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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언어학적 모델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여 음성인식률 및 응답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음성인식장치 및 그 제어방법은 적응문장 처리기를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의 문장 및 그 문장에서의 단어 시퀀

스에 대한 비중값을 입력하고 비중값에 의해 발생빈도 데이타부상의 발생빈도 데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타부상의 발

생확률 데이타를 수정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의 음성인식장치의 블럭도.

제 2 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갖는 음성인식장치의 블럭도.

제 3 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갖는 음성인식장치의 블럭도.

제 4 도는 제3도에 도시된 메모리의 메모리 맵을 도시하는 도면.

제 5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갖는 음성인식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학습용발성 데이타부 12,24 : 제1 및 제2 특징추출부

14 : 음향학적 모델부 16 : 학습용문장데이타부

18 : 발생빈도 데이타부 20 : 발생확률 데이타부

22 : 발음사전 26 : 음성인식부

28 : 적응문장 처리부 30 : 키보드

32 : CPU 34 :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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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램 38 : 마이크

40 : A/D 변환기 42 : 모니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성인식장치에 있어서, 고정된 언어 모델을 수정하여 음성인식확률 및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갖는 음성인식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성인식장치는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언어학적 모델(language model), 음향학적 모델 및 발음사전을 

이용한다. 언어학적 모델은 학습용 문장 데이타베이스에 구축된 단어와 단어간의 발생빈도 데이타 및 그를 이용하여 

연산된 바이그램(Bigram) 또는 트라이그램(Trigram)의 확률인 발생확률데이타로 이루어진다. 바이그램은 두개의 단

어쌍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시퀀스를 표현하고 트라이그램은 3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단어 시퀀스를 나타낸다. 즉, 

바이그램의 확률은 하나의 이전 단어에 대한 현재 단어의 발생확률이고, 트라이그램의 확률은 두개의 이전 단어들에 

대한 현재 단어의 발생확률로서 이들은 각각 다음의 식1 및 식2 와 같이 된다.

식1 및 식2 에 있어서, C(,)는 발생빈도 수 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음성인식장치는 학습용 문장 데이타베이스에 구축

된 문장상의 단어들에 대한 발생빈도 데 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타만을 구비한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음성인식장치는

학습용 문장 데이타베이스에 구축된 문장들에 포함된 단어들에 대해서만 음성을 인식할 뿐 그 이외의 단어들에 대해

서는 인식할 수 없었다. 이는 정보량의 비대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문장 패턴(Pattern)이 포함되도록 

학습용 문장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므싱(Smoo

thing) 기법을 사용한 음성인식장치가 제안되었다. 스므싱 기법은 학습용 텍스트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

시퀀스에 대한 확률값을 추정하여 그 추정된 발생확률값에 의해 음성인식장치로 하여금 음성인식을 수행하도록 한다

. 이 스므싱 기법의 일례를 들면, IEEE 1987년 3월호 번호3 볼륨 35의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편의 페이지 400 및 401에 개시된 S.M.Katz의 논문 'Estimation of Probabilities from Sparse Data for the Langu

age Model Component of a Speech Recognizer'을 들 수 있다. S.M.Katz의 논문은 현재의 단어 및 이전의 n개의 

단어가 학습용 텍스트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식3에 의해 산출된 발생확률 데이타가 음성인식에 사용

되도록 한다.

이와는 달리,학습용 텍스트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현재 단어 및 이전의 n개의 단어가 발생한 경우에 S.M.Ka

tz의 논문은 다음의 식4에 의해 추정된 발생확률 데이타가 음성인식에 사용되도록 한다.

그러나, 스므싱 기법을 이용한 음성인식장치는 단어 시퀀스에 대한 발생확률 값을 연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여 음성

인식의 응답특성을 저하시킴과 아울러 인식 불가능한 음성을 인식하여 엉뚱한 문장 출력을 발생한다. 즉, 스므싱 기

법을 이용한 음성인식장치는 음성인식률을 현저하게 저하시킴은 물론 음성인식장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

을 안고 있었다. 참고로, 스므싱 기법을 이용한 음성인식장치의 문제점을 첨부한 제1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제 1 도를 참조하면, 학습(훈련)용 발성데이타부(10)에 직렬 접속된 제1 특징추출부(12) 및 음향학적 모델부(14)와, 

학습(훈련)용 문장 데이타부(16)에 직렬 접속된 발생빈도 데이타부(18) 및 발생확률 데이타부(20)를 구비한 종래의 

음성인식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학습용 발성 데이타부(10)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문장들을 발성한 음성 데이타들에

의해 구축된다. 제1 특징추출부(12)는 학습용발성 데이타부(10)의 음성 데이타들로부터 사용자가 갖는 특징 파라메

터들을 추출한다. 음향학적 모델부(14)는 제1 특징추출부(12)로부터의 특징 파라메터들을 이용하여 음소를 나타내는

HMM(Hidden Markov Models)과 같은 음향 모델들을 형성한다. 이들 음향 모델 등은 음성의 인식과정에서 기준 모

델로서 이용된다.

한편, 학습용 문장 데이타부(16)는 음성인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에 의하여 구축된다. 학습용 문장 데이타

부(16)에 구축된 학습용문장들은 제작자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 것들로서 그 양이 한정된다. 그리고 발

생빈도 데이타부(18)는 연산과정에 의해 학습용문장 데이타부(16)상의 문장들에서의 단어 시퀀스들에 대한 발생빈도

데이타를 보유한다. 발생확률 데이타부(20)는 발생빈도 데이타부(18)에 저장된 발생빈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연산되

어진 단어 시퀀스들(예 를 들면, 바이그램 및 트라이그램)의 발생확률 데이타를 구비한다. 발생확률 데이타부(20)에 

저장된 발생확률 데이타들은 식3에 의해 연산된다.

그리고 종래의 음성인식장치는 사용자가 발성한 인식대상용 음성 데이타를 입력하는 제2 특징추출부(24)와, 제2 특

징 추출부(24)와 접속된 음성인식부(26)를 추가로 구비한다. 제2 특징추출부(24)는 시료 음성데이타로부터 특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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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터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파라메터들을 음성인식부(26)에 공급한다. 음성인식부(26)는 제2 특징추출부(24)

로부터의 특징 파라메터들을 음향학적 모델부(14)에 구축된 음향학적 모델들과 음향적으로 대비하고 그 결과를 이용

하여 단어의 시퀀스를 탐색한다. 단어 시퀀스의 탐색을 위하여, 음성인식부(26)는 발생빈도 데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

타를 참조하여 발음사전(22)에 수록된 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이 때, 음향학적 대비 결과에 따른 발생빈

도 데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으면(즉, 학습용문장 데이타부에 구축되지 않은 문장들에 대한 시료 음

성이 입력되었을 경우), 음성인식부(26)는 식4를 이용하여 음향학적 대비 결과에 따른 단어 시퀀스의 발생확률 데이

타를 연산한다. 이 연산된 결과에 근거하여 발음사전(22)상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음성인식

부(26)는 구성된 문장을 음성인식의 결과로써 출력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음성인식장치는 스므싱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용 문장 데이타부(16)에 구축되지 않은 문장

들에 관한 단어 시퀀스의 발생확률 데이타를 연산하여 시료 음성 데이타를 인식할 수 있으나, 발생확률 데이타의 연

산으로 인하여 음성입력으로부터 인식된 문장이 출력될 때까지의 응답속도를 현저하게 저하시 키는 단점을 안고 있

다. 그리고 종래의 음성인식장치는 시료 음성 데이타와는 전혀 다른 단어 시퀀스의 발생확률을 생성하여 발음사전(22

)상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들을 포함하는 문장에 관한 시료 음성데이타를 인식함으로써 오류의 인식문장을 출력한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음성인식장치는 음성인식률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 그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

리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언어학적 모델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여 음성인식률 및 응답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

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음성인식장치는 학습용발성 데이타에 대한 음향학적 모델이 구축된 음

향학적 모델링 수단과, 발음될 단어들이 수록된 발음사전과, 학습용문장들에 의해 구축된 학습용문장 데이타부와, 학

습용문장 데이타부에 수록된 문장들의 단어 시퀀스에 대한 발생빈도 데이타가 수록된 발생빈도 데이타부와, 발생빈도

데이타부에 수록된 발생빈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산출된 단어 시퀀스들에 대한 발생확률 데이타를 갖는 발생확률 데

이타부와, 음향학적 모델, 발생확률 데이타 및 발생빈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입력 음성에 대한 인식과정을 수행하여 

발음사전상의 단어들을 조합함으로써 인식된 문장을 발생하는 인식처리수단과, 사용자로부터의 문장 및 그 문장에서

의 단어 시퀀스에 대한 비중값을 입력하고 비중값에 의해 발생빈도 데이타부상의 발생빈도 데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

타부상의 발생확률 데이타를 수정하는 적응문장 처리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히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음성인식방법은 사용자가 음 성인식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입력하

는 과정과, 입력된 문장에 대한 단어 시퀀스에 대한 비중값을 입력하는 과정과, 비중값에 의해 언어학적 모델을 구성

하는 단어 시퀀스의 발생빈도값 및 발생확률값을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 목적외에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잇점들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

여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하,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첨부한 제2도 내지 제5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 2 도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제 2 도에 있어

서, 음성인식장치는 학습용 발성데이타부(10)에 직렬 접속된 제1 특징추출부(12)및 음향학적 모델부(14)와, 학습용

문장 데이타부(16)에 직렬 접속된 발생빈도 데이타부(18) 및 발생확률 데이타부(20)를 구비한 종래의 음성인식장치

가 도시되어 있다. 학습용 발성 데이타부(10)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문장들을 발성한 음성 데이타들에 의해 구축된

다. 제1 특징추출부(12)는 학습용 발성 데이타부(10)의 음성 데이타들로부터 사용자가 갖는 특징 파라메터들을 추출

한다. 음향학적 모델부(14)는 제1 특징추출부(12)로부터의 특징 파라메터들을 이용하여 음소를 나타내는 HMM(Hidd

en Markov Models)과 같은 음향 모델들을 형성한다. 이들 음향모델등은 음성의 인식과정에서 기준 모델로서 이용된

다.

한편, 학습용 문장 데이타부(16)는 음성인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에 의하여 구축된다. 학습용 문장 데이타

부(16)에 구축된 학습용문장들은 제작자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 것들로서 그 양이 한정된다. 그리고 발

생빈도 데이타부(18)는 연산과정에 의해 학습용문장 데이타부(16)상의 문장들에서의 단어 시퀀스들에 대한 발생빈도

데이타를 보유한다. 발생확률 데이타부(20)는 발생빈도 데이타부(18)에 저장된 발생빈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연산되

어진 단어 시퀀스들(예를 들면, 바이그램 및 트라이그램)의 발생확률 데이터를 구비한다. 발생확률 데이타부(20)에 

저장된 발생확률 데이타들은 상기 식3에 의해 연산된 값들을 갖는다.

그리고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는 사용자가 발성한 인식 대상용 음성 데이타를 입력하는 제2 특징추

출부(24)와,제2 특징 추출부(24)와 접속된 음성인식부(26)를 추가로 구비한다. 제2 특징추출부(24)는 시료 음성데이

타로부터 특징 파라메터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파라메터들을 음성인식부(26)에 공급한다. 음성인식부(26)는 제2

특징추출부(24)로부터의 특징 파라메터들을 음향학적 모델부(14)에 구축된 음향학적 모델들과 음향적으로 대비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단어의 시퀀스를 탐색한다. 단어 시퀀스의 탐색을 위하여, 음성인식부(26)는 발생빈도 데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타를 참조하여 발음사전(22)에 수록된 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음성인식부(26)는 

구성된 문장을 음성인식의 결과로써 출력한다.

또한,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는 발생빈도 데이타부(18), 발생확률 데이타부(20) 및 발음사전(22)에 

접속된 적응문장 처리부(28)를 추가로 구비한다. 적응문장 처리부(28)는 사용자가 음성인식에 추가로 적용하기를 원

하는 문장(이하 '적응문장'이라 함)들을 입력하고 이 적응문장에 발음사전(22)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

는가 검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어를 발음사전(22)에 등록시킨다. 그리고 적응문장 처리부(28)는 입력된 적응문장이 

인식 가능한 문장인가를 판단하여 그 결과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적응문장 처리부(28)는 적응문장들에 대한 비중값들을 입력하여 발생빈도 데이타부(18)상의 발생빈도 데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타부(20)상의 발생확률 데이타를 수정한다. 이에 따라, 학습용문장 데이타부(16)에 구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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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희망하는 특정 문장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제2도에 도시된 제1 및 제2 특징추출부(12,24), 음성인식부(

26) 및 적응문장 처리부(28)는 연산기능을 가진 프로세서(예를 들면, CPU(Centural Process Unit))와 그에 의해 구

동되는 음성인식 프로그램 및 언어모델 적응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음향학적 모델부(14), 발생빈도

데이타부(18), 발생확률 데이타부(20) 및 발음사전(22)은 메모리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제 3 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음성인식장치의 블럭구성을 도시한다. 제 3 도에 있어서, 키보드(30)는 음성

인식을 위한 각종 기능명령 및 적응문장과 같은 데이타를 발생하여 CPU(32)에 공급한다. 롬(ROM, 34)은 음성인식을

위한 음성인식 프로그램 및 본 발명의 따른 언어모델 적응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램(RAM, 36)은 제 4 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단어들로 구성된 발음사전(22), 학습용 문장들을 포함하는 학습용문장 데이타(16), 단어 시퀀스들에 대

한 발생빈도값로 구성된 발생빈도 데이타(18)및 단어 시퀀스들의 발생확률값들을 포함하는 발생확률 데이타(20)을 

저장한다. 그리고 램(36)은 사용자의 음성데이타로부터 추출된 특징 파라메터들을 포함하는 음향학적 모델(14)을 저

장하고 마지막으로 CPU(32)의 연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용 데이타에 의해 발생된 연산 데이타들을 일시적으로 보

관한다. 마이크(38)는 인식할 음성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한다. A/D변환기(40)는 전기적신호로 변환된 음성신호

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CPU(32)로 인가한다. 모니터(42)는 CPU(32)의 제어에 의해 각종 데이타를 디스플레이

한다.

CPU(32)는 A/D 변환기(40)로부터의 음성데이타로부터 특징 파라메터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파라메터들을 램(

36)상의 음향학적 모델(14)들과 음향적으로 대비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단어의 시퀀스를 탐색한다. 단어 시퀀스의 

탐색을 위하여, CPU(32)는 램(36)상의 발생빈도 데이타(18)및 발생확률 데이타(20)를 참조하여 발음사전(22)에 수

록된 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CPU(32)에 의해 구성된 문장은 모니터(42)상에 음성인식의 결과

로써 디스플레이 된다.

그리고 CPU(32)는 키보드(30)으로부터 사용자가 음성인식에 추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적응문장 입력하고 이 적응

문장에 램(36)상의 발음사전(22)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검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어를 발음사

전(22)에 등록시킨다. CPU(32)는 적응문장이 인식 가능한 문장인가를 판단하여 그 결과을 모니터(42)상에 표시한다.

또한, CPU(32)는 적응문장들에 대한 비중값들을 입력하여 램(36)상의 발생빈도 데이타(18) 및 발생확률 데이타(20)

를 수정한다. 즉, 학습용문장 데이타(16)에 존재하지 않은 특정 문장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정된 언어

학적 모델(즉, 발생빈도 데이타 및 발생확률 데이타)에 의해 연산과정 없이 음성인식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음성입력

대한 응답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5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적용되는 언어학적 모델의 처리수순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제 5 도의 흐름도는 제 3 

도에 도시된 CPU(32)에 의해 수행되며, 이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CPU(32)는 키보드(30)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 데이타를 입력하고(제44단계), 입력된 문장 데이타에 포함된 단

어들과 램(36)의 발음사전(22)에 등록된 단어들과 비교하여 발음사전(22)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가 검색한다 (

제46 단계). 제46 단계에서 등록되지 않은 단어가 입력 문장 데이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CPU(32)는 등록되지 않

은 단어들을 램(36)상의 발음사전(22)에 등록한다 (제48 단계).

제48 단계의 수행 후나 또는 발음사전(22)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가 입력된 문장 데이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CP

U(32)는 입력된 문장 데이타의 단어 시퀀스에 대한 램(36)상의 발생빈도 데이타(18) 및 발생확률 데이타(20)를 검색

하여 음성인식 가능한 문장인가 판단한다 (제50 단계). 제50 단계에서 입력된 문장 데이타가 인식 불가능한 문장으로

판명된 경우, CPU(32)는 입력된 문장 데이타가 음성인식 불가능한 문장임을 모니터(42)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2 단계).

제50 단계에서 입력된 문장 데이타가 음성인식 가능한 문장으로 판명되었거나 또는 제52 단계의 수행 후, CPU(32)

는 키보드(30)을 스캔하여 입력된 문장 데이 타를 음성인식에 적용하라는 사용자의 적응명령이 입력되는가 검색한다

(제54 단계). 제54 단계에서 사용자의 적응명령이 입력된 경우에 CPU(32)는 키보드(30)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1' 

미만의 비중값을 입력한다 (제56 단계). 그리고 CPU(32)는 입력된 비중값에 의해 입력된 문장 데이타의 단어 시퀀스

들(바이그램 및 트라이그램)에 대한 램(36)상의 발생빈도 데이타(18) 및 발생확률 데이타(20)를 수정한다 (제58 단계

).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음성인식 장치 및 그 제어방법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장에 

따라 언어학적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음성인식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 및 그 제어방법은 수정된 언어학적 모델(즉, 발생빈도 및 발생확률 데이타)

를 이용하여 별도의 연산과정없이 음성인식을 수행함으로써 음성입력에 대한 응답속도를 향상시킬수 있고 음성인식

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학습용발성 데이타에 대한 음향학적 모델이 구축된 음향학적 모델링 수단과,

발음될 단어들이 수록된 발음사전과,

학습용문장들에 의해 구축된 학습용문장 데이타부와,

상기 학습용문장 데이타부에 수록된 문장들의 단어 시퀀스에 대한 발생빈도 데이타가 수록된 발생빈도 데이타부와,

상기 발생빈도 데이타부에 수록된 발생빈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산출된 단어 시퀀스들에 대한 발생확률 데이타를 갖

는 발생확률 데이타부와,



등록특허  10-0404852

- 5 -

상기 음향학적 모델, 발생확률 데이타 및 발생빈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입력 음성에 대한 인식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발음사전상의 단어들을 조합함으로써 인식된 문장을 발생하는 인식처리수단과,

사용자로부터의 문장 및 그 문장에서의 단어 시퀀스에 대한 비중값을 입력하고, 비중값에 의해 상기 발생빈도 데이터

부 상의 발생빈도 데이타 및 상기 발생확률 데이타부상의 발생확률 데이타를 수정하는 적응문장 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문장 처리수단은 상기 발음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상기 입력문장상의 단어를 상기 발음사전에 등록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모델 적응기능 을 가진 음성인식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문장 처리수단은 상기 입력 문장의 음성인식 가능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

청구항 4.
음향학적 모델, 언어학적 모델 및 발음사전을 이용하여 입력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음성인식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입력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문장에 대한 단어 시퀀스에 대한 비중값을 입력하는 과정과,

상기 비중값에 의해 상기 언어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단어 시퀀스의 발생빈도값 및 발생확률값을 수정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 제어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문장에 상기 발음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가 존재하는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발음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상기 입력문장상의 단어를 상기 발음사전에 등록하는 과정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 제어방법.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문장의 단어 시퀀스들에 대한 발생빈도 및 발생확률값들이 상기 언어모델에 설정되어 있는가를 검사하여 

음성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문장의 음성인식 불가능한 문장임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

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 제어방법.

청구항 7.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하기 위한 수단과,

단어들로 구성된 발음사전, 학습용 문장들에 대한 단어 시퀀스들에 대한 발생빈도값들, 단어 시퀀스들의 발생확률값

들 및 음성을 모델링한 음향학적 모델이 저장된 메모리와,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음성을 입력하는 음성입력수단과,

상기 사용자가 지정하는 문장, 명령 및 비중값을 입력하는 키보드와,

상기 음성입력수단으로부터의 음성을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음향학적 모델, 발생빈도 및 발생확률값들과 발음

사전을 이용하여 음성인식을 수행하고, 상기 키보드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음성인식에 추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문장

및 그 문장의 단어 시퀀스에 대한 비중값을 입력하여 상기 비중값에 의해 상기 메모리상의 발생빈도 및 발생확률값들

을 수정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모델 적응기능을 가진 음성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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