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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HMM 기반의 연속음성인식에서 음향모델의 최적화 기법을 논한다. 대부분의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HMM 

상태별로 동일한 개수의 가우시안 성분 (mixture component)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음향 모델링에 사용되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는 HMM 상태별로 다르므로 이에 따른 최적화를 수행할 경우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코딩 단계에서 음성인식기의 속도 및 인식 성능 개선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MDL (minimum description length) 기반의 음향모델 최적화 방법에서 가우시안 성분들의 통합과정에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 정보 (mixture weight)를 반영하도록 개선하였다. 인식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은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를 반영하 

지 않는 기존 방법에 비해 향상된 최적화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연속음성인식, 음향모델, 최적화, MDL

투고분야: 음성처리 분야 (2.5)

This paper describes optimization methods of acoustic models in HMM-based continuous speech recognition. Most 

of the conventional speech recognition systems use the same number of Gaussian mixture components for each HMM 

state. However, since the number of data samples available for each state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overall number of model parameters and the computational cost at the decoding step by optimizing 

the number of Gaussian mixture components.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Gaussian mixture weight term at the 

merging stage of Gaussian components in the imnimum description length (MDL) bas^i acoustic modeling optimiz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obtain better ASR accuracy than the previous optinization 

method which does not consider the Gaussian mixture weigh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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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근래의 음성인식은 프로세서의 고속화' 메모리 양의 

증가, 병렬 처리 기법, 음성언어 자원의 양적 증가 등으로 

인해 인식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은 서버용 음성인식 기술과 단말용 음성인식 기술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서버용 음성인식 기술은 수 백 시간 

이 넘는 분량의 음성 데이터를 음향 모델의 학습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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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 천만 어절 이상의 텍스트 코퍼스로 언어모델을 

훈련하며, 세 개 이상의 음성인식기를 동시에 수행하여 

그 결과를 조합하는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성능을 최대로 높이고자 한다. 이와 

달리 단말용 음성인식 기술은 프로세서 속도, 저장 공간, 

배터리 용량 등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서버급 인식기 

및 인식기 개발에 활용된 자원을 최적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식 성능 및 속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징추출, 모델학습, 

디코딩, 후처리 등 음성인식 전 과정을통해 최적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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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음성인식 과정의 전체 연산량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음향적 우도값 (acoustic like

lihood score)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음향 모델의 최적 

화에 중점을 둔다 [3], HMM 기반의 음성인식에서 음향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우선 충분 

히 많은 수의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음향 모델을 학 

습한 뒤, 각 HMM 상태의 가우시안 성분 (Gaussian 

mixture component) 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방식들은 확률적 분 

포가 가장 유사한 두 개의 가우시안 성분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이진 트리를 구성한 뒤, 트리를 적정 수준에서 

가지치기 (pruning)하여 최적의 음향 모델을 생성해 낸 

다. 이 때, 두 가우시안 성분 간의 거리 척도로서 K-L 

거리 (Kullback-Leibler divergence), Bhattacharyya 거 

리, 가우시안 성분들의 가중치 (mixture weight)의 합 등 

이 연구되어 왔으며, K-L 거리에 기반한 방식이 상대적 

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 [3-5] [7, 

8]. 또한, 가우시안 성분들 간의 K-L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더욱 

향상된 최적화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3].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는 K-L 거리 계산에서 반영 

하는 것 이외에도, 두 개의 가우시안 성분을 통합하는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기존의 방법들은 각각의 

가우시안 성분들에 해당하는 데이터 샘플들의 수가 동 

일하다고 가정하고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3, 4],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가우시안 성분들을 통합하는 

단계에서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최소 서술 길이에 기반한 음향 

모델의 최적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기존의 가중 

K-L 거 리를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두 근접한 가우시안 

성분들을 통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안한 방법을 기술 

하며, 제 4장에서 HMM 기반의 음향 모델 최적화에서 최 

소 서술 길이 척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 5장에서 실험 및 결과를 기술하고, 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MDL에 기빈한 음향 모델 최적화

최소 서술 길이 (minimum description length； MDL) 

에 기반한 최적화 방법은 각각의 HMM 상태를 구성하는 

가우시안 성분들에 대해 유사한 성분들끼리 통합하여 새 

로운 가우시안 성분을 만들고 이를 부모 노드화하는 과정 

을 반복하여 HMM 상태별로 이진 트리를 구성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생성된 이진 트리의 뿌리 노드로부터 하향 

(top-down)으로 진행흐]■면서 각 노드에서 자식 노드들로 

의 노드 분리 (split)에 따른 서술 길이 값을 계산하고, 

분리 전과 분리 후의 서술 길이 값을 비교하여 분리 후의 

서술 길이 값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노드에서 멈춘다. 

이 과정을 음향 모델의 모든 상태들에 대해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음향 모델을 생성한다. 이러한 최적화 방식에 

서 주된 이슈는 두 개의 가장 근사한 가우시안 성분들을 

찾기 위한 거 리 척도, 가우시안 성분들을 통합하는 방법 

및 최소 서술 길이 척도이다. 본 장에서는 가우시안 성분 

들 간의 거 리 척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가우시 

안 성분들의 통합 방법 및 MDL 척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연속 HMM 기반의 음성인식에서 임의의 상태를 s라고 

하고, 이 상태 s에서 가우시안 성분들의 개수가 M개라고 

할 때, 상태 s에서 관측벡터 X 의 출력 확률 또는 우도 

(likelihoo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r(x I s) = £G.(X)= Zw. • g，"(X)= £叫,• N(x;%“,o“) 

m=] m=l m=l

⑴

위 식 ⑴에서 % 는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 (mixture 

weight)이며, 临 , 扁은 각각 m번째 가우시안 성분의 

평균 및 대각 공분산 행렬을 뜻한다. 임의의 두 가우시안 

성분을 分(X), G/X)라고 하면, 이 두 확률분포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K-L 

거리 척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KL(Gp(x),G?(x))= jg,(x)log；"k+ jg«(x)]og„x

⑵

또, 여기에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고 

려할 경우인 가중 K-L 거리 척도는 다음과 같다 [3],

d 吹z(G,(x),G，(x))

= j&g,(x)log当씌牛v+ Jw g (x)log Wq8^~~dx

3 W,g,(x) J w,g,(x)

= ?이(% -W,)log2〃b；(d) + (i% -w，)log2冲;0) 

2妇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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叫由『（/ + （%（/ —冉以）尸｝

+ 诙 「 ⑶

+ 頒卤 J
+ D｛（wp - w« ）log wp + （w, - wp ）log w,

-0.5（w, + w，）｝

식 ⑶에서 〃는 특징벡터의 차수를 뜻한다. 여러 개의 

가우시안 성분들 중 가장 근사한 두 개를 찾아서 하나로 

통합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의 

우도 값의 변화가 가장 작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 측면에 

서 볼 때, 식 ⑶의 가중 K-L 거리가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식 ⑵의 K-L 거리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중 K-L 거리를 

적용하였다 [3],

HI. 가우시안 성분 통합 빙법

앞 장에서 HMM 상태별로 생성한 트리에서 노드 k의 

자식 노드들을 구성하는 71弧개 （이진 트리의 경우 

Mk = 2）의 가우시안 성분들에 대해서 1번째 차원의 평 

균 및 공분산값을각각弗t） 및 我堕）라고할때, 

이들을 통합하여 생성된 노드 0 평균 벡터 및 대각 공분 

산 행렬 값은 다음 식 （4）, ⑸와 같이 계산된다.

1 虬 1 虬
At（0=—与一力電），⑷ 

m 시 M k m=l I旬

1 犧
心）=十卒（（敗）W））2）

= 늬勇理%）+ 玉必%.）_协心）] ⑸

"左|_屛=1 m=l J

위 식에서 Z씨（幻 는 노드 k에서 발생한 샘플 데이터 

벡터의 [번째 값을 뜻한다. 식 ⑷ 및 ⑸와 같은 기존의 

통합 방법은 각 가우시안 성분으로부터 발생된 학습 데이 

터 샘플의 개수가 동일하며 따라서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 

치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로는 HMM의 각각의 상태를 구성하는 GMM （Gaussian 

mixture model）에서 각 가우시안 성분에 해당하는 데이 

터 샘플의 수는 상이하므로 가중치 값은 모두 다른 값을 

가지며, 이를 모델 통합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식 ⑹-⑻에 해당하는 새 

로운 통합 방식을 제안한다.

A. 가중치 정규화:

"幻 濟）二吧壮 
%，_ Mk

⑹ 
m-l

B. 평균 통합:

Mt Mk
M） = £a忏硏戲Z））=U4財純） m

m-l 彻 =1 니，

c. 공분산 통합:

心）=即?圖。兴）-，练（阴

=务 M〔炒 0） - （0+妒。）]

m-l

= 玉 （硝새炒（oj- 2乂 （M （0+务瘠•血%）] 

”j*l m

=£k^,2（o+«®^,2（oU2（o 小
껴니 （8）

제안한 방법은 노드 k의 자식 노드들에 해당하는 가우 

시안 성분들의 가중치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총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하고, 이를 다시 평균과 공분산 통합에 

적용한다. 식 ⑷와 식 ⑺ 및 식 ⑸와 식 ⑻을 각각 비교 

해 보면, 기존의 통합 방법은 제안한 방법에서 

a씨 = 1/Mk = const. 인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IV. 최소 서술 길。] 척도

다량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향 모델의 파라미터 

를 학습함에 있어 데이터에 비해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델이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며,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모델 파 

라미터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4-6]. 최소 서술 

길이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들을 

얻을 수 있는 최적화 척도로서, 식 ⑼는 주어진 데이터 

집합 3:& = ；勺, ・“, 03에 대한 6域모델 /1의 최소 서 

술 길이를 나타낸다 [4][9]_

DLh *) = - log P氣、(x") + a •号 log + log / 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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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첫째 항은 일련의 데이터 a;“에 대한 모델 

九의 코드 길이를 의미한다. 여기서 §(、h)는 최대 우도 

기법으로 추정한 모델 九의 파라미터값들을 나타내며, 

HMM 기반의 음향 모델에서는 가우시안 성분들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에 해당한다.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 

할수록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확률값이 증가하므로 첫째 

항은 점점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둘째 항은 모델 /1 의 복잡 

도 및 데이터 샘플의 개수 页과 관련된 항으로서 &는 

모델 /1 의 파라미터들의 개수를 의미하고, a는 둘째 항 

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변수로서。보다 큰 값을 갖는다. 

둘째 항은 모델 /1 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며 

모델 파라미터 수의 증가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한다. 셋 

째 항은 모델 九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코드 길이로 

서 여기서는 상수로 가정한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식 ⑼에서 첫째 항의 값은 감소 

하고, 둘째 항의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를 

증가시킴에 따라 특정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 

MDL 기법은 이 지점에서의 모델, 즉, 표현 길이 2刀% 이 

가장 작은 모델 /I를 최적 모델로서 선정하게 된다.

V. 실험 및 결과

음향 모델 최적화를 위한 기존 방법 및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여행영역 영어문장 음성인식 태스크에 대 

해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HMM 모델은 WSJ (Wall 

Street Journal) DB를 포함한 총 330시간 분량의 음성 

데이터에 대해 HIK Toolkit을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음 

성 데이터는 모두 16 kHz 샘플링된 데이터이며, 특징벡 

터로 39차의 MFCC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를 사용하였다. 각 은 5개의 상태를 left-to-right 

토폴로지로 구성하였으며, 상태 클러스터 링 등의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문맥 종속 삼음소 모델 (triphone)들을 

생성하였다.

기본 시스템 (baseline)의 음향모델에서 서로 다른 

HMM 싱태의 수는 4554개, 물리적 삼음소 HMM 모델 개 

수는 17159개이며, 각 상태별로 16개의 가우시안 성분을 

사용하므로 음향모델 전체의 가우시안 성분 개수는 

72864개이다. 인식 실험을 위해 여행영역 텍스트 77만 

6천 문장으로 3-gram 언어 모델을 생성하였다. 음성 인 

식 실험용 디코더는 HTK 3.4.1 의 HDecode를 이용하였 

고, 인식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실험실 환경에서 수집된 

여행 영역 평가용 200문장 음성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전체 HMM 상태들에서 관측된 학습 데이터들 

의 개수를 나타내며, 가로축의 레이블에는 일부 HMM 상 

태들의 식별자만을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각각의 상태들 

에서 관측되는 학습 데이터 개수는 매우 상이하며, 이에 

맞추어 각 HMM 상태는 보다 최적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은 HMM 상태별로 가우시안 성분의 개수가 변함에 

따른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기본 시스템 (baseline)은 음 

향 모델 학습 과정에서 가우시안 성분들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얻은 음향 모델을사용하였다. 표에서 GCR 

(Gaussian component reduction)은 MDL号 적용하지 않 

고, 단지 제 2, 3장에서 설명한 가우시 안 성분들 간의 거 

리 측정 및 제안한 통합 기법을 사용하여 각 HMM 상태별 

로 가우시안 성분들을 16개로부터 4개로 점차적으로 통 

합해 나간 경우로서 각 상태들은 동일한 개수의 가우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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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MM 상태별로 관측된 특징 벡터의 개수

Fig. 1. Number of observed feature vectors at each HMM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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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CR에 의한 음향 모델 최적화 성능

Table 1. Performance of acoustic model optimization by Gaussian component reduction (GCR).

음향 모델 싱대적 크기 HMM상태별 mixture 개수 Gaussian 성분의 전체 개수 toeline
GCR (weights merge)

재힉습。회 재학습 3회

1 16 72864 81.51 -

3/4 12 54648 79.45 81.29 81.83

1/2 8 36432 69.47 78.69 79.83

1/4 4 18126 62.26 70.50 71.69

표 2. 기존3 4] 및 제안한 가우시안 통합 방식의 성능 비교 및 MDL의 적용에 따른 인식 성능

Table 2. Optimization ^rformance using the pi宅vi이j옪 and the proposed Gaussian component merging methods with the 
application of MDL criterion.

음향 모델 상대적 크기 Gaussian 성분의 전체 개수
MDL (conventional merge) MDL (weighted merge)

재학습 0회 재흐습 3회 재흐습 0회 쟤학습 3회

1 73K - - - -

3/4 55K 80.97 81.29 80.98 81.62

1/2 36K 78.47 79.56 79.12 79.28

1/4 18K 72.89 74.67 74.02 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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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 시스템과 개선된 세DL의 성능 비교: 점선은 기본 시스템의 단어 인식률, 실선은 개선된 MDL의 단어 인식률.

Fig. 2. ASR performance of the barline (dotted line) and the improved MDL method (Eid line).

성분들을 갖는다. GCR 방법은 음향 모델 크기가 기본 시 

스템의 75 % 수준까지는 인식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으 

며, 기본 시스템의 50 % 수준에서도 약 1.7 %의 성능 저하 

가 발생하는 정도였다. 가우시안 성분이 12인 경우, GCR 

에 의해 통합한 뒤 3회의 재학습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재조정할 경우 기본 시스템에 비해 오히려 성능이 증가하 

기도 함을 볼 수 있다.

표 2는 제 4장에서 기술한 MDL 계산식을 적용한 MDL 

최적화 기법의 성능을 보이며, 이 경우 표 1과 달리 HMM 

상태들은 서로 상이한 개수의 가우시안 성분들을 가질 

수 있다 이 표에서는 HMM 상태 내의 가우시안 성분들을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 (conventional 

merge)과 제안한 방법 (weighted merge)을 비교하였다. 

표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식에 비해 더 향상된 결과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감축된 모델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음향 모델을 위 

한 학습 데이터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 

학습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표에서 재학습 0회에 해 

당한다. 학습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n 수 차례의 재학습 

을 통해 MDL에 의해 통합된 모델 파라미터를 재조정할 

경우 성능이 더욱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제안한 가우시안 

통합 방법은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에 포함된 통계적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에도 통합된 모델의 평균 및 공분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 

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2는 가우시안 성분의 개수가 16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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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개로 감축됨에 따른 인식 성능의 추세를 나타낸다. 

개선된 MDL 기반의 음향 모델 감축 기법은 모델의 크기 

가 50 % 수준일 경우까지에 대해 약간의 성능 저하가 발 

생할 뿐이며, 감축된 모델의 크기가 25 % 수준일 경우 

기본 시스템에 비해 10 % 이상의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

VI.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DL 기반의 음향 모델 감축 기 

법을 살펴보고, 유사도가 높은 가우시안 성분들을 통합 

함에 있어 가우시안 성분의 가중치 (mixture weight)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통합 방식을 개선하였다. 모든 

HMM 상태가 동일하게 16개의 가우시안 성분을 갖는 기 

존 음성인식 시스템과 비교한 결과, 개선된 MDL 기반의 

모델 감축 기법은 음향 모델의 크기가 기존 시스템의 50 

% 수준일 경우까지에 대해서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았으 

며, 감축된 음향 모델 크기가 25 % 수준일 경우, 동일 

크기의 기존 시스템에 비해 10 % 이상의 성능 개선을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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