사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첫 음절의 종성에 위치하는 자음과 그 다음 음

절에 오는 초성이 자음인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며 음향학적

인 자질 보다는 음운론적 자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역명의 발음시 발생하는 자음의 초

성, 종성 구분 및 음운 현상을 고려하여 음소 기반의 인식

단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3. 최적의 PLU 선정을 위한 분석

3.1 음성·음운록적 특성을 고려한 유사음소 단위(PLU)

선정

한국어 자음의 경우 19개의 초성과 27개의 종성으로 구

성되나 음절구조 제약에 의해 종성의 자리에 /ㄱ,ㄴ,ㄷ,ㄹ,ㅁ,

ㅂ,ㅇ/만(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올 수 있으며 인접 음소에

따라 초성과 같은 음가로 공유된다[8,11]. 자음은 공기가 입

안에서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며 발음할 때에는 마

찰이나 폐쇄 등 다양한 장애가 일어난다. 또한 홀로 발음되

지 못하고 모음에 의지해서 발음되는 닿소리 이며 이것은 스

스로 음절을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11]. 본 논문에서는 초

성·종성 자음의 인식 단위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ㄱ,ㄹ,ㅂ/을 고려하였다. Fig. 2, 3, 4는 초성·종성 자음의

인식 단위를 달리하는 /고잔-옥수/,/구로-구일/,/보라매-압구정

/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이다.

음소와 음소가 만나면 충돌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

을 지닌 음소들이 만남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Fig. 1 Tripho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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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음운 현상은 음소들의 충돌을 무마하는 역할을 한다.

음운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음소 연쇄는 조화로운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 것이다[11,18]. 본 논문에서는 광역지하철역명

중 음소 문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음화, 비음화를 고려하

였고 그 예제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Fig. 5의 좌측은 /독/,/립/,/문/을 각각 발음하여 /독립문/을

합성한 것이고 우측은 /독립문/을 발음한 파형이다. 이 경우

인위적으로 합성한 경우 음소간의 충돌을 무마하지 못하여

/독이븐/(4명),/독이플/(3명),/독이뿔/(3명)로 들렸다(10명의

20·30대 남녀에게 들려 주었을 때의 인지 실험). 하지만 정

상적으로 발음한 경우 /독립문/→/동닙문/으로 비음화 되어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소 문맥 사이의 음소의 변

동을 반영하는 것이 음운·음향학적 상관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음성을 인식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1~9호선의 광역지하철역명의 음소에 대한 빈도수

및 그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Fig. 6과 Table 2와 같

다. n/ㄴ/의 경우가 빈도수가 제일 높으며 전체 중 17.33%

를 차지하고 있고 wi/ㅟ/가 0.09%로 가장 작다. 이중 발성

시 초성·종성 자음의 인식 단위 구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성 g/ㄱ/, 종성 gq/ㄱ/, 초성 r/ㄹ/, 종성 l/ㄹ/, 초성 b/ㅂ/, 종

성 bq/ㅂ/의 경우 14.9% 이고 경음화·비음화 현상을 발생

시킬 수 있는 gg/ㄲ/, dd/ㄸ/,bb/ㅃ/, ss/ㅆ/, zz/ㅉ/, n/ㄴ/이 차

지하는 비율이 2.7%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고려에 대한 예

제는 Table 1과 같고 이는 초성·종성 자음의 인식 단위 구

Fig. 2 Wave and Spectrogram of /고잔-옥수/

Fig. 3 Wave and Spectrogram of /구로-구일/

Fig. 4 Wave and Spectrogram of /보라매-압구정/

Table 1 PLU and Pronunciation Dictionary Example

Fig. 5 Wave and Spectrogram of /독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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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음화·비음화 현상이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가 17.6% 정도의 영향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항을

고려한 실험을 거쳐 최적의 인식률을 나타내는 기본 유사음

소 단위인 PLU set은 Table 6과 같다.

3.2 음소 단위의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영국의 CAM(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공개하

고 있는 HTK(Hidden Markov Model Tool Kit)를 사용하여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19,20]. HTK는 전 세계적으로 널

리 그 인식 성능이 검증된 신뢰가 높은 인식 툴 이다. 인식

기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습에 필요한 20대 남성 30명과 여

성 30명이 322개 역명[1,20]을 녹음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음

성 파일로부터 특징추출을 하기 위하여 39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를 사용하였으며 CHMM

(Continuous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한 음향모델을

구축하였다[1,21,22]. 인식 단위를 음소로 할 경우 단어나 음

절에 비하여 그 수가 적고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모

으기가 용이한 반면에 음소 앞뒤에 위치하는 음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분화된 문맥종속 음소모델

(sub-word unit modeling)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전 연구들

[8,14,15]에서 문맥독립 음소는 문맥종속 음소에 비하여 많

은 변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델링이 어려워지고 인식률

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맥독립 음소모델을 사용할 경

우 인식 단위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 뿐만 아니라 분별학습,

후처리 등의 충분한 뒷받침 없이는 높은 인식률을 기대하기

어렵다[14,15]. 반면 문맥종속 음소모델은 문맥독립 음소모

델에 비해 음향의 가지수는 많지만 음소에 의한 변이음을 고

려한 모델로서 강건한 음향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8,23]. 유사음소 단위는 최소 인식단위로 많

Fig. 6 The frequency of phoneme

Table 2 The frequency of phoneme

Table 3 PLU Set of Case 1

Table 4 PLU Set of Case 2

Table 5 PLU Set of Case 3

Table 6 PLU Set Case 4



김범승·김순협

23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4권 제3호(2011년 6월)

이 사용되며 기본적인 음소에 변이음을 포함하고 있는 음소

이다. 음성학적 및 음향학적 유사성이 큰 경우에는 음소와 유

사음소 단위는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인식단위의

PLU 구성 실험을 위해 유사음소 단위 집합을 Table 3,4,5,6

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음향모델을 작성하였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도구·환경

1) 실험에 사용한 PC : Window Vista 환경의 Notebook

LG Xnote E200,

2) 녹음용 Microphone : Sony ECM-221 Condenser Mi-

crophone & Xnote E200 내장 마이크,

3) 음성파형 분석 툴 : Praat[24],

4) 분석대상 어휘 : [1]에서의 대상 역명(314)에 8개 역명

(개롱,국수,녹양,덕계,덕정,보산,양주,지행)을 추가한 322개 어휘,

5) 음성분석 조건 : Sampling Rate 8000Hz, 양자화 레벨

16 bit.

4.2 PLU 구성 별 실험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유사음소 단위를 선택하기 위하여

PLU set을 Table 7과 같이 4가지 Case 별로 구성 하였고 모

노폰, 트라이폰 단위의 학습용 발음열과 발음사전을 구성하

여 인식률 실험을 진행 하되 모노폰, 트라이폰 기준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고 인식률 평가를 위해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20명의 화자가 녹음한 음성파일을 사용하였다.

그 수행 결과는 아래 Fig 7, Table 8과 같다. 제안된 4가

지 Case의 경우 모노폰 구성 C1과 C2는 2%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C3와 C4의 경우에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트라이폰 구성의 경우 C3와 C4의 경우 3%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초성·종성 자음의 인식 단위 구분과 음운 현

상을 고려한 Case 4가 트라이폰 단위에서 그 인식률이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하철역명의 음소기반의 음성인식

을 위하여 사용되는 최적의 유사음소 단위를 선택하기 위하

여 네 가지의 Case 별로 PLU set을 구성하였고 Case 별 인

식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초성·종성 자음의 인식 단위

구분 과 음운 현상이 고려된) 인식 단위인 PLU를 선별하였

다. 적용된 유사음소 단위의 경우 초성·종성 자음의 인식

단위 구분 및 음운 현상을 반영한 경우 트라이폰 모델에서

최상의 인식률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전국 기차역 및

광역시별 지하철역의 음성인식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

으로 음소문맥의 경계에 존재하는 음운 현상을 반영한 음성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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