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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역 음소 특징 지표를 이용한 
유성 자음 인식

(Recognition of Voiced Consonants Using Characteristic 

Indicators of the Phonemes on the Time Domain)

이 재 원
†

                                              (Jae Won Lee)

요 약 본 논문은 시간 역에서의 음소별 특징 지표를 활용하여 유성 자음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인식의 상이 되는 유성 자음은 ‘ㅁ’, ‘ㄴ’, ‘ㄹ’, ‘o’이며, 시간 역의 특징 지표들을 사용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먼  입력 샘 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블록들을 구성하고. 각각의 블

록에 해 변동성 지표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부호가 동일한 인  샘 들의 집합인 각각의 벌크에 해 

벌크 지표들을 계산한다. 인식 시스템은 이 지표들을 사용하여 입력 자질을 생성하는 다층 신경망으로 구

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인식 정확도는 포만트 주 수에 기반한 기존 시스템의 정확도를 

3.6% 개선한 89.3%이다. 시스템의 인식 속도는 어  당 1.13 msec이다.

키워드: 음성 인식, 유성 자음, 변동성 지표, 벌크 지표, 신경망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voiced consonant recognition system using characteristic 

indicators of the phonemes on the time domain. The objective voiced consonants are ‘ㅁ’, ‘ㄴ’, ‘ㄹ’, ‘o’ 

and the recognition can be performed rapidly using the time domain characteristic indicators. First, the 

input samples constitute the blocks of the similar size and the volatility indicator is calculated for each 

block. Next, the bulk indicators are calculated for each bulk which is a set of adjacent samples that 

have the same sign. The recognition system is implemented by multilayer perceptions using these 

indicators to generate input featur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can 

achieve 89.3% recognition accuracy, with improvement by 3.6% when compared with an existing 

system based on formant frequency. The recognition speed of the system is 1.13 msec per syllable.

Keywords: speech recognition, voiced consonant, volatility indicator, bulk indicator, neural network

1. 서 론

음성만으로 인간과 컴퓨터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기 

한 음성 인식 시스템의 개발을 해 수십여 년에 걸

쳐 꾸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특히 최근에는 유

비쿼터스  사물 인터넷이 두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을 활용한 고성능 음성 인식 시스템의 개발에 한 기

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구 , 애  그리고 

네이버 등 국내외 기업들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지

속 으로 수집하여 음성 인식 소 트웨어를 개발하 고, 

일부 응용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시작하 다[2]. 하지만, 

다수의 소규모 기업과 독립 인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업들과는 달리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

트웨어를 개발할 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

라서, 방 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화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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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음성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에 한 수요는 매우 

범 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음성 인식 서비스들은 서버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용량의 단어 단

 정보  단어 내에서의 음  문맥 등을 활용하기 

해 인터넷의 연결이 필요하고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요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 상의 수가 한정되어 있

고, 연속 음성 인식에 합하며, 화자 독립 인 음향  

특성을 활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는 음소 기반 

음성 인식 연구의 일환으로, 시간 역에서 나타난 국소

 형 패턴들을 빠르게 탐지하여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어 유성 자음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국어

의 유성 자음에는 ‘ㅁ’, ‘ㄴ’, ‘ㄹ’, ‘ㅇ’이 있는데, 이들 유

성 자음은 무성 자음과 달리 에 지가 크고 주기 인 

피크가 나타나는 등 음성학  특성이 모음과 매우 닮아 

있다. 따라서, 음성 인식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음소 

분리 혹은 음소 경계 검출에 있어 유성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 내는 것은 매우 요한 작업이다[3].

본 연구에서는 유성 자음을 인식하기 해, 동일한 크

기의 블록(block)을 단 로 하여 측정되는 변동성 지표

(volatility indicator)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인 한 

샘 들의 집합인 벌크(bulk)를 단 로 하여 계산되는 다

양한 벌크 지표(bulk indicator)들을 결합 으로 사용한

다. 이 게 얻은 지표들을 입력으로 하여 다층 신경망

(multilayer perception)에 의한 학습을 수행하고, 최종

인 인식을 해 학습된 신경망을 사용한다. 유성 자음

이 어 의 성에 나타나는 경우와 어 의 종성에 나타

나는 경우, 형 특성이 매우 상이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ㄹ’의 경우에는 성에 나타날 때는 매우 짧은 시

간 동안만 나타나는 반면 종성에 나타날 때는 성에 

비해 형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성 자음과 종성 자음을 따로이 구

분하지는 않으며, 성과 종성에 나타나는 유성 자음 모

두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본 연구의 목표

가 유성 자음을 다른 음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므로, 

연속 으로 나타나는 복수의 유성 자음에 하여 그 경

계를 구분하는 작업은 연구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

구와 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유성 자음 고유의 특성을 표 할 수 있는 변동성 지표

와 벌크 지표들을 소개하고, 이 지표들에 기반하여 신경

망 학습의 입력 특징 자질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식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자음의 음성 특징에 한 인식을 포함하는 기존의 주

된 연구로는 HMM(hidden markov model) 방식, TDNN 

(time-delay neural networks) 방식, DTW(dynamic 

time warping) 방식 그리고 음향학  방식을 들 수 있

다. HMM 방식은 음성의 발성 확률을 이용하는 방식으

로 통계 인 방식이며 언어학정 정보를 활용한다. 방

한 양의 음성 데이터에 한 사  학습을 통해 음소별 

통계 모델을 생성하고, 입력 패턴이 들어오면 학습한 모

델에서 이 패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여 해당 패턴에 

가장 가까운 음소를 찾아낸다. 음성 인식을 한 패턴 

인식의 방법으로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량의 학습용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고 입력 데이터

와 모델 간의 매칭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간 효율성이 

높지 않다[4,5]. TDNN 방식은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며 

시간의 추이에 따른 음성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음성 인식에서 리 사용된다. 화자 종속 

음운 인식에 효과 이지만, 화자 독립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6]. 한, 그 구조가 복잡하여 학습에 매

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모음에 한 인식률이 높지 

않다[7]. DTW 방식은 기 이 되는 패턴과 테스트 패턴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거리가 가장 가까운 패턴을 선택

하는 패턴 매칭 방법으로, 화자 종속 고립어 인식 시스

템에 주로 사용되며 인식률이 높은 편이지만, 단어의 개

수가 증가하면 계산량이 속히 늘어나는 단 이 있다

[8]. 음향학  방식으로는 선형 측 계수(linear pre-

dictive coefficient)와 멜 주 수 스트럼(mel fre-

quency cepstral coefficient), 포만트 주 수(formant 

frequency) 등이 있다[9]. 선형 측 계수는 이  신호

들의 조합으로 재의 신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과거의 일정 범 의 샘  값들에 계수를 

곱하고 이를 합한 값으로 재의 샘  값을 측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출발한다. 자기 상  계수를 구하는 과

정에서의 계산량이 많은 편이며 잡음에 상 으로 취

약하다. 멜 주 수 스트럼은 인간의 귀가 주 수의 변

화에 반응하게 되는 양상이 로그 스 일과 비슷한 멜 

스 일을 따른다는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선형 측 계

수에 비해 잡음에 해 강인한 편이지만, 로그 스펙트럼

의 푸리에 변환 과정 등에 계산량이 많이 소요된다

[10,11]. 최근에는 음소 인식에 딥러닝(deep learning)을 

도입하여 인식의 정확도를 히 개선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으나, 본 논문에서 요하게 다루고 있는 계산 

효율의 개선에 을 두고 있지는 않다[12].

에 기술한 기존의 음성 인식 방식들은 부분 음성 

신호를 주 수 역(frequency domain)으로 변환하여 

음소별 특징 계수들을 계산하여 사용하 으므로 계산량

이 많이 필요하며, 음성 인식의 속도에 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어 음소의 음성 인식에 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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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연 ’에 한 블록별 변동성

Fig. 1 Volatilities of the blocks of ‘guk min yeon geum’

의 연구에서는 주 수 역 신 시간 역(time 

domain)에서의 시 스 패턴을 탐지하여 음소의 인식에 

활용함으로써, 계산 효율을 높이면서도 실용 인 수 의 

인식의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인바 있다[13,14]. 

연구[15] 한 시간 역 시 스 패턴을 사용하 으며, 

패턴의 인식을 해 추가로 다층 신경망 학습을 도입하

다. 이들 연구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시간 역 지

표들에 한 신경망 학습을 통해 한국어 유성 자음군에 

한 인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변동성  벌크 지표에 기반한 유성 자음 인식

이 에서는 블록 단 로 계산되는 변동성 지표와 동

일 부호의 인  샘 들로 구성되는 각 벌크의 형  

특성을 표 하는 벌크 지표들을 정의한다. 한 이들 지

표에 기반하여 한국어 유성 자음을 인식하기 한 신경

망 학습의 입력 자질들을 구성한다.

3.1 변동성 지표

블록은 체 음성 입력을 동일한 크기로 분할하는 단

이며, 본 연구에서 하나의 블록은 입력 샘  300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블록에 하여 변동성 지표를 계산하

는데, i번 블록에 한 변동성 Voli 는 i번 블록의 시작 

치(block start)에 해당하는 첫번째 샘 의 인덱스

(BSi)에서 i+1번 블록의 첫번째 샘 의 인덱스(BSi+1) 

이 까지, 300개 샘 들의 변화량을 합한 것으로 공식 

(1)로 표 할 수 있다.

  
  

  

  (1)

단, 마지막 블록의 경우에는 이 체 입력의 마

지막 샘 일 때까지만 합을 구한다. BV(baseline vola-

tility)는 무음 구간의 변동성에 한 추정치이며, 본 논문

의 그림  실험에서는 BV 값으로 15,000을 사용한다.

그림 1은 공식 (1)을 사용해 측정한 ‘국민연 ’의 변

동성 지표의 블록별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국’의 종성 

‘ㄱ’은 ‘민’의 성이 ‘ㅁ’이기 때문에 경음화 상이 발생

하여 종성 ‘ㅇ’으로 발음된다. 그림에서 ‘k’로 표시한 부

분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치에 표시한 ‘m’은 ‘민’의 

성 ‘ㅁ’이고, 다음 ‘n’은 ‘민’의 종성 ‘ㄴ’, 그리고 다음 

‘n’과 ‘m’은 각기 ‘연’의 종성 ‘ㄴ’과 ‘ ’의 종성 ‘ㅁ’에 해

당한다. 이 치들의 변동성 지표 값은 10,000～20,000

의 범 에 속한다. 변동성의 에서만 보면, 유성 자

음의 변동성은 모음의 변동성보다 매우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 지표의 인 수치만으로 

유성 자음 여부를 단하는 것은 오인식의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화자의 발음 강도에 따라 반 인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유성 자음 구간의 변동성도 함께 높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블록이 유성 자음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단하기 해서는 변동성 지표의 

 수치와 함께 주변 블록들과의 상 인 계도 고

려하여야 한다.

표 1은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해, 블록 i의 변

동성 지표의 값을 구간에 따라 6비트의 이산 표 으로 변

표 1 Voli 의 인코딩

Table 1 Encoding for Voli

Voli Encoding

[0～10,000) 000001

[10,000～20,000) 000010

[20,000～30,000) 000100

[30,000～50,000) 001000

[50,000～80,000) 010000

[8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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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것이다. 발성 강도에 따라 유성 자음의 변동성이 커

지더라도 5만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블록 i의 변동성의 상 인 크기를 표 하기 해 큰 

변동성 비율(bigger volatility rate) BVRj와 작은 변동

성 비율(smaller volatility rate) SVRj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if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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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n은 블록의 총 개수이다. 변동성의 상 인 크기

를 표 하기 한 신경망의 입력 자질로는 아래의 벡터

를 사용한다. 여기서, 비교 상이 되는 블록의 인덱스

는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하여 거리가 멀수록 간격이 넓

어지도록 한 것이다.

          

       

       

        

        

      

      

          (4)

3.2 벌크 지표

벌크란 동일 부호를 가지는 인 한 정수들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인  정수의 부호가 바뀔 때마다 벌크의 

경계가 형성된다. 유성 자음과 모음에서는 무성 자음에 

비해 규칙 이고 주기 인 형 패턴이 나타나므로, 벌

크 패턴에 한 분석이 음소 별에 매우 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각 벌크에 해 계산되는 벌크 지표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수치로 표 하기 한 것이다. 원본 입

력 형으로부터 벌크 지표들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연구[15]에 제시되어 있다. 모음 ‘ㅜ’의 형을 보이고 

있는 그림 2에는 모두 6개의 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크기(bulk_size)가 무 작아서 

벌크로 간주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유성 자음 인식에 

사용되는 벌크 지표는 다음과 같다.

- bulk_sign: 양수로 구성된 벌크인지 음수로 구성된 벌크

인지를 구별한다. 그림 2의 첫 번째 벌크는 bulk_sign이 

-1이고, 두 번째 벌크의 bulk_sign은 +1이다.

- bulk_width: 벌크의 비를 의미하며, 하나의 벌크에 포

함된 샘 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림 1의 W로 표시한 것

이 bulk_width의 이다.

- bulk_height: 벌크의 높이를 의미하며, 벌크에 포함된 샘

 정수  값이 가장 큰 정수의 값이다. 그림 

1의 H로 표시한 것이 bulk_height의 이다.

- bulk_ratio: bulk_height를 bulk_width로 나  값으로, 

벌크의 뾰족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2 모음 ‘ㅜ’의 형 사례

Fig. 2 Waveform example of vowel 'ㅜ'

표 2는 그림 2의 형이 포함되어 있는 모음 ‘ㅜ’ 구

간에 나타난 벌크 지표들  일부를 보이고 있다. S, 

W, H, R은 각기 bulk_sign, bulk_width, bulk_height, 

bulk_ratio이다. 모음 ‘ㅜ’는 다른 모음에 비해 에 지가 

작아 bulk_height의 값이 작은 편이며, 그 결과로 bulk_ 

raitio도 작은 편이다. 이 에서는 bulk_ratio가 100 

후에 분포하고 있지만, 다른 모음의 경우에는 1,000에 

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모음의 경우 bulk_ 

width는 30～70 사이인 빈도가 매우 높지만, 모음 ‘ㅗ’

나 ‘ㅣ’ 등에서는 100을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림 3은 유성 자음의 표 인 형으로 성 ‘ㅁ’의 

형이며 표 3은 이 형이 포함된 구간에서 추출한 벌

크 지표의 사례이다. 이 에서는 bulk_width가 매우 

큰 벌크들이 지속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성 ‘ㄹ’의

표 2 모음 ‘ㅜ’의 벌크 지표 사례

Table 2 Example of bulk indicators of vowel 'ㅜ'

S W H R

+1 64 6399 100.0

-1 50 6706 134.1

+1 41 5250 128.0

-1 27 5250 65.1

+1 60 5435 90.6

-1 54 7712 142.8

+1 38 4528 119.2

-1 35 2266 64.7

+1 55 5692 103.5

-1 56 748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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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음 ‘ㅁ’의 형 사례

Fig. 3 Waveform example of consonant 'ㅁ'

표 3 자음 ‘ㅁ’의 벌크 지표 사례

Table 3 Example of bulk indicators of consonant 'ㅁ'

S W H R

+1 118 3091 26.2

-1 71 3813 53.7

+1 112 2280 20.4

-1 76 3596 47.3

+1 116 2590 22.3

-1 71 3597 50.7

+1 114 2175 19.1

-1 74 3220 43.5

+1 116 2582 22.3

-1 67 3510 52.4

+1 123 1784 14.5

-1 68 3118 45.9

그림 4 자음 ‘ㄹ’의 형 사례

Fig. 4 Waveform example of consonant 'ㄹ'

형에 해당하는 그림 4에서는 bulk_width가 큰 벌크들

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개수가 많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유성 자음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인 한 네 개 벌크의 조합을 하나의 패턴으로 간주하며 

각각의 벌크를 a, b, c, d로 지칭하기로 한다. 알고리즘 

1은 bulk_width가 큰 벌크 a～d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다. block_count는 블럭의 개수이고, start_i[i]는 블록 i

의 범 에 bulk_start가 치하는 첫번째 벌크의 인덱스

이고, end_i[i]는 마지막 벌크의 인덱스이다. 각 벌크의 

최소 비는 50이며, a와 b의 비 합과 c와 d의 비 

합이 130을 과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a～d가 탐

지되면, 벌크 a의 인덱스를 패턴의 시작 치로 기록한

다. 블록의 크기가 300이므로 a～d 패턴이 두 번 나타

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비의 총합이 더 큰 치가 

패턴의 치로 지정된다.

알고리즘 1. bulk_width가 큰 벌크 a～d의 탐지 알고리즘

//block_count: number of blocks

//start_idx: index of the first bulk of block i

//end_idx: index of the last bulk of block i

//voiced_idx: index of the bulk a of a~d

for (i=1; i<block_count; i++)

 voiced_idx=-1, length_sum=0

 for (j=start_idx[i];j<end_idx[i]-2;j++)

  if (bulk_sign[j]>0 && bulk_sign[j+1]<0 &&

   bulk_sign[j+2]>0 && bulk_sign[j+3]<0 &&

   bulk_width[j]>50 &&

   bulk_width[j+1]>50 &&

   bulk_width[j+2]>50 &&

   bulk_width[j+3]>50 &&

   bulk_width[j]+bulk_width[j+1]>130 &&

   bulk_width[j+2]+bulk_width[j+3]>130) {

   if (bulk_width[j]+bulk_width[j+1]+

    bulk_width[j+2]+bulk_width[j+3]>

    length_sum) {

    length_sum=

    bulk_width[j]+bulk_width[j+1]+

    bulk_width[j+2]+bulk_width[j+3];

    voiced_idx[i]=j;

   }

  }

 }

}

voiced_idx[i]가 -1인 경우는  알고리즘의 조건에 

부합하는 형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블

록은 유성 자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voiced_idx[i]

가 양의 정수인 경우, 벌크의 인덱스가 voiced_idx[i], 

voiced_idx[i]+1, voiced_idx[i]+2, voiced_idx[i]+3인 벌

크들이 각기 a, b, c, d 벌크가 된다. 표 4는 a～d의 각 

벌크의 bulk_width에 해당하는 4개의 수치에 한 5비

트의 이산 표 이며, 표 5는 a, b 벌크의 비 합과 c, 

d 벌크의 비 합에 해당하는 2개의 수치에 한 5비트

의 이산 표 이다.



시간 역 음소 특징 지표를 이용한 유성 자음 인식  559

표 4 bulk_width의 인코딩

Table 4 Encoding for bulk_width

bulk_width Encoding

[50～70) 00001

[70～90) 00010

[90～110) 00100

[110～130) 01000

[130～) 10000

표 5 bulk_width 합의 인코딩

Table 5 Encoding for the sum of bulk_widths

sum Encoding

[130～150) 00001

[150～170) 00010

[170～190) 00100

[190～210) 01000

[210～) 10000

앞서의 표 2와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ulk_ratio

는 모음 구간과 유성 자음 구간을 구분하는데 있어 매

우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이다. 표 6은 a～d의 각 

벌크의 bulk_ratio, a와 c의 bulk_ratio의 평균, b와 d의 

bulk_ratio의 평균에 해당하는 6개의 수치에 한 7비트

의 이산 표 이다.

표 6 bulk_ratio  bulk_ratio 평균의 인코딩

Table 6 Encoding for bulk_ratio and average of bulk_ratios

bulk_width Encoding

[0～10) 0000001

[10～30) 0000010

[30～60) 0000100

[60～90) 0001000

[90～120) 0010000

[120～150) 0100000

[150～) 1000000

그림 5 모음 ‘ㅡ’의 형 사례

Fig. 5 Waveform example of vowel 'ㅡ'

bulk_width와 bulk_ratio 이외에도 유성 자음과 기타 

음소를 구분할 수 있는 형  특성들이 있다. 로써 

그림 5는 모음 ‘ㅡ’의 형으로, 샘  값의 증가와 감소

가 뒤바 는 환 의 개수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 2는 벌크에 나타난 환 의 개수 highlowi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2. 벌크 i의 highlowi  계산

// start: index of the first sample of the bulk i

// end: index of the last sample of the bulk i

highlow[i]=0; int j;

for (j=start; j<end-1; j++) {

 if ((S[j+1]-S[j])*(S[j+2]-S[j+1])<0)

  highlow[i]++;

}

 다른 로 그림 6은 성 자음 ‘ㅎ’의 형인데, 움

푹 인 오목 형태의 형을 포함하고 있다. 알고리즘 3

은 이러한 형을 표 하기 한 concavei를 구하는 알

고리즘으로, 벌크의 심 치를 기 으로 하여 형 변

화의 주된 방향과 반 되는 방향으로 샘  값이 변화한 

경우의 수를 센다.

그림 6 자음 ‘ㅎ’의 형 사례

Fig. 6 Waveform example of consonant 'ㅎ'

알고리즘 3. 벌크 i의 concavei  계산

// start: index of the first sample of the bulk i

// end: index of the last sample of the bulk i

concave[i]=0; int j;

int mid=(start+end)/2;

for (j=start; j<mid; j++) {

 if (bulk_sign[i]*(S[j+1]-S[j])<0)

  concave[i]++;

}

for (j=mid; j<end; j++) {

 if (bulk_sign[i]*(S[j+1]-S[j])>0)

  concav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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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테스트 데이터의 단어 사례

Table 9 Word samples of the test data

seong dang gang nam dae ro ko mo ri nong jang

gwang ju u ri jeung kweon kuk min yeon geum

jjim jil bang sam seong jeon ja ja yeon eon eo

gong dan sun dai ma eul gong neung si ne ma

mi sa ri seo ul len deu yang san e neo ji

벌크 a～d의 highlow의 합과 concave의 합을 표 7의 

범 에 따라 각기 6개의 비트로 인코딩하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표 7 highlow 합과 concave 합의 인코딩

Table 7 Encoding for the sum of highlows and sum of 

concaves

sum Encoding

[0～10) 000001

[10～20) 000010

[20～40) 000100

[40～70) 001000

[70～100) 010000

[100～) 100000

4. 실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층 신경망 기반 유성 자음 인

식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데이터의 구축을 해 남성 3인과 여성 7인의 발

화자가 실험에 참여하 으며, 모든 데이터는 16kHz, 

16bit, 모노(mono)로 일반 잡음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웨이 (wave) 형식으로 녹음하 다. 유성 자

음의 빈도가 높은 585개의 단어 단  음성 데이터를 수

집하 다. 각 단어는 2～7개의 어 로 구성되었으며, 

체 어  수는 2,281개이고 체 음소의 수는 5,712개이

다. 585개의 단어  190 단어의 741 어 에 나타난 

1,852개의 음소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단

어들은 신경망의 학습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 으며, 

세부 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9는 실험 데이터에 포

함된 단어들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강남 로’, ‘고모리

농장’, ‘우리증권’, ‘국민연 ’, ‘삼성 자’, ‘순 마을’과 같

이 유성 자음이 없는 어 의 개수가 많지 않은 단어들

로 구성하 다.

표 8 실험 데이터의 구성

Table 8 Experimental data configuration

training validation test

voiced 1,108 356 703

others 1,812 584 1,149

total 2,920 940 1,852

신경망 학습은 3 에서 제시한 자질들을 입력으로 하

여 출력층 노드의 수는 2개, 은닉층 노드의 수는 70개로 

하 으며, 학습률(learning rate)은 0.05로 하 다. 은닉

층과 출력층 모두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

용하 고, 오류역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을 진행하

다. 각각의 음소에 속하는 모든 블럭에 해 유성 자음 

음소인 경우에는 첫 번째 출력 노드의 목표 값을 1로하

고 두 번째 출력 노드의 목표 값을 0으로 하 고, 그 밖

의 음소인 경우에는 반 로 하 다. 학습의 종료를 해

서는 조기 종료(early stopping) 기법을 사용하 고 57 

epoch에서 학습을 단하 다. 테스트 데이터에 한 

최종 인 인식 단계에서는, 각 블록에 한 신경망의 출

력을 구하고, 첫 번째 출력 노드의 출력 값이 두 번째 

출력 노드의 출력 값보다 크면 해당 블록을 유성 자음 

블록으로 정한다. 인 한 3개의 블록  2개 이상의 

블록이 유성 자음 블록으로 정되면 유성 자음을 인식

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10은 유성 자음에 한 최종 인 실험 결과이다. 

703개의 유성 자음  바르게 인식된 경우는 625개 

88.9%로 오거부율(FRR, false reject rate)은 11.1%

다. 유성 자음이 아닌 음소 1,149개  121개를 유성 자

음으로 인식하여 오인식율(FAR, false accept ratio)은 

10.5% 다. 결국, 총 1,852개의 음소  1,653개의 음소

를 바르게 인식하여 정확도는 89.3% 다. 최근까지 음

소 기반 음성 인식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주

수 기반 지표인 포만트 주 수(formant frequency)[16]

에 기반하여 구축한 유성 자음 인식 시스템(FF)과 비교

할 때, 오거부율을 약 4%, 오인식률은 약 3% 개선한 

결과이다. 한, 제안하는 방식의 실행 속도는 어  당 

1.13 msec으로 FF의 5.42 msec에 비해 매우 빠르다.

표 10 유성 자음 인식 실험 결과

Table 10 Experimental results of voiced consonant recognition

count
FF proposed

voiced others voiced others

voiced 703
596 107 625 78

84.8% 15.2% 88.9% 11.1%

others 1,149
157 992 121 1,028

13.7% 86.3% 10.5%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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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음소별 오거부 개수

Table 11 Number of false rejections per phonemes

r1 r2 n1 n2 m1 m2 ng

13 18 9 6 11 7 14

표 11은 유성 자음의 음소별 오거부(false rejection)

의 개수를 보이고 있다. ‘r’, ‘n’, ‘m’, ‘ng’는 각기 ‘ㄹ’, 

‘ㄴ’, ‘ㅁ’, ‘ㅇ’을 의미하는데, ‘1’은 성을 ‘2’는 종성을 

의미한다. 성 ‘ㅇ’은 없으므로, ‘ng’는 모두 종성이다. 

다른 음소에 비해 ‘ㄹ’의 오거부가 많았으며, 특히 종성 

‘ㄹ’에 한 오거부가 많았다. 이는 기본 으로 ‘ㄹ’의 

형 길이가 짧고, a 벌크와 b벌크의 형  특성이 많이 

다른, 형 내 불규칙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ㄴ’과 

‘ㅁ’의 경우에도 성은 종성보다 형의 길이가 짧아서 

오류의 개수가 상 으로 많으며, ‘o’은 종성임에도 불

구하고 오류의 개수가 많은 편이다. ‘ㅇ’의 형도 ‘ㄹ’과 

같이 형 내 불규칙성이 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오인식(false accept)은 다양한 모음에 

하여 고르게 발생하 으나, 모음 ‘ㅏ’, ‘ㅓ’, ‘ㅐ’에 한 

오인식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역에서의 블록별 변동성 지표

와 벌크별 지표들을 다층 신경망으로 학습하여 한국어 

유성 자음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시스템을 

구 하 다. 인식 시스템의 처리 시간은 어  당 1.13 

msec으로 기존의 통계 기반 방식이나 음향학  방식에 

비해 히 계산 효율을 개선하 고, 상당한 수 의 인

식 성공률을 달성하 다. 오인식은 거의 모두 모음 구간

에서 발생하 으며, 특히 발성 강도가 낮은 경우에 빈번

하 다. 이는 본 연구의 인식 기법이 bulk_ratio의 분포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모음 구간 고유의 특성을 잘 

표 할 수 있는 추가 인 형 특성을 분석하여 입력 

자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거부가 많이 발생한 ‘ㄹ’

와 ‘ㅇ’에 해서도 더욱 미시 인 형 분석  추가

인 입력 자질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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