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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에서는 잡음에 강한 음성인식기 구 을 목 으로 음성

과 입술 상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기존의 EI(earlyintegration)

과 LI(lateintegration)에서 각각의 장 을 살려 새로운 구조의

음향· 상 음성인식기를 제안한다.사용되는 음향특징은 39차

MFCC(melfrequencycepstralcoefficient)를 사용한다. 상특징

은 FLE(facelandmarkestimation)을 사용하여 입술의 치를 추

정해 입술 상을 획득하여 추출의 처리 과정을 거친다.이후

상은 블록 이산 코사인 변환 (blockdiscretecosinetransform)

과 주성분 분석 (principalcomponentanalysis)을 이용해 특징벡터

를 생성한다.음향· 상모델은 깊은 신경망 (deepneuralnetwork)

을 사용하여 인식을 수행한다.음향· 상모델의 훈련을 한 시간

별 음소의 배치 정보는 훈련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해 구해

진다.음향모델은 트라이폰 (triphone)단 로 인식되며, 상은 음

소를 입술인식에 맞도록 그룹화한 viseme단 로 인식된다.415×3

개의 트라이폰 상태 (state)가 사용되고,viseme은 14개의 그룹으

로 구성된다.통합단에서 두 부분의 확률은 가 치의 합으로 통합

된다. 통합된 확률은 트라이폰 상태의 방사확률 (emission

probability)을 의미하며 그 값을 비터비 (Viterbi)탐색에 이용한다.

실험의 기 치 (baseline)는 무소음 환경에서 훈련한 경우에서 음

성만 사용한 경우로 지정했다.최종 으로 잡음 환경에서 훈련한

경우에 상을 함께 인식한 경우가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 고,

기 치 비 34.92%의 인식률 향상을 할 수 있었다.

주요어 :음성특성,입술 상,잡음,음성인식기

학 번 :2013-2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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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음성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정보 달의 매개체이다.근래에 이루어

지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과 컴퓨 기술의 발 을 통해 음성은 기

존의 기계 조작이 주를 이루었던 HMI(humanmachineinterface)를

체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하지만 기술 환경의 비약 인 발

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식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반의 HMI를 효과 으로 구축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LVCSR(largevocabularycontinuousspeechrecognition)을 사용하여야

하는데,LVCSR은 고립 단어 인식보다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 한,

많은 연산을 감안하고,LVCSR기반의 음성인식기를 사용하더라도,소음

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충분한 인식률을 갖기는 어렵다.따라서 용

량 연속어 음성인식기이 HMI로 자리잡기 해서는 연산을 효과 으로

수행하면서 소음에 강건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음성은 발성기 의 변화에 의해서 생성된다.음성은 발성부의 변화에

의해 직 으로 생성되어 발성부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만 입술 상

은 발성부의 일부분에 해당되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외

부환경은 다양한 잡음이 존재하고 음성은 외부 잡음에 의해 쉽게 손상된

다.결과 으로 잡음상황에서 음성인식률이 매우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잡음제거 기술이 도입되고 더욱 향상된 음성 특징

추출방법이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도 음성인식은 잡음에 매우 취약하고

잡음환경에서 음성인식률은 매우 떨어진다.그러나 잡음환경에서도 입술

상이 손상이 되지 않는 특징을 살려 재 까지 진행된 잡음제거 연구

와 함께 입술 상을 함께 활용하면 잡음환경에서 보다 향상된 음성인식

률을 기 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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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연구 연구 내용

음향과 상을 이용하는 음성인식기는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다.음

향특징과 상특징을 묶어 하나의 통합된 특징벡터로 생성하여 인식하는

EI(earlyintegration)방법과 음향특징과 상특징이 서로 독립 인 인

식부분을 통해서 인식이 완료된 후에 통합하는 LI(lateintegration)방법

이 존재한다.

EI방법은 상특징과 음향특징이 다른 표본화 주 수를 갖고 있기 때

문에 보간법 (interpolation)을 사용해 통합된 특징벡터를 사용한다. 표

으로 은닉 마르코 모델 (hiddenmarkovmodel,HMM)을 이용해 입

술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구해서 상특징을 뽑는 경우 [1],이산 코사인

변환을 이용한 상특징 [2],옵티컬 로우 (opticalflow)를 이용한 상

특징을 사용하여 음향과 통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3].EI방식은 특

징이 통합되어 함께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1개의 은닉 마르코 모델

을 사용하여 인식이 진행된다. 한 사 에 동기화를 마쳤기 때문에 단

어인식이 진행된 후 언어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EI방식은

LVCSR에 합한 특징이 있다.하지만 EI방법은 인식에 앞서 상특징

과 음향특징의 동기화를 맞추기 해서 보간법을 사용하는 처리 과정

에 의해서 연산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단 이 있다.

LI방법은 EI방법에 비해 보다 직 인 방법이다.추출된 음향특징

과 상특징을 각각 독립 인 인식부분을 사용하여 인식을 진행한다.음

향과 상은 서로 다른 인식단 를 가지고 있다.LI방법은 이러한 특성

을 그 로 사용해 처리 과정 없이 각각의 방사확률이 구해지고 이에

응되는 은닉 마르코 모델을 통해 인식을 진행한다.이후 모든 음향

과 상특징이 계산된 최종 인식과정에서 연산 결과를 통합 한다.통합

방법에는 깊은 신경망을 이용해 통합하는 방법도 존재 한다 [4].하지만

LI방법은 인식단 가 달라 연산의 간에서 결과를 통합하여 은닉 마르

코 모델을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량 연속어 음성인식 보다는 단

어인식에 합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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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음성은 트라이폰 상태로 인식이 진행되며 상의 인식단

는 음소를 상인식이 맞도록 그룹화 한 viseme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제안된 음향· 상 음성인식기는 공유된 은닉마르코 모델을 사용했으

며,특징벡터의 동기화를 맞추기 해서 상특징을 보간법을 사용해 음

향과 상의 동기화를 맞춰 복잡도가 증가하는 EI방식과는 다르게 별도

의 보간법 없이 인식이 진행돼 복잡도가 낮아지면서 연속어 음성인식에

합한 새로운 구조의 음향· 상 음성인식기를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음향· 상 모델의 구조 특성을 설명한다.1

에서 음향과 상 특징벡터의 추출방법에 해서 설명하고 2 에서는

깊은신경망의 특성과 훈련을 설명하여 깊은 신경망의 이해를 돕도록 구

성하 다. 3 에서는 과거 음성인식기에서 이용했던 GMM-HMM

(gussian mixture model-hidden markov model)구조와 DNN-HMM

(deepneuralnetwork-hiddenmarkovmodel)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되는 은닉 마르코 모델과 언어모델에 해서 설명한다. 한

GMM-HMM 구조에 비해 좋은 특성을 보이는 DNN-HMM구조에서

GMM방사확률이 DNN으로 체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 된 음향· 상 음성인식기에 해서 설명한

다.1 에서는 EI와 LI의 장 을 살린 구조를 설명하고,2 에서는 깊은

신경망으로 구성된 음향모델과 상모델의 훈련방법에 해 설명한다.3

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인식단 로 인식된 음향모델의 결

과와 상모델이 가 치의 합으로 통합되어 은닉마르코 모델에 사용되

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보여 다.1 에서는 본 논문에서 수행된 실험

환경과 트 이닝 환경에 한 설명을 하고 2 에서는 잡음에 따른 인식

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3 에서는 EI에서 상차원이 15와 2를 실험결과

와 음성으로만 인식한 결과와 제안된 구조에서 음향과 상을 함께 사용

한 결과로 나눠 결과를 보여 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체 인 실험결과에 한 정리와 향후 진행 방

향에 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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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음향· 상 모델의 구조 특성

음향과 상을 이용한 음성인식기는 음향과 상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단어 혹은 단어열을 선택하는 연산을 수

행 하여 인식결과를 나타낸다.식(1)은 음향· 상 음성인식기에서 수행되

는 연산을 수학 으로 나타낸다.식(1)에서 는 단어 혹은 단어열을 나

타내며 A는 음향신호 V는 상신호를 나타낸다.

 argP(
 )=argP( 

)P() (1)

식(1)의 오른쪽 결과는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식으로 바꾸어 표 한 결과이다.식(1)에서 P는 단어 간의 확률 인

모델을 표 하는 언어모델을 나타낸다.P 는 단어열이 주어진 상

태에서 음향과 상이 함께 들어왔을 때의 확률을 의미하며 이는 음성인

식기에서 음향모델에 응되는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장시켜 음

향· 상 모델로 이용한다.

P( )=P(   ) (2)

는 발음사 에 의해 음소열로 바꾸어 표 할 수 있다.발음사 의 구

성과 동일하게 음소열로 확률을 바꿔 쓰면 식(2)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하지만 실제 음성인식에서 단어 인식을 해서 수행되는 연

산의 기본단 는 음소를 더 작은 단 로 나 상태 (state)이다.음소의

상태단 로 방사확률이 구해지고 이를 이용해 은닉 마르코 모델로 최

의 상태열을 찾아 단어를 인식한다. 체 인 인식과정은 P 을

통해서 단어가 인식되고 인식결과는 언어모델과 함께 인식되어 연속어

음성인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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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음향특징과 상특징 추출

음성신호는 크게 3가지의 발음기 을 통해서 생성된다.발음기 은

음성 기능 측면에서 발동부,발성부,발음부로 나 수 있다.발동부는

공기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기 으로 폐가 추 인 역할을 담당한다.

발동부와 발성부를 통해서 나온 음성은 아직 언어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 부분이다.최종 으로 발음부를 통해서 언어 의미가 생성

된다.발음부는 입안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입안은 비강과

구강으로 이루어졌다.하지만 비강은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발음을

생성하기 보다는 공명기의 역할만 하는 단순한 음성기 이다.따라서 비

강보다는 구강에서 부분의 발음부의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입천장과

와 입술과 같이 변화가 매우 빠른 부분에서 부분의 언어 음성이 분

화된다.이와 같이 발음에 요한 역할을 하는 발음부를 성도라 부른다.

음성은 이러한 성도의 변화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성도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입술은 일부의 성도 정보만 가지고 있어 발음상 다른 음성에

서도 동일한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를 들어 알 펫 s와 z의

경우는 실제 입모양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러한 이유는 실제

발성과 계된 성도의 변화가 부분 구강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입

술이 나타내는 정보는 음성이 나타내는 정보를 모두 표 할 수 없다.따

라서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음성은 일반 으로 16kHz 는

32kHz와 같이 비교 높은 주 수로 표본화가 실시된다. 한 음성의

처리는 인간의 청각신경을 모방한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를 특징벡터로 사용하여 음성인식에 사용된다.일반 으로

상은 25Hz의 낮은 주 수로 표본화 되며 입술은 그 변화 양상이 느리고

은 정보를 갖고 있어 25Hz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그래서 입

술은 인간이 입술을 시각 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상처리를 통

해서 음성 인식을 수행한다.입술특징은 BDCT-PCA (block discrete

cosinetransform-principalcomponentanalysis)방법으로 특징을 추출해

음성인식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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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향 특징 추출

음성신호에서 음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성도의 변화는 20ms정도의

짧은 간격동안 발생된다.따라서 음성신호는 충분히 짧은 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우를 워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도우의 길이가 짧

은 경우 시간의 해상도가 증가하며 도우가 넓을 경우는 주 수 역의

해상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이러한 특성을 보상하고자 해 도우

(Hammingwindow)를 사용하고 음성을 첩하여 표본화를 한다.

Preemphasis
Hamming
Window

|FFT| Mel-scale
Filter bank

DCTLog

[그림 2-1]MFCC특징벡터 추출 과정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청각신경을 모방한 MFCC특징벡터를 사용하

다.[그림 2-1]은 특징벡터의 추출과정을 나타내고 있다.총 6단계에 걸

쳐서 과정이 수행된다.1단계는 사 강조기 (preemphasis)를 수행한다.

사 강조기는 음성신호의 잡음을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다.2단계는 표본

화된 음성신호에 도윙을 실시한다.일반 으로 도우의 크기는 25ms

를 사용하고 이동시간은 10ms를 사용한다. 도우는 첩되어 이동되어

표본화된 음성신호를 취하게 된다. 3단계는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한다.이 과정에서 FFT를 수행한 후 값을 구한

다.4단계에서는 멜 스 일 필터뱅크 (melscalefilterbank)를 통과시킨

다.멜 스 일 필터뱅크는 인간의 청각신경을 모방한 필터뱅크 이다.인

간의 청각신경은 주 역에서 해상도가 높지만 고주 역에서는

해상도가 낮은 특징이 있다.이러한 특징을 살린 멜 스 일 필터뱅크는

주 역에서 조 하며 고주 로 갈수록 느슨한 특성이 있다.5단계

는 필터뱅크를 통과한 값에 로그 (log)를 취한다.마지막으로 이산 코사

인 변환을 수행하여 MFCC특징벡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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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특징 추출

음성이 발성될 때 얼굴 체에서 변화가 있다.하지만 상특징을 획

득할 때 입술 이외의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상특징이 추출된다.따라

서 입술 특징을 추출하기 해서는 먼 입술인식을 한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본 논문에서는 입술 인식을 해서 FLE (facelandmark

estimation)을 사용한다.FLE는 얼굴의 각 부분을 [그림 2-2]와 같이 몇

개의 으로 표 하는 알고리즘이다.[그림 2-2]은 FLE이 용되는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가)와 같이 얼굴 체가 나오는 상의 비

가 선행 되어야 한다.그림 (나)와 같이 독립 인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인식이 진행된다.본 논문에서는 MATLAB의 얼굴인식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FLE은 얼굴부분만을 통해서 훈련이 진행되었기 때

문에 얼굴인식이 완료된 후에 FLE를 수행한다.그림 (다)같이 얼굴의

각 부분의 지 을 추정한다.입술부분은 입술의 비와 높이를 총 6개의

으로 표 한다. 비에 2개의 과 높이에 4개의 을 사용했다.4개의

은 입술 안쪽과 바깥쪽을 인식한다.추정된 입술의 치를 바탕으로

비의 2개 과 입술의 바깥쪽 을 이용해 사각형의 모양의 ROI

(regionofinterest)를 선정해 입술부분의 상을 추출한다.

(가) (나) (다)

[그림 2-2]FLE 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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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FLE수행을 한 알고리즘

FLE는 CPR (cascadedposeregression)알고리즘을 사용한다.[그림

2-3]은 CPR이 훈련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처음에 치를 기

화 하고 상과 기 치가 입력으로 연산이 수행되어 Shape-indexed

특징을 계산한다.Shape-indexed특징이 계산된 후에 회귀함수를 사용

해서 재의 치와 목표 치와의 오차를 구한다.이러한 방식은 오차

를 이는 방향으로 반복 으로 진행되며 그 때마다 회귀함수와 특징이

갱신된다. 본 논문에서는 칼텍의 RCPR (robust cascaded pose

regression)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입술 상 추출에 이용 한다 [5].기존

의 CPR은 가려진 상에 한 치 추정이 잘 되지 않았지만 치 정

보 외에 추가 인 정보를 삽입하여 훈련한 결과 RCPR은 가려진 얼굴부

분의 검출에 강한 특징이 있다.

ROI
Image 
resize

Normalization
Image 

transform
Dimension
reduction

[그림 2-4] 상 특징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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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인식에 필요한 특징벡터를 구하기 해서 [그림 2-4]와 같이 총 3

가지의 변환이 연속 으로 실행된다 [6].FLE에 의해서 구해진 입술 상

은 32×16으로 크기가 재조정 된다.재조정된 이미지는 상 변환 부분에

입력된다. 상 변환 단계에서 8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상은 8×8의 크

기를 가지게 된다.각각의 상은 독립 으로 8×8이산 코사인 변환을

수행한다.이산 코사인 변환이 완료된 후에는 이 부분에서는 주성분 분

석에 의해서 차원감소를 실시한다.최종 으로 상특징은 정규화를 통

해서 상특징이 생성된다.

단계 1.블록 이산 코사인 변환

이산 코사인 변환은 이산 푸리에 변환과 유사한 변환으로서 상처리

에서 특징 추출을 해서 사용된다.이산 푸리에 변환과 비슷하게 상

자료를 주 수 역에서 분석하게 된다. 주 역에는 색상의 변화가

은 부분이 포함되게 되며, 체 인 상의 모양을 나타낸다.고주

역에서는 색상의 정보가 하게 변하는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술 변화를 감지하기 좋은 이산 코사인 변환을 통해서 입술특징

을 추출하고자 한다.

F  
  

  


  

  

cos 


cos 

 
 (3)

 













for  





for    

식(3)에서 u,v는 주 수 역이며 x,y는 상의 픽셀정보를 나타내는

좌표이다.f(x,y)는 x,y지 의 픽셀 값을 나타낸다.특히 입술정보를 추출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 이산코사인 변환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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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DCT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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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7

4 6 8

[그림 2-5]블록 이산 코사인 변환 과정

[그림 2-5]과 같이 블록 이산 코사인 변환은 32×16으로 재조정된 상

을 총 8개의 부분으로 나눠 8×8의 상 8개를 생성한다.좌측 쪽부터

차례 로 순서를 할당한다.각각의 상은 8×8이산 코사인 변환으로 변

환을 실시한다.변환된 이미지는 차례 로 배치되고 총 512차원의 이산

코사인 변환 이미지가 생성된다.

단계 2.주성분 분석

임의의 공간상의 은 그 을 표 하는 기 벡터 (basisvector)에 의

해서 표 이 가능하다.하지만 다량의 자료가 존재하고 다차원의 자료가

존재할 때,자료의 표 을 모든 기 벡터의 표 으로 쓰기에는 자료의

분포나 특성이 잘 표 되지 않는다.일반 으로 존재하는 자료 분포에서

주축을 설정하기 해서는 자료를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기 벡터를

잡는 것이 자료의 표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이런 상황에서 주성분 분

석은 고차원 공간상에 분포하는 다량의 자료의 분포를 잘 표 할 수 있

는 기 벡터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자료의 분포를 잘 표 할 수

있는 기 벡터는 해당 기 벡터를 축으로 선정했을 때,축을 기 으로

자료의 분산이 가장 큰 값을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이러한

기 벡터를 모두 이용하지 않고 특성을 잘 표 하는 몇 개의 기 벡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표 함으로써 압축 는 잡음제거에 이용할 수 있는 특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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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차원 공간의 주성분 분석에 의한 표

[그림 2-6]와 같이 2차원 공간에 자료가 분포할 때 개별 자료를 통해

공분산을 구할 수 있다.자료를 통해서 공분산을 고유벡터 (eigen

vector)와 고유값 (eigenvalue)으로 분리 할 수 있다.각각의 고유벡터

는 서로 직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 고유벡터와 고유값은 으

로 존재하게 된다.고유값은 고유벡터를 기 으로 구한 분산 값과 일치

한다.따라서 가장 큰 분산값을 가진 값에 응되는 고유벡터가 2차원

공간의 제 1주축으로 설정된다.제 2주축은 다음으로 큰 고유값에 응

되는 고유벡터가 선정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유벡터를 나타내면

[그림 2-6]와 같이 2개의 주축으로 자료를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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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상 순서 블록 내부 순서

[그림 2-7]주성분 분석을 한 순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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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을 해서는 1개의 열로 된 벡터생성이 필요하다.블록

이산 코사인 변환에 의해서 생성된 512차원의 특징벡터는 상벡터를 열

벡터로 만들기 해서 체 블록의 순서는 [그림 2-7]의 왼쪽을 블록 내

부의 순서는 [그림 2-7]의 오른쪽을 따른다.결과 으로 512차원의 이산

코사인 벡터의 평균과 공분산을 구해 공분산의 고유벡터와 고유 값을 구

한다.이때 고유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고유 값과 을 이룬 고유

벡터를 선정한다.선정된 고유벡터로 구성된 주성분 행렬을 생성한다.

R=P(T-m) (4)

P :주성분 행렬

T :블록 이산 코사인 상

m :블록 이산 코사인 상 평균

식(4)와 같이 주성분 행렬과 상의 블록 이산 코사인 상 그리고 블록

이산 코사인 상의 평균을 바탕으로 특징 벡터를 추출할 수 있다.[그

림 2-8]는 입술 상의 표 추축을 순서 로 왼쪽부터 차례 로 배열한

것으로 상으로 재배열 후에 역 이산 코사인 변환을 통해서 상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제 1주축 제 2주축 제 3주축 제 4주축 제 5주축

[그림 2-8]주성분 분석 통해 구해진 주축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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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정규화 과정

주성분 분석을 통해 특징벡터가 생성 되어도 경우에 따라서 값의 편

차가 커서 올바른 특징을 반 하기가 어렵다.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고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특징벡터 생성을 완료한다.

   

 
       (5)

    
   

S:총 훈련자료의 개수

주성분 분석과정을 거쳐 K차원으로 감소된 특징벡터는 정규화 과정을

수행한다.는 임의의 상의 특징벡터를 의미한다. 상 특징벡터의 각

성분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뒤 각 성분을 해당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화

한다.여기서 D는 스 일 (scale)값으로 인식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값

을 조 한다.본 논문에서는 D를 1로 고정하여 인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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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깊은 신경망의 특성과 훈련

인간은 다양한 환경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단한다.

이러한 기능은 뇌의 뉴런에 의해서 행해진다.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

의 뉴런이 있으며 약 6조개의 시냅스 결합체를 가지고 있다.뉴런은 병

렬 으로 작동하여 매우 빠르게 다양한 인지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 최근 들어 숫자인식,음성인식,보행

자인식 등 인식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인공신경망은 인간

의 뉴런을 수학 으로 모델링 한 것으로 [그림 2-9]과 같은 퍼셉트론

(perceptron)을 기본단 로 사용된다.

[그림 2-9]퍼셉트론 모델

  
  



  (6)

퍼셉트론의 연산은 식(6)과 같이 진행된다.입력 값과 가 치를 연산 후

에 편향 값을 빼 다.연산이 수행된 후 활성함수에 연산 값이 입력된다.

[그림 2-10]은 다양한 활성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그

모이드 (sigmoid)함수를 사용했다.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일

퍼셉트론은 선형 인 분석을 수행한다.2차원인 경우는 직선을 형상화

하며,3차원인 경우는 평면을 형상화 한다.따라서 임의의 자료를 0과 1

로 분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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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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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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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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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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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function Sign function Sigmoid function Linear function

= = = =x

[그림 2-10]4가지 활성함수 모델

본 논문에서는 깊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음향· 상 특징을 이용하여 훈

련을 실시했으며,본 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해 소

개 한다.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한다.첫 번

째는 입력 값만 존재하는 비 감독학습이 있으며 입력 값과 목표 값이 동

시에 존재하는 감독학습이 있다.

표 인 비 감독학습에는 RBM (restrictboltzmanmachine)구조를

통해서 사 훈련 (pretraining)하는 방식이 있다.RBM은 EBM (energy

basedmodel)의 일종으로서 볼츠만분포를 사용하여 에 지를 확률로 표

을 하는 모델이다.RBM을 이용한 네크워크 구조는 DBN (deepbelief

network)이 있다.DBN은 RBM를 여러층을 쌓아서 만든 네트워크 구조

이다.DBN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그리디 학습 (greedylearning)방식을

사용한다.그리디 학습은 입력값이 들어가는 첫 번째 층의 RBM을 훈련

시킨 뒤에 훈련된 RBM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다음층의 RBM을 훈련시

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용되는 층의 깊이 만큼 진행된다.RBM 훈련

이 완료된 후에는 오류 역 방식 (backpropagationalgorithm)을 사

용하여 훈련이 진행된다.오류 역 방식은 입력 값과 목표 값이 주어

지는 감독학습 알고리즘이며 출력 값과 목표 값을 비교하여 오차를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 여가는 알고리즘이다.다음은 오류 역 방식에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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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깊은 신경망 오차 계산

깊은 신경망의 모든 계산이 완료된 후 출력 값과 목표 값의 오차를 구한

다.

δ

Y

      목표값

[그림 2-11]마지막 층의 오차계산

단계 2.깊은 신경망 오차 역 과정1

단계 1에서 구한 오차를 가 치를 곱해서 뒤로 달한다.이 방법을 통

해서 깊은 신경망의 각각의 퍼셉트론에서 오차를 구할 수 있다.

δ

Y

  

[그림 2-12]오차 역 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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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δ

      

[그림 2-13]오차 역 과정2

단계 3.깊은 신경망 가 치 갱신

δ

Y

     


   ′ 

[그림 2-14]가 치 갱신

단계 2에서 모든 오차를 구한 뒤에 가 치를 갱신한다.이때 활성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경우 미분이 좀 더 간단한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

는 장 이 있다.미분 값과 곱해져서 훈련이 수행되는 학습 비율

(learningrate)은 경사 하강 법에서 값이 변화하는 정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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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GMM-HMM과 DNN-HMM 특성

[표 2-1]GMM-HMM 모델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음향모델링 언어모델링

훈련

알고리즘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은닉 마르코 모델 n-gram

EM 알고리즘 빈도수 빈도수

인식

알고리즘
방사확률 비터비 탐색

네트워크

탐색

GMM-HMM 음성인식 훈련과정은 [표 2-1]과 같이 크게 언어모델링과

음향모델링으로 나 다.언어모델링의 경우는 용량 음성인식에 합한

n-gram 방식이 사용된다.음성의 인식단 에는 모노폰 (monophone)과

트라이폰 (triphone)이 존재한다. 재 높은 인식률을 갖는 부분의 음

성인식기는 트라이폰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트라이폰은 연산에 사용

되는 상태수가 많고 이에 따라 연산량 한 매우 크다. 한 훈련에 필

요한 음성의 개수가 모노폰에 비해 트라이폰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한 포님을 선택해야 한다.인식단 가 결정된 후에는 음향모델은 은

닉 마크코 모델과 가우시안 혼합 모델 기반으로 훈련이 진행된다.은

닉 마크코 모델은 다른 상태에서 재 상태로 천이되는 확률과 재

상태에서 재 상태로 천이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가우시안 혼합 모

델의 훈련은 EM (expectation-maximization)알고리즘의 일종인 Baum-

Welch알고리즘에 의해서 수행된다.은닉 마르코 모델을 사용할 때,

최 상태열을 찾는 방법은 비터비 탐색을 이용한다. 임마다 음성특

징이 들어올 때 훈련된 혼합 가우시안 모델의 평균과 분산 값을 통해서

방사확률을 구한다.비터비 탐색은 재상태의 확률,천이확률,방사

확률의 곱을 구하고 다른 상태 의 방사 확률,천이확률,방사확률을

곱해서 확률을 계산한다.그 큰 확률을 선택해 재의 확률 값으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음향 특징 벡터의 체 임 동안에 반복되어 연산

이 수행된다.[그림 2-15]는 비터비 탐색에 의해서 최종 으로 구해진

최 상태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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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max

max

[그림 2-15]비터비 탐색을 통한 최 상태열

최근 음성인식의 지속 인 연구를 통해서 깊은 신경망이 혼합 가우시

안 모델보다 좋은 분류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그래서 방사

확률을 계산하는 부분이 혼합 가우시안 모델에서 깊은 신경망으로 체

한 DNN-HMM 기반 음성인식기가 GMM-HMM 기반 음성인식기 보다

향상된 음성인식률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졌다.하지만 DNN-HMM 음성

인식기는 깊은 신경망의 특성상 훈련 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GMM-HMM의 경우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 훈련방식이 비감독 학습방식

이기 때문에 별도의 라벨 없이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하지만 깊은 신

경망으로 훈련 시 감독학습 방식을 사용해야 훈련이 진행된다.따라서

훈련을 한 라벨이 필요하게 된다.훈련라벨의 생성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시간별 음소의 배치를 구해내고 배치정보를 바탕으로

깊은 신경망을 훈련시킨다.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경우는 연산으로 확률

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로 방사확률에 사용할 수 있다.깊은 신경망

의 경우는 마지막 층의 출력값을 방사확률에 사용한다.출력층의 결과값

을 소 트맥스를 수행해 출력값을 수정한 후에 출력층의 각각의 노드가

훈련되는 빈도수를 나눠서 방사확률에 이용할 수 있다.



-20-

제 3장 음향· 상 음성인식기 구

본 논문에서 구 한 음향과 상을 이용한 음성인식기는 [그림 3-1]와

같이 독립된 두 부분이 통합된다.음성과 상을 포함한 자료가 분리되

고 각각의 해당되는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된다.음성신호는 MFCC특

징벡터로 변환된다.깊은 신경망의 입력으로 11개의 음성 특징벡터를 묶

어 트라이폰 단 로 인식을 수행한다. 상은 이산 코사인 변환 후 주성

분분석을 통해 특징벡터를 추출한다.음향모델과 상모델은 깊은 신경

망을 사용했으며,음향모델 연산의 단 는 트라이폰이며, 상모델의 연

산 단 는 viseme으로 마지막층에서 방사확률이 계산된다.두 방사확률

은 가 치의 합으로 통합되어 비터비 탐색에 필요한 방사확률로 사용된

다.

Audio

Audio-visual

Audio Visual

Audio feature extraction Visual feature extractio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S

audio visual

[그림 3-1]음향모델과 상모델의 통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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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음향· 상 음성인식기의 구조 특성

EI방식은 독립 으로 음향특징과 상특징을 추출한 뒤에 특징을 하

나의 특징벡터로 합성을 실시한다.일반 으로 상은 음향보다 표본화

주 수가 느리기 때문에 특징 추출이 실행된 후, 상특징에 해서 보

간법을 사용하여 음향특징과 주 수가 맞도록 동기화가 실시된다.동기

화가 실시된 상특징은 음향특징과 동일한 임 갯수를 가지게 되고

이후에 두 특징은 하나의 특징벡터로 생성된다.통합된 특징벡터는 가우

시안 혼합 모델이나 깊은 신경망을 통해 훈련이 진행되고 훈련이 완료된

모델을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통합된 특징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1

개의 방사확률 계산부를 가지게 된다.해당되는 방사확률은 1개의 은닉

마르코 모델을 사용하여 음성인식이 진행된다.1개의 은닉마르코 모

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터비 탐색이 진행되는 동안 단어가 인식되는 시

을 알 수 있고 해당되는 시 에서의 확률값이 언어모델과 연결되어 연

속어 음성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LI의 경우는 EI방식과 마찬가지로 독립 인 특징추출을 거친다.하지

만 독립된 2개의 인식부에서 각각 방사확률을 계산한다는 에서 EI방

식과 차이가 존재한다.이 경우 서로 다른 인식단 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기화가 수행되지 않는다.그리고 각각의 방사확률에 응되는 2개의

은닉 마르코 모델을 사용하여 인식이 진행된다.즉 음향부분과 상부

분이 독립 인 인식을 진행하게 된다.LI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음향

과 상의 인식단 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임 개수를 가지게

되며 해당 임에서 연산되는 인식단 가 음향과 어떤 연 성을 갖는

지 알기가 어려워 2개의 은닉 마르코 모델의 연산값이 연산의 간에

서 통합하기가 매우 어렵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 으로 LI방식

을 사용할 경우 모든 음향특징과 상특징이 독립 으로 계산이 완료된

후 은닉 마르코 의 마지막 상태의 확률을 이용해 최종 인 인식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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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제안된 음성인식기의 구조 특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그림 3-2]에 잘 표 되어 있다.LI

방식과 같이 2개의 독립된 인식부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이 때 음

향모델은 트라이폰 단 로 인식이 진행되고 상은 viseme단 로 인식

이 진행된다. 상의 인식단 로 viseme을 사용할 경우 음향인식과 결과

를 통합하는데 좋은 특성이 있다.viseme은 입술 모양과 음소와의 계

를 알려주기 때문에 트라이폰 인식결과와 viseme인식결과가 통합되는

데 논리 인 근거를 제시해 다.따라서 음향모델과 상모델에서 나온

확률값은 가 치의 합으로 통합하여 EI방식과 같이 1개의 은닉 마르코

모델을 이용한다.결과 으로 EI방식에서 필요한 동기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인식되는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도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LI방식의 한계인 단어인식을 넘어 연속어 음성인식이 가

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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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깊은 신경망을 이용한 음향· 상 훈련

깊은 신경망을 훈련하기 해서는 입력 자료에 해당되는 훈련라벨이

필요하다.따라서 훈련라벨 생성을 해 가우시안 혼합 모델 훈련이 선

행 되야 한다.본 논문에서 라벨생성을 해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음향

모델을 훈련한다.32차 가우시안 모델을 사용하며,트라이폰 모델로 훈련

이 진행되었다.훈련은 자료 체에 해서 진행되고,잡음이 섞이지 않

은 원본을 바탕으로 라벨링이 진행된다.일반 으로 잡음이 섞인 자료로

라벨링을 실시하면 원본자료와 다른 배치정보를 보이게 된다.하지만 실

제 음소 배치 정보는 잡음 유무에 계없이 동일하므로 실제 음소정보를

잘 나타내는 원본 음성으로 훈련이 진행된다.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훈

련된 자료와 해당되는 단어열을 입력으로 하여 해당 임에서 어떤 상

태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단한다.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상태가 해당 임에 할당된 상태이며 이런 과정은 체 임에 걸쳐

서 수행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별 트라이폰의 배치를 구할 수 있

다.

[표 3-1]시간별 음소 상태 배열

시작시간 종료시간 상태정보 트라이폰

0 0.03 S2 sil

0.03 0.08 S3 sil

0.08 0.64 S4 sil

0.64 0.67 S2 sil

0.67 0.69 S3 sil

0.69 0.71 S4 sil

0.71 0.75 S2 aa-sh

0.75 0.83 S3 aa-sh

0.83 0.85 S4 aa-sh

0.85 0.87 S2 t-iy

0.87 0.94 S3 t-iy

0.94 0.96 S4 t-iy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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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향 모델 훈련

[표 3-1]은 훈련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바탕으로 구한 시간별 트라이

폰 음소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나타나고 해당

되는 시간동안 인식된 트라이폰의 상태정보가 나타난다.하지만 [표

3-1]의 자료만으로 깊은 신경망을 훈련할 수 없다.트라이폰의 상태정보

에 응되는 깊은 신경망의 출력층의 노드 (node)색인을 알아야 하기 때

문이다.DNN-HMM 음성인식기에서 깊은 신경망의 출력값은 방사확률

로 이용된다.일반 으로 은닉 마르코 모델은 트라이폰 상태 색인 정

보를 가지고 있고,색인정보로 방사확률을 찾아 비터비 탐색을 수행한다.

따라서 깊은 신경망의 출력 노드 색인과 은닉 마르코 모델에서 사용하

는 트라이폰 상태 색인과 연 성이 있게 훈련이 돼야 한다.[표 3-2]에

나와 있는 트라이폰의 상태 색인은 실제 구 된 음향· 상 음성인식기의

은닉 마르코 모델에서 사용하는 트라이폰 상태 색인정보이며 이 색인

정보를 깊은 신경망의 출력층의 노드 색인으로 이용한다.따라서

DNN-HMM 음성인식기를 훈련하기 해서는 [표 3-1]와 같이 시간별

트라이폰 치 정보와 은닉마르코 모델에서 사용되는 트라이폰 상태의

색인 정보가 [표 3-2]와 같이 구해져야 한다.

[표 3-2]음소별 상태 색인

음소 S2 S3 S4

t+aa 61 62 64

f-uw+l 43 45 47

ao-r+ah 106 107 108

ao-r+hh 109 110 111

ao-r+ih 112 113 114

d-eh+k 100 101 102

eh-d+ah 49 50 51

uh-k+s 37 40 42

m-ey+jh 63 65 67

ch-aa+r 4 5 6

ay-m 82 85 88

ey-jh+er 136 13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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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된 음향특징은 39차의 MFCC특징벡터를 사용한다.

특징은 25ms의 도우 사이즈를 가졌으며 10ms씩 이동해 특징벡터를

추출한다.깊은 신경망을 이용해 음향을 훈련하기 해서 음향특징 11개

를 묶어 훈련을 진행한다.생성된 특징벡터는 11×39의 차원을 가지게 되

며 125ms의 도우 사이즈를 갖고 다음 임과는 10ms의 차이를 가

지고 연산이 수행된다.훈련에 사용된 깊은 신경망은 총 6개의 층을 가

지고 있다.입력층은 11×39의 노드를 가지며 출력층은 1245개의 출력 노

드를 가지고 있다.4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층은 102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훈련과정은 크게 2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첫째로 비감독 학습방식인 그리디 학습이 진행된다.총 4개 은닉층에

해서 훈련이 진행되며 첫 번째 층에서 100번의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진

행되며 나머지 3개 층에서는 50번의 반복을 통해서 RBM 훈련이 진행된

다.훈련이 완료된 후에 라벨정보를 바탕으로 에러 역 학습이 진행

된다.11개의 임의 간시 이 푯값으로 설정되며 [표 3-1]을 이

용해 푯값에 해당하는 트라이폰 상태 색인값으로 깊은 신경망을 학습

한다.훈련비율은 0.02을 사용하며,운동량은 0.9을 사용한다.훈련 시 미

니배치 (minibatch)크기는 128을 사용한다.

2.상 모델 훈련

음향모델을 트라이폰으로 훈련하는 것은 음향학 으로도 타탕한 훈련

방식이다.하지만 상은 음성정보의 일부를 반 하기 때문에 정보 인

측면에서도 음성보다 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보간법을 사용해

상 자료를 늘린다고 해도 해당되는 자료가 트라이폰에 응된다고 할

수 없다.하지만 음성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음소 그룹과 입

술 상이 연 성이 있다는 것이 밝 졌다.이 음소 그룹을 viseme라 한

다.본 논문에서는 viseme을 상 인식단 로 사용하 으며, 상특징으

로 BDCT-PCA 특징 벡터를 사용하 다.[표 3-3]은 마이크로소 트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viseme정보를 나타낸다.



-26-

[표 3-3] 상 훈련을 한 기존 viseme

음소 그룹 음소 그룹

sil Group0 ay Group11

ae,ax,ah Group1 h Group12

aa Group2 r Group13

ao Group3 l Group14

ey,eh,uh Group4 s,z Group15

er Group5 sh,ch,jh,zh Group16

y,iy,ih Group6 th,dh Group17

w,uw Group7 f,v Group18

ow Group8 d,t,n Group19

aw Group9 k,g,ng Group20

oy Group10 p,b,m Group2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비디오 상에서 음성과 상부분을 분리

해 놓은 자료이다.따라서 음성과 상은 시간 으로 동기화가 맞춰진

상태라고 단하고 훈련을 진행한다.따라서 [표 3-1]의 시간별 트라이

폰 음소 배치정보를 상훈련을 한 라벨로 이용해도 된다.하지만

상의 인식단 는 viseme을 사용하고 있고 viseme은 모노폰과 응된다.

따라서 트라이폰을 viseme정보로 바꾸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일반

으로 트라이폰이 심은 가운데의 음소이다. 를 들어 f-uw+l와 같은

트라이폰이 있을 때,uw가 심 음소가 되는 것이다.트라이폰의 심음

소에 응되는 viseme색인을 [표 3-1]에 용하여 시간별 viseme정보

를 구한다.[표 3-3]의 viseme색인으로 [표 3-1]을 바 뒤에 훈련을 수

행하면 viseme인식 결과가 좋지 않다.특히 [표 3-3]의 viseme그룹은 그

룹화 되어 있지 않은 음소의 경우는 훈련횟수가 상 으로 어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훈련횟수가 게 존재하는 자료에 해서 깊은 신경망

에 해당 자료에 과 합이 되어 검증자료에서 인식률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처음 [표 3-3]의 viseme정보로 훈련을 진행한 후 MSE(mean

squreerror)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 에서 멈춰 깊은 신경망의 결

과에서 오인식되는 을 묶어 새롭게 viseme를 만든다.깊은 신경망은

자료의 분포가 가장 비슷한 결과로 인식되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서로

오인식 되는 은 비슷한 자료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오인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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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하나의 viseme으로 그룹화 한다.오인식되는 을 묶고도 그룹

화 되지 않는 viseme은 발음사 을 살펴 발음의 유사성을 단하여 그

룹화를 실시한다.그 결과는 [표 3-4]에 나타나 있다.

음소 그룹

sil Group0

ae,ah Group1

aa,ow,aw Group2

ao,w,uw Group3

ey,eh,uh,ay Group4

er,r,l Group5

y,iy,ih,oy Group6

s,z Group7

sh,ch,jh,zh,hh Group8

th,dh Group9

f,v Group10

d,t,n Group11

k,g,ng Group12

p,b,m Group13

[표 3-4] 상 훈련을 한 새로운 viseme

앞서 언 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의 인식단 가 설정되었다면 시간

별 viseme배치정보로 해당되는 입력 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

야 한다. 상은 25Hz로 표본화 되어 상당 40ms의 시간이 할당된다.

이에 비해 음성은 10ms당 도우를 움직여 특징을 추출했기 때문에

상을 기 으로 입력을 결정하는 것보다 음성을 기 으로 시간의 푯값

을 선정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한 훈련 과정부터 음성에 기 을

맞춰 진행하면 인식과정에서 보다 쉽게 인식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본 논문에서 음향모델 훈련에서 11개의 음향 특징 벡터를 사용

했다.11개 임의 푯값은 임의 심에 해당되는 5번째 임

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푯값으로 선정된다.선정된 푯값에

[그림 3-3]와 같이 상의 주 수인 25를 곱하고 올림을 수행하여 상

의 심 색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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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0.02 t+0.04 t+0.09 Time

Number of samples

⌈Target time*25 ⌉ =Target image index 

[그림 3-3] 심 상 설정

산출된 상의 색인을 이용해 색인의 좌우 상들을 가져와 깊은 신경망

의 입력 값으로 한다. 한 11 임의 푯값에 해당되는 viseme을 라

벨로 선정한다. 심 상에서 좌우 상의 최 개수를 시행착오를 거

치며 최 의 성능을 보이는 개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실험을 실시

해야 한다.음성은 10ms씩 움직이기 때문에 4개 임동안 동일한

상들이 사용된다.이 경우 4개 임동안 viseme색인이 변하지 않는

경우 4개 임동안 들어온 동일한 상이 동일한 viseme으로 훈련되

어 제 로 된 훈련이 실시된다.하지만 4개 임동안 viseme색인이

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상에 다른 viseme

색인이 들어가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면 인식률 하가 발생될 수 있지만 결과층의 확률값을 살

펴보면 비교 게 훈련된 viseme이 낮은 확률값을 갖고 많이 훈련된

viseme이 높은 확률값을 갖는다.이 경우 viseme이 변하는 경계값에서

좀더 부드러운 변화의 특성을 보여 음성인식을 수행할 경우 오인식의

향을 낮춰서 좀더 좋은 성능의 인식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단하

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4개 임동안 동일한

상을 사용하여 훈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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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된 음성특징은 200차의 BDCT-PCA 특징벡터를 사

용한다.깊은 신경망을 이용해 음향을 훈련하기 해서 상특징 3개를

묶어 훈련을 진행한다.생성된 특징벡터는 200*3의 차원을 가지게 된다.

훈련에 사용된 깊은 신경망은 총 6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입력층은

200*3의 노드를 가지며 출력층은 14개의 출력 노드를 가지고 있다.4개

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층은 102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

훈련과정은 크게 2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첫째로 비감독 학습

방식인 그리디 학습이 진행된다.총 4개 은닉층에 해서 훈련이 진행되

며 첫 번째 층에서 100번의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진행되며 나머지 3개

층에서는 50번의 반복을 통해서 RBM 훈련이 진행된다.RBM 훈련이 완

료된 후에는 앞에서 설명한 라벨정보를 통해서 오차 역 방식 훈련이

완료된다.훈련비율은 0.02을 사용하며,운동량은 0.9을 사용한다.훈련

시 미니배치 (minibatch)크기는 128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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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음향모델과 상모델의 통합

음향은 매 임마다 11개의 특징벡터로 구성된 음향 특징 벡터가 입

력으로 들어와 깊은 신경망에서 방사확률을 계산한다.하지만 상은 4

개의 임동안 동일한 상을 입력으로 하여 훈련이 실시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이 진행되면 인식과정에서는 4개의 임동안 한 번의 연

산만을 수행해 음성 인식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Framenumber n n+1 n+2 n+3

Viseme change stay stay stay

Triphone change change change change

[표 3-5]음소와 viseme그룹의 연산 동기화

[표 3-5]와 같이 4개의 임 첫 번째 임에서 연산이 수행되

고 나머지 3개 동안은 처음 연산결과가 유지된다.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EI방식과 비교해 몇 가지 장 이 존재한다.우선 보간법을 사용하지 않

아 음향과 상의 동기화를 한 연산의 복잡도가 감소하며 한 보간법

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 임마다 상의 연산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4 임마다 한번씩 연산이 수

행되 상부분 계산에서 동일한 구조의 연산부를 가진 EI구조와 비교해

약 4배의 연산량 감소효과가 있다.

음향모델과 상모델이 통합되어 인식이 진행되기 해서는 [그림

3-4]와 같이 음향모델과 상모델의 연산 값이 통합 되어야 한다.이 과

정에서 음향모델의 연산결과를 은닉마르코 모델에 입력하기 해서는

은닉 마르코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트라이폰 상태 색인 정보에 해당하는

방사확률이 필요하다.훈련과정에서 트라이폰의 상태 색인은 깊은 신경

망의 출력층의 색인과 일치하도록 훈련이 진행된다.따라서 트라이폰의

상태 방사확률은 깊은 신경망의 해당 출력 노드의 출력값으로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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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델의 연산결과는 음향모델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합 된다.음향

모델의 경우는 체 트라이폰 상태수와 동일한 개수의 출력 노드가 존재

해 해당 출력 노드 값을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상모델은 14개의 출력

노드가 존재한다.이런 할당문제는 viseme훈련라벨을 생성할 때 만든

트라이폰 음소와 viseme간의 할당정보를 장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트라이폰 음소와 응되는 viseme값을 배열로 장하여 재 연산에 사

용되는 트라이폰 음소 색인에 응되는 viseme색인값을 상모델의 출

력층의 색인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Viseme

Triphone

[그림 3-4]트라이폰 상태와 viseme연산의 결합

음향모델의 방사확률과 상모델의 방사확률은 가충치를 용하여 새

로운 방사확률을 생성한다.음향모델의 연산은 트라이폰 상태에 한 방

사확률을 계산하므로 은닉 마르코 모델에 사용하여 연속어 음성 인식

을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상모델의 경우는 viseme인식을 통해서 음

소를 인식하고 있다.음소 방사확률만 사용해서는 은닉 마르코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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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없다. 어도 음소의 상태단 로 방사확률이 계산 되어야

상모델 독자 으로 은닉 마르코 모델을 사용해 연속어 음성인식이 수

행될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주 인식부분이 음향모

델 이고 상모델은 음향모델의 결과를 도와줘 인식률을 높히는 형태가

된다.이런 방식으로 음성인식을 수행하면 음향모델을 사용한 것보다 좋

은 성능을 보인다.은닉 마르코 모델에서 비터비 탐색을 수행할 때 가

장 요한 것은 방사확률이다.즉 임의의 임에 특정 트라이폰 상태

가 높아야 하는 경우 해당 트라이폰 상태의 방사확률이 가장 높으면 비

터비 탐색에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바꿔 말하면 잡음 상황에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식 되어야 하는 트라이폰 상태가 인식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정확한 음소 상태를 인식할 경우

잡음상황에서도 높은 인식률을 보일 수 있다. 상은 viseme를 인식하여

음소가 인식될 확률을 가지고 있다.이 확률값을 트라이폰의 상태값과

결합하여 인식을 수행하면 인식된 음소와 련이 있는 트라이폰 상태를

높은 확률값을 갖고 인식이 되지 않은 음소와 련되는 트라이폰 상태는

낮은 확률값을 갖게 된다.이러한 상황은 음향모델만 사용한 경우 보다

경쟁해야 하는 트라이폰 상태수가 어들어 향상된 인식결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의 방사확률은 음향모델의 방사확률 보다 향력이 작아야

한다. 상은 viseme단 로 인식되고 viseme내부에는 음소들이 존재

한다.1개의 viseme이 인식되며 해당되는 음소들이 모두 활성화 되고 음

소와 련 있는 트라이폰이 모두 활성화된다.이 경우는 올바른 인식이

수행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인식이 일어난 경우 오히려 음성인식

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한 가 치를 주어서

상과 음향모델의 향력을 미세조정 해야 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보다 음향에 높은 가 치를 사용해 인식에 활용한다. 한 상인식

에 의해서 음성인식률이 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해서 상인식의

방사확률에 하한치를 두어 일정값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 했다.이

러한 방식으로 오인식에 한 향력을 낮춰서 음성인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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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결과

제 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VidTIMIT을 사용해 음향· 상 음성인식기를 구 하 다.

VidTIMIT은 TIMIT말뭉치에서 검증자료 역에 해당하는 임의의 텍스

트를 발성한 자료이다.총 43명의 화자가 발성을 했으며,한 사람당 10문

장씩 발성을 진행했다.10문장 처음 2개 문장은 모든 화자가 동일한

문장을 발성하 다.뒤의 8개 문장은 화자마다 다른 문장을 발성했다.

자료는 비디오 상에서 추출한 상자료와 음성자료로 나 어져 구성되

어 있으며, 상자료는 순서에 맞춰 색인화 되어 있다. 상자료는 25Hz

로 표본화 되었으며,음성자료는 32kHz로 표본화 되었다.특징 추출시

음성을 32kHz에서 16kHz로 재표본화를 실시했다.

트라이폰 갯수 선정과 라벨생성을 해서 HTK를 사용하여 진행했다.

VidTIMIT에서 훈련자료와 검증자료를 나눠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검증

자료는 되도록 1번,2번 문장이 선택되지 않게 구성해 총 40개의 문장을

사용한다.VidTIMIT자료는 모노폰을 기 으로 음소의 균형을 맞춘 자

료이며 많은 트라이폰을 생성하기에는 자료의 수가 다.따라서 훈련자

료를 통해 트라이폰을 구성한 뒤 최 한 트라이폰을 공유했다.공유된

트라이폰이 한지 단하기 해서 HTK로 음성인식률을 단하고

GMM-HMM 음성인식기에서 43%인식률이 나오는 트라이폰을 본 논문

에서 사용하 다.결과 으로 사용되는 트라이폰 개수를 415개로 한정했

으며 공유상태 (sharedstate)수는 105개를 사용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

음성의 가 치는 0.6 상의 가 치는 0.4를 사용해 진행되었으며 하한치

는 0.1을 사용했다.언어모델은 VidTIMIT에서 사용되는 모든 텍스트를

활용하여 총 1120개의 단어를 포함한 bi-gram언어 모델을 구성하 다.

깊은 신경망의 훈련은 GPU (graphicprocessingunit)를 사용해 훈련

을 진행하 으며 잡음은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활용하 다.잡음 환경은

SNR–15부터 SNR20까지로 구성해 실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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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음소인식 viseme인식률 분석

본 논문에서 음소인식과 viseme인식률을 단하기 해서 3가지 지

표를 사용한다.깊은 신경망에 입력값과 라벨이 동시에 입력되고 라벨에

해당되는 출력 노드에서 가장 높은값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인식,아닌 경

우는 오인식으로 단하며 SER(stateerrorrate)는 인식에 실패하는 비

율을 나타낸다.MSE는 출력층의 모든 오차에 한 제곱 평균의 루트값

을 의미한다.크로스 엔트로피 (crossentropy)는 출력노드의 출력값에

–log값을 취해서 구해지며 ACE(averagecrossentropy)는 크로스 엔

트로피의 평균을 의미한다.

[표 4-1]무소음 환경에서 수행한 훈련결과

Cleanspeech SER MSE ACE

Trainingset 43.45% 0.57 1.80

Testset 50.10% 0.63 2.19

본 논문에서 사용한 VidTIMIT 자료는 완벽한 무소음 환경이 아니라

약간의 잡음이 포함된 자료이다.하지만 표 상의 편의성을 해서 원본

음성을 무소음으로 지정 했다.[표 4-1]의 실험환경을 본 논문에서 기

치로 삼고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훈련자료는 원본음성에서 선택했고,

원본음성에 훈련이 잘 되었는지 단하기 해서 검증자료 한 잡음이

섞이지 않은 자료로 수행했다.훈련은 RBM 훈련이 끝난 후 훈련자료

SER이 43.45%인 지 에서 멈췄고,훈련 반복횟수는 9번이 다.훈련을

더 진행하면 SER,MSE,ACE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이는 훈련자

료가 작기 때문에 은 반복횟수에서 과 합이 발생되었다고 단한다.

한 높은 SER,MSE,ACE를 보이지만 GMM-HMM 음성인식기에서

43%의 인식률이 나왔지만 이후 수행된 DNN-HMM 음성인식 실험결과

에서 70% 이상의 인식률이 나와 이후 실험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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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잡음 환경에서 수행한 훈련결과

Noisespeech SER MSE ACE

Trainingset 53.74% 0.68 2.35

Testset 60.39% 0.74 2.86

[표 4-2]에서 언 된 noisespeech는 VidTIMIT의 원본음성 일에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이용해 만든 음성이다.훈련자료와 검증자료는

SNR(signaltonoiseratio)이–15,-12,-9,-6,-3,0,5,15,20인 음성

으로 만든 자료이다.훈련자료의 SNR간격이 조 하면 자료가 많아져서

훈련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되고,SNR 간격차이가 게 나는

음성은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되어 은 훈련 반복횟수에서 과 합이

발생되고 훈련이 종료되어야 하는 시 이 무 빨라져 훈련 경향성을

단할 수가 없다.따라서 훈련자료 사이에 당한 SNR간격을 두어 훈련

자료를 선택했으며,낮은 SNR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기 해서 0미만의

환경에서는 간격을 3으로 두어 비교 조 하게 자료를 선택하고 0이상

의 환경에서는 5의 간격을 두어 느슨하게 자료를 선택했다.검증자료의

선택은 동일한 환경에서 각각의 40개의 문장을 선택했으며,이 문장은

무소음 환경에서 사용한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다.소음환경의 음성을 훈

련하기 한 라벨은 무소음 환경에서 사용한 라벨을 그 로 사용했다.

잡음이 들어간다고 해도 시간별 음소의 치는 변하지 않고 시간별 음소

의 치를 가장 잘 표 하는 것은 무소음 환경에서의 음소배치라고 단

했기 때문이다.훈련자료의 SER이 53.74%에 훈련을 멈췄으며,훈련 반

복횟수는 5번이다.무소음 환경보다 훈련 반복횟수가 은데 이는 SNR

이 0보다 큰 음성이 비슷한 음성값을 갖고 있어 무소음 환경보다 은

반복횟수에서 과 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이 때 검증자료의 SER은

60.39%가 된다.[표 4-1]의 무소음 환경에 비해서 SER이 높은편 이다.

SNR이 낮은 훈련자료는 음성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 훈련이 잘 되지

않고 결과 으로 낮은 SNR에 해당되는 자료는 낮은 SNR의 음소를 잘

인식하지 못해 체 인 SER을 높이는 결과를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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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viseme훈련결과

Viseme SER MSE ACE

Trainingset 64.07% 0.76 1.98

Testset 65.07% 0.78 2.07

[표 4-3]에서 viseme훈련 상은 VidTIMIT 원본 상을 그 로 사

용했다.viseme훈련은 음향 훈련과 동일하게 490개의 문장을 훈련자료

로 활용하고 40개의 문장에 해당되는 상을 검증자료로 사용하 다.훈

련자료의 SER이 64.07%지 에 훈련을 종료했으며,이때 RBM 훈련이

끝난 후 오류 역 훈련 반복횟수는 2번이 다.반복횟수가 음향에 비

해서 매우 작은데 이는 은 반복 횟수 내에서 과 합이 일어나기 때문

이다.음향은 임간의 간격이 10ms인데 반해 상은 상의 간격이

40ms이다.동일한 시간간격동안에 10ms로 음향특징이 생성되며 상은

40ms로 상특징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이 경우는 상이 음성에

비해 동일 시간동안 4배 게 훈련자료가 생성되고 음향의 임 개수

에 맞게 상이 훈련이 진행되면 4개 임동안 동일한 상이 사용된

다.즉 자료의 개수와 훈련방법에 의해 과 합이 더욱 빠르게 발생된다.

한 viseme인식결과에서 SER이 높은 이유는 상특징에도 원인이 존

재한다.viseme인식을 한 입술 상특징은 음향특징에 비해 특징 추

출방법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특징은 입술

의 모양에 이 맞춰서 특징이 추출되게 되는데 동일한 음성을 발성해

도 사람마다 입을 벌리는 크기가 다르며 입이 움직이는 방향이 사람마다

재 각각 이다. 를 들어 발성 시 사람마다 입술을 움직이는 크기가 다

르며,어떤 경우는 발성 시 입술이 오른쪽 를 향하여 움직이는 반면에

동일한 음성을 다른 사람은 왼쪽 를 움직이는 발성이 수행된다. 한

고개를 기울이고 발성을 하는 경우,기울이지 않고 발성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경우로 분류된다.따라서 모든 경우를 충당하

기 해서는 입술의 자료가 방 하거나 좋은 특징을 추출해 상황을 보상

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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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잡음에 따른 인식률 분석

[그림 4-1]무소음 환경에서 훈련한 인식결과

[그림 4-1]은 무소음 환경에서 훈련한 훈련자료로 인식한 결과이다.

CLEAN SPEECH ONLY는 상 없이 음향특징의 결과만 인식에 사용

한 결과이며,CLEAN SPEECH-VISUAL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

로 무소음 음성과 상특징을 함께 넣어 인식한 결과이다.본 논문에서

수행한 EI방식은 큐빅 보간법 (cubicinterpolation)을 통해서 음향특징

과 상특징의 개수를 맞춰 동기화를 실시했으며 음향특징은 39차

MFCC를 사용하여 진행했다. 상특징의 차원을 39차 이상을 사용해 통

합된 특징벡터를 구성하면 상특징벡터가 주된 특징벡터가 되어 인식률

이 매우 떨어지는 상이 있었다.따라서 상특징의 차원이 39차보다

으면서 실험결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차원을 채택했고 15차원과 2차

원의 상특징을 이용해서 통합된 특징벡터를 구성했다.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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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INTEGRATION DIM15은 15차의 상특징을 사용해 54차의

통합된 특징벡터를 만들고 11개의 임을 묶어서 인식을 수행한 결과

이다.마찬가지로 EARLY INTEGRATION DIM2는 2차의 상특징을

사용해 41차의 통합된 특징벡터로 11개의 임을 묶어서 인식한 결과

이다. 체 인 경향은 모든 방식에서 비슷한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인식을 수행한 결과는 SNR이 매우 낮은 쪽

에서 상을 함께 인식한 경우가 인식률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다.제안된 구조는 주된 인식이 음향모델에서 이루어진다.음향모델에서

는 비터비탐색에 필요한 방사확률을 트라이폰 상태단 로 발생 시키고

상모델에서는 음소인식을 통해서 음향모델의 트라이폰 상태 확률값을

높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그런데 SNR이 낮은 지역에서는 잡

음에 의해서 음향모델의 확률값이 훼손되어 상이 이를 도와줘도 확률

값에 큰 향이 없어 인식률 향상이 수행되지 않는다고 단된다.반면

에 SNR0이상부터는 인식에 도움을 줘 인식률 향상이 나타난다.EI방

식으로 인식을 수행한 경우도 낮은 SNR에서 인식이 수행되지 않고 있

다.EI방식은 트라이폰 상태단 로 훈련이 실시되는데, 상특징은 트라

이폰 상태단 로 훈련이 잘 진행되지 않아 검증자료에서 낮은 인식률을

보인다.결과 으로 상특징과 음향특징을 통합하여 특징벡터를 만들어

도 큰 인식률 향상을 기 할 수 없다고 단된다. 한 주된 특징벡터가

음성특징벡터인데 음성특징 자체가 인식률이 매우 낮은 것이 다른 요

소이다.SNR이 5에서 10인 구간에서 차원이 15인 EI방식은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 으나,SNR이 10에서 20인 구간에서는 음성만을 이용한 인

식률보다 낮은 인식률이 나타났다.이는 낮은 상인식률이 통합된 특징

벡터가 되어 기존의 음성인식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한다고 단된

다.하지만 차원이 2인 경우는 SNR10까지 음성만을 이용한 경우와 비

슷한 인식률을 보이다가 SNR이 10에서 20인 구간에서는 향상된 인식률

을 보인다.이는 상의 차원을 여 주된 특징벡터를 음성 쪽에 할당하

여 인식에 도움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체 인 경향성은 상특징의

차원이 낮을수록 높은 SNR에서 향상된 인식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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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잡음 환경에서 훈련한 인식결과

[그림 4-2]에서 NOISE SPEECH ONLY는 SNR이–15,-12,-9,-6,

-3,0,5,15,20인 환경에서 훈련한 훈련자료로 상 없이 음성만을 이

용해 수행한 연속어 음성인식 결과이다.NOISE SPEECH-VISUAL의

인식결과는 제안된 구조에서 잡음이 추가된 음성과 상특징을 함께 넣

어 인식한 연속어 음성인식 결과이다.EI방식은 [그림 4-1]에서 사용된

보간법을 사용했으며,음성부분에서 잡음이 추가된 음성으로 통합된 특

징벡터를 구성했다.EARLY INTEGRATION DIM15은 15차의 상특

징을 사용해 54차의 통합된 특징벡터를 만들고 11개의 임을 묶어서

인식을 수행한 결과이다.마찬가지로 EARLY INTEGRATION DIM2는

2차의 상특징을 사용해 41차의 통합된 특징벡터로 11개의 임을 묶

어서 수행한 인식 결과이다. 체 인 인식률의 경향성은 무소음 환경보

다 고른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이는 무소음 환경에서 훈련한 경우는 무

소음 환경에 음향모델이 과 합 되어 SNR이 비교 높은 곳에서는 인

식률이 높지만 SNR이 낮은 곳에서는 올바른 인식이 수행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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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하지만 다양한 SNR음성을 혼합해 훈련을 진행한 경우는 특정

환경에 과 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SNR이 높은 환경에서도 좋은

인식률이 보이고 SNR이 낮은 환경에서도 비교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SNR이 –10에서 20까지 구간에서 제안된 구조가 가장 좋은 인식

률을 보 다. 체 으로 모든 경우보다 략 10%정도의 높은 인식률을

보 다. 상특징의 차원이 15일 때는 SNR–10이하에서 가장 좋은 특

성을 보이고 있지만,SNR–10이후 부터는 오히려 음성만을 이용한 인

식보다 낮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상특징의 차원이 2일 때는 SNR

–5이하에서 음성만을 이용한 인식보다 낮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지만,

SNR–5이후 부터는 음성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좋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반 으로 EI방식은 상의 차원이 높게 구성되면 낮은 SNR에

서 잡음에 의해서 손상된 음향특징을 보완해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차

원이 낮게 구성되면 기존의 높은 음성인식률이 유지되면서 상의 도움

으로 높은 SNR에서 좋은 특성을 나타낸다.하지만 반 인 인식률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보다 나쁜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는 상특징

벡터가 인식이 잘되기 해서는 어도 39차 이상이 되어야 하며,더욱

향상된 인식률을 얻기 해서는 차원이 200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는 음향모델과 상모델이 독립 으로 구성되어 있

어 200차 이상의 상 차원을 사용해도 주된 인식이 음향모델에서 이루

어 지고 상모델은 보조의 역할을 수행해 인식률 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EI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상의 차원이 39차보다 커질 경우

주된 특징벡터가 음성이 아니라 상특징이 된다.그 결과 트라이폰 상

태단 로 훈련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특징이 오히려 음향의 인식률을

방해하는 결과를 래한다.이러한 경우는 상특징이 잡음처럼 작용하

게 되며 따라서 통합된 특징벡터로 인식를 진행해도 인식률이 향상되기

보다는 인식률이 떨어지게 된다.따라서 상특징은 39차 이하로 제한이

가해진다.하지만 상특징이 39차 이하로 사용되면 상 인식률이 높지

않고,결과 으로 인식률의 향상 정도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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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상과 음성을 사용한 인식률 상승결과

[표 4-4]평균 인식률 비교표

Cleantrainingcondition Multitrainingcondition

Audioonly 23.58% 45.56%

Audio-visual 27.65% 58.50%

EI-dimension15 25.97% 46.02%

EI-dimension2 25.79% 50.04%

[표 4-4]는 훈련결과에 한 평균인식률 비교를 나타낸다.기 치에 해

당되는 무소음 환경에서 훈련한 경우에서 음성만으로 인식한 경우의 평

균인식률이 23.58% 이며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에서 상과 함께 인

식한 경우 평균인식률이 27.65%로 상승하게 되었다.인식률 증가치는 기

치 비 4.07%를 보 다.EI방식의 경우는 25%정도의 평균인식률을

보 으며, 략 2%정도의 인식률 상승치를 보 다.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와 비교해 볼 때,2%정도 낮은 수치로 인식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

다.소음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한 결과는 무소음 환경에 비해서 SNR이

낮은 음성에서도 비교 높은 인식률이 나와 체 으로 인식률이 고르

게 나오는 특성이 있었다.따라서 음성만을 이용한 경우에서 평균인식률

이 45.56%가 나왔고 인식률 증가치은 기 치 비 21.98%를 보 다.

소음환경에서 훈련한 음향모델에서 제안된 구조로 음향과 상을 함께

인식한 결과 58.50%의 평균인식률을 보 다.이는 기 치 비 34.92%

향상을 보이게 된다.EI방식의 경우는 상이 15차원인 경우는 46.02%

정도의 평균인식률을 보 으며,기 치 비 22.44%의 인식률 상승치를

보 다. 상특징의 차원이 2인 경우는 50.04%의 평균인식률을 보 으

며,기 치 비 26.46%의 인식률 상승치를 보 다.무소음 환경과 소음

환경 모두에서 제안된 구조가 EI방식보다 평균인식률 측면에서 높은 인

식률을 보 다.특히 소음환경에서 훈련한 경우는 더욱 큰 상승치를 보

다.사용되는 상 특징의 차원이 제한되지 않고 높은 인식률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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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원을 인식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EI방식보다 더욱 향상된 특

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실험결과와 훈련 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제안된 구조에서 상을 음

성과 함께 사용했을 때,인식률이 높아지는 조건에는 2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상모델은 음향모델의 확률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음

성인식률이 일정수 이상일 때 상을 통한 인식률 향상을 보이게 된

다.[그림 4-2]의 결과를 살펴보면 SNR이 낮은 음성으로 인식을 수행한

경우 일정수 이상의 인식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함께 넣고

인식를 수행해도 큰 인식률 상승이 존재하지 않았다.하지만 SNR이 높

아지면서 음성만을 이용한 인식에서 인식률이 상승하게 되고 일정수

이상의 인식률을 보인 지 에서 상과 함께 인식한 경우는 보다 향상된

인식률을 보 다.결론 으로 상을 함께 인식시켜 인식률 상승을 기

하기 해서는 음성만을 이용한 인식률이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째는 viseme의 세분화와 인식률이다.viseme이 좀 더 세분화 되면

트라이폰 상태와 결합되는 경우수가 많아지고 이는 좀더 좋은 인식률이

나오게 되는 요소가 된다.음성인식에서 모노폰을 사용했을 때 보다 트

라이폰에서 더 높은 인식률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viseme을 세분화

시키는 방법으로 viseme과 viseme 사이의 계를 이용해 만드는

triviseme을 도입하면 향상된 인식률을 기 할 수 있다. 한 viseme의

인식률이 높으면 인식률 향상을 기 할 수 있다.viseme의 인식률이 높

으면 상쪽의 가 치에 좀 더 많은 가 치를 수 있고,그 결과 SNR

이 매우 낮은 역에서 음향모델만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트라이폰을 활

성화 시켜 높은 인식률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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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깊은 신경망을 사용하여 EI와 LI방식의 장 을 살린

새로운 방식의 음향· 상 음성인식기를 사용해 용량 연속어 음성인식

을 진행했다.기존의 LI방식은 음향과 다른 인식단 를 사용하여 독립

된 은닉마르코 모델을 사용해 단어인식에만 합한 단 이 있다.본

논문에서는 기에 LI방식을 사용하고 EI방식처럼 공유된 은닉마르코

모델을 사용했지만,보간법을 사용하지 않아 처리 연산의 복잡도를 감

소시켰고,4 임마다 한번의 연산을 수행해 동일한 구조의 EI 비 약

4배의 연산량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상모델은 음성인식에 사용되는

음소와 유사한 인식단 인 viseme를 사용해서 깊은 신경망을 훈련시켰

다.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동일한 은닉마르코 모델을 공유하고 언어

모델을 공유해 용량 음성인식기에 합한 음향· 상 음성인식기를 구

해 보았다.결과 으로 기 치 비 34.92%의 인식률 향상을 볼 수 있

었고,이를 다양한 잡음제거 기술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향상된 음성 인

식률을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훈련자료의 부족으로 충분하게 viseme를 훈련

시키지 못해 SNR이 낮은 역에서 높은 인식률을 얻지 못한 단 이 있

다.훈련자료가 충분하게 확보하고 viseme를 본 논문에서 쓰인 14개의

카테고리 보다 세분화 하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 충분하게 훈련시킨

다면 본 논문에서 보인 인식률보다 많은 인식률 향상이 있을 것이다.

한 추가 인 연구로 다양한 입술 모양에서 음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좋

은 특징추출이 개발되고 viseme과 viseme간의 계를 고려해 구성한

triviseme을 도입해 결과를 트라이폰과 결합하여 음성인식이 진행된다면

본 논문에서 보인 인식률 보다 더욱 향상된 인식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하지만 triviseme을 훈련시키기 해서는 재 진행된 자료

보다 훨씬 많은 훈련자료가 필요하고 트라이폰과의 계에 한 연구가

먼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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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iseRobust

LargeVocabularyContinuousSpeech

RecognitionusingLipsandAcousticFeatures

Inthispaper,audioandvisualwithlipsinformationisus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noise robust large

vocabularycontinuousspeechrecognition.Takingadvantageof

strengths in EI(early integration)and LI(late integration),

New architectureofaudio-visualspeechrecognitionisproposed.

Acoustic features are applied 39 dimensional MFCC (mel

frequencycepstralcoefficient).Preprocessingofextractionlips

featureisperformedbyusingFLE(facelandmarkestimation).

Afterthat,BDCT (blockdiscretecosinetransform)andPC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method make image feature

vectors.Acousticmodelandvisualmodelutilizedeepneural

network.Emission probability ofacoustic modeland visual

modeliscalculatedthroughadeepneuralnetwork.Fortraining

audio-visualmodel,timealignmentoftriphoneisobtainedusing

trainedgaussianmixturemodel.Deepneuralnetworkcompute

Emissionprobabilityofaudiomodelwithunitoftriphoneand

visualmodelwithunitofvisemegroupingphonemetofitlips

recognition.Thereare415×3triphonestatesand14visemes.In

theintegrationpart,twopartismergedwith weighted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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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Viterbisearch.The baseline ofthe experimentis

designatedasacaseofusingonlyvoiceinthecaseoftraining

incleanspeech.Environmenttrainedwithnoisyspeechshow

the highest recognition rate,This architecture is able to

improvetherecognition ratecomparedtothebaselineabout

34.92%

Keyword:Acousticfeature,Lips,noise,speechrecognition

StudentNumber:2013-2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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