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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의 구조는 DNN-HMM 기반의 

음향 모델과 어휘 사전, 언어 모델을 하나의 decoding 

network로 구성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식은 각 요소의 전문가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 [2] 

이와 비교하여 end-to-end 방식은 기존 DNN-HMM 기반 

음향모델, weighted finite state transducer (WFST)를 이용한 

decoding network, N-gram을 이용한 언어모델로 구성된 복

잡한 방법을 대체하여 text에 대한 speech signal 혹은 

feature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3] 

End-to-end 기반 음성인식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특성에 있다. 한

국어는 초성/중성/종성이라는 세 가지 자소 (grapheme)를 

하나로 결합한 형식으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한다. 각각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성과 종성은 19개의 문자를 공유한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어 음절 단위로 모델의 출력을 구성할 경우 가능한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인 총 11,172개의 출력을 필요로 

한다. 이 숫자는 영어의 음절 개수인 26개와 비교했을 

때 약 400배 이상의 모델 출력이 요구되므로, 영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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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구성된 end-to-end 음성인식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기존 DNN-HMM 모델의 경우, 인식 단

위 결정은 언어 모델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성 인

식 도메인에 따라 인식 단위를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end-to-end 방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학습하기 때문에 인식 단위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11,172개의 음절을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방

법이고, 다른 하나는 49개의 자소를 모두 사용해서 네트

워크를 구성한 뒤, text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모든 음절에 대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은, 한국어와 

같이 가능한 음절의 개수가 매우 많은 중국어 음성인식

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어의 경우, 하나 하

나의 음절이 뜻을 가지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음절의 개수가 일상 언어에 주로 쓰이는 음절만 추려도 

약 8,000개 정도이다. [3] End-to-end 구조를 이용한 대

표적인 중국어 음성인식 모델로는 Baidu의 Deepspeech2[3]

가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표의문자인 중국어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6,000개의 문

자를 network의 출력으로 정의한다. 한국어에도 같은 방

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나, 표음문자인 

한국어는 중국어와 비교해서 한 문장의 평균 음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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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어 자소를 인식 단위로 사용한 hybrid CTC-Attention 모델 기반 end-to-end speech recognition
을 제안한다. End-to-end speech recognition은 기존에 사용된 DNN-HMM 기반 음향 모델과 N-gram 기반 언

어 모델, WFST를 이용한 decoding network라는 여러 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과정을 하나의 DNN network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end-to-end 모델의 출력을 추정하기 위해 자소 단위의 출력 

구조를 사용한다. 자소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 추정해야 하는 출력 파라미터의 개수가 

11,172개에서 49개로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end-to-end 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DNN 네트워크 구조인 CTC와 Attention network 모델을 조합하여 end-to-end 모델을 구성하

였다. 실험 결과, 음절 오류율 기준 10.05%의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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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아 효율적인 훈련이라 볼 수 없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자소를 분리

하여 자소 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별도 모듈을 통해 

text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feature-
to-grapheme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두 번째 네트워크는 

grapheme-to-text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각 학습하는 방

법이다. 자소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추정해

야 하는 parameter의 수가 음절 기반의 11,172개에서 49

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단어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학

습 시 존재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 음성인식이 대응하지 

못해 음성인식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End-to-end 음성인식의 대상이 한국어인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음절 기반 방식은 추정해야 하는 parameter의 수

가 많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추정해야 하는 parameter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별도의 

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grapheme 기반의 한국어 

end-to-end 음성인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 grapheme unit을 사용한 hybrid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CTC)-attention 모델 기

반 end-to-end 한국어 음성인식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end-to-end 구조 및 인식 단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hybrid CTC-attention 

architecture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grapheme unit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5장에서는 실험에 대해 

기술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음성 인식에 있어서 end-to-end system을 구현하는 방법

은 지금까지 3가지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CTC를 

이용한 방법이다. [4]  CTC는 기존 DNN-HMM 방식의 

학습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forced alignment 작업을 없

애기 위해 각 signal feature에서 바로 phoneme sequence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CTC는 deep learning 모델

의 output layer에서 output node의 objective function의 일종

으로, signal feature에서 직접적으로 phoneme sequence를 추

출하기 때문에 forced alignment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하지만, HMM 방법에서 사용되는 auto segmentation 방

식의 경우 phoneme의 시계열 패턴을 기준으로 best path를 

찾는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CTC의 경우 단순히 각 feature 
별 해당되는 phoneme을 출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같은 corpus를 대상으로 할 때 음성인식 성능이 떨어

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4] 

 두 번째 방법은 attention network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attention network는 sequence-to-sequence 모델의 일종으로, 

이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

닌, 입력이 data series로 주어지고, 출력 또한 data series로 

주어지는 방법을 말한다. [5] Attention model은 sequence-
to-sequence 모델의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인 encoder-
decoder 모델의 일종이다. 이 모델은 sequence에 대한 정

보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 

Attention model은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인코더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 벡터 값을 토대로 energy weights들을 계산한 

뒤 합치는 방식으로, encoder model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output node의 값을 강조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end-to-end 방식 중 DNN-HMM
과 유사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sequence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한 번에 입력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online decoding에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세 번째 방법은 RNN-Transduce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5], [6] 이 방법은 두 개의 RNN network를 이용하여 

alignment 작업 및 supervised training 작업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다. RNN transducer 방식은 input feature을 입력으로 

하는 network인 transcription network와 output label을 입력

으로 하는 prediction network로 구성되어 있다. 

Transcription network는 입력 frame의 개수만큼 정의된 길

이의 input layer node 수를 갖는 RNN network로 

transcription vector sequence를 출력한다. Prediction network는 

입력 label의 최대 개수만큼 정의된 길이의 input layer 
node 수를 갖는 RNN network로 같은 개수의 prediction 

vector sequence를 출력한다. 두 가지 RNN network의 output 
vector는 decoding network를 구성하며, 두 network를 동시

에 학습한다. 이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탐색

하는 CTC 방법과 비교했을 때 decoding 과정에서 연산량

이 적고, data를 기반으로 한 보다 정확한 alignment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고, 입

력 크기의 제한이 있어 문장 단위의 음성인식에는 적합

하지 않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6] 

 세 가지 방법 중, phoneme 단위의 출력이 대상이 되는 

모델 학습 시 수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CTC
를 이용한 방법이다. [4] 전체 sequence를 대상으로 학습

을 해야 하는 attention network 방식에 비해 frame 단위의 

출력만을 처리하여 모델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수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training data를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DNN-HMM 기반 방식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phoneme 결과에 대해 기존 

WFST 방식 decoding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  

 또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방법은 attention 

network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전체 sequence의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context를 파악

할 수 있어 하나의 출력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

아 end-to-end system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context를 양방향으로 적용하는 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LSTM) network를 적용하여, 하나의 

sequence에 대해 양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제안되

어 더욱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CTC와 

attention을 합친 hybrid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두 가지 장

점을 합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2]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455 - 

3. Hybrid CTC-Attention architecture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end-to-end 한국어 음성인식모델링

에 사용되는 Hybrid CTC-Attention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낸다. 음성 feature를 = ( , , … . )  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transcription인 

출력 자소를 = ( , , … ) 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의 각 요소는 20ms 단위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데, 발

화 특성 상 20ms 단위 내에서 음절이나 어절, 발음열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sequence의 길이는 입력 

feature sequence의 길이보다 짧다. (i. e.	 	 ) 
 Hybrid CTC-Attention방식의 구조에서는 encoder-decoder 
network의 encoder network 부분을 공유하여 사용한다. 입

력 feature sequence 는 shared encoder의 입력으로 정의되

며, 출력은 encoder vector = ( , , … )로 정의된다. 

Encoder vector는 attention weight vector를 생성하는 데 사용

되며, 입력 에 대해 discriminant한 weight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Encoder는 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진다. [2] 

 

 

 

3.1.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음성 인식에서 CTC는 입력 의 각 frame에 대하여 하나

의 output이 나오도록 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각 frame 단
위로 output이 나올 경우 여러 프레임이 하나의 발음열을 

생성하는 음성의 특성 상 중복된 output의 sequence가 발

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CTC에서는 blank 

symbol을 사용하여 output의 경계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

서는 encoder network의 출력인 encoder vector 를 대상으

로 CTC를 수행한다.  

 

 ∗ = ( | )  (1)

 

식 (1)은 CTC의 기본 수식을 나타낸다. 입력으로 주어진 

encoder vector sequence 에 대하여, 정답으로 주어진 ∗ 
의 과 가장 유사한 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 ( | )는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 | ) ( | ) = 	 ( ) 
 

(2)

그림 1 hybrid CTC-Attention-based speech recognition 구조: shared encoder는 CTC와 attention의 각각의objective function
에 의해 학습이 진행된다. Shared encoder는 speech signal x를 입력 받아 encoder vector h를 출력하고, CTC와

attention decoder에서 grapheme sequence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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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는 일반적으로 network의 output layer에 위치하는loss 
function의 일종인데, 식 (2)에 따라 정답 sequence를 탐색

하게 된다.  ( )는 time t에서의 encoder output layer q에 

대한 의 softmax activation 값을 말한다. CTC loss function
은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	 − ( | ) = 	 −  

 

(3)

CTC loss function은 forward-backward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구한다. Forward 변수인 는 CTC 학습 시 time 0에서

부터 time t까지의 모든 가능한 path의 합을 나타내며, 

backward 변수인 는 forward 변수 가 존재할 때, time 
T부터 t까지의 가능한 path의 합을 나타낸다.  

 

3.2. Attention decoder 
 

 Attention decoder는 shared encoder로부터 받은 encoder 
feature h와 이전 시점에서의 attention decoder의 출력 

weight를 입력으로 받아 출력 parameter, 즉 label sequence
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RNN-LSTM 기반 

네트워크 구조이다.  

  ( | ) = ( | , : ) (4)

 

식 (4)는 output parameter에 대한 attention decoder를 나타

낸다. 입력에 대한 decoding 결과는 Step u에 대하여 

encoder vector h와 이전 시점의 output : 가 주어졌을 

때, 이들의 결과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	 ,  

 

(5)

식 (4)의 u번째 단계마다 decoder는 context vector인 를 

식 (5)와 같이 생성하게 된다. , 는 각 시점에 대한 

attention weight를 나타낸다. Attention weight를 계산하는 방

법은 location, addictive, dotproduct, converage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location attention을 사용한

다. Location은 이전 시점의 attention weight와 RNN decoder 
weight, 그리고 encoder의 출력을 interpolation하여 연산하

는 방식으로, end-to-end 음성인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

는 방법이다. [7] 

 

  , 	 = ,  (6)

  , = 	 	( + + , + 	 ) (7)

  = ∗  (8)

 

식 (6), (7), (8)은 attention weight에 대한 연산을 나타낸다. 

e는 attention energy를 나타내며, 이전 시점의 attention 

weight로부터 얻어진 값에 convolution parameter F를 1차원 

convolution한  연산하여 식 (7)과 같이 적용한다. 이 때, 

학습에서 update되는 파라미터는 W, V, M, b, 이다. W, V, 
M은 각 요소들에 대한 weight를 나타내며, b는 bias를 나

타낸다. 

 = ( , , ) (9) = ( , ) (10)

 

Attention decoder는 LSTM 기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전 시점의 decoder 출력값 과 context vector , 그

리고 이전 시점의 RNN state인 를 입력받아 를 생

성하고, 와 를 입력값으로 output probability인 를 생

성한다. 해당 학습은 feed-forward neural network (FFNN)으

로 이루어진다. Attention decoder는 context를 학습하기 때

문에 출력의 시작과 끝을 별도로 정의하여 학습에 이용

한다. 문장의 앞 부분에 start-of-sequence (SOS) symbol을 

정의하고, 문장의 맨 끝에는 end-of-sequence (EOS) 

symbol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2]   

  

3.3. Hybrid model 
 

CTC-attention hybrid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의 단점을 보완

하여 더욱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2] CTC와 

attention의 loss function을 서로 더하여 합한 loss function의 

값이 감소하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CTC의 경우, 각 frame마다 독립적으로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context를 읽을 수 없어, 음성 인식 결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언어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context를 학습하는 attention을 사용

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또한, attention의 경우 전체 발

화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alignment 
과정이 없어 input sequence에 대한 output sequence의 

segmentation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이 

된다. 이는 입력 frame마다 출력되는 음성인식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frame마다의 출력을 제공하는 

CTC를 사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2] 

 = + ( − ) (11)

 

식 (11)은 hybrid model의 loss function을 정의한다. λ는 고

정된 0과 1 사이의 parameter 값이다. 

 

4. 한국어 Grapheme Units 
 

한국어 음성 인식에서의 인식 단위는 어절 (단어) 단위, 

음절단위, 형태소 단위, 발음열 단위, 자소 단위로 분류한

다. End-to-end 모델에서는 이 인식 단위가 network에서 

추정해야 할 parameter로 정의되며, 인식 단위의 특성에 

따라 학습해야 하는 parameter의 수가 크게 달라진다. 

어절 단위의 음성 인식의 경우 DNN-HMM 기반 음성인

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디코딩 과정에서 음

향 모델로부터의 발음열을 입력 받아 단어 단위로 변환

한 뒤, 언어 모델을 통해 단어의 sequence로 출력한다. 그

러나, end-to-end 음성인식에서는 단어나 형태소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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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인식 가능한 어휘나 형태소의 개수가 약 200,000

개 이상으로, 추정해야 할 parameter의 수가 매우 많기 때

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식 가능한 단어의 한

계로 인하여 out-of-vocabulary (OOV)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표 1. ‘학교에 갑니다’라는 발화 문장에 대한 인식 단위별 

분류 결과. 특수문자 ‘/’은 인식 단위 경계를 나타내며, ‘_’

은 띄어쓰기를 나타냄 

인식 단위 분리 결과 

어절 학교에 / 갑니다 

형태소 학교 / 에 / _ / 가 / ㅂ / 니 / 다 

음절 학 / 교 / 에 / _ / 갑 / 니 / 다  

자소 ㅎ / ㅏ / ㄱ / ㄱ / ㅛ / ㅇ / ㅔ / _ / 

ㄱ / ㅏ / ㅂ / ㄴ / ㅣ / ㄷ / ㅏ 

 

 음절 단위의 음성 인식은 단어나 형태소와 비교했을 때, 

추정 가능한 어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다. 영

어나 일본어의 경우 26자의 알파벳과, 50자의 가나로 표

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가능한 음절의 개

수가 11,172개로 많고, 중국어의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

는 한자 기준 약 8,000개로 구성되어 있어 end-to-end 

network의 output softmax activation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발음열과 자소 단위의 인식은 한국어 기준 발음열 40개, 

자소 49개로 end-to-end network를 구성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발음열 단위의 경우, 발음열로 출력된 결과에 대

해 문장 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디코딩 과

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음절을 분리하

여 사용하는 자소 단위의 음성 인식을 사용한다.  

 

5. 실험 

 

5.1. 실험 환경 
 

본 절에서는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음성인식

용 데이터셋을 정의한다. End-to-end 음성인식 학습을 위

해서는 speech signal과 그에 대응되는 transcription을 필요

로 한다. 본 실험에서는 한국어 대화체로 구성된 320시

간 분량의 한국어 데이터에 조용한 사무실 환경의 잡음

을 섞고, 휴대폰에서 녹음된 한국어 대화체를 추가한 총 

740시간의 음성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End-to-end 

model structure는 ESPnet toolkit으로 구현하였다.[9] ESPnet
은 end-to-end speech recognition을 위한 toolkit으로, 학습

과 디코딩에는 외부 toolkit인 Chainer [10] 와 Pytorch [11] 

를 사용하고, feature extraction과 자료구조는 음성인식 

toolkit인 kaldi [12] 의 것을 사용한다. End-to-end 모델만

의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lexicon이나 

언어모델과 같은 rescoring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Shared encoder는 bi-directional RNN을 이용하여 구성하였

으며, 8개의 hidden layer에 각각 320개의 node 수로 구성

하였다. 이는 약 3초의 발성을 기준으로 network time step

을 구성함을 뜻한다. Attention decoder는 1 layer의 uni-
directional RNN-LST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성, 중성, 

종성의 경우의 수인 49개의 output으로 구성되어 있다. 

Speech feature는 80차 fbank에 probability of voice (PoV) 정

보와 pitch, delta pitch 정보를 포함한 83차 feature를 사용

한다. [13] 

 모델의 성능 평가는 test dataset으로 주어진1,000개의 문

장에 대하여 character error rate (CER)을 기준으로 평가한

다. 평가 데이터는 SiTEC의 dict corpus 중 1,000문장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표 2. Hybrid CTC-attention을 적용한 end-to-end speech 

recognition 결과. Sitec의 dict02에서 임의의 1,000문장을 

추출하여 테스트에 이용함. GER: grapheme error rate, CER: 
character error rate 
모델 인식 단위 GER (%) CER (%) 

CTC+Attention 음절 - 70.5 

CTC+Attention 자소 4.6 10.05 

 

평가 결과, grapheme unit 기반의 end-to-end 모델은 음

절 오류율 기준 10.05 %의 성능을 보였다. CER을 계산하

기 위하여, grapheme으로 나누어진 자소들을 음절 단위

로 재조합하여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오류는 발화에 대한 

발성이 실제 글자와 다른 발음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 

‘밥 먹었니’의 발성이 실제로 ‘밤 머건니’ 라고 발음되는 

경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honeme 기반의 인

식 단위를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phoneme을 다시 

word sequence로 변환해야 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같은 자소이지만 초성과 종성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에 대한 오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ㅅ’ 발음은 초

성에서 발음될 때는 [s]로 발음되지만, 종성에서 발음될 

때는 [t]로 발음된다. 이런 경우, 인식 단위를 결정할 때 

초성과 종성을 구분하여 정의한다면 개선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grapheme unit을 사용한 hybrid CTC-attention 모

델 기반 end-to-end speech recognition을 제안한다. 한 음

절이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3개의 자소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소 단위로 구성한 

이 모델은 CTC와 attention network의 hybrid 모델을 사용

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절 오류율 

기준 10.05%의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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