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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우스나 키보드를 쓰지 않고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생

각해 보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컴퓨터와 자연스럽

게 대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음성을 도구로 한 음성인

식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텔레포니(유선전화, 모바일 폰, 인터넷 폰 등)를

통한 음성인식 이다[1]. 텔레포니와 결합한 음성인식 서비스

는 국내 최초로 1995년 대우증권에서 원하는 종목의 주가

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999

년 코레일에서는 음성철도정보안내서비스[2]를 시범운영 한

바 있고, 2000년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항공예약을 위한 핵심

어 인식 기능을 가진 음성인식 서비스를, 2007년 과천시설

공단은 민원내용을 대표전화로 얘기하면 음성인식으로 해당

부서나 담당자를 찾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민원서비스를,

2009년 남부터미널 에서는 목소리로 버스운행정보를 알 수

있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2010년 5월 현대카드에서는 구어

체가 적용된 음성인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레일

에서는 2010년 6월 부터 음성인식 ARS를 이용한 철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3]. 대부분 버튼방식으로 입력하기

어려운 부분을 음성으로 대체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의 ARS를 이용한 철도예약서비스

의 경우 출발역, 도착역, 열차종류, 열차의 호실은 음성으로

입력가능하며, 승차일, 승차시간, 이용인원은 기존과 동일하

게 버튼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철도예약을 위한 텔

레포니 환경에서의 음성인식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기존

ARS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인식률

에 대한 사전평가가 불가능하여 구축 후 상당한 기간의 튜

닝을 통한 안정화 기간은 필수적이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

에 대한 다이얼로그의 시나리오 변경, 음성인식 대상 항목

의 확대 등 추가사항 발생시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하여 하나의 PC에 모든 포팅이 가능한 In-House 방

식의 다이얼로그의 시나리오 작성이 유연한 VoiceXML 기

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대규모 시스템 도입 전

실제 텔레포니 환경에서의 사전 테스트가 가능한 파일럿 시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realization method for real-time speech recognition using VoiceXML in telephony environ-

ment based on SIP for Railroad Reservation Service. In this method, voice signal incoming through PSTN or Interne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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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APP서버, 그리고 음성인식을 처리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는 텔레포니 환경에서의 음성신호 처리를 위하여 VoiceXML의 Record Tag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신호를 녹음하

고 이를 실시간 재생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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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Pilot System)을 구축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본 시스템의 구성은 기존 VoiceXML 기반의 방식에 비해 음

성인식 모듈이 독립적인 범용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VoiceXML 기반의

IVR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구현된 VoiceXML

을 이용한 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4장에서

는 평가 및 분석을 하였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

렸다.

2. VoiceXML 기반의 IVR 시스템

VoiceXML은 음성 명령어 표준으로 1999년 8월 VoiceXML

포럼에서 제안되었고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

서 표준화가 진행 되었다. HTML이 텍스트를 표현하는 마

크업 언어 인 것처럼 VoiceXML은 전화기와 같이 음성 입

출력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통해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

게 하는 마크업 언어이다[1,6]. 향상된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시스템은 VoiceXML을 기반으로 한다. 지금까지

는 텔레뱅킹이나 고객지원서비스를 위한 IVR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가 필요했지

만 VoiceXML은 IVR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그 분

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한다. 여기에는 기존 IVR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새롭게 구

축하는데 있어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고 Voice Application 기

능의 장점도 추가 되었다[4]. 사용자는 IVR 시스템에 전화

를 걸고 음성 Command(음성인식을 통하여 처리) 또는 DTMF

(Dual Tone Multi Frequency)를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를 음

성 기반 Dialog 시나리오에 의해 미리 녹음된 오디오 파일

의 재생 또는 TTS(Text-To-Speech)에 의해 전달받게 된다

[5]. 아래 Fig. 1은 일반적인 VoiceXML 기반에서의 IVR 시

스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6]에서 VoiceXML 편집기와 음성 브라우저의 설계와 구

현에 관하여 소개하였고, [7]에서 VoiceXML 기반의 음성인

식시스템을 이용한 실용 서비스의 예로 사내에서 특정번호

를 누른 후 사원의 이름을 음성으로 말하면 자동으로 사무

실 또는 휴대폰으로 연결해 주는 ACA(Automatic Call Atten-

dance)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8]에서 VoiceXML로 작성된 서비스 컨텐츠를 사용

한 SIP 기반의 PSTN과 인터넷을 통합한 아키텍처를 설계

구현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VoiceXML을 이용한 실제 텔

레포니 환경에서의 음성인식과의 연동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텔레포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의 역할을 할 파일럿 시

스템(Pilot System)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은 크게 3개의 서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PSTN 또는

인터넷을 거쳐 들어오는 음성신호의 Dialog를 처리하기 위

한 Daialog 서버, Dialog 서버에서 전달된 음성신호를 처리

하기위한 APP 서버, 음성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음성인식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구성은 Fig.

2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텔레포니를 통한 VoiceXML 기반의

자동 음성인식 시스템을 VASR(VoiceXML based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이라 부르기로 한다.

3. VoiceXML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

3.1 Dialog 서버의 대화 처리

본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VoiceXML

인터프리터인 Voxy와 텔레포니 플렛폼인 Asterisk를 사용하

여 구축하였다[9-11]. 이 시스템에서 Fig. 3과 같이 Dialog

서버는 Voice 브라우저와 전화망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하

여 Asterisk를 가진 VoiceXML Gateway 를 제공한다[12-14].

PSTN 또는 인터넷을 거쳐 들어오는 음성신호의 Dialog를

처리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Fig.

5와 같은 Dialog Flow에 의해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 시나리오의 Dialog를 처리하기 위하여 VoiceXML Code

를 Fig. 6과 같이 작성하였다. 코드 작성은 크게 두가지 관

점에서 작성된다.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안내 또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Dialog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Computer에

게 이야기 또는 요청 하는 Dialog이다.

Fig. 1 A typical VoiceXML based IVR

Fig. 2 Architecture of the VAS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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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PP 서버의 음성 처리

Dialog 서버에서 작성된 VoiceXML Code에서 음성신호의

인식을 처리하기 위하여 <record> tag를 사용한다[15]. 이

tag는 사용자가 말한 메시지를 음성 파일로 녹음한다. 녹음

형식은 8khz/8bit의 .wav 파일이며 이렇게 녹음된 파일은 녹

음과 동시에 실시간 전송 데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에 전송된다. 여기에서 데몬 프로그램은 Visual C++

6.0으로 작성되었으며 녹음되는 음성파일이 생성 될 때마다

이를 감지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의 입력신호로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음성신호를 음성인식 시스템에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전달된 음성신호를 녹

음한 파일을 음성인식 시스템의 입력으로 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전달된 음성신호를 재생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의 입

력으로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녹음되는 파일

의 형식에 따라 인식기의 샘플링 및 양자화 레벨이 정해진

다. 일반적인 경우에 전화망에서의 음성신호는 8kHz/8bit 형

식을 가지며 구축된 인식기의 경우에도 이 포맷과 일치해야

한다. 만일 구축된 인식기의 포맷이 녹음되는 파일 형식과

다를 경우에는 인식기의 포맷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Fig. 3 Architecture of the dialog server

Fig. 4 Dialog senario

Fig. 5 Dialog flow diagram

Fig. 6 Dialog voiceXM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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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의 장점은

인식기의 입력포맷과 상관없이 재생되는 음성신호를 그대로

인식기의 입력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

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제안 하였으며 이를 구

현하기 위하여 가상 오디오 케이블[16]을 사용하였고 전화

망을 통해 전송된 음성이 VAC(Virtual Audio Cable)를 통해

인식기에 입력되는 음성신호의 파형은 Fig. 7(발성된 발음

: 서울역)과 같고 그 구성은 Fig. 8과 같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인식결과를 Result 파일에 Write 한다.

APP 프로그램은 결과 파일을 읽어서 Dialog의 <subdialog>

tag에 return하고 Dialog 모듈은 PSTN 또는 인터넷을 통하

여 사용자에게 시나리오에 따른 미리 녹음된 음성 또는 TTS

를 통하여 재생하여 전달하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pre-

recorded audio files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APP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하여 Apache Tomcat 서버와 JSP를 연동하여 사

용하였다. APP 프로그램의 처리 프로세스는 Fig. 9와 같고

결과 값을 Return 하기위한 코드는 Fig. 10과 같이 작성되

었다. 여기서 Result Class는 음성인식된 텍스트 결과를 읽

어들이기 위한 기능을 한다.

3.3 음성인식 시스템 구현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시 선정되는 인식대상 어휘는 그 인

식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 시

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18]에서 구축한 314개의 역명에, 경

부 고속열차 운행 구간 역명(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김

천(구미), 동대구, 신경주, 울산, 부산), 열차종별(KTX, 새마

을, 무궁화, 누리로, 통근열차), 예, 아니오를 추가한 330개

의 음성 DB를 구축하고 CHMM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HMM에서는 음성신호에서 추출한

특징벡터를 그대로 사용하며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

하여 관측된 신호들에 대한 Maximum Likelihood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한다. CHMM

의 경우 상태 j, 시간 t에서 입력벡터 Ot를 관측할 확률은 다

음 식(1)과 같이 가우시안 혼합모델(Gaussian Mixture Model,

GMM)로 표현된다.

(1)

여기서 M은 GMM을 구성하는 가우시안 mixture의 개수를,

Cjk는 상태 j에서 k번째 가우시안 mixture의 가중치(weight)

를, µjk와 Ujk는 각각 상태 j에서 k번째 가우시안 mixture의

평균벡터(mean vecter)와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

고 N은 전체 상태(state) 수 이다[18-20]. 본 논문에서는 HMM

학습을 위한 인식 단위로 음소 모델링(sub-word unit modeling)

중 앞뒤에 오는 음소를 모두 고려한 문맥 종속 트라이폰 모

델(895개의 tied-state 트라이폰)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하여

음소 기반의 5 state left-to-right model을 정의하였으며, 모

델의 각 상태에 대해 Gaussian 연속 밀도함수에 기반하여 4

bj Ot( ) Σk 1=

M
CjkN Ot µjk Ujk, ,( ) 1 j N≤ ≤,=

Fig. 7 Wave of “서울역” in VAC

Fig. 8 Composition of virtual audio cable

Fig. 9 APP program flow diagram

Fig. 10 App voiceXM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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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Mixture와 39개의 평균(Mean)·공분산(Covariance)을

추출하여 파라미터로 사용하였다[18]. 음소 모델링을 위하여

사용한 39개 PLU(Phoneme-Likely Unit) set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논문의 PLU set 은 인식률 향상을 위하여 초성과 종

성의 모델링을 달리하였고, 역곡[역꼭], 길동[길똥], 독바위

[독빠위], 옥수[옥쑤], 합정[합쩡] 등 경음화에 대한 모델링

을 고려 하였다. Baum-Welch 재추정(re-estimation) 알고리

즘으로부터 학습된 음소단위 HMM은 인식단계에서 발음사

전을 참조하여 음소모델을 이용하여 인식하고자 하는 단어

의 모델을 조립한다. 예를 들어 “동대구”라는 단어의 HMM

은 “d”, “o”, “nx”, “d”, “e”, “g”, “u”의 모델을 연결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 단어 모델이 구성되면 입력된 Forward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입력된 특징벡터 열에 대한 관측확률을

계산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모델을 찾아 인식 결과를 출력

한다[18-20]. 이러한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시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음성인식 대상어휘를 선정하고 음성 DB를 구축

하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철도예약을 위한 ARS

음성인식 서비스는 출발·도착 역명, 열차종별, 열차 호실

등의 제한적인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승

차일, 승차시간, 이용인원 등의 처리가 가능한 음성 DB를 구

축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체 음성인식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입력, 주

민번호 입력, 카드번호 등 인증이 필요한 부분은 버튼입력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텍스트로 출력하는 부

분은 결과 파일이 인식과정에서 인식될 때 마다 Replace 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는 인식된 결과파일이 순차적인

Dialog의 시나라오에 따라 결과파일을 효율적으로 읽어 들

일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이다. 음성인식 시스템의 간략

한 구성도는 Fig. 11과 같다.

4. 평가 및 분석

4.1 평가 도구

1) 서버 구성 : VASR 시스템의 구성은 Window Vista 환

경의 Notebook LG X-note E200에 포팅 함, 

2) PSTN과의 연동을 위하여 imTEL의 무료 가상번호 착

신전화 서비스 이용[17], 

3) 전화를 하기위한 폰 : Samsung SPH-B6600(CL21) 핸

드폰(KT 서비스) 사용,

4) 소음 발생을 위한 스피커 : Gra-ve SP-652(220V/60HZ,

5W+5W), 

5) 인식기 Sampling Rate : 8khz & 양자화 : 16 bit.

4.2 평가 방법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 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소음이 없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Dialog의 정상

적인 구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시 학습

에 참여하지 않은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녀 화자(화자독

립) 각각 10명이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한 결과에 대해 Fig.

4 에서 Step 4의 역명인식 과 Step 6의 “예”에 대한 인식결

과인 종료인사 까지를 “예”로 평가하고 Step 4의 역명인식

의 오인식에 따른 “아니오”에 대한 인식결과인 Step 2의 반

복까지를 “아니오”로 평가한다. 외부 PSTN을 통하여 연동

하기 위하여 imTEL 착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착신을

Dialog 서버가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되 전화망에서 측정된

통화품질은 Objective MOS(Mean Opinion Score)인 PESQ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가 4.4인 조건에서

Table 1 PLU set table

음소 PLU   음소 PLU   음소 PLU   음소 PLU   

ㄱ
g(초성),

gq(종성)
ㅊ c ㅏ a ㅣ i

ㄴ n ㅌ t ㅑ ja ㅐ e

ㄷ d ㅍ p ㅓ v ㅖ je

ㄹ
r(초성),

l(종성)
ㅎ h ㅕ jv ㅘ wa

ㅁ m ㄲ gg ㅗ o ㅚ we

ㅂ
b(초성), 

bq(종성)
ㄸ dd ㅛ jo ㅟ wi

ㅅ s ㅃ bb ㅜ u ㅝ wv

ㅇ nx ㅆ ss ㅠ ju ㅢ yi

ㅈ z ㅉ zz ㅡ y 묵음 sil

Table 2 Result Table

구 분 남성 여성 Average

예 6477 98.1 6448 97.7 97.9

아니오 123 1.9 152 2.3 2.1

Table 3 Result Table

SNR 15 db 10 db 5 db Average

Babble 96.4 92.5 86.6 91.8

Factory 95.5 90.4 81.8 89.2

Volvo 97.7 94.3 90.5 94.2

Average 96.5 92.4 86.3 91.7

Fig. 11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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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평가를 하였다[21]. 330개의 인식대상 어휘에 대하여

남녀 독립화자 10명씩 2회(총20명, 총13,200회) Dialog를 수

행하고 그 수행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평가 결과 Fig. 5의 Dialog Flow에서 “예”라고 수행된 비

율이 97.9%, “아니오”라고 수행된 비율이 2.1% 로 나타났

다. 이는 Dialog Flow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방식이 텔레포니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구

동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NOISEX-92 DB의 웅성거리는 소리인 Babble noise, 공

장소음인 Factory noise, 차량소음인 Volvo noise 를 이용하

여 SNR(Signal to Noise Ratio) 에 따른 음성인식의 인식률

을 평가 하고, 평가를 위한 구성은 첫 번째와 같고 Data

Flow의 정상적인 종료까지인 “예”에 대해 평가하였고 그 수

행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가 결과 평균 91.7%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노

이즈가 없는 환경에서의 수행보다 6.2% 낮은 값이다. 이는

노이즈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Data Flow의 정상수행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예약서비스를 위한 텔레포니 환경에서

음성신호처리를 위하여 VoiceXML의 Record Tag 기능을 이

용하여 음성신호를 녹음하고 이를 실시간 재생하여 가상 오

디오 케이블을 통하여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방식의 장점은 Local 환경에서의 종

속적인 인터페이스 제공을 뛰어넘어 원격환경 즉, 언제 어

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않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된 파일럿 시

스템은 연구자 또는 개발자로 하여금 텔레포니와 인터넷 기

술을 손쉽게 연동할 수 있고 음성인식 시스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스템 도입전 실

제 환경에서의 사전 평가를 통하여 예측되는 리스크를 최소

화 할 수 있다. 향후 철도예약을 위한 음성 DB 구축시 역

명인식 뿐만 아니라 승차일, 승차시간, 이용인원 등 보다 확

장된 DB 구축 및 대화체 음성인식 적용도 필요하며 Dialog

의 구성을 좀더 세밀하고 인성이 가미된 보다 향상된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과 연계한 성능 평가시 보

다 다양한 환경에 따라 테스트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필요도 있다. 조용한 사무실이 아닌 잡음이 있는 기차역, 플

랫폼, 거리 환경, 터널을 통과시 음영지역이 발생 할 때의

환경, 바닷가, 경기장 등의 환경에서 상호 보완적인 Dialog

를 작성하여 인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성능이 향상된 음성

인식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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