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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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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한 유사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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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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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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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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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비교 

- 추출된 사용자 음성 특징과 연예인 음성 특징을 HMM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 

 

 

 

2.2 수행내용 

데이터베이스 

 

- 인사말 음성 수집 

연예인의 인사말이 포함된 동영상을 인코딩하여 mp3파일 형식으로 음성파일을 추출하고 

“안녕하세요”라는 음성만을 따로 저장하였다. 이 음성파일은 MFCC 로 특징추출하기 위한 입력 

값이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연예인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기능에서 사용된다. 

 

- SQLite 사용 

20~30명 정도의 연예인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SQLite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소형 기기에 적합하며 가볍고 속도가 빠른 장점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SQLite Manager 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레코드 

입력, 조회 수정 등 연습하고 실제 데이터 베이스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User Interface 

 

안드로이드 작업에서 레이아웃 부분은 여러 스마트폰 특정상 정확한 크기를 위해  LinearLayout 

으로 각 페이지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 

메인 화면에서 두가지 중 선택할 이미지 버튼 중 한가지씩 눌렀을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벤트 처리 작업까지 완료 하였다.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버튼의 기본 형태를 구현하였으며 

앞으로의 작업은 최종 결과물의 UI 디자인을 좀더 세밀하게 작업하여 깔끔하고 디테일한 

디자인을 구현할 것이다. 

 

 

특징추출 

Pre-emphasis : 음성신호는 전형적인 저역신호라 주파수 분석을 하면 저주파 성분의 신호가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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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성분의 신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을 더 강조함으로써 주파수쪽에서 

볼 때 좀 더 평탄한 신호를 얻게 해준다.  

sn
′  =  sn − αsn−1 

α는 pre-emphasis 필터 계수로 일반적으로 0.95~0.99의 값을 가진다. 현재 계수 값은 0.97을 사

용하고 있다. 

 

Framing :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기 위하여, N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frame 구간으로 정하는 부분

이다. 음성신호 일반적으로 1frame당 20~40ms로 하며, 10ms 간격으로 이동한다. 후에 프레임에 

대하여 푸리에 변환을 하기에, 1frame당 256(2의 8승)개의 샘플로 정하였다. 

 

Windowing : 푸리에 변환은 무한개의 시간역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N개의 데이터에 대

하여 변환을 하게 된다. 구간에 대하여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구간의 양 끝에서 주파수를 가

지고 있기에 실제 해당신호가 가진 주파수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Windowing은 이러한 불연속 

신호가 갖는 단점을 최대한 극복해준다. Windowing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음성 처리 분야에서는 

hamming window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hamming window를 사용하였다.  

 

FFT :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FFT(고속 푸리에 변환)를 사용하였다. FFT에서도 신호 처리에서 대

표적으로 사용되는 쿨리-튜키(Cooley-Tukey)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수가 2의 제곱수가 될 때 적용할 수 있는 FFT알고리즘이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

해서 Framing 구간에서 256개의 샘플 단위로 Framing하였다. FFT부분은 코드상 배열에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bit-reverse하는 부분과 radix-2 FFT를 수행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패턴비교 

- 패턴을 비교하기 위한 HMM(Hidden Markov Model)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1. Forward 알고리즘 - 변화에 대한 확률 

2. Viterbi 알고리즘 -  패턴에 대한 최적 확률 

3. 바움-웰치(Baum- Welch) 알고리즘 - 최대화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 추정 

 

음성 Data 를 학습시키고 유사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Forward, Baum-Welch 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징 추출로 나온 결과값인 12 차원 벡터 값을 양자화하는 코드를 구현 중에 있으며, 

jahmm 이란 hmm 을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분석하고 스칼라 값을 입력 받아 유사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코드를 구현하고 있다. 계획서 상의 진도는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모두 구현 하는 

것이었지만,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음성 입력이 아닌, 음성의 low-level 부터 다루어야 했기 떄문에 생각보다 알고리즘 구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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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이 생겼다. 빠른 시간 내에 음성을 입력받아 jahmm 을 이용한 패턴 인식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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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User  Interface 

- 4월 초까지 안드로이드 UI 기능 구현 완료를 목표로 하였지만 생각한 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 

부분과 예기치 못한 에러로 인해 일정에 지체가 되고 있다. 일정을 수정하여 4월 중순까지 안드

로이드 UI기능 구현 완료를 목표로 한다. 

 

 

특징추출 

- Pre-emphasis 함수 생성 ->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생성자에 포함 : pre-emphasis의 수식을 

보면 기존 샘플데이터의 n번째 값과 n-1번째 값을 가지고 새로운 값이 나온다. 즉, 생성자를 통해

서 받아온 샘플데이터를 클래스의 변수에 저장하고, 다시 이 변수에 대하여 n-1번째 값을 기억하

면서 계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2번 처리하지 않고 생성자를 통해 받아온 기존 샘플데이터를 이

용하여 클래스 변수에 넣을 때 pre-emphasis까지 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 

 

 

패턴비교 

- JAVA HMM Library인 JAHMM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생겼고 분석결과, JAHMM은 MFCC로부터 

산출되는 2차원 벡터, 시간별 캡스트럼 값을 parameter로 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얻은 시간별 캡스트럼 값을 벡터 양자화(vector Quantifization)을 통해 최적화된 Observation값을 

1차원 리스트로 얻고 그 값을 이용해 JAHMM에 parameter로 들어가 의도한 알고리즘을 수행한

다. 

 

 

데이터베이스 

- 연예인 수를 20~30명으로 지정하였으나 시간적 제한사항과 데이터 수집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

해 연예인 수를 15~20명으로 수정하였고 그만큼의 데이터만을 수집하였다. 지금은 이 데이터만으

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정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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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User Interface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UI 기본 베이스 및  

연동할 작업의 

프로토타입 만들기 

    

디자인 작업     

특징추출, 패턴비교, 

DB 의 작업 연동 
    

 

 

특징추출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Filter Bank     

Logarithm     

IDFT     

테스트 및 개선     

Filter Bank, Logarithm, IDFT는 MFCC의 남은 부분이며, Filter Bank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Triangular Filter Bank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에 1주를 잡았다. 2주에는 Logarithm과 IDFT를 

구현하고,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는 계속 진행하며, 좀 더 정확한 특징 추출, 좀 더 빠른 속도를 

목표로 한다. 

 

 

패턴비교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백터 양자화 구현 및 

음성에 적합한 jahmm 코드 

구현 

    

Jahmm 코드 완성     

시스템 안정화 및 애플리케

이션과 연동 

    

테스트 및 개선     

음성 벡터에 대한 양자화를 우선적으로 하여, hmm 에 사용될 인풋값을 설정한다. Jahmm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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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기에 2주의 일정을 잡았다. Jahmm 코드 구현을 끝으로 애플리케이션

과 연동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며, 더 정확한 유사 확률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DB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전체적 DB구축     

안드로이드 연동 

및 코드 구현  

    

테스트 및 개선     

1 주차에 SQLite 를 통해 음성파일과 사진파일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드로이드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다. UI 가 완성되는 대로 에플리케이션 기능에 맞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딩을 작성하며,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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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