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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M 어휘 인식에서 형상 형성 제어를 이용한

가우시안 모델 최적화

안찬식*, 오상엽**

 Gaussian Model Optimization using Configuration Thread Control 

In CHMM Vocabulary Recognition 

Chan-Shik Ahn*, Sang-Yeob Oh**

요  약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한 어휘 인식에서 모델들의 대한 관측 확률이 이산적인 분포를 나타내
며 계산량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교한 스무딩 과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가우시안 믹스쳐 연속 확률 밀도를 이용한 CHMM(Continuous Hidden Markov Model) 모델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CHMM 어휘 인식에서 가우시안 믹스쳐 모델을 최적화한 인식 모델을 형상 
형성 시스템 지원에 의해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어휘 인식률에서 98.1%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가우시안 모델, 모델 최적화, CHMM, 어휘 인식, 라이브러리 시스템

Abstract  In vocabulary recognition using HMM(Hidden Markov Model) by model for the observation of a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indicates the advantages of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but relatively low 
recognition rate has the disadvantage that require sophisticated smoothing process. Gaussian mixtures in order to 
improve them with a continuous probability density CHMM (Continuous Hidden Markov Model) model is 
proposed for the optimization of the library system. In this paper is system configuration thread control in 
recognition Gaussian mixtures model provides a model to optimize of the CHMM vocabulary recognition. The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system, the recognition rate of 98.1% in vocabulary recognition, respectively.

Key Words : Gaussian model, Model optimization, CHMM, Vocabulary Recognition, Libr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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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HMM 알고리즘은 음성이 Markov process로 모델링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음성의 학습과정에서 Markov 모

델의 라미터를 구하여 기  Markov 모델을 만들고 입

력된 음성과 장된 기  Morkov 모델을 비교하여 유사

도가 가장 높은 기  Morkov 모델을 인식된 어휘로 결정

한다[11].

HMM 알고리즘은 측이 불가능한 로세스를 측

이 가능한 다른 로세스를 통해 추정하는 이  확률 처

리 기법이다. 인식 가능한 기  패턴을 음소 단 와 음  

단 로 설정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인식 할 수 있다[1].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는 어휘 인식 시

스템은 인식 어휘에 한 모델들을 구성하고 그에 한 

모델들의 측 확률이 이산 인 분포를 나타내며 인식과 

모델링 구성에 한 계산량이 은 장 이 있지만 구성

된 모델만을 인식하며 인식률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나

며 모델 구성에 한 이산 인 분포를 정교하게 스무딩

하는 과정이 필요한 단 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한 방

법으로 가우시안 믹스쳐 연속 확률 도를 이용하고 

CHMM(Continuous Hidden Markov Model) 모델을 최

화하기 한 형상 형성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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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형상 형성 제어 시스템은 CHMM 어휘 인

식 시스템에서 어휘 구성을 한 가우시안 믹스쳐 모델

을 최 화하여 인식 모델로 사용하 다. 한 어휘 인식 

모델에 한 음소 모델을 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

여 기존 어휘 인식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시스

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일부 단 로만 음소 모델

을 리하여 포 이지 못하고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

는 문제 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제안한 가우

시안 믹스쳐 연속 확률 도를 이용한 CHMM 최 화 모

델 방법을 실험한 결과 인식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 으며 

어휘 인식률에서 98.1%의 인식률을 나타내어 기존의 방

법들에 비하여 평균 1.3%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언 하고 3장에서는 CHMM에서 가우시안 모델을 

최 화하기 한 방법에 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시스

템 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CHMM(Continuous Hidden Markov Model)

확률 분포 함수 에서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를 가

장 많이 사용한다. 1차원의 특징 벡터는 두 개의 라미

터인 평균 과 표 편차 를 구하여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 한다[8].

  



  

(1)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가 1차원에서 2차 지수 함수

의 형태를 취하므로 2차 는 다차원의 이차식으로 표

이 가능하다. 2차 이상의 n-차원을 가지는 특징 벡터 

를 확률 변수로 한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는 다음과 같

이 표 한다.

  
 

    

(2)

 식 (2)에서 차원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는 차

원 공간에서의 한 인 심 으로 표 되고, 는 ×

의 가역 인 양의 정부호 칭 행렬로 표 되므로 

 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가우

시안 분포의 핵심 라미터로 표 된다[9].

연속 HMM에서는 입력된 어휘 신호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를 그 로 사용하며 모델의 라미터를 추정하기 

해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한다. 가우시안 혼

합 도 함수가 연속 확률 도로 근사화되는 장 이 있

어 남녀의 음성, 주 수 차이 등의 음성에서의 다양한 변

이성을 모델링하기에 합하다[6].

2.2 가우시안 모델

가우시안 모델은 입력된 어휘 모델로부터 표본 데이

터 집합의 분포 도를 확률 도 함수로 모델링하는 방

법이다. 가우시안 모델이 부족하여 모델의 구성이 원활

하지 않을 경우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한다. 가우시

안 혼합 모델은 하나의 확률 도 함수로 모델링하는 

도 추정 방법으로 여러 개의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로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다[10].

확률 도 함수는 개의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를 

선형으로 결합한 식(4)와 같이 표 된다.


  



   (4)

식 (4)에서   는 입력 데이터 에 하여 어휘

에 한 번째 성분 라미터를 표 하고, 로 이루어진 

확률 도 함수를 표 하며, 는 혼합 가 치로 표

된다.

2.3 형상 형성 제어

형상 형성 제어는 여러 리비젼이나 형상의 공존을 허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지원을 해서는 각 문서에 

이름뿐만 아니라 리비젼이나 형상을 구별할 수 있는 

이블을 지원해야 하며, 한, 형상 리는 형상 C가 문서 

Di에 의존 인 모든 문서들이 새로운 리비젼을 갖게 되

었을 때 Di의 새로운 리비젼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서에 향을 주는 모든  문서들이 이 리비젼

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한 무결성을 검함으로써 얻

을 수 있다[5]. 형상 형성 제어는 유도된 새로운 리비젼들

이 같은  리비젼으로부터 유도되었는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주어진 특정한 형상을 구성하기 해서 사

용되는 문서들 각각의 정확한 리비젼들을 찾을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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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MM에서 가우시안 모델 최적화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는 어휘 인식

에서 모델들의 한 측 확률이 이산 인 분포를 나타

내며 계산량이 은 장 이 있지만 인식률이 상 으로 

낮고 정교한 스무딩 과정이 필요한 단 이 있다. 이를 개

선하기 해 가우시안 믹스쳐 연속 확률 도를 이용한 

CHMM(Continuous Hidden Markov Model) 모델 최

화를 한 형성형상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가우시안 모델로부터 생성되어진 어휘 인식 음소 모

델을 군집화하여 재 생성되는 모델들은 인식을 한 음

소 단  확률 모델을 지원하고 형성형상제어를 통해 라

이 러리로 리된다. 라이 러리 시스템은 사용자로 하

여  인식하기 한 음소를 컴포 트 단 로 탐색한다.

3.1 가우시안 모델

가우시안 모델에서 부족한 모델의 수를 가우시안 혼

합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할 경우 충

분한 혼합 성분의 개수가 구성되어지며 리미터 값의 

조 을 통해 연속 인 분포를 추정하여 모델링할 수 있

다. 가우시안 모델은 확률 도 함수를 갖는 3상태의 음

소 모델을 생성하여 훈련된 모델을 사용한다. 훈련된 모

델의 음소는 상태 출력 분포를 재 추정하며 모델 집합을 

기화하는데 사용한다.

동일한 각 음소 모델들로부터 유도된 3상태 음소 모델

들의 집합에 해 각각 응되는 3상태 모델들의 출력 분

포를 군집화하고, 각 출력 결과 분포의 군집에서 표하

는 상태가 선택되면 모든 군집 내의 상태 모델들은 표 

상태로 묶이게 된다. 각 상태의 혼합 요소의 수를 증가시

켜 재추정하여 모델의 정 도를 향상시킨다[7].

모델을 구성하는 각 가우시안 성분은 완  각 행렬

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혼합 가우시안의 학습 데이터 집

합의 크기를 조 하여 가우시안의 혼합 성분의 개수를 

조 하여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구성하여 사용한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모

델링할 경우 가우시안 모델만 사용하는 모델보다 가우시

안 모델이 혼합 모델을 구성하여 모델의 개수가 충분히 

생성되고 리미터 값의 조 을 통하여 연속 인 분포를 

추정하는 모델로 사용가능하다[4].

3.2 클러스터링 관리

가우시안 혼합 모델들의 유사한 집합을 구성하기 

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며 이는 유사한 어휘 모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진다. 어휘 인식을 한 유사 어휘 모

델 집합은 유사한 컴포 트의 선택을 해 거리 측정법

을 사용하 으며, 거리 측정 수식은 식 (5)와 같다.

 




 



 

 
 


 (5)

 식의 n은 데이터 차수를 나타내고, 와   는 가

우시안 분포의 모델  k번째 모델의 평균과 분산을 나

타낸다.

    

    (6)

  과 은 각 가우시안 분포 모델의 평균이며 

 과 은 공분산으로 표 한다. 각각의 평균과 분산

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모델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클러

스터링한 후 가우시안 모델 간의 측정값과 평균값, 분산 

값을 리한다[2].

[그림 1] 클러스터링 관리

그림1 에서와 같이 가우시안 혼합 모델들의 클러스터

링 리 테이블을 메모리에 로딩하여 가우시안 혼합 모

델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찾아 형상형성 리를 한 클러스터링 리 목록에 추

가한다. 이를 모든 가운시안 혼합 모델에 반복하여 모든 

가우시안 혼합 모델들에 한 형상형성 리 클러스터링 

리 목록을 완성한다.

3.3 형상 형성 제어

형상 형성 정보 리는 라이 러리 리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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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리, 메타 정보 리, 음소 비교 결과를 메타 정보

에 연계하기 한 부분으로 구성되며, 트리 구조를 지원

하기 해 Visual C++의 리소스 에디터에서 CTreeCtrl 

클래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변수를 설정하여 리스트 컨

트롤 상자를 가지고 구 하고, 이를 DDX_Control을 사

용하여 사용자가 지원 변수와 클래스를 연결시킨다. 다

음은 형상 형성 정보 리 부분에서 특정 facet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음소를 트리 형태로 표시하고 리한다.

트리 정보 처리는 새로운 음소가 생성되거나 변경되

는 경우에 변경된 음소에 한 트리 구조를 새로이 나타

내 다. 이 트리는 새로운 리비젼들이 같은  리비젼

으로부터 유도되었는가를 식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 각 작업 역을 처리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일에 각 작업 역에서 처리한 메타 정보들을 모아 

facet 단 로 리하며, facet은 확장 facet 개념을 지원하

여 facet 자체에 가 치를 할당하여 많이 참조되는 facet

을 사용자가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 다. facet의 삭

제를 한 함수는 VersionView 클래스의 지원에 의해 

처리되도록 구 하 다[3].

본 논문에서는 음소 제어 시스템에서 델타 정보의 일

부인 두 음소간의 비교 결과를 메타정보에 자동으로 연

결하여, 후에 특정 메타 정보와 련된 음소 정보의 악

이 용이하도록 하 다. 이를 해 음소 비교 작업은 MFC 

라이 러리에 있는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 하 으며, 

앞에서 설명한 향상된 추  리 기능을 제공하기 하

여 통합 화면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다. 두 

음소 간의 비교 결과는 메타 정보에 포함되며, 새로운 리

비젼에 의한 향 단과 특정 음소에 한 형상 형성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형상 형성 정보 리는 혼합 검색 시

스템과 라이 러리에 장된 정보들을 가지고 각 음소들

에 한 형상 형성 정보를 제공하고 음소 간의 차이 정보

를 생성한다. 그림 4.4에서 음소 간의 차이 정보는 마이크

로소 트 MFC에 있는 라이 러리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음소 간의 차이 정보가 작성되면 이 내용은 형

상 형성 정보의 하나인 메타 정보에 연계되어 통합 환경

으로 제공되므로 기존 음소 제어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추  리 기능을 제공한다. 음소 비교 결과는 라이 러

리의 해당 음소가 속하는 facet에 장되며, 이 정보는 메

타 정보에 포함되어 처리된다. 한, 음소 트리, 확장 

facet 처리, 음소 처리, 메타 정보 등을 통합화면에서 처

리하 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우시안 믹스쳐 연속 확률 도

를 이용한 CHMM 최 화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계, 탐색 방법, 질의어, 분

류 구조,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 다. 3장에서 설계․구 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시스템은 phoneme manager와 query manager

의 두 가지 리 메뉴를 지원하여 음소 모델의 확장과 최

화를 리하고 쿼리의 자유로운 사용을 지원한다. 인

식을 한 어휘 목록은 서울 시내의 지역명 100개, 지하

철 역명 100개로 구성하 다. 어휘는 실내 환경과 잡음 

환경에서 이동기기 등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형 마이크로

폰을 사용하여 16kHz Mono로 녹음 하 고, 16bit PCM 

양자화를 사용하 다. 실험 어휘는 실내 5명, 실외 5명 등 

총 10명의 성인 남성이 참가하 다.

기존의 어휘 인식 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하여 캠

리지 학의 HTK(Hidden Markov Toolkit)를 사용하

다.[13]

표 1은 기존의 어휘 인식 시스템인 HTK에서 제한

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한 결과를 보 다.

<표 1>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평가 결과
시스템 기 HTK 제안 방법

탐색 구조 결정트리 확장 Faceted 응용

분류 방법 키워드 분류 형상 형성 정보이용

확장성 DB 확장 확장 Facet

사용자 질의어 제한  질의어 자연  질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차  메뉴 선택  메뉴

탐색구조를 기존 방법에서는 결정 트리 구조를 사용

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 지만 제안 방법에서는 

확장 Faceted 응용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 다. 

기존의 분류 방법은 키워드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 

체계를 확립하 다. 소단  어휘에 한 분류는 빠르게 

분류하 으나 용량에 어휘에 한 분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제안 방법에서는 형상 형성 정보를 이용한 

분류를 사용하여 용량 어휘 분류에 합하도록 설계하

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었다. 기존의 확

장성은 어휘 모델에 한 DB를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하

으나 제안 방법에서는 확장 Facet를 사용하여 D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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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시간과 노력을 일 수 있었다. 시스템의 사용

자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질의어에서는 기존 

방법은 정의되어진 제한  질의어만을 사용하 으나 정

의되지 않은 자연  질의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

록 하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비교해 보면 HTK는 사용자가 

직  입력에서부터 학습과 모델 생성을 통해 결과를 처

리해야 하는 차  메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안 

한 방법에서는 입력과 학습을 통해 모델을 생성하고 결

과를 처리해야 하는 선택  메뉴 방식을 사용하여 각각

의 차를 선택 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제안한 방법을 그림 2와 같이 선택  메뉴 방식

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탐색 실행 결과

표 2은 기존의 방식인 HTK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을 이용한 객체 지향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어휘 인식 

구조를 실내 환경에서의 실험을 나타낸다. 결과에서 보

는 것과 같이 기존 HTK를 이용한 시스템 성능 평가 결

과 어휘 종속 인식률은 97.4%, 어휘 독립 인식률은 

96.7%의 인식률을 나타내었으며, 제안 방법을 이용한 시

스템 성능 평가 결과 어휘 종속 인식률은 98.1%, 어휘 독

립 인식률은 97.5%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표2에서 나타낸 실험 결과의 종속 어휘는 인식을 한 

어휘 모델을 구성할 때 가우시안 모델이 좌우에 있는 가

우시안 모델들과 함께 구성되어 혼합된 형태로 구축되어

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독립 어휘는 단독 가우시안을 형

성하여 구축되는 모델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우시안의 

혼합 형태를 사용하는 어휘와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구

분하여 사용하 다.

<표 2> 인식률
인식률(%)

HTK 제안방법

종속 어휘 97.4 98.1

독립 어휘 96.7 97.5

한 인식 시간은 인식 화자로부터 발성이 끝난 후 1

 이내의 인식 결과만을 선택하여 인식률로 평가하 다.

5. 결론

본 논문은 CHMM 어휘 인식 시스템에서 어휘 구성을 

한 가우시안 믹스쳐 모델을 최 화하여 인식 모델로 

사용하는 형성 형상 제어 시스템을 구 하 으며, 어휘 

인식 모델에 한 음소 모델을 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

록 하여 기존 어휘 인식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일부 단 로만 음소 

모델을 리하여 포 이지 못하고 제한 으로 사용되

고 있는 문제 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음소 컴포 트를 사용자가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연

속 확률 분포의 공유 방법에서 사용되는 각 문맥들에 

한 음소 데이터를 리하여 가우시안 모델의 정확성을 

제공하 다. 한, 시스템의 확장성을 제공하여 시스템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부분 수정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우시안 믹스쳐 연속 확률 도

를 이용한 CHMM 최 화 모델 방법을 실험한 결과 인식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 으며 어휘 인식률에서 98.1%의 

인식률을 나타내어 기존의 방법들에 비하여 평균 1.3%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검색 후 다양한 사용자 지원

을 통하여 검색 결과를 사용자 선호에 따른 형태로 변형

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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