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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방법 및 그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잡음에 강인한 히스토그램을 추정하기 위해 이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으로 누적하는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정규화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음성 신호로부터

음성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음성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

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역방향 히스토

그램 정규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잡음과 채널 왜곡된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음성 인식 실험에서 종래 순방향 히스토

그램 정규화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인식률이 향상됨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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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음성 특징 벡터의 변동 구간을 일정한 개수로 나누고, 이에 대응하는 이산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한 후 상기 이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는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고,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

포 함수와 깨끗한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매칭시킨 결과에 따라 상기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으로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값

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

청구항 2.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에 있어서,

음성 신호로부터 상기 음성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음성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와 깨끗한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매칭시

키는 단계;

상기 매칭 결과에 따라 상기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

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으로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추정된 값의 특징 벡터로부터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는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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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제2항, 제4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

체.

청구항 6.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에 있어서,

음성 신호로부터 상기 음성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특징 추출부;

상기 추출된 음성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확률 분포 함수 계산부;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계산부; 및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와 깨끗한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매칭시

킨 결과에 따라 상기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

적 분포 함수 값으로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히스토그램 정규화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히스토그램 정규화부는,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와 깨끗한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매칭시

키는 매칭부;

상기 매칭 결과에 따라 상기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

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으로 추정하는 추정부; 및

상기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정규화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정규화부는,

상기 추정된 값의 특징 벡터로부터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고,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고, 상기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특

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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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잡

음에 강인한 히스토그램을 추정하기 위해 이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으로 누적하는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정규화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은 안정적인 음성 인식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잡음 환경에 강인한

음성 특징 벡터 추출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잡음 환경의 음성 특징 벡터가 깨끗한 음성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따르도록 히스토그램 정규화에 기반한 비선형

변환 알고리즘이 최근에 개발되어 오고 있다.

종래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법의 일례로 Evaluation of quantile-based histogram normalization with filter combination

on the Aurora3 and Aurora4 database(Hilger et al., RWTH Achen-University of Technology, Eurospeech, 2005)

는 data sparcity를 극복하기 위해 CDF(Cumulative Distributed Function) 모델링을 전체 히스토그램으로 하지 않고, 4

개의 quantile로 나누어 적용한다. 그러나, 종래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법의 일례는 크기가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누적

하는 순방향 히스토그램 추정 방식을 이용한다.

즉,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 추정 방식은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음성 벡터의 변동 구간을 일정한 개수의 bin으로 나누

고, 이에 해당하는 이산 확률 분포 함수(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이하 PDF라고 함)를 구성한 다음 크기가 작은

값부터 누적하여 이산 누적 확률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하 CDF라고 함)를 만들어 이를 히스토

그램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종래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법의 다른 일례로 Enhanced histogram normalization in the acoustic feature space

(Molau, et al., RWTH Achen-University of Technology, ICSLP, 2002)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음성과 묵음 구간을 구

분하여 각각 히스토그램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고, 묵음 구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종래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법의 다른 일례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누적하는 순방향 히스토그램 추

정 방식을 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종래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법의 또 다른 일례로 Online parametric histogram normalization for noise robust

speech recognition(US 2003/0204398, 2003년 10월, Nokia Corporation)는 테스트 음성 벡터에서 38개의 프레임 버

퍼를 이용해 평균과 분산 값을 구한 다음 학습 데이터로부터 얻은 평균, 분산 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개선시켜 나간

다. 하지만, 종래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법의 또 다른 일례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누적하는 순방향

히스토그램 추정 방식을 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종래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추정이 잡음에 강인해야 한다.

도 2는 부가 잡음과 채널에 의한 음성 특징 벡터의 왜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음성 신호의 크기가 큰 신호 구간(피크)의 왜곡은 음성 신호의 크기가 작은 신호의 구간의 왜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 추정 방식은 음성 신호가 잡음에 오염되면 크기가 작은 값을 갖는 신호 구간(밸리 구간)이

크기가 큰 값을 갖는 신호 구간(피크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곡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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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은 PDF로부터 누적하여 CDF를 구할 때 크기 작은 값부터 누적하기 때문

에 오차도 누적되어 CDF의 모양 자체가 왜곡될 위험이 커서 히스토그램 매칭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은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히스토그램 추정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보다 잡음에 강인한 히스토그램을 추정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오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잡음 음성의 히스토그

램 통계량이 깨끗한 음성의 히스토그램 통계량과 유사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역방향 히스토그램 추정 방식을 이용하는 음

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켑스트럼상의 역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된 음성 특징 벡터가 종래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된 음성 특징 벡터보다 깨끗한 음성 특징 벡터와 유사하도록 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잡음과 채널 왜곡된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음성 인식률이 향상된 음

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이루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음성 신호로부터 음성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단계

와, 상기 추출된 음성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측에 따르는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는 음성 신호로부터 상기 음성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특징 추출부

와, 상기 추출된 음성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확률 분포 함수 계산부와,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계산부 및 상기 역방향 누적 분포 함

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하는 히스토그램 정규화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

화 방법 및 그 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한 학습 및 테스트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310)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깨끗한 음성 신호를 입력 받고, 상기 입력

된 깨끗한 음성 신호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단계(32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를 후처리(post-processing)을 수

행한다.

단계(33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를 계산한다. 즉, 단계(33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깨끗한 음성 신

호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의 변동 구간을 일정한 개수의 bin으로 나누고, 그에 대응하는 PDF를 계산한 후 상기 계산된 PDF

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를 계산한다.

한편, 단계(34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잡음 테스트 음성 신호를 입력 받고, 상기 입력된 잡음 테스트 음성 신호로

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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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5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잡음 테스트 음성 신호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잡음 테스

트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를 계산한다. 즉, 단계(35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잡음 테스트 음성 신호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의 변동 구간을 일정한 개수의 bin으로 나누고, 그에 대응하는 PDF를 계산

후 상기 PDF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는 상기 잡음 테스트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를 계산한다.

단계(36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 값과 상기 잡음 테스트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 값을 참조하여 각 대역별 특징 벡터의 정규화를 수행한다. 즉, 단계(36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잡음 테스트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 값을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CDF값으로 추정하여 각 대역

별 특징 벡터의 정규화를 수행한다.

단계(37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대역별 특징 벡터의 정규화된 결과에 따른 후처리를 수행한다.

단계(38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후처리 동작 수행 결과 및 상기 정규화된 대역별 특

징 벡터에 대한 후처리 결과에 따라 HMM(Hidden Markov Model) 모델링을 수행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법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을 참조하면, 단계(510)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음성 신호에 대한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소정의 프레임 단위로 나눈다.

단계(52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음성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기 위해 상기 프레임 단위로 나뉜 음성

신호에 대해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한다.

단계(53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FFT가 적용된 음성 신호에 대해 청각의 섬모 세포 신호 처리를 모방하여 주

파수 영역 필터링(Mel-filterbank)을 수행한다.

단계(54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필터링된 음성 신호에 대한 동적 범위를 줄이기 위해 Log 압축

(compression)을 수행한다.

단계(55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각 밴드내 신호들 사이의 상관성을 없애기 위해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수행한다.

단계(56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기 각 밴드내 신호들이 제로 평균(zero mean), 단위 분산(unit variance)이 되

도록 평균 분산 정규화(Mean Variance Normalization)를 수행한다.

단계(570)에서 상기 음성 인식 시스템은 테스트 음성 벡터의 통계적 특성이 모델 학습 벡터와 유사해지도록 하기 위해 역

방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정규화를 수행한다.

도 6은 히스토그램 변환 전후의 PDF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그래프는 Symmetric Kullback-Leibler(sKL) metric인 하기 수학식 1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변환 전

후의 PDF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수학식 1

도면 부호(610)는 깨끗한 신호와 히스토그램 변환 전의 잡음 신호의 PDF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고, 도면 부호(620)는

잡음 신호에 순방향 히스토그램을 적용한 후에 깨끗한 신호의 PDF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고, 도면 부호(630)는 잡음 신

호에 역방향 히스토그램을 적용한 후에 깨끗한 신호의 PDF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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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의 bin수가 예를 들어 10개인 경우에, 순방향 히스토그램을 적용하면 누적 분포 함수 추정 시 생기는 양자화 오

류(quantization error)로 인해 KL 거리가 증가하므로 오히려 순방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은 그 성능

이 떨어진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히스토그램은 KL 거리가 감소하므로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히스토그램

을 사용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은 그 성능이 향상된다. 또한, 히스토그램의 bin수가 30개일 때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히스

토그램에서는 KL 거리가 크게 작아지므로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은 그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식은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작

은 수의 히스토그램 bin으로도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도 7은 순방향 누적 히스토그램과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 bin width와 깨끗한 음성 특징 벡터의 히스토그램의 매칭 오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잡음이 섞인 음성 특징 벡터의 순방향 누적 히스토그램과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 bin

폭(width)과 깨끗한 음성 특징 벡터의 히스토그램의 매칭 오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N개의 bin 구

간, 에서 로 구성한다.

에서 순방향 히스토그램 값을 , 역방향 히스토그램 값을 라 하고, 인 점을

깨끗한 음성 특징 벡터의 히스토그램에 맞춰 변환시킨다고 했을 때 우선 보간법(interpolation)에 의해 , 를 구해야

한다. 이 값의 비교에 의해 순방향과 역방향 히스토그램을 적용할 때 생기는 매칭 오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깨끗한 음성에 대한 누적 히스토그램은 잡음 음성에 비해 넓은 동적 범위(dynamic range), 매끄러운(smooth) 변화 특

성을 보이므로 동일한 에 대한 값이 작은 값일수록 매칭 시의 오류가 작아진다.

, 는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구한다.

수학식 2

순방향 히스토그램과 역방향 히스토그램 정의는 하기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2에 상기 수학식 3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하기 수학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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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순방향과 역방향 히스토그램일 때 y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 를 도입하여 bin width의 변

화에 따른 함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식을 정리하면 하기 수학식 5와 같다.

수학식 5

여기서, , , 이

다.

한편, 이므로, 가 된다.

히스토그램의 bin width, 가 작은 경우에는 하기 수학식 6이 성립한다.

수학식 6

즉, 히스토그램에서 인접한 확률 분포 함수의 차이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된다. 따라서, 순방향 누적

히스토그램과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에서의 y값은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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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히스토그램의 bin width, 가 큰 경우에는 하기 수학식 7이 성립한다.

수학식 7

즉, 순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의 y값( )이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의 y값( )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므로 깨끗한

음성 특징 벡터의 누적 히스토그램으로 매칭시켰을 때 더 큰 매칭 오류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

토그램은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특징 벡터의 누적 히스토그램으로 매칭시키면, 종래 순방향 누적 히스토그램보다 더 작

은 매칭 오류를 가진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800)는 특징 추출부

(810), 확률 분포 함수 계산부(820),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계산부(830) 및 히스토그램 정규화부(840)를 포함한다.

특징 추출부(810)은 음성 신호로부터 음성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확률 분포 함수 계산부(820)는 상기 추출된 음성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한다.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계산부(830)는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한

다.

히스토그램 정규화부(840)는 상기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에 있어서, 히스토그램 정규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을 참조하면, 히스토그램 정규화부(840)는 매칭부(910), 추정부(920) 및 정규화부(930)를 포함한다.

매칭부(910)는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와 깨끗한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매칭시킨다.

추정부(920)는 상기 매칭 결과에 따라 상기 잡음 환경의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상기 깨끗한 음성

신호에 대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값으로 추정한다.

정규화부(930)는 상기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한다. 즉, 정규화부(930)는 상기 추정된 값의 특징 벡터로

부터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고, 상기 확률 분포 함수의 크기가 큰 값부터 누적하여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계산하고,

상기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정규화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음성 인식 실험의 벤치마크 용도로 주로 쓰이는 TIMI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음성 인식 실

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에서 제안한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적용한 결과와 기존의 음성 특징 벡터 정규화 방식을 비교하여 음성 인식률

을 비교하였다. 인식 어휘는 39개의 영어 음소이고, 인식 모델은 각 음소당 3개의 상태(state)를 갖는 hidden Markov

Model(HMM)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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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을 참조하면, MFCC Baseline은 정규화를 적용하지 않은 MFCC 특징 벡터를 사용한 경우이고, MFCC+CMS는

MFCC에 Cepstral Mean Subtraction(CMS)를 적용한 경우, MFCC+MVN은 MFCC에 Mean Variance Normalization

(MVN)을 적용한 경우, MFCC+MVN+FHEQ는 MFCC에 Mean Variance Normalization을 적용하고 기존의 순방향 히스

토그램 누적을 이용해 정규화한 경우이고, MFCC+MVN+BHEQ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역방향 히스토그램 누적 방식을

이용한 경우이다. 여기서, 히스토그램 bin은 순방향, 역방향이 경우 공통적으로 100개를 사용하였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잡음과 채널에 의해 오염된 음성의 인식률은 깨끗한 경우보다 약 16%~39%까지 크게 떨어지

지만,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을 통해 약 26~46%까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히스토그램을 적용하

면,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의 경우에 비해 약 2~5%까지 인식률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정규화 장치는 종래 순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경

우에 비해 잡음 음성의 히스토그램 통계량이 깨끗한 음성의 히스토그램 통계량과 보다 유사하게 변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정규화 장치는 켑스트럼상에서 역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된 음성

특징 벡터가 종래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된 음성 특징 벡터보다 깨끗한 음성 특징 벡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질 수 있

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정규화 장치는 잡음과 채널 왜곡된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음성 인식 실험에서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음성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하

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

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

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역방향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정규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

램을 이용한 정규화 방식에 비해 잡음 음성의 히스토그램 통계량이 깨끗한 음성의 히스토그램 통계량과 보다 유사하게 변

환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켑스트럼상의 역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된 음성 특징 벡터가 종래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된 음성 특징 벡터보다 깨끗한 음성 벡터의 특징과 더 유사하므로 음성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역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잡음과 채널 왜곡된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음성 인식 실험을 통해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인식률이 향상됨을 파

악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순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에 의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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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부가 잡음과 채널에 의한 음성 특징 벡터의 왜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한 학습 및 테스트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히스토그램 정규화 방식에 의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음성 특징 벡터에 대한 정규화 방법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

다.

도 6은 히스토그램 변환 전후의 PDF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순방향 누적 히스토그램과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 bin width와 깨끗한 음성 특징 벡터의 히스토그램의 매칭 오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누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에 있어서, 히스토그램 정규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특징 벡터의 정규화 장치에 있어서, 음성 인식률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00: 정규화 장치

810: 특징 추출부

820: 확률 분포 함수 계산부

830: 역방향 누적 분포 함수 계산부

840: 히스토그램 정규화부

910: 매칭부

920: 추정부

930: 정규화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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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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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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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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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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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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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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