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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휘 인식을 위한 모델 생성에서 준비하지 않은 트라이폰이 생성된다. 이는 모델 파라미터의 초기 추정치를 
생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어휘 모델을 구성할 수 없는 단점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모델의 정교함이 떨
어지게 되어 인식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등록 어휘 거절 알고리즘을 이용한 오류 보
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어휘 인식 모델 생성 시 등록되지 않은 어휘를 거절하여 인식률을 향상시킨다. 또
한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어휘 분석과 의미를 파악하고 음운 변동이 적용되기 전의 문자열로 복원시킨다. 시스템 분
석은 음소 유사율과 신뢰도를 이용하여 오류 보정율을 확인하였고 성능 평가를 위해 에러 패턴, 오류 패턴, 의미 패
턴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2.8%의 오류 보정률의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 미등록어 거절, 오류 보정, 모델 최적화, 어휘 인식, 음절 복원, 

Abstract  In the generated model for the recognition vocabulary, tri-phones which is not make preparations are 
produced. Therefore this model does not generate an initial estimate of parameter words, and the system can not 
configure the model appear as disadvantages. As a result, the sophistication of the Gaussian model is fall will 
degrade recognition. In this system, we propose the error correction system using out-of vocabulary rejection 
algorithm. When the systems are creating a vocabulary recognition model, recognition rates are improved to 
refuse the vocabulary which is not registered. In addition, this system is seized the lexical analysis and 
meaning using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this system deactivates the string before phoneme change was 
applied. System analysis determine the rate of error correction using phoneme similarity rate and reliability, 
system performance comparison as a result of error correction rate improve represent 2.8% by method using 
error patterns,  fault patterns, meaning patterns.  

Key Words : Out-of Vocabulary Rejection, Error Correction, Model Optimization, Vocabulary Recognition, 
Syllabl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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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휘 인식에서는 유사한 음소 모델의 생성과 부정확

한 어휘 입력으로 인한 오류가 존재한다. 입력된 어휘의 

신호 처리와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인식된 어휘의 한 

오류 보정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화자 

독립 어휘 인식 시스템에서 어휘 인식의 효율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신호 처리와 확률 분포만으로는 여러 가

지 문제 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신호 처리와 확률 분포

를 사용한 인식 결과에 후처리를 이용한 오류 보정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9].

미등록어 거  방식은 일반 으로 핵심어 검출 방식

이라 하며 핵심어를 미리 선정하고 나머지 단어는 가비

지(garbage) 모델을 사용하여 핵심어는 검출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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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4]. 

어휘 인식을 한 모델 생성에서 비하지 않은 트라

이폰이 생성된다. 이는 모델 라미터의 기 추정치를 

생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어휘 모델을 구성할 수 없는 

단 으로 나타난다. 결과 으로 가우시안 모델의 정교함

이 떨어지게 되어 인식률을 하시키게 된다. 이를 개선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어휘 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오류 보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어휘 인식 모델 생성 시 비되지 않은 어휘로 생성된 

모델로부터의 인식을 거 하여 인식률을 향상시킨다. 

한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어휘를 분석하고 의미를 악

하여 음운으로부터 변동이 용되기 이 의 문자열로 복

원시킨다.

확률 분포를 이용한 의미 분석 과정에서는 문법을 포

함한 어 과 문법을 포함하지 않는 어 로 구분하여  문

장의 의미를 악하고 문법을 포함한 어 은 문장 체

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원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인식한다.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어 은 문장의 의미

에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복원 과정인 오류 보정을 

수행하여 재인식한다. 따라서 의미 으로 분석되지 않는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핵심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복원

하기 때문에 체 으로 볼 때 어휘의 오인식을 이고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갖는다.

시스템 분석은 음소 유사율과 신뢰도를 이용하여 오

류 보정률을 확인하 고 성능 평가를 해 에러 패턴, 오

류 패턴, 의미 패턴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성능 평

가 결과 2.8%의 오류 보정률의 향상을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에 해 언 하고 3장에서는 미등록어 거 을 이용한 오

류 보정 방법 개선하기 한 방법에 해 설명하며, 4장

에서는 시스템  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미등록어 처리

어휘 인식 시스템은 어휘 인식 상 단 에 따라 고립 

단어 인식 시스템과 연속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분류한

다. 고립 단어 인식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한 어휘를 입

력 받거나 어휘와 어휘 사이를 구분하여 어휘 단 로 인

식을 하는 시스템이다. 연속 음성 인식 시스템은 여러 어

휘나 문장을 자연스럽게 입력 받아 여러 어휘나 문장 단

로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시스템은 미리 정해 

놓은 특정 인식 상 어휘의 입력으로부터 어휘 인식을 

수행한다[8]. 하지만 사용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식 상 

어휘를 바꾸어 말하거나 다른 어휘를 입력하면 인식 

상 어휘  비슷하거나  다른 어휘로 인식하는 결과

를 보여 다.

고립 단어 인식 시스템의 경우  다른 어휘가 입력

되어지면 그 어휘에 해서만 오인식을 하므로 체 인 

문장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연속 음성 인식 시

스템의 경우에는 체 인 문장에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발화

하여 입력된 문장  한 어휘만 인식 상 어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휘가 오인식 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입력

된 어휘까지 향을 미쳐 오인식을 높이게 되므로 더 치

명 인 결과를 래하게 된다[2].

2.2 음소 오류 보정

오류 보정은 음소와 어휘에 한 인식의 결과로 나타

난 인식되어진 음소 열에 해서 이루어진다. 음소 단

의 패턴 인식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 리스트를 분석하

여 오류 패턴을 가지고 원래의 음소로 되돌려 주는 과정

이다[10].

오류 보정은 잡음 제거를 통하여 신호 처리에서 이루

어지는 처리 방법과 인식 결과를 분석하여 보정하는 

후처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처리 방법의 잡음 제거

는 워  필터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로부터 잡음 제거가 

이루어지고 신호  잡음비에 의해 신호가 높은 비율을 

보이면 수렴하고 잡음의 비율이 높으면 제거한다. 입력

된 어휘 신호의 잡음 제거는 메모리량에 따라 체 신호

에 한 실행보다는 임 단  잘라서 실행한다. 입력

된 신호가 임 단 로 나뉜 후에 각 임 별로 스펙

트럼을 추정하고 스펙트럼 평활화를 수행한 후, 인식에 

유용한 성분을 어휘 신호로부터 뽑아내는 특징 추출 과

정을 거친다. 특징 추출은 정보의 압축과 차원의 감소 과

정을 수행하며 추출된 특징의 좋고 나쁨은 인식률과 연

된다. 특징추출 과정에서는 청각 특성을 반 한 멜 필

터 뱅크 분석과 리엠퍼시스 필터를 사용한다.[13]

음소 유사율 오류 보정은 오류로 발생된 인식 결과를 

올바른 인식 결과로 보정한다. 어휘 인식 시스템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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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처리만으로 보정하기 힘든 오류에 해서 어휘 인식 

결과로부터 보정하는 후처리 오류 보정을 수행한다. 

3. 미등록어 거절을 이용한 

   오류 보정 시스템

어휘 인식을 한 모델 생성에서 비하지 않은 트라

이폰이 생성된다. 이는 모델 라미터의 기 추정치를 

생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어휘 모델을 구성할 수 없는 

단 으로 나타난다. 결과 으로 가우시안 모델의 정교함

이 떨어지게 되어 인식률을 하시키게 된다. 이를 개선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어휘 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오류 보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어휘 인식 모델 생성 시 비되지 않은 어휘로 생성된 

모델로부터의 인식을 거 하여 인식률을 향상시킨다. 

한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어휘를 분석하고 의미를 악

하여 음운으로부터 변동이 용되기 이 의 문자열로 복

원시킨다.

확률 분포를 이용한 의미 분석 과정에서는 문법을 포

함한 어 과 문법을 포함하지 않는 어 로 구분하여  문

장의 의미를 악하고 문법을 포함한 어 은 문장 체

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원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인식한다.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어 은 문장의 의미

에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복원 과정인 오류 보정을 

수행하여 재인식한다. 따라서 의미 으로 분석되지 않는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핵심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복원

하기 때문에 체 으로 볼 때 어휘의 오인식을 이고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갖는다.

3.1 미등록어 거절

미등록어 거  방법에는 구성된 네트워크 망에서 인

식된 결과는 등록 어휘들의 열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형태는 “묵음 + 등록 어휘 + 묵음”으로 나타난다. 

입력된 어휘가 등록 어휘이면 인식된 결과는 “묵음+ 등

록 어휘 + 묵음”으로 나타나고, 미등록 어휘이면 인식된 

결과는 “ 묵음 + 등록 어휘  다수의 음소 열 + 묵음” 

이거나 “묵음 + 다수의 음소 열 + 묵음”으로 나타난다. 

인식된 결과를 어휘 인식 시스템의 어휘 패 티와 인

식된 결과의 삽입된 음소들의 개수를 이용하여 미등록 

어휘를 거 시킨다. 결과에 삽입된 음소 열은 필러 모델

들이며 삽입된 음소가 많으면 등록 어휘가 존재하지 않

음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미등록 어휘를 입력하면 필러 

모델들로 인식하여 등록 어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 하게 된다.

미등록 어휘와 잘못 인식된 단어를 선별할 수 있는 신

뢰도(confidence measure)를 정의하여야 한다.

[그림 1] 등록 어휘 인식 결과 네트워크 망

 신뢰도는 모델을 검증하기 해 사용하므로 성능 평

가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델을 생성하여 검증 

오류를 최소화하고 검증 모델을 응시키기 한 학습을 

실행한다. 인식된 어휘의 음소 열에 해 신뢰도 값을 결

정하여 이 신뢰도 값이 임계치보다 크면 등록 어휘로 인

식되어지고 임계치보다 작으면 미등록 어휘로 인식이 거

된다.

3.2 확률 분포

확률 도 함수는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내며 가우시

안 최 화 도는 확률 도 함수를 가우시안 분포로 사

용한다. 확률 도 함수는 개의 가우시안 확률 도 함

수의 선형 결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3].


  



         (1)

  는 입력 데이터 에 하여 번째 성분 

라미터 로 이루어진 확률 도 함수를 의미하며, 혼합 

가 치인 는 각 확률 도 함수의 상 인 요도

를 나타낸다. 

혼합 가 치를 의 사  확률과 같은 형태라고 하면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8호(2012.9)

176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따른다[11].

≤ ≤  
  



   (2)

확률 도 함수가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낼 때 는 다

음과 같은 라미터 집합으로 표 된다.

   …    …    …   (3)

어휘 모델을 구성하는 각 가우시안 성분은 완  각 

행렬 이거나 정방형 공분산 행렬의 형태로 표 된다. 

한 혼합 성분의 개수는 학습 데이터 집합의 크기에 따라 

조 된다.

가우시안 최 화 모델로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할 

경우에 혼합 성분의 개수가 충분히 주어지고 한 

리미터 값들만 주어진다면 이론 으로는 어떠한 연속

인 분포도 완벽하게 추정하여 모델링한다[10].

3.3 오인식 오류 보정

어휘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어휘 모델로 인식되어진 

어휘는 그 로 인식 어휘로 인식하고 필러 모델에 의해 

인식되어진 인식 어휘는 오인식 오류 보정을 거쳐 재인

식을 수행하게 된다. 오인식의 결과를 분석하여 오인식

되는 일정한 확률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분석하여 어

휘 모델을 생성하 다. 반복 인 어휘 인식을 수행하고 

수행된 결과로부터 오인식 패턴을 정리하 다. 오인식 

오류 보정에 사용되는 확률  패턴은 오인식이 자주 발

생하는 음소와 음소의 오인식 패턴을 집합으로 구성하여 

오인식 오류 패턴 사 을 구축하 다. 인식 결과와 미리 

구축된 오류 패턴 사 을 비교하여 오인식이 상되는 

부분을 검출하여 사  상의 등록되어진 단어로 복원한다.

[그림 2] 오인식 오류 보정

그림 2는 오인식 오류 보정에 한 구성도이다. 입력

되어진 어휘로부터 구축되어진 오류 패턴 사 과 비교하

여 오류 보정을 수행한다. 음소와 음소에 한 유사도가 

높은 음소일수록 오류 보정률은 커지며 음소의 신뢰도가 

높거나 음소와 음소에 한 유사도가 낮은 음소일수록 

오류 보정률은 작아진다.

3.4 어휘 음절 복원

확률 분포를 이용한 의미 분석 과정에서 문법을 포함

한 어 과 문법을 포함하지 않는 어 로 구분하여  문장

의 의미를 악하고 문법을 포함한 어 은 문장 체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식한다.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어 은 문장의 의미에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복원 과정인 오류 보정을 수

행하여 재인식한다. 필러 모델로 인식되어 오인식으로 

분류되어진 음소에 해 어휘 음 을 복원하 다. 어휘 

음  복원은 오류 패턴 사 과 비교하여 신뢰도와 음소

에 한 유사도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음소의 신뢰도가 

높아도 음소에 한 유사도가 높은 비슷한 음소로 치

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뢰도가 낮아도 제 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신뢰도가 낮으며 음소에 한 유사도가 높은 음소를 

가지고 있는 음소를 먼  오류 보정을 수행해야 정확한 

오류 보정을 할 수 있다. 다음은 한 음 에 한 오류 보

정률을 표 하기 한 수식이다.

  


 



       (4)

은 한 음 의 음소 수를 나타내고, 는 번째 음소

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는 번째 음소에 한 유사도

를 나타낸다. 

어휘 음  복원은 우선순  음 을 선정하고 우선순

 음 은 오류 보정률의 평균으로 구하여 음  복원과 

오류 패턴 사 과 비교하여 수행한다. 입력된 음 로부

터 음소의 신뢰도와 유사률을 구하여 오류 보정률이 0의 

값을 갖게 되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0과 1사이의 값

을 가질 때 보정이 이루어지며 1에 가까운 값이 가장 높

은 보정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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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등록어 거  오류 보정 방법 개

선 시스템을 구성하여 어휘 인식 실험을 수행하 다.

미등록어 거 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 으

로 평가하 다[1, 7].

1) 등록어

① CA(Correctly Accepted for Keyword) 인식 상 

등록어를 제 로 accept한 경우의 확률

② FAI(False Accepted In-Grammar Word, 

Keyword) 인식 상 등록어로 accept는 했지만 잘 

못 인식한 경우의 확률

③ FR(False Rejected for Keyword) 인식 상 등록

어를 말했는데 reject한 경우의 확률

④ CA + FAI + FR = 100% 

2) 미등록어

① CR(Correctly Rejected for OOV) 미등록어에 해 

reject한 경우의 확률

② FAO(False Accepted Out-of-Grammar Word, 

OOV) 미등록어인데 accept한 경우의 확률

③ CR + FAO = 100% 

표 1은 단어 패 티와 삽입된 음소들의 개수에 따른 

성능을 보여 다. 단어 패 티와 인식된 결과의 삽입된 

음소 개수를 이용하여 미등록어를 거 시키므로 임계값

의 요소는 단어 페 티와 삽입된 음소의 개수가 된다.

<표 1> 검증 성능 평가

        데이터

         종류

삽입된

음소개수

시험용 데이터

CA CR FAI FAO FR

3개 이상 거 90.1 55.7 3.8 46.8 6.7

2개 이상 거 86.4 67.1 3.6 35.3 7.1

1개 이상 거 79.6 78.6 2.7 18.9 17.1

        데이터

         종류

삽입된

음소개수

평가용 데이터

CA CR FAI FAO FR

3개 이상 거 94.1 54.2 3.0 48.1 3.1

2개 이상 거 89.2 67.1 2.3 33.2 3.5

1개 이상 거 82.8 69.3 1.8 17.3 9.0

어휘에 한 인식 실험을 통하여 미등록어 거  오류 

보정 방법 개선 시스템에 한 인식율과 거 률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오류 보정률 비교

오류 보정 인식률(%) 거 률(%)

Error Pattern 85.3 9.2

Semantic 84.1 8.5

확장성 85.9 10.6

기존의 에러 패턴 학습을 이용한 방법[5]인 error 

pattern과 의미기반의 방법[6]인 semantic 그리고 본 논

문의 제안 방법의 결과이다.

에러 패턴 학습을 이용한 미등록어 거 의 경우 9.2%, 

의미 기반의 미등록어 거 의 경우 8.5%의 미등록어 거

율을 보 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10.6%로 기

존 방법에 비하여 평균 2.8%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어휘 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오류 보정 시스템을 제안하 다.

확률 분포를 이용한 의미 분석 과정에서는 문법을 포

함한 어 과 문법을 포함하지 않는 어 로 구분하여  문

장의 의미를 악하고 문법을 포함한 어 은 문장 체

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원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인식한다.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어 은 문장의 의미

에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복원 과정인 오류 보정을 

수행하여 재인식한다. 따라서 의미 으로 분석되지 않는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핵심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복원

하기 때문에 체 으로 볼 때 어휘의 오인식을 이고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갖는다.

어휘 인식 모델 생성 시 등록되지 않은 어휘를 거 하

여 인식률이 향상되었다. 한 기존 방법에서는 확률 분

포를 이용한 음소 유사율의 비교 값을 의한 인식 결과를 

올바른 인식 결과로 복원하여 오류 보정하 으나 제안한 

방법에서는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어휘 분석을 실행하고 

의미를 악하여 음운 변동이 용되기 의 문자열로 

복원하여 오류를 보정하 다.

시스템 분석은 음소 유사율과 신뢰도를 이용하여 오

류 보정율을 확인하 고 성능 평가를 해 에러 패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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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패턴, 의미 패턴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성능 평

가 결과 2.8%의 오류 보정률의 향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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