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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클라이언트 서버 음성 인식

요약

    
분산된 음성 인식 시스템(300)이 공중 인터넷(350)을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 및 서버 
스테이션(310)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은 유저로부터 음성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331)을 
포함한다. 음성 제어기(335)는 음성 입력 신호의 적어도 일부를 로컬 음성 인식기(334)로 향하게 한다. 양호하게 제한
된 음성 인식기(334)는 음성 입력, 예를 들어, 완전한 인식을 시작하기 위한 구두 커맨드의 적어도 일부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의 결과에 의존하여, 음성 제어기(335)는 선택적으로 음성 입력 신호의 일부를 공중 인터넷(350)을 통해 서
버 스테이션(310)으로 선택적으로 향학 한다. 서버 스테이션(310)은 공중 인터넷으로부터 음성 등가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312), 및 수신된 음성 등가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큰/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314)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음성 인식 시스템, 공중 인터넷,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서버 스테이션, 음성 입력 신호, 음성 제어기, 로컬 음성 인식기, 
음성 등가 신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음성 입력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분산된 음성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이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
언트 스테이션 및 서버 스테이션을 구비하고,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유저로부터 음성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된 음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공중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테이션에 전송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서버 스테
이션은 공중 인터넷으로부터 음성 등가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수신된 음성 등가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큰/대단
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및 서버 스테이션을 구비하는 분산된 시스템 내의 음성 입력 신호
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국 특허 5,819,220 호는 클라이언트-서버 음성 인식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유저에 
위치하고 서버는 원격으로 위치되며, 공중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웹 페이지(Web page)에 
관한 음성 입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저는 전통적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클라이
언트 스테이션에 음성 입력을 제공한다. 그 음성 입력은 예를 들어, 질의(query)를 지정하거나 그 페이지의 정보 필드
들(예를 들어, 이름 및 주소)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보통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마이크로폰 및 오디오 카드의 
A/D 변환기를 통해 음성을 수신한다. 음성의 표현이 공중 인터넷 상의 음성 서버로 전송된다. 이 서버는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서버에 위치될 수 있고, 웹 서버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서버는 또한 공중 인터넷을 통해 웹 서버에 독
립한 위치로 액세스할 수 있다. 서버는 음성을 인식한다. 인식 출력(예를 들어, 인식된 워드 시퀀스)는 클라이언트 스테
이션으로 또는 직접적으로는 웹서버로 다시 전송될 수 있다. 공지된 시스템에서, 강력한 음성 인식기가 인터넷 환경에
서 음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 최적화될 수 있는 서버에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응용들에 대해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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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기는 특정 범위로 유저가 실질적으로 임의의 서류 또는 임의의 토픽을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보캐뷰러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공지된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에서, 클라
이언트 스테이션은 어떠한 음성 인식기도 갖추고 있지 않다. 기재된 시스템에서, 모든 음성 입력이 서버로 보내지기 때
문에, 서버 상의 부하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시스템이 동시에 동작하는 많은 클라이언트 스테이션들을 지
원할 경우에 그렇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서버 상의 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공지된 시스템 및 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이 로컬 음성 인식기 및 음성 제어기를 구비하
고, 상기 음성 제어기는 상기 음성 입력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로컬 음성 인식기로 보내도록 동작하고, 상기 인
식의 결과에 의존하여, 상기 음성 입력 신호의 일부를 상기 공중 인터넷을 통해 상기 서버 스테이션으로 선택적으로 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서 인식기를 통합함으로써, 로드가 서버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서버는 가능한한 많은 동시 유저들에 대해 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의 높은 질의 인식을 제공하는 다른 태스크(task)
를 향해 타겟될 수 있고, 로컬 인식기가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간단한 태스크들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태스크들이 간단
해질 수 있을 지라도, 그들은 서버 및 공중 인터넷으로부터의 높은 부하를 모든 음성 입력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 불필
요하게 함으로써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더구나, 클라이언트가 인식에 관련된 로컬 정보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인식 태스크들이 서버에서보다 클라이언트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종속 청구항 2항의 방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간단한 인식기가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처리 부하 및 추가 비용이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종속 청구항 3항의 방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로컬 인식기는 구두의 활성화 명령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심지
어 유저가 말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his/her)의 음성이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클라
이언트 스테이션들로부터 오는 음성 입력 신호들을 연속적으로 스캔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중앙 인식기를 해방시킨다. 
또한, 불필요한 로드로부터 공중 인터넷을 해방시킨다.

종속 청구항 4항의 방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로컬 인식기는 로컬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제어를 위한 명령들의 인식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로컬 동작들이 가능한 지(예를 들어, 메뉴 아이템들이 음성을 통해 제어
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더구나, 음성이 공중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고, 인식 결과가 역으로 전송됨
을 피하게 되는 반면에, 로컬 스테이션은 동등하게 알맞거나 또는 인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훨씬 더 적절하게 된다.

    
종속 청구항 5항의 방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음성 신호가 음성 서버로 전송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하기 위해 로컬 인식기를 사용한다. 그러한 접근은 몇몇 음성 인식 서버들이 있는 상황들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의 일례가 다른 회사들의 여러가지 광고 배너들을 포함하는 웹 페이지이다. 이러한 몇몇 또는 모든 회사들
은 예를 들어, 유저가 구두의 질의들을 말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그들 자체의 음성 인식 서버를 가질 수 있다. 로컬 인식
기/제어기는 " Philips 를 선택하시오" 또는 " Philips에게 말하시오" 와 같은 구두의 명료한 루팅 명령들에 기초한 음
성의 서버 및 루팅을 선택을 수행할 수 있다. 루팅 명령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는 배너(banner) 자체로부터 추
출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태그의 형태로 배너에 존재할 수 있고, 루팅 명령의 텍스트(textual) 표현 또는 음성(ph
onetic) 표현과 같은 아이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로컬 인식기/제어기는 또한 각각의 음성 서버와 연관된 정보에 기초
하여 루팅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너 텍스트의 워드들은 루팅을 기초로 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저
가 배너들 중 하나에 발생하는 워드를 말할 경우, 그 음성은 그 배너와 연관된 음성 서버로 보내진다. 워드가 하나 이상
의 배너에서 발생할 경우, 음성은 몇몇 음성 서버들 또는 가장 유력한 하나의 서버(예를 들어, 연관된 배너가 그 워드의 
가장 높은 상대 발생을 가짐)로 루팅될 수 있다. 배너에 명확하게 도시된 워드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배너는 또한 예를 
들어, 링크를 통해 문서 정보와 연관될 수 있다. 유저가 정보로부터 하나 이상의 워드를 말할 경우, 배너를 위한 음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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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선택된다.
    

    
종속 청구항 제 6 항의 방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서버 내의 음성 인식기는 로컬 인식기가 유저 입력을 적당히 인식할 
수 없는 상황들을 위해 'backup'의 종류로 사용된다. 음성 입력을 서버로 이동시키기 위한 결정은 점수들 또는 신뢰도
의 방법들과 같은 성능 지시들에 기초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종래의 큰 보캐뷰러리 인식기는 클라이언트 스테이
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더 강력한 인식기가 서버에 사용될 수 있다. 서버 내의 인식기는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양
의 보캐뷰러리 또는 보다 특정한 언어 모델들을 지원할 수 있다. 비록, 병행하여, 입력이 서버에 의해 인식될 수 있을지
라도, 로컬 인식기는 동작 상태를 유지하고, 입력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저의 입력은 '실시간'에서 인식
될 수 있다. 이어서, 가능한한 낮은 정확도를 갖는 로컬 인식기의 초기 인식이 서버의 결과로 가능한한 높은 질로 대체
될 수 있다. 선택기는 로컬 인식기의 인식 결과와 원거리 인식기 간의 최종 선택을 수행한다. 이러한 선택은 성능 지시
기들에 기초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산된 시스템에서 음성 입력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서 유저로부터의 음성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서 음성 입력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인식하는 단계와,

인식의 결과에 의존하여, 음성 입력 신호의 일부를 나타내는 신호를 공중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부터 
서버 스테이션으로 선택적으로 향하는 단계와,

서버 스테이션에서 음성 등가 신호를 상기 공중 인터넷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큰/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를 사용하여 서버 스테이션에서의 수신된 음성 등가 신호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관점들 및 다른 관점들이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분명해지고,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음성 인식기의 요소들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HMM-기초한 워드 모델들을 묘사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분산된 음성 인식 시스템의 블록도.

도 4는 서버스테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공중 인터넷을 사용하여 더 상세히 묘사한 도면.

도 5는 서버 스테이션들의 선택을 갖는 시스템의 블록도.

도 6은 분산된 시스템에서 음성 입력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묘사한 도면.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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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보캐뷰러리의 연속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과 같은 음성 인식 시스템들에서, 입력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인식 모델들
의 수집을 사용한다. 에를 들어, 음향 모델 및 보캐뷰러리가 워드를 인식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언어 모델이 기초의 인
식 결과를 개선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라지 보캐뷰러리 연속 음성 인식 시스템(100)[L.Rabiner, B-H. Ju
ang의 " 음성 인식의 기초" Prentice Hall 1993, p.434~454]의 통상적인 구조를 도시한다. 시스템(100)은 스펙트럼 
분석 서브시스템(110) 및 서브시스템(120)과 조화하는 유니트를 포함한다. 스펙트럼 분석 시스템(100)에서, 음성 입
력 신호(SIS)는 스펙트럼으로 및/또는 일시적으로 특징들의 벡터 표현(관측 벡터; OV)을 계산하기 위해 분석된다. 통
상적으로, 음성 신호는 디지털화(예를 들어, 6.67㎑의 비율로 샘플된)되고, 예를 들어, 미리 중요성을 인가함으로써, 
미리 처리된다. 연속적인 샘플들은 예를 들어, 음성 신호의 32msec에 대응하는 프레임들로 그룹화된다(블럭된다). 연
속 프레임들은 예를 들어, 16msec로 부분적으로 중첩한다. 선형 예측 코딩(LPC) 스펙트럼 분석 방법이 종종 특징들의 
벡터 표현(관측 벡터)을 각 프레임에 대해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그 특징 벡터는 예를 들어, 24, 32 또는 63 성분들을 
가질수 있다. 라지 보캐뷰러리 연속 음성 인식에 대한 표준 접근은 음성 제공이 가능한 모델을 가정함으로써, 특정된 워
드 시퀀스(W = w1 w2 w3 ...w q) 음향 관측 벡터들(Y = y 1 y2 y3 ...y T )을 산출한다. 인식 오차는 가장 가능성 있게는 
관측 벡터들의 관측된 시퀀스(y1 y2 y3 ...y T )(초과 시간 t = 1,...,T)로 야기되는 워드들의 시퀀스(w 1 w2 w3 ...w q)를 
결정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으며, 그 관측 벡터들은 스펙트럼 분석 서브시스템(110)의 결과이다. 이것은 
최대의 다음 가능성(maximun posteriori probability)을 결정하는 것을 초래한다 :

모든 가능한 워드 시퀀스들(W)에 대해, max P(W│Y)

조건 가능성들에서, Bayes'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P(W│Y)가 아래와 같이 제공된다 :

P(W│Y) = P(W│Y)ㆍP(W)/P(Y)

P(Y)가 W에 독립적이므로, 가장 가능성 있는 워드 시퀀스는 아래와 같이 제공된다 :

모든 가능한 워드 시퀀스들(W)에 대해, arg max P(Y│W)ㆍP(W) (1)

    
유니트 조합 서브시스템(120)에서, 음향 모델은 식(1)의 첫번째 텀(term)을 제공한다. 음향 모델은 제공된 워드 스트
링(W)에 대한 관측 벡터들(Y)의 시퀀스의 가능성(P(W│Y))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라지 보캐뷰러리 시스템에 대해
서, 이것은 보통 음성 인식 유니트의 목록에 반대하여 관측 벡터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음성 인식 유니트는 음
향 기준들의 시퀀스에 의해 표현된다. 음성 인식 유니트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로서, 전체 워드 또는 
심지어는 워드들의 그룹까지도 아나의 음성 인식 유니트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워드 모델(WM)이 음향 기준들의 시
퀀스에서 주어진 보캐뷰러리의 각 워드에 대해 트랜스크립션(transcription)을 제공한다. 가장 스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 시스템들에서, 전체 워드가 음성 인식 유니트에 의해 표현되고, 그 경우, 직접적인 관계가 워드 모델과 음성 인식 
유니트 사이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른 스몰 보캐뷰러리 시스템에서, 비교적 다수(예를 들어 수백개)의 워드들을 인
식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는, 라지 보캐뷰러리 시스템들에서, 사용은 폰(phone)들, 디폰(diphone)들 또는 실러블(sy
llable)들과 같은 서브 워드 유니트들뿐만 아니라 피닌들(fenenes) 및 피넌들(fenone)과 같은 유도 유니트들에 언어
학적으로 기초하여 구성될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들에 대해, 워드 모델이 보캐뷰러리의 워드에 관한 서브 워드 유니트
들의 시퀀스를 설명하는 렉시콘(lexicon)(134) 및 포함된 음성 인식 유니트의 음향 레퍼런스들의 시퀀스들을 설명하
는 서브 워드 모델들(132)에 의해 제공된다. 워드 모델 구성기(136)가 서브 워드 모델(132) 및 렉시콘(134)에 기초
하여 워드 모델을 구성한다.
    

    
도 2a는 전체 워드 음성 인식 유니트들에 기초한 시스템에 대하여 워드 모델(200)을 도시한다. 도시된 워드의 음성 인
식 유니트는 10개의 음향 레퍼런스들(201 내지 210)의 시퀀스를 사용하여 모델링된다. 도 2b는 서브 워드 유니트들에 
기초한 시스템에 대한 원드 모델(220)을 도시하고, 도시된 워드는 4개의 음향 레퍼런스들(251, 252, 253, 254; 261 
내지 264; 271 내지 274)의 시퀀스를 각각 갖는 3개의 서브 워드 모델들(250, 260, 270)의 시퀀스에 의해 모델링된
다. 도 2에 도시된 워드 모델들은 히든 마르코프 모델들(Hidden Markov Models; HMMs)에 기초하고, 그 파라메터들
은 데이터의 트레이닝 세트로부터 평가된다. 라지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 시스템들에 대해, 보다 큰 유니트들을 위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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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을 적당히 트레이닝하기 위해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40의 서브 워드 유
닛들의 제한된 세트가 사용된다. HMM 상태는 음향 레퍼런스에 대응한다. 다양한 기술들이 이산 또는 연속 가능성 밀
도들(probability densities)을 포함하는, 레퍼런스를 모델링하기 위해 공지되어 있다. 일 특정 발성(utterance)에 관
한 음향 레퍼런스들의 각 시퀀스가 또한 발성의 음향 트랜스크립션으로서 언급된다. HMM들과는 다른 인식 기술들이 
사용된다면, 음향 트랜스크립션의 세부 항목들이 달라질 것이다.
    

도 1의 워드 레벨 매칭 시스템(130)은 음성 인식 유니트들의 모든 시퀀스들에 대하여 관측 벡터들을 매칭하고, 벡터와 
시퀀스 간의 매칭의 가능성(likelihood)을 제공한다. 서브 워드 유니트들이 사용될 경우, 콘스트레인트(constraint)들
이 렉시콘(134)에서 시퀀스들에 대한 서브 워드 유니트들의 가능한 시퀀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렉시콘(134)을 사용함
으로써 매칭시에 배치될 수 있다. 이것은 워드들의 가능한 시퀀스들에 대한 결과를 감소시킨다.

더구나, 센텐스 레벨 매칭 시스템(140)은 랭귀지 모델(LM)에 기초하여 조사된 경로들이 랭귀지 모델에 의해 지정된 
것과 같은 적절한 시퀀스들인 워드 시퀀스들에 대응하도록 다른 콘스트레인트들을 매칭 상에 배치한다. 그러한 랭귀지 
모델은 식(1)의 두번째 텀(P(W))를 제공한다. 음향 모델의 결과들을 랭귀지 모델의 결과들과 결합시키는 것은 인식된 
센텐스(152)인 유니트 매칭 시스템(120)의 결과를 초래한다. 패턴 인식에 사용된 랭귀지 모델은 랭귀지 및 인식 태스
크의 문장 구조상 및/또는 의미상 콘스트레인트들(142)을 포함할 수 있다. 문장 구조상 콘스트레인트들에 기초한 랭귀
지 모델은 보통 그래머(grammar)(144)로서 언급되고, 랭귀지 모델에 의해 사용된 그래머(144)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 워드 센텐스(W = w1 w2 w3 ...w q)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P(W) = P(w 1 )P(w2 │w1 )ㆍP(w3 │w1 w2 )...P(w q│w1 w2 w3 ...w q)

실제적으로, 주어진 랭귀지에서 모든 워드들 및 모든 시퀀스 길이들에 대한 조건 워드 가능성들을 신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N-그램(N-gram) 워드 모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N-그램 모델에서, 텀(P(w j│
w1 w2 w3 ...w j-1 ))은 P(wj│wj-N+1 ...w j-1 )와 비슷해진다. 실제적으로, 바이그램(bigram) 또는 트라이그램(tri
gram)들이 사용된다. 트라이그램에서, 텀(P(w j│w1 w2 w3 ...w j-1 ))는 P(wj│wj-2 wj-1 )와 비슷해진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분산 음성 인식 시스템(300)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시스템의 동작 예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세히 기재될 것이며, 인식된 음성은 텍스트(textual)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 전환된다. 그러한 문자 표현은 딕테
이션(dictation)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문자 표현은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 또는 텍스트 분야의 문서에 
입력된다. 딕테이션을 위해, 현재 큰 보캐뷰러리 인식기들은 60,000 워드들까지의 활성 보캐뷰러리 및 렉시콘을 지원
한다. 훨씬 많은 수의 워드들에 대해 충분히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들을 제조하기 위한 충분한 관련 데이터
를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 통상적으로, 유저는 활성 보캐뷰러리/렉시콘에 대해 워드들의 임의의 수를 부가할 수 있다. 
그 워드들은 300,000 내지 500,000 워드들(또한 워드들의 음향 트랜스크립션을 포함하는)의 보캐뷰러리를 백그라운
드(background)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 딕테이션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들을 위해, 대단히 큰 보캐뷰러리가 예를 들어 
최소한 100,000 활성 워드들 또는 심지어는 300,000 활성 워드들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느 링크 
상에서 클릭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콘텍스트가 생성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해될 것이다. 백그라운드 보캐뷰러리
의 많은 워드들이 활성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이 우선할 것이다. 네임들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인식 태스크들에 대
해, 보통 그에 첨부된 프라이어 네임 가능성의 몇가지 형태로 플랫 리스트(flat list)로서 모델링되지만, 어떠한 높은 
질의 랭귀지 모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0,000 워드들 이상의 보캐뷰러리가 이미 대단히 크게 취급될 수 있다.
    

인식 결과가 딕테이션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될 필요가 없음이 이해될 것이다. 다른 시스템들에 대해, 다이얼로그(dial
ogue) 시스템들과 같은 다른 시스템들에 대해 입력으로서 똑같이 알맞게 사용될 수 있고, 인식된 음성 정보에 의존하
여, 책을 주문하거나 여행을 예약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또는 동작으로부터 검색된다.

    
분산 인식 시스템(300)은 서버 스테이션(310) 및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을 포함한다. 세개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들(320, 330, 340)이 도시되어 있으며, 단지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에 대해 도시된 것이 더 상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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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테이션들은 종래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은 데스크 탑 
개인 컴퓨터(desk top personal computer) 또는 워크 스테이션(workstation)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반면에, 서버 
스테이션(310)은 PC 서버 또는 워크 스테이션 서버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컴퓨터들은 컴퓨터의 처리기에서 로딩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어하에서 동작된다. 그 서버 스테이션(310) 및 클라이언트 스테이션들(320, 330, 340)은 공중 
인터넷(350)을 통해 접속된다.
    

    
도 4는 공중 인터넷(400)의 사용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다. 서버 스테이션(310)은 공중 인터넷을 통해 유저들(클라
이언트 스테이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도시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는 
음성-텍스트 전환(공중 인터넷을 통해 음성을 수신하여, 텍스트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인식 결과를 돌려주는)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공중 인터넷에서 사용가능한 정보의 여러가지 형태들에 포털로서 액팅(acting)
과 같은 개선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한 개선된 기능은 서버 스테이션에 의해 인식된 음성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인식된 음성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 돌려질 필요가 없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들은 액세스 제공자들을 통해 공
중 인터넷(400)으로 액세스된다. 두 액세스 제공자들(410, 420)이 제공된다. 이 실시예에서, 액세스 제공자(410)는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20)에 액세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액세스 제공자(420)는 클라이언트 스테이션들(330, 340)에 
액세스를 제공한다. 액세스 제공자들과 그 클라이언트 스테이션(들) 간의 접속은 보통 다이얼-인 전화 접속 또는 케이
블 TV 접속과 같은 광역 네트워크(wide area network)를 통해 발생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테이션들은 공중 인터넷(350)을 통해 통신하기 위한 통신 수단(312, 332)을 각각 포함한
다. 공중 인터넷(350)과 조합하여 사용하기에 적절한 임의의 통신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통신 수단은 통
신 인터페이스 또는 모뎀과 같은 하드웨어와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들을 포함하는 특정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의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은 유저, 예를 들어 인
터페이스(331)를 통해 음성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그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은 음성 신호를 미리 처
리하여 서버 스테이션(310)으로 전송하기에 적절하게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도 
1의 스펙트럼 분석 서브시스템(101)과 유사한 스펙트럼 분석 서브시스템(333)을 포함할 수 있다. 서버 스테이션(31
0)은 도 1의 시스템(100)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다른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서버 
시스템은 큰 또는 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연속 음성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 자체에서,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이 잘 
공지되어 있다. 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에 대해, 바람직하게, 유럽 특허 출원 EP 99200949.8 호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이 사용된다. 서버 시스템(310)은 워드 모델 및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여, 도 1의 유니트 매칭 서브시스템과 
유사할 수 있는 인식기(312)를 포함한다. 인식된 워드들(RS)의 시퀀스와 같은 인식 출력은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
0)으로 다시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처리(예를 들어,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를 위한 서버 스테이션(310)에 사용
되거나, 인터넷 상의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다른 스테이션으로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330)은 음성 인식기(334)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의 음성 인식기(334)는 작
은 보캐뷰러리 또는 키워드 인식기와 같은 제한된 음성 인식기이다. 그러한 인식기들은 잘 공지되어 있으며, 비용-절감
이 구현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은 음성 제어기(335)를 더 포함한다. 음성 제어기(335)는 로컬 인식기
(334)에 의해 인식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인식의 결과에 의존하여, 공중 인터넷(350)을 통해 서버 스테이션(310)으
로 음성 입력 신호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보낸다.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은 인터페이스(331)를 통해 
수신된(그리고 분석기(333)에 의해 분석된) 음성 입력이통신 인터페이스(332)에 의하여 서버 스테이션(310)으로 전
송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가능 스위치(336)를 포함한다. 로컬 인식기(334)의 태스크 및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330)에 놓일 수 있는 로드에 의존하여, 음성 제어기(335)는 단지 음성 입력 신호의 일부를 로컬 음성 인식기(334)에 
전달하기 위해, 다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은 예를 들어, 수신된 입력 신호
의 에너지 레벨에 기초하여, 유저가 구사할(speaking)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음성 활성 검출기를 포함할 수 있
다. 유저가 구사하지 않는다면(레벨이 임계값 이하), 신호는 로컬 인식기(334)에 보내질 필요가 없다. 그러한 활성 검
출기(active detector)들이 공지되어 있다. 로드가 제한 요소가 아니라면, 적어도 유저가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할 때 음성을 항상 로컬 인식기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것은, 때때로 인식 세션(recognition session)을 시
작할 소망으로 나타난다. 로컬 인식기를 항상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기초 활성 검출기(energy-based activity de
tector)들의 결점들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검출기를 위한 임계값의 설정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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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잡음이 많은 환경, 예를 들어 배경 음악 또는 배경에서의 사람들의 말소리(people speaking)에서는 더 그렇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음성 인식기(334)는 서버 스테이션에 의해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말해지는 명령(spoken co
mmand)을 인식하도록 동작하는 제한된 음성 인식기이다. 그러한 소정의 명령(또는 다수의 소정 활성화 명령 중 하나)
이 인식되면, 음성 제어기(335)는 음성 입력 신호를 서버 스테이션(310)으로 보내기 위해 스위치(336)를 제어한다. 
음성 제어기(335)는 또한 통신 수단(332)에 의해 서버 스테이션(310)으로 활성화 명령을 전송한다. 이 활성화 명령
은 함죽적(implicit)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310)에서의 인식은 음성이 통신 인터페이스(312)를 통해 수신될 때
마다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인식기(334)는 로컬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의 동작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구두 명령/제어 명
령을 인식하도록 동작한다. 이러한 태스크에 대해, 작은 보캐뷰러리 또는 케워드 인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하다 로
컬 명령/제어 명령을 인식하는 것에 응답하여, 음성 제어기(335)는 로컬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의 스테이션 제어
기(337)에 대응하는 머신 제어 명령을 내린다. 그러한 머신 명령은 예를 들어, 윈도우 동작 시스템에 대해 정의되는 것
과 같이, 동작 시스템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명령이 될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500)은 510, 520, 530으로 도시되는 다수의 서버 스테이션들을 
포함한다. 서버 스테이션들은 도 3의 서버 시스템(310)에 대해 기재된 것에 유사한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서버 스테이
션들은 공중 인터넷(540)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550)으로 도시된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 접
속된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550)은 도 3의 스테이션(330)에 대해 기재된 것과 동일한 구성을 가질 수 있다. 클라이
언트 스테이션(550)의 음성 인식기는 바람직하게는 제한된 음성 인식기이다. 음성 인식기는 음성 루팅 커맨드들을 인
식하도록 동작한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음성 제어기는 음성 입력 신호를 인식된 루팅 커맨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
의 서버에 선택적으로 보낸다. 보낸 것은 음성 루팅 커맨드를 서버 스테이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번역하기 위한 테
이블에 기초할 수 있다. 그러한 테이블은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 로딩되거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유저
에 의해 인가되기만 하면, 미리 결정될 수 있다. 대안으로, 그러한 테이블은 다이나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딩된 HTML 문서와 같은 문서 내에 삽입될 수 있고, 그러한 문서와 연관될 수 있다. 그러한 문서
에서, 다른 영역들은 다른 각각의 서버들과 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서는 그 자신의 인식 서버와 각각 연관하여 몇
몇 광고 배너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음성 인식기(334)는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또는 선택적으로 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이다. 만일, 로컬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의 음성 인식기(334)의 인식 결과에 대한 성
능 지시기가 소정의 임계값 이하라면, 그 음성 인식기(335)는 음성 입력 신호의 부분(또는 전부)를 서버 스테이션(31
0)으로 보낸다. 보낸 것은 스위치(336)을 교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음성 신호의 마지막 부분 예를 
들어, 나쁘게 인식된 센텐스에 관한 부분만을 서버 스테이션(310)으로 단지 루팅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서버 스테이
션이 음성 신호와 더 잘 동조하고, 선택적으로 신호의 더 앞선 부분에 기초한 음향 또는 랭귀지 모델들과 같은 적절한 
인식 모델들을 선택적으로 고르도록 하는 서버 스테이션(310)으로 더 앞선 음성 재료를 루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
버 스테이션(310)은 인식된 워드 시퀀스를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30)으로 다시 이동시킨다. 클라이언트 스테이션(3
30)은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내의 인식기 및 서버 스테이션 내의 인식기에 의해 각각 인식된 워드 시퀀스들로부터 인식
된 워드 시퀀스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기를 구비한다. 실제적으로, 선택기의 태스크는 음성 제어기(335)의 태스크와 결
합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로컬 인식기의 결과를 미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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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공중 인터넷(610)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600) 및 서버 스테이션(620)을 
구비하는 분산 시스템에서 음성 입력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그 방법은 유저로부터 음성 입력 신호를 클라
이언트 스테이션(600)으로 수신하는 단계(640)을 포함한다. 단계(650)에서, 음성 입력 신호의 적어도 부분이 클라이
언트 스테이션(600)에서 서버 스테이션(620)으로 공중 인터넷(610)을 통해 선택적으로 보내진다. 보내진 것은 클라
이언트 스테이션(600)에서의 인식 결과에 의존한다. 단계(670)에서, 음성 등가 신호는 공중 인터넷(610)으로부터 서
버 스테이Yd1020010108401션(620)으로 수신된다. 단계(680)에서, 수신된 음성 등가 신호는 큰/대단히 큰(large/
huge)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를 사용하여 서버 스테이션(620)에서 인식된다. 선택적으로, 단계(685)에서, 서버 스
테이션은 공중 인터넷(610)을 통해 음성 표현 신호 인식의 인식 결과(예를 들어, 인식된 음성의 텍스트의 트랜스크립
션)를 나타내는 정보를 다시 클라이언트 스테이션(600)으로 보낸다. 단계(690)에서,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정보를 
수신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입력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분산된 음성 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및 서버 스테이션을 구비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유저로부터 상기 음성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수신된 음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상기 공중 인터넷을 통해 상기 서버 스테이션으로 전송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서버 스테이션은 상기 음성 등가 신호(speech equivalent signal)를 상기 공중 인터넷으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수
단, 및 상기 수신된 음성 등가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큰/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를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로컬 음성 인식기 및 음성 제어기를 구비하고, 상기 음성 제어기는 상기 음성 입력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로컬 음성 인식기로 향하도록 동작되고, 상기 인식의 결과에 의존하여, 상기 음성 입력 신호의 일
부를 상기 공중 인터넷을 경유하여 상기 서버 스테이션으로 선택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인식 시
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상기 로컬 음성 인식기는 작은 보캐뷰러리 또는 키워드 인식기와 같은 제한된 음성 인식기
인, 음성 인식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음성 인식기는 상기 서버 스테이션에 의한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두 커맨드(spoken command)을 인식
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음성 제어기는 활성화 커맨드를 인식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서버에 활성화 명령을 전송하고, 
상기 음성 입력 신호를 상기 서버 스테이션으로 향하도록 동작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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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식기는 상기 로컬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동작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구두 커맨드/제어 명령을 인식하도록 동작
하고, 상기 음성 제어기는 상기 로컬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스테이션 제어기에 상기 인식된 커맨드/제어 명령에 대응
하는 머신 제어 명령(machine control instruction)을 내리도록 동작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복수의 서버 스테이션들을 구비하며, 상기 음성 인식기는 음성 루팅 커맨드들을 인식하도록 동작되고, 
상기 음성 제어기는 상기 음성 입력 신호를 적어도 하나의 연관된 서버로 선택적으로 향하도록 동작하는, 음성 인식 시
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의 상기 음성 인식기는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이고, 상기 음성 제어기는 상기 로컬 클라
이언트 스테이션에서 상기 음성 인식기의 인식 결과에 대한 성능 표시기가 소정의 임계값 미만일 경우, 음성 입력 신호
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서버 스테이션으로 향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서버 스테이션은 인식된 워드 시퀀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 다시 전송시키도록 동작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은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내의 인식기 및 상기 서버 스테이션 내의 인식기에 의해 각각 
인식된 상기 워드 시퀀스들로부터 인식된 워드 시퀀스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기를 포함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

청구항 7.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스테이션 및 서버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분산된 시스템에서 음성 입력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서, 유저로부터의 상기 음성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서 상기 음성 입력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음성 입력 신호의 일부를 나타내는 신호를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부터 공중 인터넷을 통해 상기 서버 스테
이션으로 선택적으로 향하는 단계로서, 상기 향하는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서 상기 인식의 결과에 의존하
는, 상기 향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스테이션에서의 음성 등가 신호를 상기 공중 인터넷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큰/대단히 큰 보캐뷰러리 음성 인식기를 사용하여 상기 서버 스테이션에서의 상기 수신된 음성 등가 신호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입력 신호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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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2a

 - 11 -



공개특허 특2001-0108402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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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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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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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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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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