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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전화음성 서비스 시스템의 핵심 기 

술인 멀티채널 음성인식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서 기 

술하고자 한다. 구현한 시스템은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 음성입력 모듈, 음성인식 모듈, 및 서비스 제어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은 전 

화망을 이용한 교환기와의 호 처리 및 이벤트 처리를 

담당하며, 전화망 접속카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성입력 및 인식 모듈은 호 접속이 이루어진 

채널로부터 음성을 입력 받아 단어인식 기능을 수행 

하는 부분으로서 멀티 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음성인식 모델은 문맥 종속형 CHMM 

모델이며, 각각의 HMM 모델은 3-state, skip path 로 

구성되어 있다. 음성인식 모듈내의 함수들은 모두 re

entrant 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멀티 채널이 가능하며, 

각각의 채널은 모두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동작 

하도록 되어있다.•이와 같은 멀티채널 전화음성인식 

시스템은 Dialogic 보드를 이용하여 Windows NT 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실험결과, 구현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인식율을 보였으며 

원활한 멀티채널 지원이 가능하였다.

1.서론

CTI 분야는 1990 년 초기에 콜 센터를 시작으로 각 

광 받기 시작하여 VMS, UMS 등에 적용되어 왔다. 초 

기의 CTI 는 교환기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교환기 없이 컴퓨터 만으로 CTI 를 구축하는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CTI 와 인터넷을 연결하여 자원을 보 

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들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 

다. 예를 들면 인터넷 전화는 전화, 컴퓨터 및 인터넷 

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이다. 또한 ARS 분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VXML 기반 시스 

템, Voice Browser등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대두되 

고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CTI 의 기술이 ITI 로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 

는 원천 기술들은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관리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전화음성인식은 현재 CTI 를 이용한 음성서비스 시 

스템에서 음성합성기와 함께 중요한 서비스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므로 멀티채널 기능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는 이와 같은 전화망 음성서비스를 위한 멀티채널 음성 

인식기의 구현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 

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2 절에서는 음성 인식기 

의 구성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3 절에서 

는 음성인식 엔진을 이용한 멀티채널 음성서비스 시스 

템의 요구사항 및 실제 구현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4 절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수행한 실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제 5 절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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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고자 한다. 2.3 인식엔진 모듈

2. 음성 인식기

본 논문에서 구현한 음성 인식기는 크게 나누어 음 

향모델 모듈, 인식단어 모듈, 및 인식엔진 모듈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입력음성에 대해서 

인식결과를 생성한다,

음성입력

그림 1. 음성 인식기의 구성

인식결과

2.1 음향모델 모듈

음향모델 모듈은 입력음성에 대해서 인식과정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모델들에 대한 HMM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인식기의 훈련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향모델링은 context-dependent 

triphone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tree-based clustering을 

이용한 state-tying을 적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의 모 

델들을 추출하였다[1】. 또한 각각의 모델들은 3-state, 

skip path, multiple mixtures를 가지는 continuous 

density HMM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음향모델들에 

대한 훈련은 Baum-Welch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2][3].

2.2 인식단어 모듈

인식단어 모듈은 인식엔진 내부에서 word network 

를 구성할 때 필요한 발음사전의 대상어휘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단어목록을 변경함으로써 즉시 새로 

운 단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현재 구현된 인식 

기의 단어목록의 크기는 수 천 단어급이다.

인식엔진 모듈은 음향모델과 인식대상 어휘를 이용 

하여 입력음성에 대한 인식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현재 화자독립/고립단어 인식이 가능하다. 인식엔진 모 

듈에서 사용하는 특징벡터는 MFCC, 이에 대한 first 

및 second regress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화망 채널 보상 파라미터로는 CMS를 적용하였다. 

음성인식 방법으로는 viterbi beam search알고리즘을 

이용한 decoding기법을 사용하였다.

3. 멀티채널 시스템 구현

전화음성인식을 위한 멀티채널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먼저 고려하 

여야 한다. 첫째, 지원하고자 하는 채널 수의 규모에 

따라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화망 인터페이스 보드 

를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처리 

속도, 대용량 시스템으로의 확장성, 및 OS별 호환성 등 

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모델을 결정하 

여야 한다. 셋째, 시스템의 핵심인 멀티채널 음성인식 

엔진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는 인식속도, 시스템 자 

원, 및 인식성능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림 2와.같은 구 

조의 멀티채널 시스템을 Dialogic 보드를 이용하여 

Windows NT에서 구현하였다.

그림 2. 멀티채널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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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은 전화망을 이용한 교환기 

와의 호 처리 및 이벤트 처리를 담당하며, 하드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제공 

업체들은 전화망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회사에서 공급하 

는 자체적인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API, MS사의 TAPI 

규격을 만족하는 API 등 여러 가지 API를 제공한다. 전 

화망을 이용한 ARS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음성입출력 

이외에 전화기와 관련된 호 처리 기능이 필요하다. 전 

화망 API는 동기 및 비동기 함수가 있으며 비동기의 

경우 어떤 작용의 시작은 함수를 호출 함으로써 이루어 

지고 이벤트에 따르는 callback 함수에 의해 종료된다. 

그러므로, 함수 호출 후 함수의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된 함수를 호출하면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다른 CTI 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MS TAPI# 이용한 시스템과 Dialogic 

AH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4].

3.2 음성입력 모듈

음성입력 모듈은 전화망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접속 

된 전화라인으로부터 음성을 입력 받는 부분으로서, 연 

속적으로 입력되는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 

의 메모리 버퍼를 이용하여 오디오장치로부터 순차적으 

로 입력 받으면서 연속성을 유지한다. Dialogic board 

상에서 특히 아날로그의 경우 기존의 음성 입출력 함수 

를 이용하여 이 같은 연속 음성인식을 수행하기에는 많 

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음성 메시지가 출력되는 도중 

에 사용자가 발성한 음성을 인식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음성이 검출되면 즉시 음성출력 

을 중지하고 음성 데이터를 받아 들여서 음성인식 모듈 

로 전송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barge-in 이라 한다 

[5]. 구현된 시스템에서 MS TAPI 로 작성된 버전은 

TAPI 규격상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vendor specific API 로 작성된 시스템은 이 기능을 지 

원한다. 즉 barge-in 이 검출되면 요청한 두개의 메모리 

버퍼에 번갈아 가면서 내부적으로 녹음이 수행되고 하 

나의 버퍼가 채워질 때 마다 버퍼 callback 호출된다. 

버퍼 callback 에서는 녹음된 데이터를 다른 메모리에 

복사한 다음 계속적인 녹음을 위해 입력요청을 하면 연 

속적인 음성을 입력 받아 음성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3.3 음성인식 모듈

음성인식 모듈은 입력 받은 음성에 대한 음성인식 

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모듈내의 함수들은 모두 re- 

entrant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멀티 채널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각각의 채널은 모두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동작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스템이 점유하 

는 메모리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채널이 공유할 수 있 

는 데이터는 가능한 한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함 

으로써 메모리를 최적화 하였으며, 사용된 시스템 함 

수들은 모두 멀티 쓰레드가 지원되는 것들을 사용하였 

다. 내용이 변경되는 전역 변수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에는 변수를 읽거나 쓰는 시간을 동기화 함으로써 정 

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음성서비스 시스템에 

서 인식성능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인 가용 채널 수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인식모듈 내에서 채널별 처리시간 

을 최소화 하였다. 채널별 처리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음성 특징 파라미터 최적화, 탐색 알고 

리즘 최적화, 관측확률 계산 최적화, 고빈도 함수 최적 

화 둥의 기법을 사용하였다[6].

3.4 서비스제어 모듈

서비스제어 모듈은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모듈들을 

관장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서, 시스 

템 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synchronous 전화망 인터 

페이스 모델이 적합하나, 대규모 서비스인 경우에는 

asynchronous 모델 및 분산형 event handler* 사용하 

여야 한다. 또한 OS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windows callback handler 대신 자체적인 callback 

handler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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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눙 평가

4.1 음성 데이터베이스

실험에 사용한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과기부지원으 

로 원광대 이용주 교수팀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사무 

실이나 가정집에 있는 유/무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녹 

음되어 있다. 이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음운환 

경 조합을 고려한 3,813개의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성에 참가한 화자는 남자, 여자 합하여 500명이며 

이들이 76개씩 나누어 발성함으로써 총 38,000개의 단 

어 로 구성 되 어 있다. A/D 방식 은 8kHz, 8bit, u-law 형 식 

으로 녹음되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훈련 및 인식 실험은 5:1의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4.2 성능 평가

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음성인식 성능을 평 

가한 결과, state-tying 적 용한 triphone 모델이 음소모 

델에 비해서 약 52%정도의 에러감소 효과를 얻었다. 

또한 triphone 모델에서 특징 파라미터를 최적화 함으 

로써 최대 8.9%정도의 에러감소 효과를 얻었다. 한편, 

인식속도 개선면에서는 state-tying 을 적용한 triphone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이 모델에 여러 가지 최적화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약 16.7%정도의 에러증가에 대해서 

80% 정도의 인식속도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전화음성 서비스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멀티채널 음성인식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서 기술하였 

다. 시스템 구현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성, 처리속도, 대 

용량 시스템으로의 확장성, 및 OS별 호환성 등을 고려 

하여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모델링 하였다. 또한 시스템 

의 핵심인 멀티채널 음성인식엔진온 인식속도, 시스템 

자원, 및 인식성능 모두를 고려하여 최적화하였다. 인 

식 시스템은 Dialogic보드를 사용하여 Windows N丁에서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인식율을 보였으며 멀티채널을 지원할 수 있었 

다. 앞으로 보다 많은 가용 채널 수의 확장, 인식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 및 음성합성기와 연동을 

위한 barge-in기능의 성능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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