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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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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성대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보다 높은 인식률을 제공하는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성대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

한, 성대신호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성대신호 인식 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의 특징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 및 상기 성대

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에서 추출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을 추출하여 상기 성대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성대신호 인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은, 상기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

력되는 성대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신호 처리부; 상기 신호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

하기 위한 신호 분석부; 성대의 떨림과 관계된 자질인 유성성, 및 모음성과 자음성의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의 특

징벡터 후보를 생성하기 위한 음운자질 분석부; 및 상기 신호 분석부로부터의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음운자질 분석

부의 특징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터를 선택하기 위한 특징벡터 선택부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성대신호 인식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성대신호 인식 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의 특징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

신호의 특징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 및

상기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에서 추출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을 추출하여 상기 성

대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성대신호 인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은,

상기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신호 처리부;

상기 신호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신호 분석부;

성대의 떨림과 관계된 자질인 유성성, 및 모음성과 자음성의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의 특징벡터 후보를 생성하기

위한 음운자질 분석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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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호 분석부로부터의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음운자질 분석부의 특징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성대신호에 적합

한 특징벡터를 선택하기 위한 특징벡터 선택부

를 포함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성대신호 인식 수단은,

상기 신호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의 끝점을 검출하기 위한 끝점 검출부;

상기 끝점 검출부에서 검출한 영역을 대상으로 상기 특징벡터 선택부에서 선택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

대신호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특징 추출부; 및

상기 특징 추출부에서 추출한 특징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여 상기 성대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인식부

를 포함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석부는,

스펙트럼과, MFCC(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수행한 결과를 사용

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벡터 선택부는,

에너지, 피치 주기, 제로-크로싱(zero-crossing), 제로-크로싱율(zero-crossing rate), 피크(Peak), 그리고 제로-크로싱

(zero-crossing) 내에서의 피크나 에너지값을 이용한 특징벡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청구항 7.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성대신호 인식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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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크로싱(Zero Crossing)과 제로 크로싱(Zero Crossing) 내 피크(Peak)를 이용하여 성대신호를 모델링한 ZCPA(Zero

Crossings with Peak Amplitud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청구항 8.

성대신호 인식 방법에 있어서,

성대의 떨림과 관계된 자질인 유성성, 및 모음성과 자음성의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터 후보를 생

성하여 저장하고 있는 단계;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를 디지털화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화한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

상기 분석한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기생성된 특징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벡터를 선

택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화한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의 끝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끝점을 검출한 영역을 대상으로 상기 선택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한 성대신호의 특징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여 상기 성대신호를 인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성대신호 인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성대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보다 높은 인식률을

제공하는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성대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성대신호 인식 장치 및 그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음성 인식 장치의 일예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음성 인식 장치는 끝점 검출부(101), 특징 추출부(102), 및 음성 인식부(103)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상기 끝점 검출부(101)는 음성 마이크로부터 입력된 음성 신호(사용자 명령어)의 끝점을 검출하여 특징 추출부

(102)로 전달한다.

그러면, 상기 특징 추출부(102)는 상기 끝점 검출부(101)로부터 전달받은 음성 신호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특징

을 추출하여 음성 인식부(103)로 전달한다. 이때, 상기 특징 추출부(102)는 주로 MFCC(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s, 이하 "MFCC"라 함) 또는 선형 예측 계수 켑스트럼(Linear Prediction Coefficient Cepstrum) 또는 PLPCC

(Perceptually-based Linear Prediction Cepstrum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의 특징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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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성 인식부(103)는 상기 특징 추출부(102)에 의해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여 인식 결과를 계산하

며, 이를 위하여 HMM(Hidden Markow Model), DTW(Dynamic Time Warping), 및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음성 인식 장치는, 소음이 심한 공장이나 자동차 안 그리고 전쟁 상황 등과 같은 고 소음환경

(고 잡음환경)에서는 사용자의 명령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어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즉, 종래의 음성 인식

장치는 고 소음환경(고 잡음환경)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음이 심한 공장이나 자동차 안 그리고 전쟁 상황 등과 같은 고 소음환경(고 잡음환경)에서도 사용자의 명령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다 높은 인식률을 제공하는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추출하

여 이를 기반으로 성대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성대신호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발명은 보다 높은 인식률을 보장하는 특징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 소음환경에서도 성대신호(명령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여러 장치들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성대신호 인식 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

호(사용자 명령어)의 특징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 및 상기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에서 추출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

징을 추출하여 상기 성대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성대신호 인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 수단은, 상

기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신호 처리부; 상기 신호 처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성

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신호 분석부; 성대의 떨림과 관계된 자질인 유성성, 및 모음성과 자음성의 음운

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의 특징벡터 후보를 생성하기 위한 음운자질 분석부; 및 상기 신호 분석부로부터의 분석 데이터

를 이용하여 상기 음운자질 분석부의 특징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터를 선택하기 위한 특징벡터

선택부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의 방법은, 성대신호 인식 방법에 있어서, 성대의 떨림과 관계된 자질인 유성성, 및 모음성과 자음성의 음운

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터 후보를 생성하여 저장하고 있는 단계;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

호를 디지털화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화한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 상기 분석한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을 이용하여 상기 기생성된 특징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벡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화한 성대

신호(사용자 명령어)의 끝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끝점을 검출한 영역을 대상으로 상기 선택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

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한 성대신호의 특징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여 상기 성대

신호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성대신호 인식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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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성대신호 인식 장치는,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사용자 명

령어)의 특징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

출부(110), 및 상기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부(110)에서 추출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을

추출하여 성대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성대신호 인식부(12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부(110)는,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신호

처리부(111)와, 상기 신호 처리부(111)로부터 성대신호를 입력받아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신호 분석부(112)와,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의 특징벡터 후보를 생성하기 위한 음운자질 분석부(113)와, 상기 신호 분석부(112)로부터

의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음운자질 분석부(113)의 특징벡터 후보 중에서 상기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터를 선택

하기 위한 특징벡터 선택부(114)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성대신호 인식부(120)는, 상기 신호 처리부(111)로부터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를 입력받아 명령어의 끝점

을 검출하기 위한 끝점 검출부(121)와, 상기 끝점 검출부(121)에서 검출한 영역을 대상으로 상기 특징벡터 선택부(114)에

서 선택한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성대신호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특징 추출부(122)와, 상기 특징 추출부

(122)에서 추출한 특징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여 성대신호를 인식하여 인식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인식부(123)를 포

함한다.

다음으로, 상기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 및 동작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신호 처리부(111)는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를 디지털화하여 신호 분석

부(112)와 끝점 검출부(121)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신호 처리부(111)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신호 처리기로 구현하

거나,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를 디지털화하여 신호 분석부(112)로 출력하는 제 1

신호 처리기와, 동일한 외부의 성대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성대신호(사용자 명령어)를 디지털화하여 끝점 검출부(121)로

출력하는 제 2 신호 처리기로 구현하되, 상기 제 2 신호 처리기를 성대신호 인식부(120)에 포함시켜 구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성대 마이크는 사용자의 성대로부터 성대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마이크로서, 성대의 진동신호를 획득할 수 있

는 넥마이크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그리고 상기 신호 분석부(112)는 신호 처리부(111)로부터 성대신호를 입력받아 주파수별 특징을 분석하여 특징벡터 선택

부(114)로 출력한다. 이러한 성대신호의 주파수별 특징 분석 과정을 도 4 내지 6 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도 4는 성대신호와 음성신호의 신호 차이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본 발명에서 대상으로 하는 성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성

대신호(b)와 음성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a)를 비교하여 보면, 진폭의 차이는 있으나 두 신호가 비슷한 형태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대 마이크와 음성 마이크를 통해 동시에 발성한 100명분의 데이터에 대하여 특징추출 알고리즘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MFCC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후 인식률을 측정하여 보면, 성대 마이크(예 : 넥마이크)를 이용한 경우가 음성

마이크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약 40%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도 5는 음성신호와 성대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도 4에 도시된 성대신호와 음성신호를 스펙트럼 영역

으로 변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 5의 스펙트럼을 통하여 살펴보면, 성대 마이크로부터의 성대신호와 음성 마이크로부터의 음성신호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성대 마이크를 통한 성대신호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주파 정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주파의 경우 혀와 입 안

의 울림을 통해 발생하므로 성대 마이크를 통한 신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극단

적으로 고주파 신호가 없는 이유는 성대 마이크를 개발할 때 4Khz 이상의 고주파 신호에 대해서는 필터링하도록 설계하였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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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특징은 성대 마이크를 통한 성대신호의 경우 포먼트(formant)의 양이 음성 마이크를 통한 음성신호에 비해서 현저

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포먼트의 변별력이 떨어짐은 유성음의 변별력이 떨어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모음의 구분

이 쉽지 않게 된다.

여기서, 포먼트(formant)란 음성의 주파수 세기의 분포를 말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성음(有聲

音)의 경우 그 음성을 내었을 때의 음파를 주파수 측정 분석기에 걸면 각각의 음성에 고유한 주파수 분포 도형이 얻어진다.

모음이면 성대의 1초간의 진동수를 나타내는 기본주파수(대체로 75∼300Hz)와, 그 정수배의 대부분의 고주파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고주파 중의 몇 개가 강조되는 것이 있고(대체로 3개), 그 낮은 것부터 차례로 제1·제2·제3 포먼트라고 한다.

이것은 구강(口腔) 등의 크기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으므로 다소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거나 하는 차가 생겨, 이것이 개인

의 독특한 음색이 생기는 한 원인이 된다.

도 6은 음성신호와 성대신호의 프레임별 주파수영역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에서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두 신호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추출 알고리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오늘날 특징 추출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MFCC를 이용하여 고속 푸리에 변환(FFT : Fast Fourier

Transform)한 후의 정보량의 차이를 분석한다. 도 6의 경우 16K, 16비트(bit)의 웨이브(wave) 데이터를 대상으로 프리엠

퍼시스(Pre-emphasis), 및 해밍 윈도우(Hamming window)를 적용한 후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수행한 결과를 주파

수 영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도 6에서 가로축은 주파수영역을 256개로 나눈 인덱스이고, 세로축은 주파수영역에 포

함된 에너지값이다. 그리고 다양한 색은 개별 프레임을 나타낸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래프의 모양이 2Khz이하에

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분포를 가지나, 2Khz에서 4Khz의 분포에서는 음성신호에 비해 성대신호에 거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Khz이상의 고주파 정보는 거의 검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FCC와 같이 주파

수(frequency) 영역별 에너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는 성대의 특징을 제대로 모델링할 수 없으며, 고주파

정보를 사용하는 일반 음성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으로는 성대신호를 정확히 모델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운자질 분석부(113)는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의 특징벡터 후보를 생성한다. 즉, 음운자질 분석부(113)는

언어의 음운적 특징(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터의 후보를 생성하는 모듈이다. 한국어는 음소 문자

로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음절 단위로 조합해서 글자를 나타낸다. 모음은 총 21개로 모두 유성음의 특

징을 갖는다. 그리고 자음의 경우 총 19개인데, 형태와 위치에 따라 유성음이 되기도 하고 무성음이 되기도 한다. 아래의

[표 1]은 한국어 자음의 분류(Classification of the Korean consonants)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구별요인 양순성
전설성

후설성 후두성
정지성 파찰성 마찰성

평 음 ㅂ ㄷ ㅈ ㅅ ㄱ  

경 음 ㅃ ㄸ ㅉ ㅆ ㄲ  

격 음 ㅍ ㅌ ㅊ  ㅋ ㅎ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한국어가 음절을 이루는 원리는 자음+모음+자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또는 모음들 중에 한가지 경우이다. 그리고 이

러한 음절은 그 차체로 음운자질을 갖거나, 발성할 때 음운자질을 갖게 된다. 음운자질이란 어떤 음운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크게 유성성(voiced), 모음성(vocalic)과 자음성(consonantal), 성절성(sylabic), 공명성(sonorant)과 장애성

(obstruent)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음운자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다.

유성성 :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을 뜻하는 것으로 성대의 떨림 유무에 대한 자질.

등록특허 10-0738332

- 7 -



모음성과 자음성 : 모음과 유성자음을 구분하기 위한 자질로서 모든 모음은 모음성은 가지나 자음성은 없으며 유성자음은

모음성과 자음성을 동시에 가진다. 그리고 그 밖의 자음은 모음성은 갖고 있지 않으나 자음성을 갖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성절성 : 음절의 정점을 이루는 분절음의 특징으로 모음이 가지는 대표적인 자질.

공명성과 장애성 : 똑같은 입의 크기 하에서 소리가 멀리 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질.

이러한 음운자질은 발성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본 발명은 성대의 떨림과 관계된 자질인 유성성, 및 모음성과 자음

성의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성대신호의 특징을 모델링한다. 상기 [표 1]의 자음 중에서 유성음은 비음과 유음이고 나머지

는 무성음에 속한다. 그러나 무성음들도 "ㅅ"을 제외한 평음(ㄱ,ㄷ,ㅂ,ㅊ,ㅎ)의 경우 유성음들 사이에 끼었을 때 유성음화

현상이 발생하여 유성음의 성질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 모은 단어에 유성음(모음)이 존재하며 이러한 유성

자음과 유성음화 현상들에 의해서 단어들에서 유성 자음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음운자질을 유성성, 및 모음성과 자음성

의 음운자질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성대신호의 특징을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리고 특징벡터 선택부(114)는 음운자질 분석부(113)와 신호 분석부(112)의 결과를 이용하여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

터를 선정하는 모듈로서, 신호 분석부(112)로부터의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운자질 분석부(113)의 특징벡터 후보 중에

서 성대신호에 적합한 특징벡터를 선택한다. 고주파 정보가 현저히 적은 성대신호를 이용한 자동 인식에는 고주파 정보를

특징벡터로 이용하는 일반 특징 추출 알고리즘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대신호에 보다 적합한 특징벡터로

는 유성음만을 정확히 식별하는 특징벡터가 보다 유용하다. 이러한 특징벡터로서 에너지, 피치 주기, 제로-크로싱(zero-

crossing), 제로-크로싱율(zero-crossing rate), 및 피크(Peak) 등이 있다.

따라서 성대신호를 위한 특징벡터로는 에너지, 피치 주기, 제로-크로싱(zero-crossing), 제로-크로싱율(zero-crossing

rate), 피크(Peak), 그리고 제로-크로싱(zero-crossing) 내에서의 피크나 에너지값 등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사용하는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 높은 인식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성대신호 자동 인식 장치의 일예로 도 3의 ZCPA(Zero Crossings with Peak Amplitudes)를 이용한 성대신호 자

동 인식 장치를 제안한다. 여기서, ZCPA는 제로 크로싱(Zero Crossing)과 제로 크로싱(Zero Crossing) 내 피크(Peak)를

이용하여 성대신호를 모델링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으로, 도 2의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부(110)를 내부에 포함하여 구현

하거나,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의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부(110)로부터의 출력 결과(특징벡터)를 이용하여 구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잡음 제거 필터(303)는 채널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로서, 부가요소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롬, 램,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보다 높은 인식률을 보장하는 특징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대신호 특징벡터를 추출한 후에 이

를 기반으로 성대신호(사용자의 명령어)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성대신호(사용자의 명령어)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소음이 심한 공장이나 자동차 안 그리고 전쟁 상황 등과 같은 고 소음환경(고 잡음환경)에서도 사용자의 명

령어(성대신호)를 정확하게 높은 인식률로 인식하여 여러 장치들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음성 인식 장치의 일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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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성대신호 인식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성대신호 인식 장치의 일예시도,

도 4는 성대신호와 음성신호의 신호 차이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음성신호와 성대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음성신호와 성대신호의 프레임별 주파수영역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성대신호 특징벡터 추출부 111 : 신호 처리부

112 : 신호 분석부 113 : 음운자질 분석부

114 : 특징벡터 선택부 120 : 성대신호 인식부

121 : 끝점 검출부 122 : 특징 추출부

123 : 인식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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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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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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