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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음성인식이란 마이크를 통해 입력 받은 음성을 컴퓨터가 분석하고 특징을 추출, 미리 입력된 

음성 모델 DB와 비교, 문자/명령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뜻한다. 우리는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음성을 연예인 목소리와 비교하여 목소리가 가장 닮은 연예인 5인을 

화면에 출력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연예인들의 유행어를 사용자가 성대모사 하여 

닮은 정도(유사도)를 출력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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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하여 그 내용을 처리하는 기술인 음성인식 기술의 활용 분야가 넓

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넓은 모바일 시장에서 음성인식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며 스

마트폰에서 음성 명령 처리 시스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프로젝트는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사

람의 음성을 이해하여 처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어떻게 컴퓨터로 처리되는지, 또한 

서로 다른 사람의 음성이 컴퓨터는 어떻게 그 차이를 이해할 것인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컴퓨터가 

화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를 이해하는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 

 

1.2.2  기술의 시장 현황 

현대사회에 소프트웨어에서 인터페이스 기술은 키보드, 터치, 음성인식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그 중 음성인식 기술은 정보전달 방법이 손쉽고 정보입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연구중이다. 그러나 음성인식 기술은 확률에 기반한 기술이기에 결코 완전한 

인식기술은 존재할 수 없고 다만 그 인식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음성인식의 정확성을 높인다면 인터페이스를 음성으로 간편하게 입력하는 미래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1.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음성인식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TV, 자동차등에 적용하여 높은 

음성인식 인식률을 개발하면 인터페이스 관리 효율을 보일 것이 기대되고, 사람마다 음성의 

특성을 판단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다루는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선 음성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킴으로 사용자가 쉽게 

음성인식에 접근하고 음성인식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를 기대한다. 

현재는 특정 분야에만 음성인식을 사용하지만 각종 주변 잡음과 사용자의 명령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주변에 있는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며, 발전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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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음성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특징추출, 패턴인식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정

확한 유사도를 구하는 정확성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사용자의 목소리가 어떤 연예인과 비슷한 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사용자 목소리의 억양과 

높낮이에 따라 다른 연예인이 나오게 되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사용자가 연예인의 유행어

를 성대모사 하여 얼마나 닮게 성대모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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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데이터베이스 

-연예인 음성 DB 개발: 연예인 음성 파일을 wav형태로 20여개의 data 관리 

-연예인 성대모사 DB 개발 : 연예인 사진, 연예인 이름, 연예인 명대사, 연예인 명대사에 

대한 hmm 값을 연예인 20명에 대해 각각 data 관리 

-닮은 목소리 연예인 DB 개발 : 연예인 사진, 연예인 이름, ‘안녕하세요’에 대한 연예인 

hmm 값을 연예인 10여명에 대해 각각 data 관리 

 

User  Interface 

-처음 메뉴화면 : ‘닮은꼴 연예인 찾기’, ‘연예인 성대모사’ 두가지 버튼 이벤트 처리 

-닮은꼴 연예인 찾기 버튼 :음성입력 화면 출력,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 받는 이벤트 처리, 

비교 결과 화면1 출력 

-연예인 성대모사 버튼 : 자음검색 버튼, 이름순 연예인 목록 화면 출력, 연예인 이름 버튼 

- 자음검색 버튼 : 해당 자음으로 시작하는 연예인 목록 화면 출력 

- 연예인 이름 버튼 : 해당 연예인 사진, 이름, 명대사 화면에 출력, 명대사 버튼, 음성입력 

버튼 

- 명대사 버튼 : 명대사를 재생하는 이벤트 처리 

- 음성입력 버튼 : 음성입력 화면 출력, 사용자 음성 입력 이벤트 처리, 비교 결과 화면2 

출력 

- 음성입력 화면 : 사용자 음성 입력 이벤트 처리 

- 비교 결과 화면1 : 가장 유사한 연예인 출력 

- 비교 결과 화면2 : 연예인 명대사에 대한 유사 확률 출력 

 

특징추출 

 MFCC를 이용하여 잡음제거 단계를 거처 음성에 대한 특징을 추출  

 

패턴비교 

추출된 사용자 음성 특징과 연예인 음성 특징을 HMM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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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음성인식 Pre-emphasis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평탄화하기 위해 고주파 성분을 

강조 

함수  

 Framing 음성을 고정된 길이로 나눔 함수  

 Windowing 
불연속성에 의한 스펙트럼 왜곡 

최소화 
함수  

 FFT 음성 파형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꿈 함수  

 Mel Filter Bank 

입력 신호를 사람의 청각 

시스템에서 인지하는 스펙트럼 

신호와 유사하도록 해줌 

함수  

 Logarithm 

신호의 크기 성분은 살리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위상 성분은 

버림 

함수  

 DCT 

주파수축 로그 에너지 계수를 

DCT 축 로그 에너지 계수로 바꿔 

사용 

함수  

 HMM(DB) 
특징이 추출된 음성 data 들에 

대해 HMM 패턴을 계산 
함수  

 HMM(비교) 
계산이 완료된 hmm 값을 

이용하여 최대 유사도를 계산 
함수  

DB 연예인 검색 요청받은 연예인을 검색한다. 함수  

 
연예인 목록 

관리 

명대사가 있는 연예인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고, 요청시 

보내준다. 

함수  

 사진 찾기 
요청받은 연예인에 대한 사진을 

디렉토리에서 찾는다. 
함수  

 음성 파일 찾기 
요청받은 연에인에 대한 음성 

파일을 디렉토리에서 찾는다. 
함수  

디스플레이 메뉴 화면 
구현한 기능에 대한 메뉴 선택 

화면을 보여준다 
함수  

 
연예인 목록 

화면 

명대사 정보가 있는 연예인에 대한 

목록을 보여준다. 
함수  

 연예인 정보 특정 연예인에 대한 정보(이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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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사진, 명대사 등)를 보여준다. 

 결과 화면 

들어온 음성을 가지고 연예인 

정보와 비교하여 나온 결과를 

보여준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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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사용자가 음성신호를 보내면, 시스템을 거쳐 사용자 음성과 유사도가 높은 연예인의 사진, 음성 

이미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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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시스템은 음성에 대해 MFCC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 음성의 특징을 추출한다. 음성의 유사도 

계산과 추출된 특징 비교는 HMM을 이용하여 구한다. 정확한 유사도를 구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HMM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플리케이션과 DB 를 연동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안

드로이드 개발을 위해 JAVA언어를 사용 할 것이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다음 항목을 준수하면서 개발자가 선호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도록 한다. 

 

⋅ 표본을 추출할 연예인의 수는 30명 미만으로 제한하며 남녀 비율은 1:1로 한다. 

⋅ 추출하고자 하는 문구의 종류는 3개 내외로 정한다. 

⋅ 연예인의 음성에 대한 표본 추출 개수를 문구 하나당 10~20개로 설정하도록 한다. 

⋅ 사용자는 미리 정한 문구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야 한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만 작동될 수 있게 설계한다. 

 

3.2.1  하드웨어 

메모리 할당 - 음성 DB의 용량이 커서 안드로이드에 직접적으로 DB를 넣어 관리하기에는 제한적

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음성 DB는 따로 관리하여 메모리 부담을 줄인다. 

 

안드로이드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갖춘 스마트폰 사용자 외에는 사용하는데 제한적 

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2  소프트웨어 

 

 

3.2.3  기타 

팀원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모듈화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또한 

팀원들간의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팀원들의 

생각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과 갈등을 막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의사소통과 회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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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성원 

- Software Project Leader 

- HMM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 보고서 작성 

김중호 - HMM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박옥재 -  Android UI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박지애 - 데이터베이스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진자영 -  Android UI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황형재 - MFCC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알고리즘 조사 및 분석 70 

프로그램 기능별로 모듈화 및 설계 60 

프로그램 구현 110 

디버깅 및 프로그램 수정 60 

문서작업 60 

테스트 및 자체평가 40 

회의록작성 20 

합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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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요구사항분

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

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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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및 

시스템 분석 

개발 환경 완성 (이클립스 설치, SQL 설치) 

시스템 분석 완료 

연예인 20명 결정 

연예인 명대사 결정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요구 사항 분석 사양서(SRS) 

2012-02-10 2013-03-14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 연예인 음성 데이터 wav파일로 추출 

2012-03-14 2013-03-31 

1차 중간 보고 

안드로이드 UI 기능 구현 

음성인식 알고리즘 구현 

연예인 음성 데이터 수집 

산출물 : 

1. 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3-04-04 

2차 중간 보고 

데이터베이스 구현 완료 

음성인식 알고리즘 개선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2차 구현 소스 코드 

2013-04-04 2013-05-02 

구현 완료 

시스템 최종구현 완료 

산출물 : 

1. 어플리케이션 apk 

2013-05-02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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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3-05-10 2013-05-15 

최종 보고서 

오류 수정 및 최종 보고 

산출물 : 

1. 최종 결과 보고서 

2. 최종 어플리케이션 apk 

2013-05-15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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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이성원 HMM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2013-01-04 2013-05-10 70 

김중호 HMM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2013-01-04 2013-05-10 70 

박옥재 Android UI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2013-01-04 2013-05-10 70 

박지애 데이터베이스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2013-01-04 2013-05-10 70 

진자영 Android UI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2013-01-04 2013-05-10 70 

황형재 MFCC 코드 구현 및 설계 담당 2013-01-04 2013-05-10 7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Kookminuniv 2013-01-04 2013-05-10  

Android SDK 오라클 2013-01-04 2013-05-10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 
팀원 2013-01-04 2013-05-10  

개발용 PC  Kookminuniv 2013-01-04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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