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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liis paper describes developaent of small scale voice 

dialing system using TMS320C30. Recognition vocabulary 

is used 50 depataent nane wi thin university, in 

vocabulary below the eiddle scale, word unii 

recognitim is sore practice than phonese unit or 

syllable unit rec理nitiun. In this paper, we perforated 

recognition and nodel generation using DMS(Dynainic 

Multi-Section) and is이eeet으d voice dialing system 

using TStS320C30.

As a result of recogni tion, we achieved a 98# 

recognition rate in condition of section 22 and 妇ghl 

0.6. and recognition list으 lock 4 seconds

I. 서 톤

청보풍신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한께 옴성 마이얼링 시스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윰성 다이엍링 시스템은 기존의 마이얼링 방식에 비해 여 

러가지 장첨올 지니고 있어 이응자의 새로운 요구에 毕합할 

슈 있는 다이얼링 방식으로 그 걔발이 为치가 인정되고 잇 

다. 二어나. 윰성 다이얼랑 시스템身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 

시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논 실시간 처리 

롤 위하여 TMS320C30 신호처리 전옹 프로세서를 갖춘 DSP 

시스템 보드롤 사용하였고. 인식 알고리즘으로는 50 모델 

올 이용한 IWS/SS 방식을 제안하여 사응하였다.

옴성 다이얼링 시스템올 3-5명 내외의 가정이나 사무실 

또는 연구실 동에서 사응할때는 화자 종속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의 실시간 옴성 다이얼링 시스 

템의 구현울 위하여 대학교내 부서명 50개홀 선정하여 하자 

종속으로 DMS八P 와 DMS/SS의 두가지 방식으로 PC 상에서 

예비 실험올 하여 DMS八。방식과 거의 같온 인식를옮 보이 

면서 인식 시간이 2배정도 빠룐 EMS/SS 방식올 이융하여 윰 

성 다이얼링 시스뷈올 구현 하였다.

음성 다이얼링 시스벰은 크게 음성인식부와 다이얼링부로 

나늘수 있는데 음성인식부논 DSP보드로 구성하였고. 다이얼 

잉부는 모뎀(Mods)읗 사응하였다.

II. 본 론

본 연구에서는 DMS 모蔥올 이응하여 다옴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음성 인식 실험옲 하였다.

첫매는 DMS八© 방식얘 의한 음성 인식옮. 둘째는 구간청 

보 대 구간정보 비율올 이용한 DMS/SS 방식에 의한 음성 인 

식올 수행하였다.

1. DMS/VQ 방식에 의한 인식［11】

DMS/四에 의한 인식 방법온 DMS 모뎰의 구간 정보인 지속 

E 간 정보를 이용하여 시헉패턴의 구간을 寻 분하고 가 구간 

내의 프레임들기 표준패턴의 고드잌들과의 거리값 비교톨 

통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

온 연구에서논 도델 작성시 각 구간당 코드워드뽈 두개 

선턕하는 DMS八。4 방식과 #一드워드롤 한개만 신턕하는 

DMS八'Q 3의 두가지 방식으로 싫험올 하였다.

IJMS八9 4 방식은 model 생성시 구간수콤 6에서 12구간K 

기 변하시켜가며 각 구간에서 두개의 codword롤 구한 호 

시험패턴이 힌 프베임을 표준패턴의 4개의 g&word와 거리 

갑 비교를 하여 인식을 수행하는 것이고. DMS八Q 3 빙식은 

model 생성시 구간수를 CJ-IS.VQ 4의 두배로 하고 각 구간에 

서 하나의 codeword 만올 구한 후 시험패턴의 한 프레임을 

击주퐤턴의 3개의 codeword와 거리값올 비교하여 인식을 수 

행하는 것이다.

사용한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 과 같다.

각 단어 모뎉 마다 누적 거리값올 게산하여 그 누적 거리 

값이 춰소가 되는 모델과 매칭한 것으로 한다. 위이 알고리 

즘올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갇다.

2. DMS/SS 방식에 의한 옴성 인식

븐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인 DMS/SS 방식에 의한 음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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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게 3. 2 M i M「1에 대해서 반복

「dv(ci , IDi - I )

DIS(T.M) = D1S(T,M) * min d、(디,皿) (3)

dv(ci, mi -1)

단계 4. i = I 읻 때

r- d,•(이, 1히 -！ )

미S(T,M) = DIS(T.M) * nin (4)
L- dv(이 . mi)

이 알고리즘올 그림으로 표시하편 다음과 같다.

이용하여 시험매턴의 구간올 분할한 후 시험패턴의 각 구간 

E 다 칩난화 방식올 사응하여 하나씩의 코드워드

.5； 토 만들어서 표준패턴의 코드워드와의 거리 

비교를 해주는 방법이다. 각 구간내의 여허 프레임돌올 하 

나워 교드워드로 표현해줌으로써 인식옽 위한 표준패턴과이 

거 리비교시 비교시 간올 대폭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실시간 처리롤 위해서 알맞온 인식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패턴의 쿄드워드 하나에 대해 표준패 

던희 코드워드 내거쁩 비교하는 SIS/SS 4외 시七패턴의 코 

드워드 하나* 더해 표준피턴의 코드워드 세개휼■ 비血하는 

WSTS 3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올 하였다.

4 방시은 DMS/VQ4 박식과 . M0SS 3 빙싯은 

DMS/VQ 3 방식习 각각 모델 작성방법, 시컴网턴의 구가을 

분할하는 방법, 인식시 거리 비교 방빕듢온 모두 号같은 

방법올 사용하나 단지 거리비교시 시험매턴이 프레임 叫신 

직 구간마다 집단화 기법을 사용하여 구한 코드외드를 珏준 

패턴이 고드워드와 비교하는데 사용■한吊.

H晉한 r비s ss 3 방식의 알고리즘은 마옴刀 샅勺.

( DMS/SS 3 인신 알고리즘 }

단계 1. 기力

，시산 정보에 의해 구간 분할)

0 匚 j' J J에 대해서 반복

e(j! = p.j)* 1 (1 )

단계 2. i = 1 잍 패

厂 dv(ci,mi)

DIS(T.M) = ain (2)

*- dvfci.m.[)

e(0) e(2) e(4) e(6) e(j-2) e(J)

<1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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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MS/5S 방식의 거리비교 방법

(a) CMS/SS 4 방식 (bj U-S/SS 3 방식

각 단어 모델 마다 〒적 거리0畐 세산하여 그거리 

간。! .회소기 회는 모델과 매칭한 것으로 한디

I.H. 실험 결가

1. 인식 대상어 理 파라메다 추출

본 연구쁠 위힌 인식 H험 대상F로는； 대한교내의 :，)개 

부서명올 선적하엿m 3뗫의 난선 为R가 각N 3번씨 발음 

간 450개의 데이티증에서 가가 f 번씩 발음한 3鶴개는 WS 

V넬슬 작성히는" 사忌하였고. 나머지 150개는 인식 农험 

됸 하는데 사응하었다.

선정된 음성 데이타는 3. 4사空 의 저역 여피기들 동과한 

음성올 이어z로 샘프링한 후 16 bit로 VI) 변환허여 얻었다. 

二!•리오. 끌점올 검층한 후 륵书 파라너］타로 사응하"위해 

12차의 LPC c으pstrun［5］올 구하여 DMS 모델올 만들고, 이 

모델올 이융하여 인식실험울 하엿다.

2. 인식 시스템 구성

인식 실험옹 위한 옴성 인식 시스템은 크게 디지쬴 신호 

처目 전용 프로세서 인 TMS320C30올 이용한 TMS320C30 시스 

템 보드와 IBM PC/386 옳 이응하여 .고림 3. 과 같이 구성하 

였다.



방법 1 : 학습응 데이타 

방법 2 : 시험응 데이타

그림 3. 언식 시스템 구성도

3 TMS320C30 시스템 보드[14]

TMS320C30 시스벰 보드는 IBM PC/AT 또뇬 그 호환 기종의 

슐륫예 첩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nodule card로서 아날 

호그 인터헤이스의 입력과 登력 채널온 4 order

Sai Irn-Key iowpass filter롤 롱쾨하게 되어있으며, 취고 

2（X）KHz의 주과个 대역硏지 샘@링 할 수 았고, 2 채널의 16 

bit A/D 변환기 및 256KWordfl W어선뇬 32 bit）희 래보리토 

구성되어 있다. KC와 시스템 보드간의 첩속은 16 由트 AT 

버/.와 32 비트 DSP 버스 사이의 바이트 전송 또는 볼럭 

바이트 천송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시스벰 보드내에 구 

성된 1/0 Control스r에 의해 인터럽트 또는 foiling 방법으 

로 구현된다. 또한, 시스벰 보드는 음성 입혁 밓 츨력을 위 

한 마이크와 스피커횸 첩속할 수 있는 Audio 접속부가 있어 

직접 음성 데이타로 받거나 奋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이 있다

4. T応320C&）의 록징[3][4][7]

TMS32OC3O 은 신호처리 전용 프로세서로 33 MIPSIMi Ilion 

instruction per second）의 부등소숫점 연산（33 呻LOPS）을 

할 수 있논 능럭이 있다. 이 프로세서뇬 하바드 구조홀 기 

본으로 fcur-leiv이 pipelining 기능과 single-cycle로 꼽 

솊옴 수헁핱 수 있는 하드쒜어 꼽셉기를 가지고 외고, 록별 

한 [耕 명령들옹 수행할 누 있다. nS32M30외 주요한 톡징 

은 다옴과 같다.

】-血 CNK5S-#- 사용하혔흐며 single-cycle 수행 시간온 

60-ns 이다.

두개의 Ik X 32-bit 의 single'cycle dual-access RAM 

뵬헉이 내장되어 있다’ 

하나의 4k X 32”bit 의 single-cycle dual-access ROM 

뵬럭이 내창되어 있다,

64 X 32-bit의 명령어 cached 가지고 있다’

명형과 대이타 단위뇬 32 비트 이다.

address는 24 비트 이다.

입혁 32 비트., 출혁 40 비트의 부등소숫첨과 정수 곱셈 

기촐 가지고 있다.

입력 32 비르, 출력 40 비튼의 부등소숫접과 정수,

logical ALU 연산을 수행한다,

32 비흐 barrel shifter■署 가지고 있다.

여덟개의 보조 레지스터뷸 가지논 두게의 주소 발생기 

롤 가지고 있다.

등시에 발생하논 I/O 와 CPU 동작올 위해 on-chip DMA 

controller븒 내창 하고 있다.

고급 언어# 지원한다. （ C Language ）

다층처리할 위해 interlocked 명령어暑 지원한다.

zero overhead loops 와 single-cycle branche# 지원 

한다.

5. DMS/VQ 방식에 의한 인식 실험 결과

DMW用 방식에 의한 인식 실험의 곁과는 표 1.와 표 2.와 

같다. 표 1.온 2옴철 단어의 인식 실험[5〕에서 기장 좋은 

표 1. 가증치 0.6의 DMS八Q 4 와 DMS/VQ 3 에 의한 인식 곁과

( 단위 : *}=化6

j 인.스; 방법

1

구긴수 6 二 8 10 11 12

.쓰n프 96 98 98 98 100 100

uMS/VQ 4 화자 B j 94 90 94 96 96 98 94

화자 c j 94 92 94 94 94 94 96
총 인식을1

94 92.6 95.3 96 96 97.3 96.6

인식방법 주간수 1 12
14 16 18 20 22 24

호)자 A ! 96 100 100 100 100 100 98

DMS 八© 3 하자 B !； 98 98 98 92 94 98
" 1

96 j

歸자 C ： 94
96 앙 8 94 98 96 98 !

흐 인식告 S6 ； 98 98.6 95.3 97.3, 98 97.3|

표 2. 구간수 16의 DMS八'Q 3 에 의한 인식 결과

구간수 = 16 L ( 단위 :%

가중차

화자별 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96 98 98 100 100 100 100 98 98 96

화자 미 94 98 100 96 98 98 94 98 98 98
화자』

96 96 94 94 96 98 98 98 98 96

총 인식를]|95.3
97.3 97.3 96.6 98 98.6 97.3 98 98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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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삭青올 보였던 가중치 0.6을 사응하여 구간수롤 변경히면 

서 실험한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0MS八'Q 3 방법이 DHS/VQ 4 

에 비해 좋았으며 구긴수 頂에서 가장좋은 인식률올 나타 

내었디. 표 2•는 실험예 사응된 단어가 2음절이 아닌 3옴철 

단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예 가중치의 변화기 인식률어 미치 

는 영향올 알아보기위해 표 1.예서 가장 좋은 인식홀■올 보 

인 구간수 16에서 가중치로 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바 

꾸어 주면서 실험한 결과이다. 표4-3.에서 알수 있뜻이 음 

철이 3게일때도 가중치가 0.6일때 98•啊로가장 寺온 인식로 

올 나타넀다.

6. DMS/SS 방식예 의한 인식 실험 겹과

DMS八Q 방식에 의한 인식 실험에서 가증치가 0.6읾때 가 

창좋은 인식詈옳 언었으므로 이번에도 우선 가중치普 0.6으 

로 주고 구간수흘 구간세서 24구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 

시켜가뎌 실험을 하엿다. 구간수릍 놀씩 번화니힌 이유는 

^■tS/VQ 방식과의 인식롤 비교횰 위해 구간수흘 같제 해年기 

유!해서이다. 구간옴 Z4구간이상 분할하지 않은 이유는 으』시 

될 단어도의 평균 프레임수가 50프레임 청도이므로 "구간 

어상올 분할할 경우 한 구간에 한 프레임밖에 속하지았는 

겅乎가 다수 생기기 叫는대 이 경우 구간내에서의 잡단화는 

C 미.겨 없개되고 WS'Kj 방식과 같은 의미가 되기 째둔이

壬 3. 가중치 0. 6외 D把S 4 와 CMS SS 3 에 의한 

인신 결刃

=■==：== -- , "如，= >===扌7= ■부48=3~彳*=-=[4—---------- "" -
手时빙빙' 구간 b , 此! H : 16 13 ' 20 . 22 i 我

,一 „ „ ——」一l-K ..lTHr~.------ F ' K=-

二중치 :; 0 6 i ( 단위 : *)
-- —-——- - -J - . " ，"一■- --- ; ■ ■■ ■--- 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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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산咛 22의 DStS SS 3 에 의한 인시 견과

J£ 5 구간수 20의 DMS SS 3 에 의한 인식 결과

구간수 = 20 ( 단위 : «

가중치

화자별

호｝ 자 A

0.1

96

!
0.2 竹.3 0.4 0.5 0.6 0.7

94

0.8

98

0.9

96

1.0

96100 ! 96 92 96 96

호] :" B 94 M2 ： 92 1 94 92 94 92 94 92 94

호｝ 자 C 96 98 j 9£ ： 96 98 98 96 96 96

총 인식를 95.3 96.6j95.3[ 94 95.3 96 94.6 96 94.6 95.3

실험결과 표 3.애서 보여주돗이 0MS/SS 3 방식이 DMS/SS 

4 방식보다 모됸 구간수에서 좋온 인식블을 나타냈으며. 구 

간수 22와 24에서 98翼토 가성 좋은 인식를올 보였다. 그리 

고. 가중치이 현화가 인식■董에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기위 

해 가장 좋은 인식푤会 노인 구간수 22와 다옴으로 좋은 인 

식를으 보인 구간수 20에 대해서 가중치프。,】에서 ],。까지 

변하시켜가S 실험을 하였다. 싷험결과 표 4.와 표 5.에서 

처럼 彳긴수가 22일때는 0 3과 0.7에서 가장 좋은 인식晉옾 

보였고. 砂간수가 20일때는 0.?에서 0.6보다 좋온 인식훌올 

나已나어 가중치의 변하가 인식羯에 영향올 주고 있으나, 

구간수에 희한 인식备의 변화퍅옴 넘지못하므로 인식暑에 

크게 영향올 心기는것은 가중치 보다는 구간수임올 알수있 

었다.

一. 电 성 口이얼링 시스템의 구현

1. 음성 다이얼리 시스템의 개념!

옴伝 i2i 얼링 서土号 C 란 :优-刀 하기에 음성인식 刀 

源을 -"1하巧 천% 이甘치가 동为듈 a하는 상내의 천外번 

互횰 ■구顼丄서“ •匿壬는 대신 상대익 친G번호, 회사명, 이昌 

即을 발섭하면 어틀 인스注F% 인식겴과에 대옹하는 전화번 

흐롤 WFM 신호로 변환. 숭츨힘으로써 첩소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치는 시스님으也서 W다 간난한 조작기 다양한 청乏 

.必 •勺 서투운 陌 링 밧식 成로 I'' 관심이 높

잇든.여 기§의 见니얻板 방시에 비해 다음괴 가은 

장점율 /「지조 있다.

1. 젓驾번호蜀 기억하거나 짓오 필요기 없디」어린이

나 工인들에게는 매우 껸피하나. ？

2. 손에 의 한 다이 얼링 방식 보다 오조작올 즐일 수 있 

다.

3. 천화기에 의안 옴성정보 입려올 가뇽하게 하여 각

종 천하 서비스의 확대昌 도보함 수 있다

올성 다이얼링 시스템식 실현은 하자독림의 음성 인식기 

슲과 기존의 다이얼릭 방식과 같으 去도로 처리하는 실•서간 

처리 가슬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실시간 처리 기슬은 상용 

화되고 있는 디지탈 신호처리 프로세서(DSP)에 의해 실현상 

큰 문제가 언으나. 화자독립의 연속옴성인식기슬은 옴성발 

성시 나타나는 자옴동하. 구개음화, 무성자옴의 유성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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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옴결합과 사람 각각의 개인차 - 조옴기관의 해부학퍽 

구조의 차이, 발성습관의 차이등 - 에 의해 아직 실용화가 

어협기 때문에 옹성 다이얼링 시스템올 실응화 하기위해서 

는 이응자에게 어느정도 제약 조건올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척으로 인명. 회사병 동은 둉륵된 륵정화자가 밡성한 

윰성을 대상으로 하며. 동횩 어휘는 30、W 단어 정도로 

하는 동의 재약욜 뚠다. *

그림 4.온 욤성 다이얼힝 시스벰의 개녑올 보인것이다.

그림 4. 융성 다이얼링 시스뤔의 개념도

2. 음성 다이얼링 시스템 구현

PC에서의 실험혈과 DMS/VQ 방식어迁NS/SS 방식에 비해 좋 

온 인식플올 보였지만 이 방식은 DMS/SS 방식에 비해 인식 

시간이 2배 이상 소요회드로 인식 시간이 가장 밟으면서도 

좋온 인식흘올 보이는 DMS/SS 3 방식을 사용하여 옴성 다이 

어링 시스템오 구현해 보았다.

DMS 모델온 가장 좋온 인식를올 보이는 구간수 22와 24종 

구긴수가 적온것이 인식시에 시간이 척게 겉미므로 구간수 

22워 모뎈올 사응하였고 가중치는 0.6으로 하였다.

음성 다이얼用 시스헴 구현옮 위해서는 실시간 처리가 이 

루어져야 하는데 이醫 위하여 전응 디지탈 신호처리 프로세 

서인 TMS32OC3O 칩을 사용한 TMS320C30 시스벤 보드■豊 사웅 

하였다’

3. 시스템의 구성 [9H1 이

천체적인 시스템믄 386 性와 모뎀 그리고 丁'1S로 구성 하 

였다. 마이크똘 릉하여 입력된 옴성온 TMS 상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처 로징 파라메타로 사용되는 LPC 至스트럼 계수 

로 변화돤후 TMS 대모리상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단어돌의 

표준 벡터들과의 거리값 비교로 통해 가창 착은 거리H을 

갖는 단어홈 인식단어로 한다' 이때 사웅되는 단어돌의 표 

준 벡터는 PC상예서 구간 구본하 알고리즐을 사웅하여 미리 

모델링하여 구해놓온 PMS 모옐로州. 인식올 하기전에 미리 

ms상에 다운로드 시켜야한다. 입력음성의 LPC 파라메타는 

인식시 VQ 코드뵥올 만드는데 사응뇐다. PC애서는 인식된 

단어 모델의 번호를 읽어와 그 번호푤 index로 가지는 전화 

번호푤 찾아 모뎀올 구등시켜 다이얼링올 한다. 옴성이 오 

인식되었올 쳥우횰 대비해서 본 시스템은 인식 후보로 세개 

의 단어모델올 구하였다. 세개의 후보중 올바르게 인식된 

단어모벌이 았으면 그 후보의 번호餐 키보드상에서 는러주 

므로씌 다이얼링이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헴의 구성도는 그림 6.와 같다.

Modes

그림•& 옴성 다이얼빙 시스템 구성도

V. 결 른

본 논문온 소규모 윰성 다이엍링 시스템 구현올 위해서 

단모올 인식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로써 얻 

은 DMS/SS 3 방식올 인식 알고리즘으로 사웅하고 3S6 PC. 

TMS320C30 시스벰 보드 그리고 모뎀올 사응하여 을성 다이 

얼링 시스벰올 구현 하였다.

단모음 인식 실험에서 DMS-VQ 3 방식이 98.6*의 인식昼 

옳, OtS/SS 3 방식。1。族의 인식*돔 보였지만. DMS/VC 3 

방식데 비해 인식 시간이 1，2 정도인 DMS/SS 3 방식옿 실시 

간을 핕요로허는 율성 다이얼링 시스헴■오 위한 인식 앝고리 

츋으로 사용하였다.

구현된 옴성 다이얼링 시스텝은 표준홰턴으로 사용힕 DMS 

모델올 PC상에서 머就 도델링하여 TMS320C如 시스렝 보드 

상에 다운로드 시킨후 실시간 처러플 위해 옴성 입력에서 

부터 음성 인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TMS320C30 시스 

템 보드상예서 수행하였고 인식된 결과를 PC 상에서 밭아 

천화번호 인덱스를 찾아서 모델올 사용하여 다이얼링 하영 

다.

현재 음성 입력。! 꿅난후부터 인식까지 약 4 - 5초가 소 

요되니 TMS320C30 프로세서의 병렬성울 충분히 홭용하고 PC 

와의 인터페이스卷 줄인다면 1 ' 2초내에 모든 과정을 처리 

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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