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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 비교하고자 한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성을 전송하는 서비스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화자인식

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음성 전송을 위해서 사용

기에서 사용한 가우시안 혼합 모델[2]을 소개한다. 3장

하는 음성 코덱인 speex[1]는 압축하는 과정에서 음성

에서는 실험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

품질이 저하된다. 이 때문에 화자 인식기의 인식률이

결론을 맺는다.

하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래의 음성 데이터와 speex 코덱을
거친 음성 데이터 각각에서 학습 데이터양에 따른 인식
률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고자 한다.

2. 가우시안 혼합 모델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
하기 어려운 복잡한 분포를 다수의 가우시안 분포를 혼
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때, 확률밀도함수는 

1.서론

개의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의 선형결합으로 정의하며

인터넷망을 통해서 음성을 전송하는 경우 대역폭 제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한다.

한 때문에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생
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덱을 이용
한 손실 압축 방법이 있다. 그런데 손실 압축을 사용하

 
 



   



 

(1)

는 경우 음성 데이터의 영구적인 품질이 저하되어 화자
인식기의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코덱을 거친
음성에 대한 화자 인식기의 인식률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논문은

현재 음성

인식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speex 코덱을 이용하여 본래 음성의 품질을 저하시킨
뒤 학습 데이터양에 따른 인식률을 본래 음성의 인식률


는
여기서   
혼합 모델의 기본 성분을 이루는 가우
시안 확률밀도함수가 된다.  는 번째 성분이 전체 혼
합 확률밀도 함수에서 가지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는
가중치와 평균, 공분산 행렬로 화자 모델을 정의한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화자 인식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명의 화자에 대한 화자 모델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해서 정의한다. 특징 벡터 
를 발생시킬 확률이 가장
높은 화자 모델  를 찾아서 화자 
 를 선택하는 것으로
화자 인식을 수행하며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한다.

  arg  
   ≤  ≤ 

(3)

3. 실험 및 결과
3.1 데이터베이스
본 실험에서는 서울말 낭독체 DB를 사용하였다. 이
중 76명 화자(남성 36명 / 여성 40명)의 발성을 사용해
화자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델 학습을 위해 화자
별로 5초에서 600초까지 5초씩 늘려가며 학습에 사용할
발성 데이터를 구성하였다.(600초 * 76명 = 45600초)
실험용으로 화자별로 62개 문장의 발성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62개 * 76명 = 4712개)

3.2 화자 모델
화자 모델에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2. 혼합 수 512개에서 학습량에 따른 원본
음성과 코덱을 거친 음성의 인식률 차
그림 2는 512개의 혼합 수에서 학습량에 따른 원본 데
이터와 코덱을 거친 음성 데이터의 인식률의 차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혼합 수
256
512
1024

원본
인식률
99.94
99.96
99.98

코덱
인식률
99.94
99.94
99.92

차
0
0.02
0.06

표 1. 학습 데이터가 250초인 경우 각 혼합 수별
원본과 코덱을 거친 음성 데이터의 인식률과 그 차

혼합 수는 256, 512, 1024개를 사용하였으며, 총 15회
표 1은 학습 데이터가 250초인 경우 256, 512, 1024개

반복 학습을 하였다.

의 혼합 수에 대한 원본 음성 데이터와 코덱을 거친 음

3.3 특징 추출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한 모든 데이터는 표본화 주파

성 데이터의 인식률과 그 차를 보여준다.

수를 16kHz로 하고, 에너지를 기반으로 무음 구간을 제

4. 결론

거하였다. 음성 특징은 25ms의 윈도우 크기로 10ms씩
중첩하여 이동하면서 12차 MFCC와 0번째 캡스트럽 계수

speex 코덱을 사용해서 음성 데이터를 압축할 때,

를 사용하여, 총 13차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가 손실되는 화자 인식기의 인식률을 하락시킬

3.4 실험 결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곡된 음성에 대한 화자 인식

그림 1은 512개 혼합 수에 대한 원본 음성 데이터와
코덱을 거친 음성 데이터의 학습량에 따른 인식률을 비

기의 인식률을 본래 음성의 인식률과 비교하기 위해서
두 데이터 그룹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두
그룹 간의 인식률 차는 학습량이 증가할수록 적어지는

교한 것이다.

경향을 보였으며 50초 이상의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
면 인식률의 차가 0.6%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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