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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휘 인식 시스템에서는 훈련 중에 적용되지 않는 음소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시스템에 저장된 모델을 재
생성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이 초래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정 트리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여 유사 음소 
모델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생성된 모델들로부터 결정트리 군집화 방법을 적용하여 군집화된 
모델에서 음소 단위로 확률 모델을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모델의 재생성 과정을 줄이고 강인하고 정
확한 음향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의 사용으로 시스템에서 기존에 생성되어진 음향 모델에 추가적으로 
유사 음소 모델을 생성하여 제공하므로 음성 인식에 강인한 음향 모델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실
내 환경에 대하여 어휘 종속 인식과 어휘 독립 인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내 환경의 어휘 종속 실험에서는 98.3%의 
인식 성능을 보였고, 어휘 독립 실험에서 98.4%의 인식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 어휘 인식, 결정 트리, 가변 어휘, 군집화

Abstract  In Speech recognition system, there is a problem with phoneme in the model training  and it cause a 
stored mode regeneration process which come into being appear time and more cost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e of likely phoneme model schema using decision tree clustering. Proposed system has a robust and 
correct sound model which system apply the decision tree clustering methode form generate model, therefore 
this system reduce the regeneration process and provide a retrieve the phoneme unit in probability model. Also, 
this proposed system provide a additional likely phoneme model and configured robust correct sound model. 
System performance as a result of represent vocabulary dependence recognition rate of 98.3%, vocabulary 
independence recognition rate of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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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에서 인간의 음성 인식 연구는 언어학, 음성학, 

음운학 등 다양한 학문 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며,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의 속한 발 과 데이터베

이스의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 일상생

활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구가  세계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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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인식 시스템은 인식 상 음소가 고정 인 시스

템으로써 인식 상 음소가 정해지면 인식 음소에 한 

많은 사람의 발성을 수집하여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게 되고 구축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하여 인식할 상 어휘에 한 음소와 유사 음소의 단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2]. 어휘 인식 시스템은 단  모

델을 인식하며 이미 생성된 단  모델에 해서는 인식 

성능이 우수하나 훈련 에 나타나지 않는 음소에 한 

문제 으로 인해 인식 상 음소의 추가, 수정, 삭제 작업

이 발생하며, 인식 상 음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새

로운 인식 어휘에 해서 별도의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수집과 훈련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고 모델을 생성하

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추가 비용이 래되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3].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모

델을 재생성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이 

래된다. 이러한 인식률 하는 어휘 인식 시스템의 성능

으로 연결되어지므로 모델들로부터 새로운 모델을 생성

하기 하여 결정트리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 에 나타

나지 않는 모델들에 용한다. 생성된 모델들로부터 결

정트리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의 재생성 과정을 이고 

강인하고 정확한 음향 모델을 제공한다. 한 제안된 시

스템의 사용으로 시스템에서 기존에 생성되어진 음향 모

델에 추가 으로 유사 음소 모델을 생성하여 제공하므로 

음성 인식에 강인한 음향 모델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결

정 트리 방법을 사용하여 음운 상을 충분히 반 하고, 

음향 모델 학습을 통하여 단  모델로 학습하고 인식 음

소가 추가  변경되어도 인식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화자로부터 음운 상이 충분히 

반 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스템의 훈련성을 

확보하기 해 상태 수  공유 방법인 결정 트리 방법과 

유사 음소 모델을 제공하여 훈련 에 나타나지 않는 음

소에 한 문제 을 해결하 다. 결정 트리 방법을 사용

하여 음운 상을 반 한 음향 모델을 단  모델로 학습

하고, 인식 음소의 추가  변경 등의 리 작업을 용이

하게 처리한다. 한, 스키마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소가 

주어졌을 때 루트노드에서부터 시작하여 재의 문맥에 

한 질문의 결과에 따라 다음 노드를 선택하는 방식의 

트리 순회를 통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게 하는 알고

리즘을 제공하여 인식 성능이 하되는 모델의 문제  

해결하고 유사 음소를 효율 으로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실내 환경에 하여 어

휘 종속 인식과 어휘 독립 인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내 

환경의 어휘 종속 실험에서는 98.3%의 인식 성능을 보

고, 어휘 독립 실험에서 98.4%의 인식 성능을 보 다. 제 

2장에서는 어휘 인식 시스템에 해 간략히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세스 모델링에 하

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 결과에 

하여 설명하고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어휘 인식

어휘 인식 시스템은 음성의 통계 인 변이성을 처리

하기 해 음성이 가지는 통계 인 특성을 이용하여 

측 가능한 벡터열을 통해 추정한다[4].

어휘 탐색 지원을 해서는 입력되는 음성 벡터의 확

률값을 가장 많이 가지는 음성 열을 탐색하며, 다음과 같

은 수식으로 나타낸다[5].

 
 

                      (1)

 는 사후 확률이고 는 단어 열의 확률이

며 언어모델이다.  는 음향 모델 확률로서 음성 

열이 주어질 때  사용되며, 는 측 벡터 열 의 확률이

며, 는  인식 과정에서는 단어 열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인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2)

각각의 특성을 가진 어휘 인식 시스템에서는 고유의 

어휘 모델들로 구성되고, 사용된 어휘 모델의 특성에 따

라 어휘들에 한 데이터베이스가 어휘 모델별로 하나씩 

존재하게 되어 다른 환경의 어휘 델을 용하거나 어휘

가 변경이 되면  어휘에 한 인식률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어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성 발성에서 

나타나는 기 이면서도 동일한 변화에 해서는 인식 

시스템에 용할 수 있다. 한,  독립 인 특성을 가진  

어휘 모델들을 공유하여 이들 어휘에 한 변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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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유연성 있게 근할 수 있어 어휘에 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확률 계산 방법은 음성 상태열에서 

음성 구간마다 모델이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처리가 복잡하며, 방 한 음성 데이터 처리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으로 향(forward)이나  

후향(backward) 알고리즘을 가지고 측열의 확률을 추

정한다[6].

2.2 유사 음소 처리 스키마

스키마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본 인 데이터 요소 

는 속성을 모델화한 것으로, 데이터들 데이터가 조직

되는 논리 인 구조, 계획 는 방법을 의미한다. 유사 음

소 처리를 지원하기 해서는 음소 모델이 사용되는 데

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모델이 무엇을 해 사용될 것인

가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조작과 사용의 요구에 한 평

가를 해야 한다. 스키는 마는 처리 형태에 따라 독립 인 

스탠드 얼론으로 사용되거나 여러 지역에서 한 시스템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처리 스키마를 지원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사 음소 처리를 한 스키마 기술로서 스

키마의 속성 타임 스탬핑을 이용하는 분산 시간 간격의 

유한 집합인 시간 원소와 이력 릴 이션을 제안하며, 각 

속성 값은 시간 원소를 속성의 정의역에 응시키는 함

수로 표 하고 있다. [7]의 방법에서는  릴 이션 스키마

의 각 속성과 릴 이션의 각 튜 에 한 시간을 할당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속성 수 에서 시간차원을 도입하

다. 

스키마의 동  변경 방법으로는 단일 스키마 변경과 

스키마 버 닝(schema versioning)이 있다. [8]의 연구에

서는 단일 스키마 변경 모델을 제시하 으며, 스키마 변

경에 한 유형을 정의하고 각각에 한 의미를 지정한

다.  스키마 버 닝은 서로 다른 스키마 하에서 사용자들

이 데이터베이스의 서로 다른 뷰(view)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단일 논리 스키마에 버 을 제공하며,  

각 스키마가 버 을 가지므로 버 에 한 스키마 변경

이 발생하여도  서로 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된

다.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스키마의 변경

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Orion, GemStone, Gabdalf.HCMS, RUBRIC, Inscape 

Ode[9]등이 있다. 변경 리 시스템의 기반 모형으로는 

계형 데이터 모형, E-R모형을 포함한 의미론  데이터 

모형, 객체지향 데이터 모형, 임(frame) 기반 지식 표

모형 등이 있다. 

3. 잡음 환경에 강인한 음성 검출

3.1 결정 트리 생성 관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처리를 해서는 문맥 

독립 어휘 모델을 상으로 상태 기반 공유를 수행한 다

음 유사 음소 어휘 모델을 구성한다. 상태 기반 공유의 

주요처리를 해서는 어휘 모델에 한 클러스터링 작업

을 수행하고 나서  결정 트리를 생성하고  리하며, 이

를 해 유사 음소 처리 지원을 한 스키마 변경 리를 

수행한다. 생성된 결정 트리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기 

해 Euclidean 측정법[10]과 Bhattachayya 거리 측정법

[11]을 혼합한 거리 측정법을 사용하 다. Euclidean 측

정법은 식(3)과 같이 사용된다. 

  







  
 (3)

Bhattachayya 거리 측정법은 식(4)와 같이 사용된다.

  
 



  
 (4)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혼합한 거리 측정법은 식(3)과 식

(4)를 혼합하여 사용하 으며 식(5)와 같이 사용한다.

  



 




 

  


 (5)

n은 데이터의 차수를 나타내고 와   상태 s(i 혹은 

j)의 가우시안 분포의 k번째 평균과 분산이다. 

결정 트리는 어휘 데이터의 분류를 해 사용되며, 다

음 그림 1에서와 같이 어휘에 한 주요 특징 들을 가지

고 작업하며, 기  어휘가 결정되어 루트 노드가 결정되

면 입력되는 어휘 값을 별하여 트리구조를 구성한다. 

처리 과정에서는 보다 효율 인 분류를 지원하기 해  



유사 음소 모델 스키마 지원을 위한 결정 트리

37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367-372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특징 값을 상  노드에 두어  

한 트리 구조로도 효율 으로 입력 값을 분류하는 분류

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XOR 문제에 해서도 분류가 

가능하며 복잡한 상태 공간에 한 응성이 뛰어나다.

[Fig. 1] Speech Classification using Random 
Forest

한, 결정 트리를 구성하고, 유사 음소 인 모델에 

한 상태들의 결정을 통해 나온 최종 단 노드에 질의어에 

한 상태 공유 결과의 모델로 구성된다[12].

시스템의 클러스터링 작업 단계에서는 훈련 데이터베

이스에서 유사 음소 인 모델을 생성하며, 반복을 이

기 해 상태를 합병하고, 독립 으로 훈련된 모델들은 

공유된 구조를 만들기 해 비슷한 분포를 갖는 모델들

을 클러스터링하여 공유 블록을 작성한 다음  결정 트리 

구조를 생성하여 그림 1과 같이 유사 음소 인 모델에 

한 상태들의 결정을 통해 나온 최종 단 노드에 질의어에 

한 상태 공유 결과의 모델로 구성된다. 모델별 상태의 

개수와 공유되는 출력 분포들의 체 개수를 훈련 데이

터와 고려하여 한 수 으로 결정하여 스키마에서 

리할 수 있는 정교하고 강인한 모델을 생성한다. 

3.2 결정 트리 지원 스키마 관리

결정 트리 처리 지원을 해서 스키마 변경 리를 사

용하며, 본 연구는 스키마 변경 리를 해 트리  의

미론  DB 스키마를 상으로 용하 다. 결정 트리  

처리 지원을 한 스키마 리를 통하여 어휘 인식 시스

템에서 모델을 재 수집하여 모델링하는 시간과 비용을 

일 수 있으며 재 생성하는 과정을 효과 인 결정 트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키마 변경사항이 발생하

을 때는 조회 작업을 수행하고, 스키마의 새로운 테이블

의 삽입이 있을 시는 자동으로 버 을 부여하여 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삽입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ub InsertNode_Schema()

  if (newNode->Data > Tree->Data)

  {

    if (Tree->Right != NULL) 

       insertNode(Tree->Right, newNode);

    else Tree->Right = newNode;

   }

   else if (newNode->Data < Tree->Data)

   {

     if (Tree->Left != NULL) 

        insertNode(Tree->Left, newNode);

     else Tree->Left = newNode;

   }

새로운 모델이 생성되면 이진트리를 통해 데이터가 

삽입된다. 이진트리의 데이터를 삽입 알고리즘은 트리 

노드부터 비교하여 좌,우 노드를 비교한 후 크기에 맞는 

치에 데이터를 삽입하게 된다. 

한, 시간 개념의 타임 스탬 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 

시간과 발생 시 의 버 을 리한다. 기존 스키마의 테

이블이 제거 작업 수행 시에는  조회 작업을 통하여 스키

마를 제거하고, 삭제된 스키마는 시간 개념을 사용하여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BackUp_Table에 장

한다. 스키마 검색은 재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스키마 

내용을 검색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다음의 스키마 검색 알고리즘은 

인식 상 어휘로부터 트리  로세스 리를 통해 결

정 트리 방법을 보다 효율 으로 지원한다. 검색 알고리

즘 한 이진 탐색 트리를 방법을 따르게 되어 비교하고

자 하는 노드를 찾고 좌,우의 노드를 확인한 후 검색한다.

 Sub searchNode_Schema()
 {
    if (Tree == NULL) return NULL;
    if (Tree->Data == findData)
        return Tree;
    else if (Tree->Data > findData)
        searchNode(Tree->Left, findData);
    else
        searchNode(Tree->Right, findData);
 }
 likelihood like(j,t)=like(i,t-1)+log aij+log b(j,xt)
 for all leaf nodes
 Consider transitions from leaf nodes to root node.
 like(j,t)=like(end,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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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결정 트리 방법을 용하여 어휘 

인식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환경과의 불일치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잡음처리는 워  필터를 사용하 다. 

인식 실험은 서울 시내의 지역 명 50개로 구성한 인식 목

록을 사용하 다. 실험을 한 모델링 음성은 실내 5명, 

실외 5명 등 총 10명의 성인 남성의 음성을 모델링 하

다. 인식 실험을 해 캠 리지 학에서 만든 HTK 

(Hidden Markov models toolKit)[13]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Table 1> Iutdoor Environment Recognition Rate

Speech DTW(%) Euclidean(%)
Proposed 

Method(%)

Speech

Dependent

95.7 96.9 97.3

96.3 96.1 97.7

95.6 95.7 98.1

Speech

Independent

96.4 95.8 97.2

96.1 95.4 97.7

96.3 95.2 98.1

표 1에서와 같이 시스템 성능 평가 결과 어휘 종속 인

식률은 DTW와 Euclidean에서 각각 95.8%와 96.2%로 측

정되었으며 제안한 방법은 97.7%로 나타났다. 어휘 독립 

인식률에서도 DTW와 Euclidean은 각각 96.3%와 

965.5%로 나타났고 제안한 방법은 97.7%로 나타났다.

<Table 2> Outdoor Environment Recognition Rate

Speech DTW(%) Euclidean(%)
Proposed 

Method(%)

Speech

Dependent

91.2 92.1 94.3

91.7 92.6 95.1

93.5 90.9 93.7

Speech

Independent

90.5 95.0 96.1

91.7 94.7 96.3

92.8 92.6 93.5

표 2의 실험은 실외 환경이 70∼75dB의 소음환경 하

에서 실험하 으며 어휘 종속 인식률은 DTW와 

Euclidean에서  각각 92,1%와 91.1%로 나타났고 제안한 

방법은 94.4%로 나타났다. 어휘 독립 인식률에서도 

DTW와 Euclidean는 각각 91.7%와 94.1%로 나타났고 제

안한 방법은 95.3%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어휘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결

정 트리 방법과 유사 음소 모델 지원을 한 스키마 리

를 통해 결정 트리 방법을 보다 효율 으로 지원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어휘 인식 시스템은 단  모델을 인식하며 이미 생성

된 단  모델에 해서는 인식 성능이 우수하나 훈련 

에 나타나지 않는 음소에 한 문제 으로 인해 인식 

상 어휘의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모델을 재생성해야 하고 그에 따

른 시간과 추가 비용이 래된다. 이러한 인식률 하는 

어휘 인식 시스템의 성능으로 연결되어지므로 모델들로

부터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기 하여 결정트리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 에 나타나지 않는 모델들에 용한다. 

생성된 모델들로부터 결정트리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의 

재생성 과정을 이고 강인하고 정확한 음향 모델링을 

제공한다. 한 제안된 시스템의 사용으로 시스템에서 

기존에 생성되어진 음향 모델에 추가 으로 유사 음소 

모델을 생성하여 제공하므로 음성 인식에 강인한 음향 

모델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결정 트리 방법을 사용하여 

음운 상을 반 한 음향 모델을 단  모델로 학습하고, 

인식 어휘의 추가  변경 등의 리 작업을 용이하게 처

리하 으며, 결정 트리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음소가 

주어졌을 때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하여 트리 순회를 

통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로세스 

리를 통해 결정 트리 방법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으로 실내 환경에 하여 어휘 종속 

인식 실험에서는97.7%의  인식 성능을 보 고, 실외 환

경에 하여 어휘 종속 인식률은  94.4%, 어휘 독립 인식

률은 9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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