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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Virtual Reality
(VR), Augmented Reality(AR) 산업이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일
반적으로 VR 장치에는 특수한 컨트롤러가 사용되지만 AR 장치
는 현실과 접목되어야 하기에 추가적인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AR 기기의 제어는 휴대폰에 연결하여 컨트롤러를
대신하거나, 카메라, 마이크와 같은 센서로 신체의 정보를 활용
해야 한다. 본 논문은 AR 기기를 음성 명령어로 제어하기 위해
음성을 음절 단위로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Abstract

1. 서

론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 산업이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AR은 사용자의 초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현실의 작업과 관련 정보 사이의 격차를 해소
함으로써 인지 부하를 줄이는 매체이다[1]. AR은 현실과 접목된
분야인 만큼 편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VR 기기에
서 사용되는 컨트롤러 같은 장치[2]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AR 기기의 제어는 휴대폰에 연결하여 컨트롤러를 대신하거
나, 사람의 신체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음성으로 AR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 연구이
며,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음성을 음절 단위로 해석하고자 한
다.
2. 본
2.1 음성 신호의 특징 추출

론

음성은 연속적인 시간에 의존하는 음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시계열 분석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분석한다. 일반적으
로 실제 사람이 소리를 인식하는 특징을 반영한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알고리즘[3]을 주로 사용하며,
MFCC 알고리즘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음성 신호를 일정 구간 프레임으로 나누어 주파수를 분석
하는 Sort-Time Fourier Transform(STFT)를 적용하여 일
정한 시간 단위의 주파수 특징인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을 구한다.
2.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한 Mel-frequency
Filter Bank를 스펙트로그램에 적용하여 Mel-spectrogram
을 구한다.
3. Mel-spectrogram 결과를 다시 Discrete Fourier
Transform(DCT)을 적용한다.
4. DCT 결과는 Log 연산으로 결과 크기의 범위를 조절한다.
음성 신호의 MFCC를 적용한 전체 과정과 결과는 그림 1에
서 보여준다.

<그림 1> MFCC 추출 과정
2.2 딥러닝의 시계열 해석

음성의 MFCC 특징값 벡터는 시간의 정보를 나타내는  축과
주파수 에너지를 표현하는  축의 2차원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
시계열 정보는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커널 stride 연산 개념과 일치한다. 필터 커
널은 축을 따라 이동하면서 연산하는 영상 컨볼루션 처리이며
stride 축으로 이동하는 단위를 말한다. 시계열 해석의 딥러닝
모델은 순환신경망(RNN)을 활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CNN의
구조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3 실험 내용
2.3.1 음성 명령어 수집 및 라벨링

음성 데이터는 48,000Hz 샘플레이트로 앞뒤 1초의 공백을 두
고 2초간 발화하도록 제한하여 스마트폰에서 수집되었다. 음성
데이터는 남성 50명,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31개 타겟 명령어는
5회, 명령어가 아닌 단어 30개씩 1회로 녹음하였다. 표 1은 실험
에서 사용된 음성 명령어의 목록이며, None은 명령어가 아닌 다
양한 단어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을 8구간의 음절 단위로 나누었으며, 명령
어의 음절 54개와 침묵(-), None을 포함한 56개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선택’의 경우 [‘-’, ‘-’, ‘선’, ‘택’, ‘-’, ‘-’, ‘-’, ‘-’]과 같
이 라벨링이 구성된다.
<표 1> 음성 명령어

0 None 8 음성명령어 16 재생 24 전체화면
1 선택 9 촬영 17 되감기 25 이동
2 클릭 10 녹화 18 빨리감기 26 멈춤
3 닫기 11 정지 19 처음 27 모든창보기
4 홈 12 아래로 20 소리작게 28 전화
5 종료 13 위로 21 소리크게 29 통화
6 어둡게 14 다음 22 화면크게 30 수락
7 밝게 15 이전 23 화면작게 31 거절
2.3.2 데이터 증강

부족한 데이터에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데
이터를 증강시킨다. 음성 데이터도 증강이 필요하기에 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잡음추가, 시간 변화, 구간 이동,  · 축 반전을
수행하였고, 그림 3에서 원본 음성 신호를 증강한 결과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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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의 증강 방법

구분
내용
기존
음성
신호와
백색잡음의 비율
백색잡음 을 지정한 SNR에 맞추어
합성한다.
기존 음성 신호의 배속을 조절하여
배속조절 음성이 늘어지거나, 빨라지도록 한
다.
설정한 비율만큼 앞뒤로 이
위치이동 음성을
동한다.
신호반전 음성 신호의 부호를 바꾼다.
시간반전 음성의 시간을 거꾸로 뒤집는다.

데이터 설정
SNR 40 dB
SNR 30 dB
0.9배속
1.1배속
forward 10%
backward 10%
Minus
Reverse

<표 3> 각 명령어에 대한 정확도

0
None
2.07 % 16 재생 100.00 %
1
선택
100.00 % 17 되감기 100.00 %
2
클릭
100.00 % 18 빨리감기 100.00 %
3
닫기
100.00 % 19 처음 100.00 %
4
홈
100.00 % 20 소리작게 100.00 %
5
종료
100.00 % 21 소리크게 100.00 %
6 어둡게 100.00 % 22 화면크게 100.00 %
7
밝게
100.00 % 23 화면작게 100.00 %
8 음성명령어 100.00 % 24 전체화면 100.00 %
9
촬영
100.00 % 25 이동 100.00 %
10 녹화
100.00 % 26 멈춤 100.00 %
11 정지
100.00 % 27 모든창보기 100.00 %
12 아래로 100.00 % 28 전화 100.00 %
13 위로
100.00 % 29 통화
99.98 %
14 다음
100.00 % 30 수락 100.00 %
15 이전
100.00 % 31 거절 100.00 %

None 라벨은 5400개 중 112개만을 분류하였다. None에 사용
된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음성 명령어가 음절이 비슷
한 타겟 명령어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령어는
100%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통화’의 경우 5400개 중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류하였다. None 라벨을 제외하고 명
령어만을 대상으로 한 정확도는 99.9994%로, ‘통화’에서 한 개의
오답을 제외하고 모든 명령어를 분류하였다.
3. 결
<그림 3>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증강된 음성 데이터
2.3.3 모델 설계

MFCC의 파라미터인 frame length는 1024, frame step은 256
으로 Windowing과 FFT를 설정하면 특징벡터는 247×247의 맵
이 생성되고 이를 딥러닝의 입력 영상으로 사용한다.
딥러닝의 모델 구성은 CNN, 배치 정규화, maxpooling 층으
로 조합된 블록을 구성해 6층을 쌓고 마지막 부분을 Fully
Connect 층으로 구성한다.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출력인 32개의 단어 명령어 분류를 통해 업데이트해주면서 중간
층에서 해석되는 음절 단위의 분석이 CNN 블록의 가중치를 추
가적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그림 4는 CNN 블록과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4> 모델의 구조
2.4 실험 결과

화자와 명령어에 따라 랜덤하게 8:2의 비율로 학습(691,011개)
과 테스트(172,770개)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표 3은 딥러닝 모델
이 각 명령어에 대한 분류를 했을 때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론

본 논문은 음성 명령어 인식을 위한 음성 데이터의 음절 단
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딥러닝의 CNN의 Stride 방식
은 시계열의 특성과 일치하며 이는 4초 음성을 8개의 음절 단위
로 해석 하였다. 타겟 명령어에 대해서는 99% 이상의 높은 정
확도를 보여주지만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명령어인 None 라벨
은 약 2%의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OOV (Out-of-Vocabulary)라고 하며, OOV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연구[4, 5]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음성을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서는 OOV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밀한 딥러닝의 모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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