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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인 어휘 인식 시스템은 백색 잡음과 음성을 인식하는 환경에서  여러 음성의 혼재되어 정확한 음성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 인 음성 인식을 해 잡음 음성으로 부터 원하는 음성만 선택

으로  추출하기 한 방법과 베이시안 기법을 융합 방법을 제안한다. 음성의 선택  추출을 해 필터 뱅크 주 수 

응답 계수를 사용한다. 하며, 이를 해 모든 가능한 두 측치의 조합에 해 변수 측치를 사용하며, 음성 신호 

정보를 가지고 선택  음성 특징 추출을 해 잡음은 출력에 한 에 지 비율을 구한다. 이것은 음성 특징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베이시안 기법의  어휘 인식을  융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인식률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에서 기존의 HMM과 CHMM 방법과 비교한 결과 잡음 환경에서의 인식률이 2.3% 향상됨을 확인하 다. 

• 주제어 : 음성 인식, 베이시안 기법, 음성 추출, 필터 뱅크, 음성 특징, 융합 방법

Abstract  Voice recognition systems which use a white noise and voice recognition environment are not 

correct voice recognition with variable voice mixtu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using 

the convergence of Bayesian technique and selecting voice for effective voice recognition. we make use 

of bank frequency response coefficient for selective voice extraction, Using variables observed for the 

combination of all the possible two observations for this purpose, and has an voice signal noise information 

to the speech characteristic extraction selectively is obtained by the energy ratio on the output. It provide 

a noise elimination and recognition rates are improved with combine voice recognition of bayesian methode. 

The result which we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rate of 2.3% is higher than HMM and CHMM methods 

in vocabulary recognition, respectively.

• Key Words : Voice recognition, Bayesian method, voice extract, filter bank, voice feature, converge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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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휘 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폰, 자동차, 일반 가  시스

템의 다양한 역에서 네트워크 연  하드웨어의 발 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음성 인식룰

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소 트웨어와 방법론들이 개

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로토콜의 발 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다양하게 음성 인식이 이용되고 있다. 

음성 인식을 지원하기 해 HMM, CHMM 등을 이용한 

음성 인식 방법과  바타차랴 알고리즘과 빈스타인 거

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 들이 소개되고 있으

며, 이를 방법들은 재 음성 인식 분야에 용되기 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용하기 한 소 트웨어가 개발

되고 있다. 일반 으로 음성 인식 이용자가 화형 음성 

인식을 잉용하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백색잡음과 기타 환경 잡음으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음성에 불필요한 여러 잡음이 혼합되

어지는 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는 이러한 여러 잡음 발생으로 인해 음성 인식률이 하

되는 문제 을 가진다[1]. 

일반 인 HMM(Hidden Markov Model)을 사용하는 

있는 음성 인식 시스템의 특징은 인식하고자 음성에 

해 모델들을 구성하고, 이들 모델들에 한 이산 인 분

포를 사용하여 처리 로세스가 단순하고 많은 음성 인

식 변형들을 포함하는 장 이 있지만[13, 14,15] 구성된 

모텔만 인식하여 음성 인식률이 하되는 문제 과 이산

인 분포에 한 정확한 처리를 수행해야 되는 단 이 

발생한다. [2,3,4,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잡음 

음성에서 원하는 음성만 선택 으로 추출하기 해 필터

뱅크 주 수를 이용하여 음성 특징을 추출하고 베이시안  

기법을 융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베이시안 기법을 용한 어휘 인

식 시스템에서 음성 인식율 향상을 해 일반 사용자 환

경에서 사용된 음성을 입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음성을 

선택하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선택  음성 추출

을 해 필터뱅크 주 수 응답 계수를 이용하여 음성 특

징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이를 해 모든 가

능한 두 측치의 조합에 해 변수 측치를 사용하며, 

음성 신호 정보를 가지고 선택  음성 특징 추출을 해 

잡음은 출력에 한 에 지 비율을 구한다. 한, 어휘 구

성을 해 베이시안 기법에서 모수와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제안한 어휘 인식 모델방법을 실험

한 결과 어휘 인식률에서 2.3%의 인식률이 다른 기존의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내어 인식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 기본 인 음성 인식을 해 사용되

는  HMM과 CHMM에 해 설명하고, 베이시안의 기본

인 내용을 언 한다. 3장에서는 선택  음성 추출과 베

이시안 기법의 어휘 인식 처리를 해 밥법을 제안하며, 

4장에서는 제안한 선택  음성 추출을 한 방법과 베이

시안 기법 모델을 융합한 방법의 성능 검증을 해 어휘 

인식 실험을 수행하 으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HMM과 CHMM

일반 인 HMM 모델은 어휘 인식에 한  인지 과정

에서 Markov 모델의 라미터를 사용하여  Markov 

로세스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HMM 모델에서

는 입력된 음성과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음성을 비교하

여 유사고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유사도가 높

게 나오는 어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10].

HMM 알고리즘은 이  확률 처리 기법을 사용하며

[11], 이것은 사  확률과 사후 확률을 사용하여 어휘 인

식을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6]. 인식 가능한 음성 기  패

턴을 음소 단 와 음  단 로 나 어 설정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한, HMM 알고리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인

식할 수 있는 어휘에 한 표  패턴을 음소와 음 의 세

분화된 단 로 정해놓고 처리한다. [6,7,8,9,12].

  

[Fig. 1] HMM(Hidden Markov Model)

[Fig. 1]에는 HMM의 상태 이를 나타내었다. 

CHMM 확률 분포 함수는 가우시안 연속 확률 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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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리 이용되는 방식으로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는 

연속된 1차원의 기억장소를 사용하여 2개의 변수 평균과 

표 편차인 와 를 가지고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를 

다음 식(1)과 같이 표 한다. 

     (1)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는 1차원의 벡터 형태를 확장

한 2차원의 함수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2차원을 확장

한 n-차원의 벡터에 한 확률 변수로 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2.2 베이시안 기법
베이시안 기법은 모수를 기반으로 사용하며, 모수에 

한 정보와 모수에 한 이  경험을 사  분포로 나타

내어 모수들에 한 통계  값인 평균을 가지고 구한다. 

[Fig. 2]는 베이시안 기법에 한 기본 인식 모델을 나타

낸다.

[Fig. 2] Bayesian Method Model

베이시안 기법에서 인식 모델에 한 상태 변경을 수

행하기 해 이 확률을 사용하며, 특정 상태는 출력 확

률에 의해  하나의 측을 만든다. 인식 모델의 라미터

를 추정하기 하여 기존의 HMM과 CHMM 방법과 동

일하게 음성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처리

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맣은 음성을 가진 경우에는 입력

된 음성의 처리를 보다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시스템 모델
이 장에서는 잡음 음성으로 부터 원하는 음성을 선택

으로 추출하기 한 방법과 베이시안 기법을 융합한 

방법을 다룬다. 제안한 모델 구성을 해 선택  음성 추

출을 한 기본 로세스는 필터뱅크 주 수 응답 계수

를 사용하며, 이를 해 모든 가능한 두 측치의 조합에 

해 변수 측치를 사용한다. 음성 신호 정보를 구성하

기 해서 입력 음성 신호 정보를 가지고 특징을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기  특징을 수정하는 처리를 수행한

다. 따라서 음성에 한 추출 결과에 해 음성 특징이나 

잡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2차 확인 작업을 수행 

하여 이  임과 비교 작업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 객

체는 잡음으로 인식된 객체가 된다. 

선택  음성 특징 추출을 해 잡음은 출력에 한 에

지 비율을 다음 수식 으로 표 한다. 

  

   (2)

음성과 잡음 에 지에 한 비율을 계산한 다음 음성 

특징을 추출하기 해 패턴들의 특징을 추출하며, 입력

된 음성 신호 정보는 크기와 치 정보ㄹ르 가지며, 다른 

정보는 연속된 음성 신호에서 추출된 음성 신호 정보를 

처리한다. 음성 신호 정보 처리를 해서는 입력된 음성 

신호 정보를 가지고 특징 추출에 한 확률을 구하며, 이

를 가지고 기 에 한 특징을 수정하여 처리한다.  

베이시안 기법의 어휘 인식을 해 [Fig. 3]과 같이 베

이시안 결정 기법을 이용한 탐색 방법을 가지고 결정 값

을 나타낸다. 베이시안 기법의 어휘 인식 처리를 해 몬

테카를로 분을 사용하고 추정되어 사용되는 모수의 평

균을 구할 수 있으며, 추정된 모수에 한 불확실성을 나

타낸다.  

[Fig. 3] Bayesian Decis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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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추출된 모수의 개수 과 유의수  에서 

Bayesia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3 )  

   

은 변수의 측치를 의미하며, 는 주어진 순 에서 

동일한 의 측치를 나타내며 는 주어진 순 에서 

동일한 의 측치를 나타낸다. 은    이

면   를 나타내고   이면   를 나타내

며  이면   를 나타낸다. 계산된 은 

정규화 되므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4. 실험 결과 
4장에서는 잡음 음성으로부터 원하는 음성 특징을 추

출하고, 이를 베이시안 기법에 용하여 음성 인식의 성

능 향상을 해 Aurora 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다

[10]. Aurora 2.0은 음성에 한 잡음 내용과  환경에 

한 발음이 여러 수 의 단계로 장되어 백색 가우시안 

잡음과 바블 잡음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음성 인식에 

한 성능 평가를 해 사용된다. 음성 인식을 한 음성 

원본은 8kHz sampling rate, 16bit를 사용하며 FFT size

는 256 표본, 1/2 overlapping 역을 사용하고 Hamming 

Window를 사용하 다. 인식 실험을 해 여러 잡음 신

호들로부터 생성된 잡음 음성으로 구성하 다. 이들 잡

음 신호는 지하철, 자동자, 환경 잡음의 각 모델들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사용하 으며, 음향 모델의 훈련 

  인식 처리를 지원하기 해 HTK(Hidden Markov 

Toolkit)를 용하 다[1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택  음성 추출을 한 방법과 

베이시안 기법 모델을 융합한 방법의 성능 검증을 해 

어휘 인식 실험을 수행하 으며, 잡음 처리는 워  필터

를 사용하고, 어휘 인식 리스트는 서울 시내 지역명 15개, 

지하철역명 15개로 구성하 다. 인식 실험을 해 참가

한 사람의 음성 인식 리스트를 세 번 발음하여 총 50단어

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12].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해 기존의 

HMM과 CHMM 방법과 비교하여 결과를 측정하 으며, 

<Table 1>은 잡음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1>에서는 잡음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다른 방법

과 비교하 다. 음성 종속 단계에서는 각 평균의의 차이

가 2.3과 3.2의 차이가 있으며, 음성 독립 단계에서는 1.2

와 3.1의 인식률 차니가 발생하여 이들 차이 체에 한 

평균이 약 2.45%P의 인식률 향상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

여 향상됨을 알 수 있다.  

 

<Table 1> Noise Environment Recognition Rate

Speech
Recognition Rate (%)

HMM CHMM Proposed 
Method

Speech
Dependent

83.3 85.2 86.5

82.5 85.5 85.9

83.3 85.3 86.3

Average 83.0 85.3 86.2

Speech
Independent

82.5 83.5 85.7

81.2 82.7 84.3

82.8 83.3 85.3

Average 82.2 83.2 85.1

5. 결론
본 논문은 잡음 음성에서 원하는 음성만 선택 으로 

추출하기 해 필터뱅크 주 수를 이용하여 음성 특징을 

추출하고 베이시안  기법을 융합한 모델을 제안하 으며, 

선택  음성 추출을 해 필터뱅크 주 수 응답 계수를 

이용하여 음성 특징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이를 해 모든 가능한 두 측치의 조합에 해 변수 

측치를 사용하며, 음성 신호 정보를 가지고 선택  음성 

특징 추출을 해 잡음은 출력에 한 에 지 비율을 구

한다. 한, 어휘 구성을 해 베이시안 기법 모델을 사용

하 으며 제안한 어휘 인식 모델방법을 실험한 결과 기

존의 HMM, CHMM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어휘 인식률

에서 평균 2.3%의 인식률을 나타내어 인식 성능을 확인

하 다. 기존의 HMM 방법은 이산 인 분포를 사용하여 

인식률이 상 으로 낮은 단 을 가지고 있으므로 베이

시안 기법을 이용한 모델 최 화를 제안하 으며, 베이

시안 기법의 어휘 인식 처리를 해 몬테카를로 분을 

사용하여 모수에 한 평균값을 사용하여 어휘 인식률에

서 다른 기존의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내어 인식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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