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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은 말을 통해 상대방과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한다. 구화(口話, Lip-reading)는 화자의 입술을 읽

어 말을 이해하고(독화, Speech-reading), 음성언어

를 이용하여(발화, Vocalization)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화자의 정면 얼굴에

서 입술 움직임의 대부분을 관찰할 수 있지만 혀의 

움직임은 정확히 관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말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대뇌에 표상(repre-

sentation)되어 있어 이 정보가 말소리를 지각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

청각장애인은 청각 기관의 문제로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이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의 주 의사소통 방법은 말(80.3%),

구화(7.5%), 수화(6.0%), 몸짓(3.5%), 필담(2.3%) 등

의 순으로 말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2].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

지만 자신의 발음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

에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구화교육을 통해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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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훈련을 실시한다면 수화를 모르는 건청인과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여

겨진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구화교육은 많은 반복학

습과 훈련이 필요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

는 이러한 교육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화교육은 부모

나 특수교사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

로 경제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와 영상자

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구화지도법이 청각장

애인들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왔으며, 특히 

발음 교정학습 시스템은 음성 정보에 영상을 병행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4,5]. 또한 소음환경에서의 

음성인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성정보에 영상 

정보를 결합하여 인식률 향상을 도모하는 멀티모달

시스템 연구도 제안되고 있다[6,7]. 언어장애인 치료

법으로 개발된 스피치 미러(speech mirror)[8]는 음

성인식 기술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기술로 지원된 

솔루션으로, 풍부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주목받고 있

으나, 고가의 가격과 구화교육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

점이 있다.

영상 정보를 활용하는 구화교육 시스템은 일반적

으로 두 가지 모듈로 설계된다[9,10]. 첫 번째 모듈은 

청각장애인의 발음교정 훈련 부분으로, 조음 방법에 

대한 설명과 바른 발음의 입모양을 제공하는 동영상

을 보면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입모양을 수정하면서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구화학습 모듈이다. 두 번째 모듈은 학습자의 발화 

동영상에서 검출된 입 영상으로부터 의미 있는 특징

값을 추출하여 발화음 인식을 행한 뒤, 인식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학습자 영상데이터 처리모듈이다. 입

술의 특징 값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입 영역 

검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얼

굴, 눈, 입 영역 검출을 위해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성능이 우수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

고 있다[11,12].

입 영역이 검출되면, 특징값을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윤곽선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입술 영역 주변

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윤

곽선 기반 방법은 Snake Shape Model, Active Shape

Model, Active Appearance Model 등으로 입술 윤곽

을 근사화하고 이를 통해 입술의 기하학적 특징이나 

윤곽선을 모델링하여 파라미터를 특징짓는 방법이

다[13,14]. 입술 영역 주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활용하여 입술영역의 특징 계수를 구하고 추출된 특

징 벡터에 대하여 HMM(Hidden Markov Model)기

반 학습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15].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무선 인터넷의 발

달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

일 앱 기반의 연구[9]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구조 위에 구화학습용 시스템을 구현하고

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0]. 구글, ETRI 등

의 음성인식 엔진과 연동하여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16,17]. 그러나 이러한 음성

인식 엔진 기술은 많은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단음

절의 경우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점과[10], 서버에 연

결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온라인 환경에서

만 구현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구화교육의 기본 학습으로써 선행되는 

단음절의 발음교육 순서에 따라 19개의 자음과 6개

의 모음으로 구성된 기본 단음절 114개를 사용하여,

학습자 영상데이터 처리 모듈을 중심으로 입술 영역

내의 픽셀정보와 입술의 기하학적 특징을 결합하여 

발화음을 분류하고 피드백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전처리로 학습자가 발화한 단음절의 동영상에

서 색상정보와 얼굴의 형태적 정보를 이용하여 발화

자의 얼굴 및 입 영역을 검출한다.

본 논문은 발화된 단음절에서 모음을 먼저 분류한 

뒤, 모음 분류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음을 분류하는 

2단계 분류 과정을 제시한다. 모음 분류의 특징값으

로는 입 영역 안에서의 광류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

고, 자음 분류의 특징값으로는 조음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발화 시점의 입술 모양과 발화 종점의 입술 

모양의 기하학적 변화를 대수적 연산으로 정량화하

여 분류된 단음절(19자음+6모음)과 표본 카테고리와

의 유사성을 평가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자원이 제한된 하드웨어 

환경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구화교육 시스템 구현

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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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한글 발음

에서의 입술 움직임 특징에 대하여 정의하고 본 논문

에서 다루는 단음절을 소개한다. 3장에서 제안하는 

구화교육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학습

자 영상데이터 처리 모듈에 대해 알고리즘을 서술한

다.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실험한 결과를 

통해 성능을 평가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한글 발음에서의 입술 움직임 특징

한글은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을 가진 음성문

자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 가능한 음절은 14,364자에 

이른다고 한다[18]. 이렇게 많은 음절들의 입술 움직

임을 정의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음절을 구성하는 음소의 입술 움직임을 정

의하고 반음절에 의한 한글 합성 규칙을 사용하여 

모든 음절의 입술 움직임을 표현한다. 한글은 Table

1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의 한글 음절들로 합성된

다. 여기서 중성은 홀소리인 모음만이 올 수 있으며 

초성과 종성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자음만이 온다[19].

조음 기관은 Fig. 1과 같이 혀, 윗입술, 아랫입술,

윗니, 입천장 등이며, 독화는 화자의 입술 움직임을 

통해 비교적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대

로 시각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예

를 들어, ㅁ ·ㅂ ·ㅍ이 초성으로 오는 말이나 ㅜ와 

같은 모음이 중성으로 오는 말은 입술에서 만들어지

므로 독화하기 쉽고, ㄴ ·ㄷ ·ㅌ ·ㄹ이 초성으로 오는 

말도 앞 혀의 움직임이 보이므로 비교적 쉽다. 반면

에 ㄱ ·ㅋ이 초성으로 오는 말은 혀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독화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독화 및 발화연습에 기본이 되는 

단모음 6가지( ‘ㅏ’, ‘ㅔ’, ‘ㅗ’, ‘ㅜ’, ‘ㅡ’, ‘ㅣ’)와 Table

2와 같이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된 자음 19개를 조합

하여 만든 단음절 114개를 사용한다.

3. 제안한 방법

3.1 시스템 개요

구화교육 시스템은 보통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된

다. 구화학습모듈(Speaking training module)은 발

음교정 훈련을 위한 부분으로, 조음 방법에 대한 문

자 설명과 동영상을 통해 모델이 바른 발음의 입모양

을 제공하고, 학습자는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모

양을 수정하면서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자 영상데이터 처리 모듈에서는 학습자의 발화 동영

상에서 검출된 입 영상으로부터 의미 있는 특징값을 

추출하여 발화음을 분류한 뒤, 그 결과를 피드백해주

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Fig. 2는 구화교육 시스템 전

체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은 구화교육의 핵심 

기능인 발음을 진단하고 피드백해주는 학습자 영상

데이터 처리 모듈을 중심으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

를 진단하였다.

Fig. 3은 학습자 영상데이터 처리 모듈에서의 알

Table 1. The type of Korean syllable

No. Type

1 medial V

2 an initial consonant + medial CV

3 medial + final consonant VC

4
an initial consonant + medial

+ final consonant
CVC

C: consonant, V: vowel

Fig. 1. Articulatory organs in phonetics.

Table 2. Classification of consonants by articulation po-

sition

Sounding location
Corresponding

consonants

Upper and Lower Lips ㅁ, ㅂ, ㅃ, ㅍ

Alveolar and tongue tip
ㄴ, ㄷ, ㄸ, ㅌ,

ㄹ, ㅅ, ㅆ

Hard palate and anterior tongue ㅈ, ㅉ, ㅊ

Soft palate and back tongue ㄱ, ㄲ, ㅋ, ㅇ

Throat voice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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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나타낸다. 학습자의 발화동영상에 대해 얼

굴과 입 영역 검출, gray이미지 변환, 입술의 특정영

역 지정 등의 전처리를 진행한다. 전처리된 입 영역

의 발화영상에서 먼저 광류를 실행하여 움직임 벡터

를 검출한 후, 그 값을 특징 값으로 6모음 가운데 유

사도를 분류한다. 자음은 조음 위치의 특성을 활용한 

입술의 기하학적 형태를 대수적 연산을 통해 특징값

으로 정량화한 후, 표본 카테고리와의 유사성을 평가

하고 피드백 한다.

3.2 특징값 검출 

먼저 6모음을 분류하기 위한 특징값으로 입 영역

의 광류를 실행하여 속도 벡터를 검출한다. 본 논문

은 입 영역을 5×5 크기의 격자로 나누고 특징값을 

결정짓는 부분을 Fig. 4와 같이 ①, ② 영역으로 설정

하였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발화에 의해 입술 움직

임이 일어날 때, 입술 움직임 변화의 특징이 가장 잘 

두드러지는 부위가 입 꼬리 부분과 아랫입술 부분이

라 볼 수 있는데, 얼굴 외형의 문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영역은 좌, 우 입꼬리의 움직임이 방

향은 반대이나 크기가 유사하며 횡축 입술 움직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위이고, ② 영역은 윗입

술과 아랫입술 중 종축 움직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

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속도 벡터의 횡축과 종축 중, 변화량이 

큰 ① 영역의 횡축 속도 벡터의 평균 와 ② 영역의 

종축 속도 벡터의 평균 를 모음 분류의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
는 다음 식(1)로 계산한다.

  




(1)

  




다음으로 자음은 발화 시작점에서 입술, 혀 등이 

조음의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 착목하여 발화 

Fig. 2. Configuration lip-reading education system.

Enter the video the learner spoke

Face, mouth area detection

Gray image conversion

Specify lip area

6 Vowel Classification

Optical Flow

Feature value detection of lips

Classification of consonants by articulation position

Similarity evaluation with syllable categories

Fig. 3. Flowchart for voice activity detection algorithm.

Fig. 4. Specifying the feature area within the mouth area 

and example of a feature area designation in 

various input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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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입술 모양을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

로, 홀로 쓰일 수 없는 자음은 모음의 앞부분이나 뒷

부분과 결합하여 음절을 생성하기 때문에 한글을 발

음하는 동안의 입술 움직임은 모음에 의해 크게 영향

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자음에 따른 입술 움직임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Fig. 5는 후음 

“ㅎ”과 입술소리(순음) “ㅍ”을 같은 모음으로 발음한 

영상으로 입술의 형태만으로는 다른 음절임을 구별

하기 어렵다.

조음위치가 다른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을 발음할 

때, 순음은 두 입술이 부딪혀 발생하는 소리이므로 

Fig. 6 (a)의 좌처럼 발화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입술

모양이 항상 닫혀있고, 치조음은 윗잇몸에 혀끝이 닿

아 나는 소리이므로 (b)의 우처럼 입술이 약간 벌어

진 상태에서 발화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종래의 연

구에서는 영역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입술

의 윤곽선을 기반으로 Snake Shape Model 등을 이

용하여 입술 윤곽을 근사하고 이를 통해 입술의 파라

미터를 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반복적인 연산

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입 모양을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전체 윤곽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음 발성의 특성을 이용한 발화시점의 

입술 영상과 발화 종점의 입술 영상에 대해 입술의 

오므림과 입벌림 정도를 알 수 있는 입술 길이 변화

를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조음 위치의 특성을 

활용한 발화 입술의 기하학적 형태를 대수적 연산을 

통해 특징값으로 정량화 한 후, 표본 카테고리와의 

유사성을 평가하고 피드백 한다.

자음 분류의 특징 값을 얻기 위한 전처리로 발화 

시점의 입술 영상과 발화 종점의 입술 영상을 gray영

상으로 바꾸고 잡음을 제거한 뒤, 입술의 횡축과 종

축에 대해 히스토그램으로 각 포인터를 지정한다. 발

화 시점 영상의 입술꼬리의 왼쪽 포인터를   ,

오른쪽 포인터를  로 두고 입술 횡축 길이의 

1/2지점의 포인터를  , 종축 입술의 끝 포인

터를  로 지정한다. 마찬가지로 발화 종점 영

상의 입술꼬리의 왼쪽 포인터를   , 오른쪽 포

인터를  로 두고 입술 횡축 길이의 1/2지점

의 포인터를  , 종축 입술의 끝 포인터를 

 로 지정한다. 각 포인터의 위치를 Fig. 7에 

나타내었다.

(a)

(b)

Fig. 5. Pronunciation of the same vowel. (a) Pronunciation order: ‘ha’, ‘he’, ‘hi’, ‘ho’, ‘hu’, ‘heu’, (b) Pronunciation 

order: ‘pa’, ‘pe’, ‘pi’, ‘po’, ‘pu’, ‘peu’.

(a) (b)

Fig. 6. Pronunciation of the same vowel. (a) Pronunciation: ‘ma’, (b) Pronunciat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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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를 이용하여 발화 시점의 입술의 횡축 길이 

과 종축 길이  , 발화 종점의 입술의 횡축 길이 

과 종축 길이 를 구한 뒤, 식(3)을 통해 구한 

입술의 횡축 변화량 와 종축 변화량 를 자음 

분류의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2)

      

       (3)

3.3 유사도 평가 

본 연구는 광류의 속도 벡터와 입술 움직임 변화

량에 의한 특징값을 이용하여 마할라노비스 거리로 

유사도를 계산한다[20]. 변수들 간의 분산과 공분산

을 고려하여 거리 척도를 정규화시키면 차원에서

의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식(4)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벡터변수, 는 평균벡터,  는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가 

자유도 2, 유의수준 5%의 (2;0.05)분포를 따른다.


     (4)

학습자의 표본 발화 영상으로부터 구한 특징 값들

을 이용해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등거리 점들의 집합

을 표본 카테고리로 정하여 실험 데이터의 유사도를 

평가하고, 카테고리에 속하지 못한 발음은 피드백하

고, 반복 학습을 통하여 다시 평가를 시행한다.

4. 실험 결과 

실험은 스마트폰 카메라(Galaxy Note4, 전면카메

라 370만 화소)에서 촬영한 8명(일반인, 20세～30세,

남자4명, 여자4명)의 동영상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자

음과 모음을 조합한 단음절 114개(자음 19개 × 모음 

6개)를 1set로, 한 명당 5set씩 발화한 데이터를 사용

하였으며, 4set는 표본 데이터로 1set는 실험 데이터

로 사용하였다. 촬영 시 카메라와 얼굴과의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발화 시의 입술 움직임 정보

가 필요하므로 얼굴 중심으로 실내에서 촬영하였고,

촬영 동안에는 급격한 조명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으로 하였다. 또한 각 음절의 발화 동영상은 발화 속

도에 따라 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예비 처리에서 

발화 시점부터 발화 종점까지의 동영상에서 시계열

에 따라 동 간격으로 10장의 영상만 획득하여 사용하

였으며, 얼굴, 입 크기 등의 개인차가 있어 실험에 

이용되는 입 영역 영상의 크기는 규격화하지 않았다.

본 실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구화학습 

모듈을 통한 발음 교정 훈련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지

만,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조음의 위치에 대해 

알려주고, 발화시 입모양은 조음의 위치를 고려하면

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입술에서 시작하게 하고, 연산

량을 줄이기 위해 발화 시점의 영상에서 검출된 입 

영역의 위치데이터를 사용하여 나머지 영상의 입 영

역을 검출하였다.

먼저 얼굴 영역과 입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사람

의 시각체계와 비교적 유사하고 밝기정보를 용이하

게 분리할 수 있는 HSV색상공간을 이용하였다. 얼

굴영역 검출은 변환된 HS컬러 좌표계상의 대역적 

피부 및 입술 색상정보(Fig. 8)와 얼굴의 형태적 정보

를 이용하였다[12].

본 논문은 얼굴의 형태적 정보와 요소의 위치정보

를 참조하여 얼굴영역을 확정하고, 얼굴이 검출되면 

같은 방법으로 입 영역을 검출하였는데 입술 움직임

을 고려하여 입술 횡축 길이의 1.4배, 종축 길이의 

2배의 크기로 입 영역을 지정하였다.

Fig. 7. Pronunciation of the same vowel.



751광류와 조음 발성 특성을 이용한 립리딩 알고리즘

광류는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는 픽셀의 

속도 벡터로 발성의 패턴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광류는 연속 프레임에서 대

응되는 픽셀 값으로 속도 벡터를 추정하기 때문에 

잡음이나 급격한 밝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광류를 구하기 위해 Lucas-

Kanade 방법을 사용하여 속도 벡터를 구하였다[21].

픽셀 단위로 계산되어지는 속도 벡터는 잡음의 영향

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실험에서는 5×5 픽셀

크기로 벡터의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출력영상에는 

10화소마다 표기되도록 하였다. 식(1)을 이용하여 횡

축 방향 벡터 와 종축 방향 벡터 의 특징값을 

계산하였다.

자음 분류의 특징값을 얻기 위해 Fig. 11과 같이 

발화 시점의 입술 영상과 발화 종점의 입술 영상으로

부터 입술 횡축 길이와 종축 길이 변화를 계산하여 

입술의 오므림 정도와 입벌림 정도를 계측하였다. 입

술 부분 이외의 잡음 제거를 위해 gray영상으로 변환

한 뒤 잡음 이웃 화소수를 카운트하여 일정 크기가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다. 식(2)와 식(3)으로 입

술의 횡축 변화량 와 종축 변화량 를 구한 뒤 

자음 분류의 특징값으로 적용하였다.

단음절 114개×1set×8명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

여 표본 카테고리와의 유사도를 평가하였다. Fig. 12,

Fig. 8. HSV Color information (Hue, Saturation).

Fig. 9. Preprocessing process.

Fig. 10. Optical flow using Lucas-Kanade (‘ I ’).
Fig. 11. A characteristic value for a consonant classi-

fication (‘pu’).



75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1권 제7호(2018. 7)

(a)는 표본 데이터 4set에 대한 기본 모음 “아”, “오”,

“우”, “에”, “이”, “으”의 표본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있고, (b)는 실험 데이터의 결과이다. 광류 특징값을 

이용한 실험 결과로 모음의 인식률은 평균 90% 이상

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각 모음에 대한 

인식률을 보여준다. 다음은 모음으로 분류된 음절 안

에서 자음 분류 특징값을 이용하여 음절의 유사도를 

평가하였다. Fig. 13, (a)는  모음 “아”와 자음 “ㅁ”,

“ㄴ”, “ㅈ”, “ㄱ”, “ㅎ를 결합한 음절의 표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은 표본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3. Vower classification results by feature value of optical flow

Vower A O U E I EU

Recognition rate(%) 91.3 87.5 100.0 100.0 81.3 87.5

Table 4. The classification of consonants by the characteristic of vocalization by articulation

Articulation Ma Na Ja Ga Ha

Recognition rate(%) 75.0 75.0 56.3 51.3 66.3

(a) (b)

Fig. 12. Vower classification results by optical flow. (a) Category based on sample data, (b) Data test results.

(a) (b)

Fig. 13. The classification of consonants by the characteristic of vocalization by articulation. (a) Category based 

on sample data, (b) Data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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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실험 데이터의 결과이다. 자음 분류의 특징값

을 이용한 결과, 조음 분류 인식률은 평균 65% 정도

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각 조음에 대한 

인식률을 보여준다. 결과를 통해, 발화 시점에서 소

리를 내는 조음의 위치가 입술, 윗 잇몸과 혀끝 등 

시각적인 판별이 용이한 곳을 사용하는 순음, 치조음

의 인식률이 높았으며, 시각적 판별이 어려운 경구개

음, 연구개음, 후음의 인식률은 평균 58%정도의 성

공률을 나타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구화학습 교육환경 제공을 목표로, 학

습자가 발화한 단음절의 영상정보에서 특징값들을 

검출하고 그 유사성을 평가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함으로써, 온라인 기반의 음성인식 

엔진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단음절을 분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학습자 영상데이터 처리 모듈을 중심으

로 단음절의 모음을 먼저 분류한 뒤, 모음 분류의 카

테고리 안에서 자음을 분류하는 2단계 분류 과정을 

거친다. 모음 분류의 특징값으로는 입 영역 안에서의 

광류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였고, 자음 분류의 특징

값으로는 조음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발화 시점의 

입술 모양과 발화 종점의 입술 모양의 기하학적 변화

를 대수적 연산으로 정량화하였다.

2단계의 특징값을 이용하여 표본 카테고리와의 

유사도를 평가한 실험 결과, 광류의 특징값을 이용한 

모음의 인식률은 평균 90%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었

고, 자음의 특징값을 이용한 조음 분류 인식률은 평

균 65%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인 시각정

보를 활용하여 자음인식률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다면, 본 연구는 직관적이고 정량화된 특징값들을 

인식 파라미터로 다루고 있어 모바일 앱이나 사물인

터넷 등 자원이 제한된 하드웨어 환경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구화교육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리라 기대

된다.

향후, 구화교육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윗입술의 

종축길이, 입술내측 면적의 변화 등 자음 분류에 대

한 시각적 정보를 확대하여 자음 분류에 대한 성능이 

향상시키고, 전처리의 간소화 및 연산량의 축소, 연

음절 인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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