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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이 장치는,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특징을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및 제1 ~ 제N 서버들을 구비하

고, 제1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

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특징을 전송하고, 제n(2≤n≤N) 서버는 제n-1 서버로부터 전송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특징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클라

이언트의 사용자로 하여금 음성을 고품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연속 음성 인식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적어도 하나의 서버간의 음성 인식에 따른 부담을 최적으로 분산시켜 음성 인식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및

제1 ~ 제N(여기서, N은 2이상의 양의 정수이다.) 서버들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

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고,

상기 제n(2≤n≤N) 서버는 제n-1 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

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음성 특징 추출부;

상기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상기 음성을 인식하는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 및

상기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특징을 상기

제1 서버로 전송하거나 상기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로 출력하는 클라이언트 조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조정부는

상기 추출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토픽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계산하는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

상기 검출된 스코어와 클라이언트 임계값을 비교하는 클라이언트 비교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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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추출된 특징을 상기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로 출력하거나 상기 제1 서버로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출력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비교된 결과 및 전송 형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추출된 특징을 압축하여 손실 채널로 상기 제1 서버로 전송하는 클

라이언트 압축 전송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로부터 전송된 압축된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압축된 특징을 복원하는 클라이언트 복원 수

신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서버는 상기 복원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복원된 특징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5.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는

제1 ~ 제P(여기서, P는 상기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에서 검사되는 토픽의 개수를 나타낸다.) 음성 인식 디코더들; 및

상기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활성화되고, 상기 제1 ~ 상기 제P 음성 인식 디코더들중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

로부터 입력한 상기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에 해당하는 음성 인식 디코더로 상기 추출된 특징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클

라이언트 디코더 선택부를 구비하고,

제p(1≤p≤P) 음성 인식 디코더는 상기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상기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6.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외부로부터 상기 음성을 입력하고, 상기 입력한 음성으로부터 유효한 음성 구간을 검출하는 음성 입력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유효한 음성 구간으로부터 상기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7.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제q(1≤q≤N) 서버는

상기 수신된 특징으로부터 상기 음성을 인식하는 서버 음성 인식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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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된 특징

을 다른 서버로 전송하거나 상기 서버 음성 인식부로 출력하는 서버 조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조정부는

상기 수신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토픽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계산하는 서버 토픽 검사부;

상기 서버 토픽 검사부에서 검출된 스코어와 서버 임계값을 비교하는 서버 비교부; 및

상기 서버 비교부에서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된 특징을 상기 서버 음성 인식부로 출력하거나 상기 다른 서버로

전송하는 서버 출력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음성 인식부는

제1 ~ 제R(여기서, R는 상기 서버 토픽 검사부에서 검사되는 토픽의 개수를 나타낸다.) 음성 인식 디코더들; 및

상기 서버 비교부에서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활성화되고, 상기 제1 ~ 상기 제R 음성 인식 디코더들중에서 상기 서버 토

픽 검사부로부터 입력한 상기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에 해당하는 음성 인식 디코더로 상기 수신된 특징을 선택적으로 출

력하는 서버 디코더 선택부를 구비하고,

제r(1≤r≤R) 음성 인식 디코더는 상기 수신된 특징으로부터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10.

제3 항 또는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 또는 상기 서버 토픽 검사부는

다수개의 키워드들을 저장하는 키워드 저장부;

상기 키워드들중에서 상기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키워드들을 검색하고, 검색된 키워드들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하는

키워드 검색부; 및

상기 리스트로부터 토픽별 스코어를 구하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상기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로서 출력하고, 상기 가

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토픽을 상기 가장 유사한 토픽으로서 출력하는 스코어 계산부를 구비하고,

상기 키워드들 각각은 자신의 음성 특징과 상기 토픽별 스코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11.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제q 서버는

상기 서버 비교부에서 비교된 결과 및 전송 형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된 특징을 압축하여 손실 채널을 통해 상기 다

른 서버로 전송하는 서버 압축 전송부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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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른 서버는

상기 서버 압축 전송부로부터 전송된 압축된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압축된 특징을 복원하는 서버 복원 수신부를 구비하

고,

상기 다른 서버는 상기 복원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

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복원된 특징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클라이언트 및 제1 ~ 제N(여기서, N은 2이상의 양의 정수이다.) 서버들을 갖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에서 수행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에 있어서,

(a)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

하고, 판단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

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단계; 및

(c) 제n-1(2≤n≤N) 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a)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제1 서버에서 수행되고, 상기 (c) 단계는 상기 음성

이 인식될 때까지 여러 개의 서버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14.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상기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특징을 상기 제1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15.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을 상기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추출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토픽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구하는 단계; 및

상기 구해진 스코어가 클라이언트 임계값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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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성을 상기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인식 가능할 때 상기 구해진 스코어가 상기 클라이언트 임계값보다 큰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16.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특징을 상기 제1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추출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특징을 상기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특징을 상기 제1 서버로 무손실 채널

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특징을 압축하고, 압축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상기 제1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서버는 상기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된 압축된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압축된 특징을 복원하는 단계를 구비하

고,

상기 제1 서버는 상기 복원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b)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17.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외부로부터 상기 음성을 입력하고, 상기 입력한 음성으로부터 유효한 음성 구간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유효한 음성 구간으로부터 상기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18.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b) 또는 상기 (c) 단계는

상기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제q(1≤q≤N) 서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기 수신된 특징을 다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19.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을 상기 제q 서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토픽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구하는 단계; 및

상기 구해진 스코어가 서버 임계값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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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성을 상기 제q 서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할 때 상기 구해진 스코어가 상기 서버 임계값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20.

제15 항 또는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스코어를 구하는 단계는

사전에 저장된 다수개의 키워드들중에서 상기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키워드들로부터 토픽별 스코어를 구하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상기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키워드들 각각은 자신의 음성 특징과 상기 토픽별 스코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청구항 21.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특징을 상기 다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특징을 상기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특징을 상기 다른 서버로 무손실 채널

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수신된 특징을 압축하고, 압축된 특징으로 손실 채널

을 통해 상기 다른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다른 서버는 상기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된 압축된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압축된 특징을 복원하는 단계를 구비하

고,

상기 다른 서버는 상기 복원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

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복원된 특징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성의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단말과 적어도 하나의 서버들을 이용하여 음성을 인식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단말에서만 음성의 인식을 수행하는 종래의 음성 인식 방법이 미국 특허 번호 6,594,630에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종래의

방법은 음성 인식의 모든 과정을 단말에서만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방법은 단말이 갖는 리소스의 제한으로 인

해 음성을 고품질로 인식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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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과 서버가 연결된 상황에서, 서버만을 이용하여 음성을 인식하는 종래의 음성 인식 방법이 미국 특허 번호

US5,819,220에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종래의 방법에 의하면, 단말은 단순히 음성을 받아들여 서버로 전달하고, 서버는

단말로부터 보내진 음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종래의 방법은 서버로 하여금 음성의 인식을 전담하도록 하므로 서버의 부담

을 과중시키고,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서버에 음성을 보내야 하므로 음성 인식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단말과 서버가 나누어서 음성 인식을 수행하는 종래의 음성 인식 방법이 미국 특허 번호 US6,487,534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 개시된 종래의 음성 인식 방법은 인터넷 검색 도메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적용 범위가 좁고, 음성 인식 방법을 구

체화시키지 못한 문제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계층적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와 적어도 하나의 서버들을

이용하여 음성을 다 단계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계층적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와 적어도 하나의 서버

들을 이용하여 음성을 다 단계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는,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

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클라이언트 및 제1 ~ 제N(여기서, N은 1이상의 양의 정수이다.) 서버들로 구성되고, 상기 제1 서버는 상

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고, 상기 제n(2≤n≤N) 서버는 제n-1 서버로부

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해, 클라이언트 및 제1 ~ 제N(여기서, N은 1이상의 양의 정수이다.) 서버들을 갖는 다 단계 음

성 인식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은,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고, 상기 추

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판단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a)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

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b) 단계 및

제n-1(2≤n≤N) 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

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상기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기 특징을 전송하는 (c) 단계로 이루어지고, 상기 (a) 단

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제1 서버에서 수행되고, 상기 (c) 단계는 제n 서버에서 수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의 구성 및 동작과, 그 장치에서 수행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을 첨부한 도

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의 개략적인 외관을 나타내는 블럭도로서, 클라이언트(10) 및 N개의 서버들

(20, 22, ... 및 24)로 구성된다. 여기서, N은 1이상의 양의 정수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에서 수행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클

라이언트(10) 자체에서 음성을 인식하거나 특징을 전송하는 단계(제40 단계) 및 클라이언트(10) 자체에서 인식하지 못한

음성을 적어도 하나의 서버가 인식하는 단계(제42 및 제4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도 1에 도시된 클라이언트(10)는 입력단자 IN1을 통해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을 입력하고, 입력한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

며, 추출된 음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특징을 서버들(20, 22, ... 및 24)중 하나로 전송한다(제40 단계). 여기서, 클라이언트(10)는 휴대폰, 리모콘 또는 로봇과

같이 적은 용량의 리소스를 가지며, 단어 음성 인식이나 연결 단어 음성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리소스란, 중앙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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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 속도 및 음성 인식을 위한 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의 크기 등이 될 수 있다. 단어 음성 인식이란 예를 들면 '청소'

등과 같이 로봇 등에게 명령하는 하나의 단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결 단어 음성 인식이란 예를 들면 '전화 해'등과

같이 휴대 폰 등에게 요구하는 두 개 이상의 간단하게 연결되는 단어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서버들중(20, 22, ... 및 24)에서 클라이언트(10)로부터 전송된 특징을 직접 수신하는 서버를 제1 서버라 하고, 제1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특징을 직접 수신하는 서버 또는 임의의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특징을 직접 수신하는 서버를 다른 서

버라고 하며, 다른 서버는 제n(2≤n≤N) 라고 한다.

제40 단계후에, 제1 서버(20, 22, ... 또는 24)는 클라이언트(10)로부터 전송된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하거나 수신한 특징을 제n 서버로

전송한다(제42 단계).

제42 단계후에, 제n 서버는 제n-1 서버로부터 전송된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

능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따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수신된 특징을 또 다른 서버인 제n+1 서버로 전송한다(제44

단계). 예컨대, 제n 서버가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제n+1 서버에서 제44 단계를 수행하고, 제n+1 서버가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제n+2 서버에서 제44 단계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이 인식될 때까지

여러 서버들에 걸쳐서 음성 인식의 수행이 시도된다.

이 때, 제1 ~ 제N 서버중 하나가 음성을 인식한 경우, 인식된 결과를 출력단자(OUT1, OUT2, ... 또는 OUTN)을 통해 출력

할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10)로도 출력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10)가 비록 음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음성

인식의 결과를 클라이언트(10)가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1 ~ 제N 서버중 하나에서 음성을 인식한 결과가 클라이언트(10)로 출력될 경우, 클라이언트(10)는

음성의 인식 여부를 출력단자 OUTN+1을 통해 클라이언트(10)의 사용자에게 알릴 수도 있다.

전술한 도 1에 도시된 서버들(20, 22, ... 및 24) 각각은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지 않고, 클라이언트(10)에서 추출된 음성의

특징을 받아서, 곧바로 음성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서버들(20, 22, ... 및 24) 각각은 클라이언트(10)보다 많은 리

소스를 보유할 수 있으며, 서버들(20, 22, ... 및 24)은 서로 다른 용량의 리소스를 보유한다. 이 때, 적은 용량의 리소스를

가진 서버로부터 큰 용량을 가진 서버들까지 서버들은 서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13, 15, ... 및 17)를 통해

연결된다. 이와 비슷하게, 서버들(20, 22, ... 및 24)과 클라이언트(10)는 네트워크(12, 14, ... 및 16)를 통해 연결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적은 용량의 리소스를 갖는 서버로서 홈 서버(home server)가 존재한다. 홈 서버는 '골프 채널 틀어줘'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자연어로 구성되는 가전 제어 음성 대화를 인식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큰 용량의 리소스를 갖는

서버로서 URC(Ubiquitous Robot Companion) 같은 서비스 서버(service server)가 존재한다. 서비스 서버는 '지금 영화

프로그램 뭐 하는지 알려줘'와 같은 비교적 긴 문장의 자연어로 구성되는 복합 명령을 인식할 수 있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및 방법은 클라이언트(10)에서 음성의 인식을 먼저 시도한

다(제40 단계). 만일, 클라이언트(10)에서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클라이언트(10)보다 큰 용량을 갖는 제1 서버에서

음성의 인식을 시도한다(제42 단계). 만일, 제1 서버에서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제1 서버보다 큰 용량을 갖는 서버들

에서 순차적으로 음성의 인식을 시도한다(제44 단계).

만일, 음성이 비교적 간단한 자연어인 경우, 음성은 적은 용량의 리소스를 갖는 제1 서버에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

2에 도시된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은 제40 및 제42 단계들만을 마련하고, 제44 단계를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음성이 비교적 긴 문장으로 된 자연어인 경우, 음성은 큰 용량의 리소스를 갖는 다른 서버에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 2에 도시된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은 제40, 제42 및 제44 단계들을 모두 마련한다.

이하,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의 각 실시예의 구성 및 동작과, 그 실시예에서 수행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클라이언트(10)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10A)의 블럭도로서, 음성 입력부(60), 음성 특징 추출부

(62), 클라이언트 조정부(64),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 클라이언트 응용부(68) 및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70)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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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2에 도시된 제40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40A)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검출한 유효한 음

성 구간을 이용하여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제80 및 제82 단계들),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음성이 인식 가능한가에 따

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추출된 특징을 전송하는 단계(제84 ~ 제88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도 3에 도시된 음성 입력부(60)는 외부로부터 입력단자 IN2를 통해 음성을 예를 들면 마이크등을 통해 입력하고, 입력한

음성으로부터 유효한 음성 구간을 검출하며, 검출한 유효한 음성 구간을 음성 특징 추출부(62)로 출력한다(제80 단계).

제80 단계후에, 음성 특징 추출부(62)는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을 유효한 음성 구간으로부터 추출하고, 추출된 음성

의 특징을 클라이언트 조정부(64)로 출력한다(제82 단계). 여기서, 음성 특징 추출부(60)는 음성의 특징을 벡터의 형태로

추출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10A)는 음성 입력부(60)를 마련하지 않고 도 4에 도시된 제

40A 단계는 제80 단계를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성 특징 추출부(62)는 입력단자 IN2를 통해 인식하고자 하

는 음성을 직접 입력하고, 입력한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며, 추출한 음성을 클라이언트 조정부(64)로 출력한다(제82 단계).

제82 단계후에, 클라이언트 조정부(64)는 음성 특징 추출부(62)에서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

한가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에 응답하여 특징을 출력단자 OUTN+3을 통해 제1 서버로 전송하거나 클라이언트 음성 인

식부(66)로 출력한다(제84 및 제88 단계들).

예컨대, 클라이언트 조정부(64)는 음성 특징 추출부(62)에서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클라이언트(10) 자체에서 인

식 가능한가를 판단한다(제84 단계). 만일, 음성을 클라이언트(10)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클라이언트

조정부(64)는 추출된 특징을 출력단자 OUTN+3을 통해 제1 서버로 전송한다(제88 단계). 그러나, 클라이언트 조정부(64)

는 음성을 클라이언트(10)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음성 특징 추출부(62)에서 추출된 특징을 클라이언트 음

성 인식부(66)로 출력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는 클라이언트 조정부(64)로부터 입력한 특징으로부터 음성을 인식한다(제86 단계).

이 때,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는 인식된 결과를 텍스트의 형태로서 클라이언트 응용부(68)로 출력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응용부(68)는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에서 인식된 결과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의 고유

한 기능을 수행하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출력단자 OUTN+2를 통해 출력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가 로봇

인 경우, 클라이언트 응용부(68)에서 수행되는 고유한 기능이란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이 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10)는 클라이언트 응용부(68)를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

(66)는 인식된 결과를 외부로 직접 출력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조정부(64)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64A)의 블럭도로서, 클라이언트 토픽(topic) 검사

부(100), 클라이언트 비교부(102) 및 클라이언트 출력 제어부(104)로 구성된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제84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84A)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추출된 특징과 가

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구하는 단단계(제120 단계) 및 구해진 스코어와 클라이언트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제122 단

계)로 구성된다.

제82 단계후에,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100)는 음성 특징 추출부(62)에서 추출되어 입력단자 IN3을 통해 입력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토픽을 검출하고,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계산하며, 계산된 스코어를 클라이언트 비교부(102)

로 출력하는 한편, 가장 유사한 토픽을 출력단자 OUTN+5를 통해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로 출력한다(제120 단계).

제120 단계후에, 클라이언트 비교부(102)는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100)에서 검출된 스코어와 클라이언트 임계값을 비

교하고, 비교된 결과를 클라이언트 출력 제어부(104)로 출력하는 한편, 출력단자 OUTN+6을 통해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

(66)로도 출력한다(제122 단계). 여기서, 클라이언트 임계값은 미리 결정되는 값으로서,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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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성을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인식 가능할 때, 스코어가 클라이언트 임계값보다 크다고 가정

한다. 이 경우, 스코어가 클라이언트 임계값보다 크면, 제86 단계로 진행하여 음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스코어가 클라이언

트 임계값보다 크지 않으면 제88 단계로 진행하여 추출된 특징을 제1 서버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출력 제어부(104)는 클라이언트 비교부(102)에서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입력단자 IN3을 통해 음

성 특징 추출부(62)로부터 입력한 추출된 특징을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로 출력단자 OUTN+4를 통해 출력하거나 제

1 서버로 출력단자 OUTN+4(여기서, OUTN+4는 도 3에 도시된 출력단자 OUTN+3 에 해당한다.)를 통해 전송한다. 부연하

면, 클라이언트 비교부(102)에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클라이언트 임계값보다 큰 것으로 인식되면, 클라이언트

출력 제어부(104)는 입력단자 IN3을 통해 음성 특징 추출부(62)로부터 입력한 추출된 특징을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

로 출력단자 OUTN+4를 통해 출력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비교부(102)에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클라이언트 임

계값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면, 클라이언트 출력 제어부(104)는 입력단자 IN3을 통해 음성 특징 추출부(62)로부터

입력한 추출된 특징을 제1 서버로 출력단자 OUTN+4를 통해 전송한다(제88 단계).

도 7은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66A)의 블럭도로서, 클라이언트 디코어 선택

부(160), 제1 ~ 제P 음성 인식 디코더들(162, 164, ... 및 166)로 구성된다. 여기서, P는 도 5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100)에서 검사되는 토픽의 개수를 나타낸다. 즉,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66)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토픽별로 하나씩 음성 인식 디코더를 마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디코더 선택부(160)는 제1 ~ 제P 음성 인식 디코더들(162, 164, ... 및 166)중에서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

(100)로부터 입력단자 IN4를 통해 입력한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에 해당하는 음성 인식 디코더를 선택한다. 이 때, 클라

이언트 디코더 선택부(160)는 입력단자 IN4를 통해 클라이언트 출력 제어부(104)로부터 입력한 특징을 선택된 음성 인식

디코더로 출력한다. 이러한 동작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디코더 선택부(160)는 클라이언트 비교부(102)로부터 입력한 비

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여야 한다. 부연하면, 클라이언트 디코더 선택부(160)는 클라이언트 비교부(102)로부터 입

력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클라이언트 임계값보다 큰 것으로 인식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음성 인식 디코더를 선택

하고 선택한 음성 인식 디코더로 특징을 출력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도 7에 도시된 제p(1≤p≤P) 음성 인식 디코더는 클라이언트 디코더 선택부(160)로부터 출력되는 특징으로부터 음성을 인

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출력단자 OUTN+6+p을 통해 출력한다.

도 8은 제1 서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로서, 클라이언트 복원 수신부(180), 서버 조정부(182), 서버 음성 인

식부(184), 서버 응용부(186) 및 서버 압축 전송부(188)로 구성된다.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제42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제1 서버 자체에서 음성의 인식이 가능

한가에 따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수신된 특성을 전송하는 단계(제200 ~ 제20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도 8에 도시된 장치 및 도 9에 도시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10)로부터 제1 서버로 특징이 전송되는 네트워

크의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본 발명에 의하면, 클라이언트(10)로부터 제1 서버로 특징이 전송되는 네트워크는 손실 채널 또는 무손실 채널이 될 수 있

다. 여기서, 손실 채널이란 데이타나 신호가 전송되는 동안에 손실이 발생하는 채널로서 예를 들면 유무선 음성 채널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손실 채널이란 데이타나 신호가 전송되는 동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채널로서 무선 랜 데이타 채널

(TCP)가 될 수 있다. 이 때, 특징이 손실 채널로 전송되는 동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징을 손실 채널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10)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특징을 압축하고, 제1 서버는 압축된 특징을 복원해야 한다.

예컨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A)는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70)를 더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클라이언

트 압축 전송부(70)는 클라이언트 조정부(64A)의 클라이언트 비교부(102)에서 비교된 결과 및 전송 형태 신호에 응답하

여 특징을 압축하여 손실 채널을 통해 제1 서버로 출력단자 OUTN+4를 통해 전송한다. 여기서, 전송 형태 신호란, 특징이

전송되는 네트워크가 손실 채널일 때 클라이언트 조정부(64)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이다. 부연하면, 클라이언트 비교부

(102)에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클라이언트 임계값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때,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70)

는 클라이언트 조정부(64)로부터 입력한 전송 형태 신호에 응답하여 특징을 압축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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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도 4에 도시된 제88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

가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에 따라 특징을 압축하여 전송하는 단계(제210 ~ 제21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 조정부(64)는 음성 특징 추출부(62)에서 추출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를 판단한다(제210 단계). 즉, 클라이언트 조정부(64)는 특징이 전송되는 네트워크가 손실 채널로서 결정되

어 있는가 무손실 채널로서 결정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

만일, 추출된 특징을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클라이언트 조정부(64)는 음성 특징 추출부(62)에서 추

출된 특징을 출력단자 OUTN+3을 통해 제1 서버로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제212 단계).

그러나, 추출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클라이언트 조정부(64)는 전송 형태 신호를 발생하여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70)로 출력한다. 이 때,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70)는 음성 특징 추출부(62)에서 추출되고 클라

이언트 조정부(64)로부터 입력한 특징을 압축하고, 압축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제1 서버로 출력단자 OUTN+4를 통해

전송한다(제214 단계).

도 8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복원 수신부(180)는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70)로부터 전송된 압축된 특징을

입력단자 IN5를 통해 수신하고, 수신된 압축된 특징을 복원하며, 복원된 특징을 서버 조정부(182)로 출력한다. 이 때, 도 8

에 도시된 제1 서버는 복원된 특징을 이용하여 도 2에 도시된 제42 단계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10A)는 클라이언트 압축 전송부(70)를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도 8에 도시된 제1 서버는 클라이언트 복원 수신부(180)를 마련하지 않으며, 서버 조정부(182)는 클라이언

트(10)로부터 전송된 특징을 입력단자 IN6을 통해 직접 수신하며, 도 8에 도시된 제1 서버는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도 2

에 도시된 제42 단계를 수행한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8에 도시된 제1 서버는 클라이언트 복원 수신부(180)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하면서 도 8에 도시된 제1 서버의 동작을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버 조정부(182)는 클라이언트(10)로부터 전송되고 입력단자 IN6을 통해 특징을 수신하고,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

성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검사하며, 검사된 결과에 응답하여 수신된 특징을 다른 서버로 전송하거나 서버 음성 인식

부(184)로 출력한다(제200 ~ 제204 단계들).

서버 조정부(182)는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제1 서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한다(제200 단계). 만일, 서

버 조정부(182)에서 음성을 제1 서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버 음성 인식부(184)는 서버 조정부(182)로

부터 입력한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음성을 인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출력한다(제202 단계). 이 때, 서버 음성 인식부

(184)는 음성을 인식한 결과를 텍스트의 형태로서 출력할 수 있다.

서버 응용부(186)는 음성을 인식한 결과를 이용하여 제1 서버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출

력단자 OUTN+P+7을 통해 출력한다. 예를 들어, 제1 서버가 홈 서버인 경우, 서버 응용부(186)에서 수행되는 고유한 기능

이란 가정용 가전 제품 따위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을 제1 서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버 조정부(182)는 수신된 특징을 다른 서버로 출력

단자 OUTN+P+8을 통해 전송한다(제204 단계).

도 11은 도 8에 도시된 서버 조정부(182)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182A)의 블럭도로서, 서버 토픽 검사부(220), 서버 비

교부(222) 및 서버 출력 제어부(224)로 구성된다.

도 12는 도 9에 도시된 제200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200A)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수신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구하는 단계(제240 단계) 및 스코어와 서버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제242 단계)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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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토픽 검사부(220)는 클라이언트(10)에서 전송되어 입력단자 IN7을 통해 수신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토픽을 검출하

고,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계산하며, 계산된 스코어를 서버 비교부(222)로 출력하는 한편, 가장 유사한 토픽

을 출력단자 OUTN+P+11을 통해 서버 음성 인식부(184)로 출력한다(제240 단계).

제240 단계후에, 서버 비교부(222)는 서버 토픽 검사부(220)에서 검출된 스코어와 서버 임계값을 비교하며, 비교된 결과

를 서버 출력 제어부(224)로 출력하고, 출력단자 OUTN+P+12를 통해 서버 음성 인식부(184)로도 출력한다(제242 단계).

여기서, 서버 임계값은 미리 결정되는 값으로서,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성을 제1 서버 자체에서 인식 가능할 때, 스코어가 서버 임계값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이 경

우, 스코어가 서버 임계값보다 크면, 서버 음성 인식부(184)는 음성을 인식한다(제202 단계). 그러나, 스코어가 서버 임계

값보다 크지 않으면, 서보 조정부(182)는 수신된 특징을 다른 서버로 전송한다(제204 단계).

이를 위해, 서버 출력 제어부(224)는 서버 비교부(222)에서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입력단자 IN7을 통해 수신한 특징을

서버 음성 인식부(184)로 출력단자 OUTN+P+10을 통해 출력하거나 다른 서버로 출력단자 OUTN+P+10(여기서,

OUTN+P+10 은 도 8에 도시된 OUTN+P+8에 해당한다.)을 통해 전송한다. 부연하면, 서버 비교부(222)에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서버 임계값보다 큰 것으로 인식되면, 서버 출력 제어부(224)는 입력단자 IN7을 통해 수신한 특징을 서버

음성 인식부(184)로 출력단자 OUTN+P+10을 통해 출력한다. 그러나, 서버 비교부(222)에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서버 임계값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면, 서버 출력 제어부(224)는 입력단자 IN7을 통해 수신한 특징을 제1 서버로 출

력단자 OUTN+P+10을 통해 전송한다(제204 단계).

도 13은 도 8에 도시된 서버 음성 인식부(184)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184A)의 블럭도로서, 서버 디코어 선택부(260),

제1 ~ 제R 음성 인식 디코더들(262, 264, ... 및 266)로 구성된다. 여기서, R은 도 11에 도시된 서버 토픽 검사부(220)에

서 검사되는 토픽의 개수를 나타낸다. 즉, 도 8에 도시된 서버 음성 인식부(66)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토픽별로 하나

씩 음성 인식 디코더를 마련할 수 있다.

서버 디코더 선택부(260)는 제1 ~ 제R 음성 인식 디코더들(262, 264, ... 및 266)중에서 서버 토픽 검사부(220)로부터 입

력단자 IN8을 통해 입력한 검출된 가장 유사한 토픽에 해당하는 음성 인식 디코더를 선택한다. 이 때, 서버 디코더 선택부

(260)는 입력단자 IN8을 통해 서버 출력 제어부(104)로부터 입력한 특징을 선택된 음성 인식 디코더로 출력한다. 이러한

동작을 위해서는, 서버 디코더 선택부(260)는 서버 비교부(222)로부터 입력한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야 한

다. 부연하면, 서버 디코더 선택부(260)는 서버 비교부(222)로부터 입력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서버 임계값보다

큰 것으로 인식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음성 인식 디코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음성 인식 디코더로 특징을 출력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도 13에 도시된 제r(1≤r≤R) 음성 인식 디코더는 서버 디코더 선택부(260)로부터 입력한 수신된 특징으로부터 음성을 인

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출력단자 OUTN+P+r+12를 통해 출력한다.

도 14는 도 5 또는 도 11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100) 또는 서버 토픽 검사부(220)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로서, 키워드 저장부(280), 키워드 검색부(282) 및 스코어 계산부(284)로 구성된다.

도 15는 도 6 또는 도 12에 도시된 제120 또는 제240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

서,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단계(제300 단계) 및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를 결정하는 단계(제302 단계)로 이루어진다.

키 워드 검색부(282)는 키워드 저장부(280)에 사전에 저장된 다수개의 키워드들중에서 입력단자 IN9를 통해 입력한 특징

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키워드들을 검색하고, 검색된 키워드들을 리스트 형태로서 스코어 계산부(284)로 출력한다(제300

단계). 이를 위해, 키 워드 저장부(280)는 다수개의 키워드들을 저장한다. 키 워드 저장부(280)에 저장되는 키워드들 각각

은 자신의 음성 특징과 토픽별 스코어를 갖는다. 즉, 키워드 저장부(280)에 저장되는 i번째 키워드(Keywordi)는

[Keywordi의 음성 특징, Topic1i, Score1i, Topic2i, Score2i, .... ]의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Topicki는 Keywordi에 대

한 k번째 토픽을 나타내고, Scoreki는 Topic ki의 스코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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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 단계후에, 스코어 계산부(284)는 키워드 검색부(282)로부터 입력한 리스트 형태의 검색된 키워드들로부터 토픽별

스코어를 구하고, 구해진 토픽별 스코어들중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선택하며, 선택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장 유사한

토픽의 스코어로서 출력단자 OUTN+P+R+13을 통해 출력하고, 선택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토픽을 가장 유사한 토픽

으로서 출력단자 OUTN+P+R+14을 통해 출력한다(제302 단계). 예를 들어, 스코어 계산부(284)는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토픽별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는 k번째 토픽(Topick)에 대한 스코어를 나타내고, #는 키워드 검색부(282)로부터 입력한 리스트 형

태의 검색된 키워드들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결국, 수학식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란 Keywordj ~ Keyword#

까지의 키워드들에서 Topick에 대한 스코어들 즉, Scorekj ~ Scorek#를 모두 승산한 결과를 의미한다.

도 16은 제n 서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로서, 클라이언트 복원 수신부(320), 서버 조정부(322), 서버 음성 인

식부(324), 서버 응용부(326) 및 서버 압축 전송부(328)로 구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n 서버란, 제1 서버로부터 전송

된 특징을 수신하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제1 서버 이외의 임의의 서버로부터 전송된 특징을 수신하여 음성을 인식하는

서버를 의미할 수도 있다.

도 16에 도시된 장치를 설명하기에 앞서, 특징이 전송되는 네트워크의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도 9에 도시된 플로우차트는 도 2에 도시된 제44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가 될 수도 있다. 이 경

우, 도 9에 도시된 제200 단계에서, 제1 서버 자체 대신에 제n 서버 자체에서 음성을 인식 가능한가를 판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의 서버로부터 다른 서버로 예를 들면, 제1 서버로부터 제n 서버로 또는 제n 서버로부터 제n+1 서

버로 특징이 전송되는 네트워크는 손실 채널 또는 무손실 채널이 될 수 있다. 이 때, 특징이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동

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징을 손실 채널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제1 서버(또는, 제n 서버)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특

징을 압축하고, 제n 서버(또는, 제n+1 서버)는 압축된 특징을 복원해야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징이 제1 서버로부터 제n 서버로 전송된다고 가정하면서 도 16을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설명은 특징이 제n 서버로부터 제n+1 서버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서버는 서버 압축 전송부(188)를 더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서버 압축 전송부(188)는 서버

조정부(182A)의 서버 비교부(222)에서 비교된 결과 및 전송 형태 신호에 응답하여 추출된 특징을 압축하여 손실 채널을

통해 제n 서버로 출력단자 OUTN+P+9를 통해 전송한다. 여기서, 전송 형태 신호는 특징이 전송되는 네트워크가 손실 채널

일 때 서버 조정부(182)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이다. 부연하면, 서버 비교부(222)에서 비교된 결과를 통해 스코어가 서버 임

계값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면, 서버 압축 전송부(188)는 전송 형태 신호에 응답하여 특징을 압축하여 전송한다.

도 17은 도 9에 도시된 플로우차트가 도 2에 도시된 제44 단계에 대한 실시예인 경우, 제204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

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에 따라 특징을 압

축하여 전송하는 단계(제340 ~ 제34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서버 조정부(182)는 수신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가를 판단한다(제340

단계).

만일, 수신된 특징을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서버 조정부(182)는 수신된 특징을 출력단자

OUTN+P+8을 통해 제n 서버로 무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제3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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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신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것으로 판단되면, 서버 조정부(182)는 전송 형태 신호를 발생하여 서버 압

축 전송부(188)로 출력한다. 이 때, 서버 압축 전송부(188)는 전송 형태 신호가 서버 조정부(182)로부터 입력될 때 서버

조정부(182)로부터 입력한 특징을 압축하고, 압축된 특징을 손실 채널을 통해 제n 서버로 출력단자 OUTN+P+9를 통해 전

송한다(제344 단계).

따라서, 도 16에 도시된 서버 복원 수신부(320)는 도 8에 도시된 서버 압축 전송부(188)로부터 전송된 압축된 특징을 입력

단자 IN10을 통해 수신하고, 수신된 압축된 특징을 복원하며, 복원된 특징을 서버 조정부(322)로 출력한다. 이 때, 제n 서

버는 복원된 특징을 이용하여 도 2에 도시된 제44 단계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8에 도시된 제1 서버는 서버 압축 전송부(188)를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도 16에 도시된 제n 서버는 서버 복원 수신부(320)를 마련하지 않으며, 서버 조정부(322)는 제1 서버로부터 전송된 특징

을 입력단자 IN11을 통해 직접 수신하며, 제n 서버는 수신된 특징을 이용하여 도 2에 도시된 제44 단계를 수행한다.

도 16에 도시된 서버 조정부(322), 서버 음성 인식부(324), 서버 응용부(326) 및 서버 압축 전송부(328)는 도 8에 도시된

서버 조정부(182), 서버 음성 인식부(184), 서버 응용부(186) 및 서버 압축 전송부(188)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들

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도 16에 도시된 출력단자 OUTN+P+R+15, OUTN+P+R+16 및 OUTN+P+R+17은 도 8에

도시된 OUTN+P+R+7, OUTN+P+R+8 및 OUTN+P+R+9에 각각 해당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 및 방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계층적으로 연결된 클라이

언트와 적어도 하나의 서버들을 이용하여 음성의 인식을 여러 단계들로 시도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로 하여금

음성을 고품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연속 음성 인식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적어도 하나의 서버간의 음

성 인식에 따른 부담을 최적으로 분산시켜 음성 인식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의 개략적인 외관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다 단계 음성 인식 장치에서 수행되는 다 단계 음성 인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클라이언트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제40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조정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제84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음성 인식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8은 제1 서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제42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10은 도 4에 도시된 제88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11은 도 8에 도시된 서버 조정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2는 도 9에 도시된 제200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13은 도 8에 도시된 서버 음성 인식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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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도 5 또는 도 11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토픽 검사부 또는 서버 토픽 검사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5는 도 6 또는 도 12에 도시된 제120 또는 제240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

다.

도 16은 제n 서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7은 도 9에 도시된 플로우차트가 도 2에 도시된 제44 단계에 대한 실시예인 경우, 제204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

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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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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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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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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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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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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