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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최근 나 스마트 폰 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통신 영화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smart phone) , ,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화 되고 있으며 휴대하기 편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도록 소형화 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는 사용자의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로 음성인식이 연구 중이나 현재 음성인식 기술은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의 인식률만을 보인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가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함으87%~97% .

로 항상 다양한 잡음에 노출된다 따라서 잡음에 민감한 현재의 음성인식 기술이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었을.

경우 인식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성인식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음성인식 후처리 방법이 필요하

다 이러한 음성인식 후처리 방법에는 오류 패턴 정보를 이용한 후처리 와 의미. (error pattern) [1] (semantic)

정보를 이용한 후처리 문맥 정보를 이용한 후처리 발화 순차 패턴[2], (context) [3], (sequence pattern)[4]

정보를 이용한 후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음성인식 후처리 방법들은 단지 인식기의 최종 인식 단.

어만을 이용하여 인식기와 독립적으로 후처리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주변 잡음에 의해 연속적으로 인식기의

오인식이 발생하는 경우 후처리 결과를 신임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 잡음 환경에서 인식기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의 특성 정보를 학습하고 후처

리에 이용하는 사용자 적응형 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에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 주변 잡음이나 사용자의 특별한 발화 특성 패턴을 학습하고 학습된 정보를 이용,

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사용자 적응형 후처리2.

본 논문에서 음성인식 시스템은 음성 인식기와 사용자 적응형 후처리로 구성된다 인식기는 사용자가 발화.

한 음성 신호에서 음성특징을 추출하고 을 이용하여 일차적인 인식과정HMM(hidden Markov model)[5, 6]

을 수행한다 사용자 적응형 후처리는 인식기의 인식 결과를 받아 후처리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후처리가 필요.

한 경우 적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사용자 적응형 후처리에서는 학습을 위해 음성 인식기의 인식 결과로부터 두 가지의 사용자 특성 정보를

추출한다 그중 하나는 인식기가 인식한 결과 단어로써 사용자에게 요청한 발화 단어와 이를 인식한 음성 인.

식기의 결과 단어를 쌍으로 구성한 것이다 모델 생성은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일정수준 이상 오인식 되는지 분석하여 생성된다 즉 모델 선정은 어떠한 단어로 오인식 되었는. ,

지를 가지고 정하며 출력 단어는 어떠한 단어가 오인식 되는지를 가지고 정한다.

다른 하나의 특성 정보는 인식기 인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단어들의 로써 이를 이용하여likelihood

전에 생성된 모델을 학습한다 이때 모델은 다층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 을 사용하고 학습은ptron)[7, 8]

역전파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이러한 신경망 모델들은 적응이 필요한 단어들에(back-propagation algorithm) .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0581cooperateOrg3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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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생성되고 수정이 필요한 모델만을 수정하면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과 발화 특성을 최대

한 반영한다.

실험 및 결과3.

본 실험에서 음성 데이터는 모노 로 설정하였으며 주변 잡음이 정제되지 않은 일16,000kHz, 16bit, (mono)

반 잡음 환경에서 마이크로폰 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된 웨이브 데이터에서 음성(microphone) . (wave)

특징 추출은 를 사용하였고 인식기는 대학에서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Cambridge

을 기반으로 개발한 를 이용하였다HMM HTK(HMM tool bool)[9] .

실험에 사용된 단어는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의 명령어를 선별하여 사용하였고 데이터는 명32 3

의 사용자가 각각 단어 당 회씩 발화하여 구축하였다 이중 각 단어 당 개의 데이터는 인식기를 학습500 . 150

하는데 단어 당 개는 인식과정 전체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50 .

단어들에 대해서만 개씩 추가하면서 후처리 학습에 사용하였다 단 실험에 사용된 모든 단어를 실험에 적50 .

용하기 위하여 단어 당 개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초기 모델을 생성하였다50 .

모델을 생성하는 기준은 음성인식기의 인식률을 고려하여 각 단어마다 오인식이 이상 발생하는 단어에3%

대해서만 생성하였으며 모델 별 출력단어 선정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다층 퍼셉트론의.

경우 출력 노드의 수는 모델 마다 가변적으로 적용되어 개에서 개 까지 적용되었고 입력 노드의 수는2 6 32

개로 하였다 그 결과 였던 음성 인식기 평균 인식률이 적응형 후처리 적용 후 평균 로 약. 90.2% 94.2% 4%

향상되었고 평균 의 오류 수정률을 보였다41.0% .

따라서 사용자의 발화 특성은 인식기의 인식 결과에 반영이 되고 이러한 인식 결과인 패턴을 학likelihood

습함으로써 인식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사용자 적응형 후처리는 사용자의 계속적인 사. ,

용으로 오인식이 자주 발생되는 단어를 수정해 감으로서 점점 더 높은 인식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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