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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파이크그램을 기반으로 음소 인식을 위한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음소 인식에 널리 사용되는 푸리에
변환 기반의 특성은 청각 기관의 동작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구해지지 않으며 프레임 단위로 추출되어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지 못
한다. 따라서 음소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면서 인간의 청각기관을 모델링 하는 새로운 음성 특성 추출 기
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 기관의 특성 추출 및 전달 과정을 모델링 하는 기법인 스파이크그램을 사용하여 음성 신호를 분석
하고, 이로부터 음소 인식을 위한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심층 신경망 기반의 음소 인식기를 사용하여 제안한 특성의 음소
인식 성능을 측정하였고, 짧은 음소에 대해 제안 특성이 기존 푸리에 변환 기반의 특성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청각 모델을 기반으로 추출된 새로운 음성 특성을 사용하여 음소 인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extracting speech features for phoneme recognition based on spikegram. The Fourier- 
transform-based features are widely used in phoneme recognition, but they are not extracted in a biologically plausible way and 
cannot have high temporal resolution due to the frame-based operation. For better phoneme recogni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have a new method of extracting speech features, which analyzes speech signal in high temporal resolution following the model of 
human auditory system. In this paper, we analyze speech signal based on a spikegram that models feature extraction and 
transmission in auditory system, and then propose a method of feature extraction from the spikegram for phoneme recognition.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posed features by using a DNN-based phoneme recognizer and confirm that the proposed features 
provid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Fourier-transform-based features for short-length phonemes. From this result, we can verify the 
feasibility of new speech features extracted based on auditory model for phonem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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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인식은 인간-컴퓨터상호작용 (human-computer in-
teraction, HCI)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중요성때문에
최근 많은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
나 짧은 신호, 잡음, 특성 왜곡등의 문제점으로인하여 현
재의음성인식기술은인간보다낮은성능을가지며, 인간
과 동등한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학적 방법론

과다르게인간의 청각 기관 동작을모방하는 새로운접근

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음성인식의첫단계는음소 (phoneme) 인식
과정이며, 음소 인식은 분석하는 정보의종류에따라 신호
모델과 언어 모델로 나누어진다[1]. 본 논문에서는 인간 청
각기관의초기동작만을모델링하기위해언어모델을제

외한 신호 모델 기반의 음소 인식만을 다룬다. 또한 음소
인식은기능에따라특성추출과분류로나뉘며, 음성신호
로부터 음소에 대한 핵심 정보를 표현하는 특성을 추출하

고 최종적으로 음소를 인식하기 위해 특성을 분류한다.
기존의 많은 음소 인식 기술은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MFCC)를 핵심 특성으로 사용한다[1,2]. 그러나
MFCC는음소인식에서두가지문제점을갖는다. 첫번째
로, MFCC는 프레임 단위의푸리에변환을기반으로추출
되므로 프레임 길이가 결정하는 시간 해상도 이상의 특성

을 모델링하기어렵다. 따라서폐쇄음 (stops), 파찰음 (aff- 
ricate)과 같은 길이가 짧은 음소에 대해서는 특성을 잘 반
영하지못한다. 두번째로, MFCC는인간청각기관의동작
을 모방하는과정으로 음성 신호를분석하지 않는다. Mel- 
scale을 사용하여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하지만, 푸리에
변환은 수학적 분석 기법으로서 인간의 청각 구조와 관련

이없고, 청각기관이 MFCC 연산을수행하여추출한정보
를 활용한다는근거도 없다. 따라서 수학적 기법인 MFCC
의문제점을 해결하고음소인식성능을 높이기위해인간

의청각모델을기반으로음성특성을추출하는새로운방

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표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청각 모델을 기반으로 청각 기관과 유사한 과정으

로음성특성을추출하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
해 스파이크그램 (spikegram) 기반으로 음소 인식을 위한

새로운 음성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스파이크
그램은 청각 기관이 음성 특성을 추출하고 전달하는 과정

을 모델링한기법으로서음성신호를 주파수와시간축상

에청각커널 (kernel)의 합으로분해한것이다[3]. 즉, 이 기
법은 청각 기관이스파이크를 통해 신호의시간/주파수 구
조를 분석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며, 기존 수학적특성들
과는달리주파수정보를 얻기 위해 프레임단위의동작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높은시간해상도로 음성 특성을분

석하는데 적합하다.  
제안하는 방법은 대표적 청각 모델인 감마톤 (gamma- 

tone) 필터뱅크를 커널로 사용하여 입력신호에 대한 스파
이크그램을생성하고[4,5], 생성된스파이크그램으로부터음
소 인식을위한핵심음성특성을시간과 주파수영역에서

추출한다. 다음, 추출한 음성 특성을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 기반의 음소 인식기에 입력하여 음
소인식성능을측정한다. 성능검증을통해제안하는음성
특성이장애음 (obstruent)과같은길이가짧은음소에대해
MFCC 특성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통해제안방법과같이인간의청각모델을기반으
로 추출된새로운음성특성을 사용하여음소인식이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Ⅱ. 제안하는 음성 특성 추출 방법

1. 스파이크그램

인간의 청각 기관인 달팽이관 내부에는 긴 섬모 모양의

청세포가모여있고, 소리의주파수에따라다른위치의청
세포가 반응한다[6]. 반응한 청세포는 해당 정보를 청신경
(auditory nerve)을 통해 인간의 뇌로 전달하고, 이때 전해
지는 신호를 스파이크라 한다. 음성 신호 x(t)를 식 (1)과
같이 커널을 기반으로 스파이크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고
[3], 이렇게 구한스파이크위치와크기를 시간/주파수 영역
에 표시하여 스파이크그램을 생성한다.

  





  






 (1)



한석현 외 4인: 음소 인식을 위한 스파이크그램 기반의 음성 특성 추출 기술   737
(Seokhyeon Han et al.: Speech Feature Extraction based on Spikegram for Phoneme Recognition)

여기서 ϕm(t)는밴드별커널함수, m은커널인덱스, M은
커널의개수, nm은커널당스파이크의활성횟수, gi

m은스

파이크의 크기, τi
m는 스파이크의 위치, ϵ(t)는 모델링 오차

를의미한다. 청각이론과신경망이론에의하면각시간과
주파수 밴드별 스파이크 크기는 해당 시간과 밴드에서의

청신경의 발화율 (firing rate)을 나타낸다[3].
본 논문에서는 스파이크를 추출하기 위해서 식 (2)와 같
은 감마톤의 equivalent rectangular bandwidth (ERB) 필터
를 커널로 사용한다[7].

  cos (2)

여기서 a는필터 진폭, n은 필터 차수, f는 Hz 단위의필터
중간 주파수, b는 Hz 단위의 필터대역폭이다. Glasberg과
Moore의 감마톤 모델에 따라 감마톤을 생성하였고, 32개
감마톤 ERB 필터를 각각 에너지 1로 정규화 하여 사용하
였다[7]. 그림 1은식 (2)에의해생성된감마톤필터의일부
파형이고, 그림 2는 32개감마톤 필터의 주파수응답 그래
프이다. 청각의 장소 이론 (place theory)에 따르면 달팽이
관기저막은비선형적인주파수분포를가지며[6], 그림 2의
감마톤필터는비선형적인청각시스템의동작과동일하게

높은 밴드일수록 넓은 대역폭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스파이크그램을 생성하기 위해 matching 

pursuit (MP) 알고리즘을 사용한다[8]. 먼저, 식 (1)과 같이
음성신호를 커널의합으로분해하기위해특정시간위치

에서신호와 32 밴드커널 ϕm(t)과의상관도를구한다. 이중
가장큰상관도를가지는커널의밴드 m과위치 τim를저장
하고, 신호와커널로부터구한상관도의크기 gi

m을저장한

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스파이크 (τi
m, gi

m)가 정의된
다. 다음, 추출된스파이크에해당하는감마톤필터와크기
의 곱만큼을 원 신호 x(t)에서 빼서 잔여 (residual) 신호를
구한다. 이후잔여신호로부터다시가장큰상관도를가지
는스파이크를추출하는것을반복해스파이크그램을생성

한다. 추출된스파이크로부터식 (1)에따라신호를복원할
수 있으며, 복원 신호의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이 50dB에 도달할 때까지 스파이크를 추출한다. 그림 3은
음성 신호의 스펙트로그램과 스파이크그램을 비교한 것이

고, 스파이크의 크기 정보는 점의 크기로 표현하였다.

그림 1. 제안 방법에서 사용하는 감마톤 필터의 파형
Fig. 1. Waveform of gammatone filter used in the proposed method

그림 2. 제안 방법에서 사용하는 32 밴드 감마톤 필터뱅크의 주파수 응답
Fig. 2. Frequency response of 32-band gammatone filterbank used 
in the proposed method

그림 3. 음성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위)과 스파이크그램(아래)의 예
Fig. 3. Spectrogram (top) and spikegram (bottom) of speech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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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톤필터의파형은그림 1과같이주파수가낮을수록
필터의 최대점이 원점과 멀어지고, 따라서 위상을 조정하
지 않은 감마톤 필터는 시간 지연된 스파이크를추출한다. 
이는 시간 해상도가 높은 스파이크그램에서 잘못된 시간

기반 특성을 추출하게 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
해 스파이크그램을 생성한 다음 각 밴드별로 지연된 시간

만큼스파이크의위치를조정한다. 그림 4는위상을조정하
기 전 스파이크그램과 위상을 조정한 후 스파이크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4에서세로점선은음성이시작되는지점을
의미한다. 위상을 조정한 후스파이크의시간지연이 사라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위상 조정 전(위)과 후(아래)의 스파이크그램
Fig. 4. Spikegram before (top) and after (bottom) phase alignment

2. 핵심 음성 특성 추출

스파이크그램은스파이크의시간위치를샘플단위로정

확히표현하는장점을가지지만, 이와같은높은시간해상
도의 스파이크그램은 활성화된 스파이크 이외에 많은 빈

공간을 가진다. 따라서 희박한 (sparse) 데이터의 스파이크
그램을 그대로 특성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스파이크그
램으로부터의미있는정보를 얻기 위해 핵심 특성을추출

한다. 그림 5는본논문에서 제안하는스파이크그램으로부
터 주파수기반특성과시간기반특성을 추출하는과정을

나타낸다. 샘플링 주파수가 16 kHz인 음원에 대해 25 ms 
(400 샘플) 구간별로 특성을 추출하고 25 ms 마다 하나의
음소를 인식한다. 그림 5에서 m은 밴드 인덱스, n은 서브
프레임인덱스, i는샘플의시간위치, gi

m은 (i, m)에위치한
스파이크의 크기를의미한다. 구간길이는 400 샘플이므로
시간위치 i는 0~399의범위를가진다. 밴드별로생성된스
파이크의크기를그림 5의가로화살표와같이시간축으로
합하여 32개주파수기반특성 Gm을생성한다. 다음, 각구
간을 K개의서브프레임으로분할하고각서브프레임에서
모든스파이크크기를그림 5의세로화살표와같이시간과
밴드 축으로 합하여 K개의 시간기반특성 Tn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25 ms 구간별로 주파수 기반 특성과 시간
기반 특성을 더한 (32 + K)개 정적 상태 (static) 특성을
구하고, 모든 특성에 대하여 구간에 대한 1차 시간 미분
(delta)과 2차 시간 미분 (delta-delta)을 구해 총 (96 + 3K)
개 특성을 완성한다. 시간 미분 dt를 구하는 방법은 식 (3)
과 같다[9]. 이때, t는 구간 인덱스, c는 특성 값이다. 1차
시간 미분과 2차 시간 미분을 구할 때 R은 동일하게 2를
사용하였다.
  

그림 5. 스파이크그램으로부터 32개의 주파수 기반 특성(위)과 K개의 시간
기반 특성(아래)을 구하는 과정
Fig. 5. Procedure of extracting 32 spectral features (top) and K tempo-
ral features (bottom) from spectrogram



한석현 외 4인: 음소 인식을 위한 스파이크그램 기반의 음성 특성 추출 기술   739
(Seokhyeon Han et al.: Speech Feature Extraction based on Spikegram for Phoneme Recognition)

 

 






 



 

(3)

Ⅲ. 성능 평가

제안하는 특성의 음소 인식 성능을 기존 음소 인식에서

주로사용하는스펙트로그램과 MFCC 특성의성능과비교
하여제안특성의음소인식가능성을검증하였다. 각특성
을비슷한차원으로맞추고동일한 분류기로음소인식성

능을측정하여공정한성능비교가되도록하였다. 음소인
식을 위한 분류기는 3개의 은닉층을 가지는 DNN이며, 은
닉 뉴런의 수는 2000, 1000, 1000이다. 은닉층에는 ReLU, 
출력층에는 softmax 함수를 적용하였고, drop-out의 keep 
probability를 0.8로 설정하였으며, Adam을 사용해 DNN을
학습하였다[10].
성능평가는 TIMIT 데이터세트를사용하여진행하였다. 
음운학에따라지정된기존 61개의음소는혼동되기쉬우며
불필요한분류가존재한다. 따라서 61개의음소들을효율적
으로 39개로재구성하였다[11]. 462명의화자가녹음한 train-
ing set을 학습 데이터로, 50명의 화자가 녹음한 develop-
ment set을검증데이터로사용하였다. 최종성능은 develop-
ment set과중복되지않으며, 24명의화자가녹음한 core test 
set을사용하여평가하였다[2]. 화자와상관없이인식하는화
자독립 (speaker-independent) 조건으로성능을평가하였다. 
표 1은 서브 프레임 개수 K에 따른 제안하는 특성의 음

K Sub-frame length 
(ms)

Number of 
features Accuracy (%)

1 25 99 63.91

2 12.5 102 65.05

4 6.25 108 65.06

8 3.125 120 65.07

10 2.5 126 65.26
20 1.25 156 64.89

40 0.625 216 64.84

표 1. 서브 프레임 개수 K에 따른 음소 인식 정확도
Table 1. Recognition accuracy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sub-frames, K

소 인식 정확도이다. 서브 프레임의 길이를 줄여갈수록 성
능이높아지다가일정길이이하로줄이면 성능이다시하

락하는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적당한 길이의 서브프레임
이 음성 신호의시간적구조를 잘모델링하는것을의미한

다. 표 1의결과를 바탕으로 제안 특성에서 K = 10으로 설
정하고 126개 특성에 대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비교를 위한 스펙트로그램 특성과 MFCC 특성도
제안 특성과 동일하게 25 ms 단위로 추출하고 25 ms마다
음소를 인식한다. 먼저, 200 bin의 주파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로그램을얻은후, 5 bin 단위로에너지를구하여 40 
밴드 스펙트로그램 기반의에너지 특성을 얻는다. 이후 40 
밴드스펙트로그램특성의 1차시간미분과 2차시간 미분
을더하여총 120개스펙트로그램특성을구한다. 다음, 푸
리에 변환을 통해 25 ms 단위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40 밴드의 Mel-filterbank 에너지를 기반으로 discrete co-
sine transform (DCT)를실행하여 40개의 MFCC를구하고, 
40개 MFCC의 1차 시간 미분과 2차 시간 미분을 더하여
총 120개 MFCC 특성을 구한다.
표 2는 스펙트로그램 특성, MFCC 특성, 제안하는 특성
의음소 class별인식정확도를나타낸다. 표 2의음소 class
는 평균 음소 길이가 짧은 순으로 표기하였다[12]. 파찰음
(affricate), 폐쇄음 (stops), 마찰음 (fricative)으로 구성된장
애음 (obstruent)은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를 뜻하며, 다른 음소 class에 비해 평균 음소 길
이가 짧다[12,13]. 반면, 비음 (nasals), 반모음 (glides), 모음

Phoneme class Phonemic 
length (ms)

Accuracy (%)

Spectro-
gram MFCC Proposed

Obstruent

Stops 20.25 49.83 56.65 57.74

Affricate 28.50 34.29 40.71 41.11

Fricative 34.63 66.16 70.14 70.78

Sonorant

Glides 41.57 54.69 56.68 56.73

Nasals 41.83 57.95 64.14 59.44

Vowels 44.75 54.37 55.49 52.34

Others - 92.90 92.77 92.23

Total - 65.56 67.74 65.26

표 2. 스펙트로그램, MFCC, 제안하는 특성의 음소 class별 인식 정확도
Table 2. Recognition accuracy of spectrogram, MFCC and proposed 
features for phone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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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wel)으로구성된공명음 (sonorant)은성대를떨게한공
기가비강이나구강으로흘러나갈때덜막혀울리는소리

로, 평균음소길이가길다[12,13]. 표 2에서보듯이높은시간
해상도를 가지는 제안 특성은 길이가 짧은 장애음에 대해

프레임기반의스펙트로그램과 MFCC 특성보다우수한성
능을제공함을확인할수있다. 제안하는특성이기존특성
보다 95개의장애음을잘 분류하였고, 높은성능을가지는
것을확인하였다. 반면, 평균음소길이가긴공명음에대해
서는 제안하는 특성이 기존특성보다 낮은 성능을 가진다. 
TIMIT 데이터 세트는 묵음 (silence)을 39개 음소 중 ‘etc’
로 정의하며, 음소 class로는 others로 분류한다. 제안하는
특성은 others에 대하여 스펙트로그램과 MFCC 특성에 비
해 낮은 성능을 가지고, 다른 음소 class에 비해 others의
빈도가높으므로 others에서의낮은성능이전체인식성능
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청각 기관
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따라 구한 특성을 사용하

여음소인식이가능하고특히짧은음소에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제안하는특성의음소인식정확도에대한혼동
행렬이다. 5% 미만은표기하지않았으며, 39개로재구성한
음소별로나타내었다. 음소 ‘uh’에대해서정확도 7%로낮

그림 6. 제안하는 특성의 음소 인식 혼동행렬
Fig. 6. Confusion matrix of proposed features

은 성능을보이고있으며, 이는음소 ‘uh’가데이터 세트에
서 낮은 비중을차지하여 다른 음소들에비해심층신경망

에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음소들을
묵음이 포함되어 있는 ‘etc’로 잘못 분류한것을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etc’가 데이터 세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학습의 불균형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청각 기관의 동작을 모델링 하는 스파이

크그램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소 인식을 위한 새로운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음성 신호의 스파이
크그램을 주파수와 시간 축으로 분석하여 주파수 기반 특

성과시간기반특성을추출하고, 이에대한 1차시간미분
과 2차시간미분을추가하여최종 126개음성특성을구한
다. 제안한특성은샘플단위의시간해상도를가지는스펙
트로그램으로부터구하므로, 프레임단위로구하는기존의
MFCC 특성에비해높은시간해상도를가진다. 제안한특
성을 사용하면 짧은 음소에 대하여 MFCC 특성보다 우수
한성능을가지는것을확인하였고, 이를통해청각동작을
기반으로 구한 새로운 음성 특성을 사용하여 음소 인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 연구를 통하여 스파이크그
램과 타이밍 기반의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음소 인식기에

대하여 연구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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