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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화망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질과 양은 인식 시스템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화망 음성 데이터 베이스 구 

축에 관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데이터 베 

이스의 전화망 변환 방법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소개 

한다.

1. 서론

음성인식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에 대한 적응 

(adaptation)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여러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음성 인식 기술에서 사 

용되고 있는 채널 환경 적응(Channel Adaptation)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베이스(Database, DB)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수많은 채널환경에서 사람이 직접 발음한 DB 를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다양한 전화망을 통해 변환하고 뿐만 

아니라 원래의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와 음성의 위치 

와 길이가 정확하게 같다면 데이터 베이스 이용에 있어 

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다양한 전 

화망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또 다른 DB 로 전환하는 과 

정과 이 DB 의 구축 목적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한 

다.

2.DB 변환의 필요성 

우리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데이터 베이

스는 가능한 한 적은 발성목록으로 실제 발성에 나타나 

는 음운환경을 가능한 많이 포함하며, 특정 테스크에 

집중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 

킬 수 있는 발성 목록이 PBW(Phonetically Balanced 
Word) 라는 단어 집합이다

그러나 이런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는 특정한 장소 

에서 특정한 장비를 통하여 발성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화환경으로부터의 발성을 필요로 하 

는 음성 인식 시스템 구축의 데이터 베이스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용 음 

성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양 같은 단어 집합을 가진 다 

양한 전화망을 통해 수집한 음성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 

하게 되었다.

Stations

D8 
Cotection 

system

〈그림 1>. 전화망을 통한 음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

3. DB 변환의 과정

3-1. 다양한 전화망을 반영할 수 있는 수집 장소 모색 

다양한 전화망을 통한 DB 변환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양한 전화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전화국을 

선정을 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수신 단을 성북구 전 

화국으로 고정하고, 송신 단 전화국을 의정부,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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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작구, 고려대학교 내선, 그리고 ISDN 등을 

선정 하였다.

즉 전화국간의 변화를 주면서 국간 전송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3-2. 전화망에 알맞은 raw 데이터 형성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는 

PBW452 이며, 16kHz 로 sampling 된 NIST wave 파일 형 

식으로 구성되었다[5]. 그러나 NIST wave 는 본 실험에 

서 사용한 전화망 인터페이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파일 

형식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전화망 인터페이 

스(interface)에서 지원하는 8kHz 로 샘플링 되어있는 raw 
data 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BW452 가 

16kHz 의 샘플링 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화망 채널 

이 지원하는 8kHz 로의 하위 샘플링(sub sampling)을 필 

요로 한다. 그리고 16bit 의 음성 데이터를 8bit 의 음성 

데이터로 전송하면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A - 
law encoding 방식 을 채 택 하였다[2].

3-3. DTMF(Double Tone Multi Frequency) Tone 을 이용한 

Protocol 전송

PBW452 는 그 파일 수가 매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다 

양한 전화망을 통한 음성 데이터 전송 시 채널 환경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DTMF tone 을 이용해 파일 전송 시작, 파일 전송 

끝, 그리고 파일정보를 교환하는 송신 단과 수신 단 사 

이의 protocol 을 생성 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파일이 준비 되면 송신 단에서는 수신 단에서 

새로운 파일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request 를 보내게 

되고 수신 단에서는 준비 가 되 었다는 acknowledge 를 송 

신 단으로 보낸다. 양쪽이 모두 준비가 되면., 송신 단은 

다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수신 단에서 보내 온 

파일정보와 비교를 하게 된다. 파일에 대한 정보가 서 

로 다르면 시스템은 송수신을 하지 않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며 오류목록에 기록을 한다. 만약 파일정보가 같 

으면 수신 단에서는 녹음을 시작하고 뒤이어 송신 단에 

서는 음성 파일을 재생한다. 재생이 끝난 후 송신 단에 

서는 재생이 끝났다는 DTMF tone 을 수신 단으로 보내 

고 수신 단은 녹음을 마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DTMF tone 의 종류와 용도는〈표 1＞과 같다.

〈표 1＞ DTMF tone 을 이 용한 송.수신 단의 protocol
DTMF tone Tone 의 역 할

* 송.수신 단에서 새 파일의 준비를 

나타냄

0~9 파일의 고유 번호를 나타냄

#
송신 단의 재생 종료와 수신 단의 녹음 

종료를 나타냄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전화망을 통해 녹음한 음성 데이

터 베이스의 sample 을〈그림 2＞에 나타내었다.

34PBW452 와 동일한 Raw Data 제작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전화망을 통해 녹음한 DB 는 

기존의 PBW452 외에 앞뒤로 긴 묵음 구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 한 DTMF tone protocol 을 이용하 

여 파일 전송을 할 때 생기는 공백이다. 따라서, 기존의 

PBW452 와 동일한 DB 를 얻기 위해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 을 이용하였다.

교차상관이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계산 값 

이다.

min(M,N)
心r(z)= (식 1)

n=l

여기서 M과 N은 각각 x[n]과 y[n]의 길이이다.

즉, 두 데이터 set 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하나 

의 데이터 set 을 한 포인트 씩 이동하면서 값을 계산 

할 때, 두 데이터가 비슷한 값을 갖는 부분이 정확히 

겹쳐질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수의 DB 파일에 교차상관을 직접 적용하 

면 연산량이 많은 관계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선〈그림 2＞ (a),(b)의 값들 중 80포인트를 1 개의 프 

레임으로 선정하고 각 프레임의 최대(maximum), 최소 

(minimum)값만 추출해서〈그림 3＞의 (a),(b)처럼 새로운 

raw data를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총 길이가 8000 포인 

트인 raw data 가 있다면, 새로운 raw data 는 200 포인트 

만 가지게 된다•. 이 적은 data 량을 갖는 새로운 raw data 
를 이용해 교차상관을 구하여 그 값이 최대가 되는 포 

인트를 찾는다(〈그림 3＞(c)).
그러나, 그 포인트는 기존의 raw data 의 프레 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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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대략적인 위치만을 알려줄 뿐이다. 그러므로 교 

차상관의 값이 최대가 되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는 새로운 raw data 에서 찾은 프레임 범위에서 기존의 

raw data 의 교차상관을 구해 주어야 한다. 즉,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찾은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확한 값을 

찾는 방법을 이용해 전체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 

한 것이다.

(c) Cross Correlation of (a) and (b)

하면 PBW452 와 sampling rate 만 다를 뿐 정확히 같은 

길이와 음성의 위치를 갖는 raw data를 얻을 수 있다. < 

그림 5>의 (a), (b)는 각각 PBW452 를 8kHz 로 sub
sampling 한 결과와 전화망을 통해 녹음한 DB 의 최종 

raw data 형 태를 나타낸다.

3-5. Wave File Header 부착

3-4 에서 언급한 raw data 는 아무런 파일 정보가 없는 

단순한 어떤 값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와 같이 광범위한 웅용분야에 쓰이 

기 위해서는 sampling rate, encoding 방법, data 의 길이, 

그리고 유효 bit 수 둥의 정보를 포함하는 적당한 wave 
file header 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개인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인 Windows 에서 유 

용한 Linear Windows PCM header 를 부착하였다.

5

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b) Final Form of Raw Data by Telephone Lines

〈그림 3그 Min-Max 를 이 용한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 〈그림 5> 기존 음성 DB 와 전화망을 통한 DB 의 비교

〈그림 4> 기존 음성 DB 와 전화망을 통한 DB 의 

교차상관 (Cross Correlation)

〈그림 4>에서 값이 나타나는 부분이 (식 1)의 T 의 

범위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즉, 유효한 값을 갖는 구간 

이 매우 협소하여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전화망을 통한 DB 를 정리

4. 공용 음성 DB 의 전화망 변환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는 남자 

38 명, 여자 32 명, 총 70 명의 화자가 PBW 단어집합 

452 단어를 2 회씩 발음한 것으로 전체 63,280 개의 단어 

로 구성 되어 있는 PBW452 이다[3].
이 PBW452 를 전화망 변환한 결과 변환도중 오류가 

발생한 3 개의 파일을 제외한 총 63,277 개의 파일로 구 

성된 새로운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를 얻을 수 있었다. 

새로운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는 8kHz 의 sampling rate 를 

가지며 16bit linear PCM 으로 encoding 되어 있다. 변환 

도중 오류가 발생한 파일과 오류의 원인은〈표 2>에 나 

타내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얻은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는 기존 

의 PBW452 와 동일한 길이, 동일한 음성 위치를 가지 

므로 공용으로 음소 labeling 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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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음소 labeling 작업은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으로써 매번 데이터 베이스를 모 

을 때 마다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환경 

에서 공용 음소 labeling 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실험에서 얻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표 2> 전화망 변환 도중 오류가 발생한 파일

화자 ID - 단어 ID 오류의 원인

MbtgO - 1009 전화망 불안정으로 인한 녹음 불량

MbtgO - 2100 수신 단에서의 파일 Miss

Flshl -2023
송.수신 중 수신 단의 통화 중 대 

기 작동으로 음성 구간 추출 불가

5. 변환 DB 의 이 점 및 활용방안

본 실험에서 얻은 새로운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는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와 

공용으로 음소 labeling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외에 

도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에서는 여러 화자가 직접 다양한 전화 

망 환경에서 발성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 

스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 보인 방법을 통하여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손쉽게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로 변환할 수 있다면 전화 

망 음성에 대한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 얻은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 

는 기존의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해 채널의 

영향이 반영 되어있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와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의 차이는 다 

양한 채널 환경에서 나타나는 채널의 영향이 된다. 그 

러므로 전화망에서 전화국간 혹은 전화선상에서 나타나 

는 채널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스의 변환된 형태를 가진 전화망 음성 데이터 베이 

스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대용 

량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손쉽게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 

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용 음소 labeling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전 

화망 환경의 채널 영향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 

료를 얻기도 하였다.

향후 여건이 되면 보다 다양한 전화망을 반영하고 같 

은 데이터 파일을 각기 다른 전화망에서 변환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전화망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이루어 질 

것이며 전화망 채널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비교, 

분석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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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에 비하여 전 

화망 음성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공용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손쉽게 전화 

망 음성 데이터 베이스로 변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 하였다.

실험실 여건상 보다 다양한 전화망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다양한 채널에서 녹음한 공용 음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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