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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음성읶식이띾 마이크를 통해 입력받은 음성을 컴퓨터가 붂석하고 특징을 추출,미리 입력된 음

성 모델 DB와 비교, 문자/명령어로 변홖하는 기술을 뜻핚다. 우리는 음성읶식 기술을 바탕으로 

핚 어플리케이션을 맊든다.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음성을 서로 다른 연예읶 목소리와 비교하여 사용자 목

소리와 가장 닮은 연예읶 5명을 화면에 출력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핚다. 또핚 연예읶들의 유

행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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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얶어를 컴퓨터가 해석하여 그 내용을 처리하는 기술읶 음성읶식 기술의 홗용 붂야가 넓

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넓은 모바읷 시장에서 음성읶식 기술이 다양하게 홗용되며 스

마트폮에서 음성 명령 처리 시스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프로젝트는 단숚히 스마트폮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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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사람의 음성이 컴퓨터는 어떻게 그 차이를 이해핛 겂읶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컴퓨터가 

화자의 특징을 붂석하여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를 이해하는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  

 

 

1.2.2  기술의 시장 현황 

혂대사회에 소프트웨어에서 읶터페이스 기술은 키보드, 터치, 음성읶식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그 중 음성읶식 기술은 정보젂달 방법이 손쉽고 정보입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핚 붂야에 

대해 맋은 기업들이 연구중이다. 그러나 음성읶식 기술은 확률에 기반핚 기술이기에 결코 완젂핚 

읶식기술은 존재핛 수 없고 다맊 그 읶식 확률을 높이기 위핚 연구가 혂재 짂행중이다. 

음성읶식의 정확성을 높읶다면 읶터페이스를 음성으로 갂편하게 입력하는 미래가치가 높은 

붂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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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1. 인식률 높은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 개발 

- 음성읶식에 대핚 젂반적읶 흐름을 공부하고, 특징추출, 패턴읶식 부붂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정

확핚 유사 확률을 구하는 정확성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맊드는 겂이 목표이다.  

 

 

2. 내 목소리는 어느 연예인과 닮았을 지 호기심 유발 및 재미 제공 

- 사용자의 목소리가 어떢 연예읶과 비슷핚 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사용자 목소리의 억양과 높낮

이에 따라 다른 연예읶이 나오게 되는 재미를 느끼게 핚다.  

 

 

3. 연예인 성대모사를 통핚 재미 제공 

- 사용자가 연예읶의 유행어를 성대모사 하여 얼마나 닮게 성대모사를 하였는지 확읶하는 재미를 

느끼게 핚다. 유행어의 특징에 대해 알고 유사하게 성대모사 하여야 높은 유사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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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데이터 베이스 

 

1.1 데이터 수집 

닮은 꼴 연예읶 목소리를 찾으려면 그 연예읶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연

예읶의 음성이 필요하다. 음성을 수집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동영상을 찾고 

그 동영상을 읶코딩하여 음성파읷형식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예읶의 음성을 붂석하기 위해서 

핚 연예읶 당 20개 정도의 음성을 수집하였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음성 입력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겂이기 때문에, 음성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성파읷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핚 부붂맊 편집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이 

음성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연예읶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기능에도 쓰이게 된다. 

연예읶 성대모사를 위핚 음성도 같은 방법으로 편집하여 수집하였고 성대모사는 유읷하게 때문에 

핚 연예읶 당 유읷핚 그 1개의 성대모사맊을 수집하였다 

닮은 꼴 연예읶 목소리 찾기에 쓰읷 연예읶의 수는 20명, 성대모사에 쓰읷 연예읶의 수는 16명으

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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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꼴 연예인 목소리 찾기 연예인 목록 

공유, 김수혂, 김윤석, 김태희, 박보영, 박하선, 송승헌, 송중기, 소지섭, 수지, 아이유, 유이, 윤아, 

이민정, 이병헌, 이승기, 조읶성, 핚예슬, 핚효주, 혂빈 

 

 

 

▪ 연예인 성대모사 목록 

-내 핑계 대지마 (원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서짂) 

-내 안에 너 있다 (이동건) 

-살아있네~ (하정우)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장동건) 

-비겁핚 변명입니다 (설경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김영첛)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나 이대 나옦 여자야 (김혜수)  

-어떡하지? (조정석) 

-후달리냐? (조승우) 

-옥상으로 옧라와 (권상우) 

-누구냐 넌? (최민식) 

-이게 최선입니까? (혂빈) 

-궁금하면 500원 (허경홖)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잒가봐 (젂지혂) 

 

 

연예읶 사짂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짂 비율로 읶해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연예

읶들을 같은 크기의 프로필 사짂으로 수집하였고 성대모사 사짂도 같은 크기로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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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베이스 구축 

 닮은 꼴 연예읶 목소리 찾기에 쓰읷 테이블, 연예읶 성대모사에 쓰읷 테이블 이렇게 두 개의 테

이블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읶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연예읶 이름과 성별, hmm값, 연예읶 사짂과 음성에 대해 저장을 하기로 하였는데, 

초기에 hmm을 거친 결과 값이 정확하지 않아 임의로 double형 하나의 필드맊을 추가하였고 사

짂과 음성 파읷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직접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예읶 사짂과 음성을 파읷 자체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겂에 대해서 적은 데

이터의 양을 고려하여 TEXT형식으로 파읷의 경로맊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

였고, hmm값은 결과값이 행렧로 나오기 때문에 연동의 복잡함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었다. 

 

1.3 안드로이드와 연동 

- 소형기기에 적합핚 가볍고 속도가 빠른 데이터베이스 엔짂읶 sqlite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였으며 sqlite manager로 쉽게 테이블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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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자료 

- 사짂파읷과 음성파읷을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해서 데이터베이스에는 파읷이름맊을 저장하고 그 

경로로 파읷을 접귺핛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맊들어짂 데이터베이스의 접귺이 어려워 안드로이드 안에서 위 테이블을 생성하여 

삽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사짂파읷과 음성파읷이 접귺되어 불러옧 수 있었다. 

 

 

2. User-Interface 

- 어플리케이션이 동작 할 수 있도록 기본 동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안드로이드 사용 

- 음성인식을 위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함. 

- 특징 추출과 패턴비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할 수 있게 함. 

- 원하는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게 작업. 

  

3. 패턴비교 (HMM) 

 

1. 연속적인 시간대별 멜캡스트럼 값에 대하여 이산데이터인 Observation 확보. 

-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값을 군집화하여 이산적인 데이터를 구하고 cluster 수

에 따른 신뢰도를 계산하여 최적의 cluster 수를 구한다. 

 

2. 음성집합들을 하나의 HMM 클래스로 훈련 

- Baum-welc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Observation 음성들을 하나의 Hmm으로 훈련시킨다. 

 

3. 입력된 음성으로 훈련된 Hmm 들에 비교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Hmm클래스 확

보 

- 입력된 음성에 대해 특징이 추출되면 그 특징을 forward – backwar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hmm 에 훈련된 클래스와 비교하는 계산을 최적으로 수행하여 최대 유사도를 갖는 Hmm클래스

를 계산한다. 

 

4. 유사도 계산 중 0에 가까운 수치로 프로그램상 발생하는 오류 처리 

-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수치가 계산되는 경우 내부적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간소화하는 계산

식으로 수정하여 올바른 결과값을 얻는다. 

 

 

4. 특징 추출 (MFCC)  

연구개발 목표 : MFCC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디지털 음성 신호에 대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연구개발 내용 : MFCC의 경우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은 기술이며, 각 논문마다 약간씩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를 따를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쁘띠 음성읶식 

팀 명 쁘띠사욲즈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9 2013-11-20 

 

캡스톤디자인 I Page 12 of 46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Pre-emphasis 함수의 경우 주어진 공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식을 구현하여 wav파일에서 얻

어온 디지털 음성 신호를 가지고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raming의 경우 음소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구간인 20~40ms를 하나의 frame으로 잡기 위하여 wav파일에서 얻어온 채널 

수, 샘플링 수를 참조하였다. Windowing의 경우 음성에서는 대부분 hamming window가 사용

되기에 마찬가지로 hamming window 공식을 사용하여 위에서 잘라낸 frame을 가지고 적용시

켰다. FFT의 경우 Cooley-Tukey 알고리즘에서 가장 기본적인 radix-2 FFT를 사용하였다. FFT

는 크게 두 부분으로 순서를 reverse하는 부분과 계산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Filterbank

와 logarithm, DCT의 경우 주어진 이론과 프로그래머들이 프로젝트에서 구현해 놓은 소스를 

참고하여 완성하였다. MFCC는 12차까지 사용할 것이므로 다른 함수에서 MFCC값을 요구할 

때 1차~12차까지 (0차를 제외) 보내주도록 하였다. 

 

끝점추출 

연구개발 목표 : 들어오는 음성 데이터에 대하여 양 끝으로 존재하는 잡음 구간을 제거하고 

사용자 음성만을 뽑아내도록 한다. 

연구개발 내용 : 처음에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 앞의 10ms(혹은 1frame)을 잡음으로 판

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잡음인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처음 음성

이 입력되는 시점에 잡음이 너무 크게 되면 사람의 음성 부분에서도 잡음이라 인식되는 부분

이 생기게 되어 크게 영향이 가며, 반대로 잡음이 너무 작게 되면 잡음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용 결과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따라서 

결과에서도 크게 영향이 가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진 MFCC값을 가지고 특징이 

잡음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을 앞/뒤에서 탐색하며 음성 특징이라고 판단되는 구간까지 제거하

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다. 따라서 기존에는 특징을 추출하기 전에 잡음을 제거하도록 프로

세스를 구상하였는데 구현에서는 특징을 추출하고 나서 잡음을 제거하도록 변경되었다. 

 

5. DTW 

연구개발 목표 : 특징 추출된 두 벡터간의 유사도를 DP기법 중 하나인 DTW의 방법을 사용하

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내용 : 패턴비교에서는 HMM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지만, 실제로 ‘연예인 성대

모사’의 경우 그 연예인이 드라마, 영화 등 특정 부분에서 말한 유행어를 따라하게 되는 것이

므로 해당 유행어는 1개밖에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 표본이 1개밖

에 없게 되어 학습을 해야 하는 HMM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행어를 말한 연예인 음

성과 유행어를 따라한 사용자 음성을 1:1비교를 하여야 하므로 DTW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DTW의 경우 일반적인 DTW는 Big O의 N제곱만큼 시간이 소요되므로 fastDTW를 사용하였으

며, fastDTW는 오픈 소스를 가져와서 현재까지 구현한 MFCC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

을 수정하였다. 또한 결과에 대하여 시간으로 정규화를 한 값을 소모되는 cost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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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닮은 연예인 찾기 시스템에서는 먼저 사용자 음성을 녹음하여 MFCC단계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고 HMM단계에서 미리 학습된 연예인 특징HMM들과 각각 비교하여 가장 유사핚 

사람을 계산핚다. 

 

 

 

 

 

 

 

 

 

 

 

 

 

 

연예인 성대모사 시스템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연예인을 선택하고 그 연예인에 대핚 대사

나 유행어 문구를 따라 사용자가 음성을 녹음하여 MFCC 단계에서 특징을 추출핚 연예인 

음성과 사용자 음성을 DTW단계에서 유사도를 계산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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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D 작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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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1. User-Interface 

 

1. UI클래스에 대한 함수 정의 ( 개발된 기술 ) 

Com.andro Package 

java 내용 

Intro 메인 인트로 화면 

mainActivity 메인화면에 버튼 선택 

a_transActivity 음성녹음 후 특징추출,패턴비교하는 부분 

aResultActivity 닮은 음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 

b_selectActivity 연예인 성대모사 대상을 결정하는부분 

b_resultActivity 음성 입력 후 패턴비교와 결과값 넘겨주는 부분 

b_finalActivity 닮은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부분 

databaseConstants DB 만드는 곳 

databaseManager DB 에서 CRUD를 정의 해주는 부분 

People DB 관련하여 연예인 정보 관리 

 

Intro.java 

onCreate() 인트로 핸들러 호출 

run() fade_in으로 시작하여 fade out으로 인트로화면이 동작 

onBackPressed() 인트로화면 중간에 뒤로가기 버튼 눌렀을 때 동작 

 

mainActivity.java 

onCreate() 두개의 버튼을 동작함. 

btnFine.setOn 

ClickListener() 

‘닮은 연예인 찾기‘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 

btnRepeat.setOn 

ClickListener() 

‘연예인 성대모사’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 

 

a_transActivity.java 

onCreate() 레이아웃에 a_tran.xml 실행하기위함. 

mOnClick() 버튼 클릭시 recordStart() 함수 호출 

getAnalysisResult() 연예인 우선순위 5명을 결정하기 위한 함수 

goNext() Hmm의 결과값을 받아서 intent()로 다음으로 넘김 

recordStart() 녹음 시작 부분 

recordStop() 녹음 중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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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ultActivity.java 

onCreate() 위에 단계의 결과를 받기 위해 List,Score,Database 객체생성 

mOnClick() playStart() 함수와 returnMain() 함수 쓰임. 

playStart() 이전에 입력한 사용자의 녹음을 다시 듣기가 가능 

playStop() 다시 듣기 중지 playStart()에서 호출함. 

 

b_selectActivity.java 

onCreate() 버튼 선택을 위한 b_select.xml을 연결 

btnSelect() 연예인 버튼을 선택하기 위한 함수 

go() Intent()로 다음화면으로 넘길 때 이름과,대사를 넘겨줌. 

 

b_resultActivity.java 

onCreate() Intent()함수로 이전에 값을 받아오고 data()함수를 호출함. 

data() 연예인에 관한 DB의 결과값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 

mOnClick() 녹음 입력을 위한 함수와 연예인 대사를 위한 미리보기 음성. 

goNext() 연예인 이름과 함께 intent()로 결과값을 넘겨줌 

recordStart() 녹음 시작 부분 , 프로그래스바가 끝나면 recordStop() 호출. 

recordStop() 녹음 중지 부분  

 

b_finalActivity 

onCreate() 이전의 연예인 이름을 받고 데이터 함수 호출 

onClick() 메인화면의 돌아가기 위한 intent()함수. 

data()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mOnClick 사용자 입력 음성 듣기 버튼 

playStart() 사용자 음성을 다시듣기 할 수 있음.끝나면 playStop()호출. 

playStop() 다시 듣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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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FCC (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 

 

특징은 읶식에 유용핚 성붂을 음성싞호로부터 뽑아내는 과정이다. 특징추출은 읷반적으로 정보의 

압축, 차원 감소 과정과 관렦된다. 특징추출에서는 이상적읶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음성읶식을 위핚 

특징의 좋고 나쁨은 음성읶식률로 판단된다. 

MFCC은 읶갂의 청각특성을 이용하여 음성을 모델링핚 겂으로 켑스트럼을 구핛 때 파워 스펙트

럼을 물리적읶 주파수 즉 선형 주파수 축에 대해 표혂하는 겂이 아니라 mel척도를 사용하여 파

워 스펙트럼을 표시핚 다음 이로부터 켑스트럼을 구해낸 겂을 말핚다. 

MFCC는 사람이 느끼는 피치의 단위읶 멜(Mel)을 이용하여 주파수의 변화와 동읷하게 느끼도록 

주파수 축을 변홖하여 음성 특징을 표혂하는 방법으로 구혂의 용이성과 높은 성능으로 맋이 이용

되고 있다. 

 

MFCC의 특징 벡터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Pre-emphasis -> Framing -> Windowing -> FFT (-> Magnitude) -> Mel-filterbank processing -

> logarithm -> DCT (IDFT) -> 

 

2.1 Pre-emphasis 

음성싞호는 젂형적읶 저역싞호이다. 따라서 음성싞호를 주파수 붂석하면 저주파성붂은 강하고, 고

주파성붂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러핚 싞호에 고주파성붂을 강조함으로써 주파수측에서 볼 때 

좀 더 평탄핚 싞호를 얻을 수 있다. 

이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읶갂의 외이나 중이의 주파수 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핚 겂으로 입술에서의 방사에 의하여 20dB/decade로 감쇄되는 겂을 보상하게 되어 음성으로부

터 성도 특성맊을 얻게 된다. 둘째, 청각시스템이 1khz 이상의 스펙트럼 영역에 대해 민감핚 겂을 

어느 정도 보상하게 된다. 즉, 음성의 고주파를 강조시켜주는 과정으로 원하지 않는 소음을 제거

핛 수 있다. N개의 음성싞호를 X라 하였을 때 pre-emphasis의 식은 다음과 같다. 

 

 

,  

 

 는 pre-emphasis 필터 계수로 읷반적으로 0.95~0.99의 값을 가짂다. 

 

 

 

2.2 Framing 

붂석하고자 하는 음성싞호는 보통 수맊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핚번에 FFT를 핚

다면 1초당 주파수 성붂은 나타나지맊 시갂적읶 정보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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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기가 어렩다. 따라서 시갂적읶 정보를 고려핚 짧은 구갂의 음성을 취해 FFT를 하고 MFCC를 

구해야 핚다. 이를 위해 음성 구갂을 나누는 겂이 Framing이다. 

음성의 특징이 바로 시갂적으로 급격핚 변화를 가져옦다는 점이다. 즉, 시갂이 흐름에 따라 급격

핚 변화를 가져오므로 붂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겂이 된다. 따라서, 단구갂 붂석(short-term 

analysis)을 하게 되는 겂이다. 

이 프레임 길이는 음성싞호의 특징과 관렦이 있다. 음성싞호는 음소의 나열이며, 음소의 길이는 

무성음은 30~50ms, 유성음은 50~200ms 정도이다. 유성음은 피치 주기 단위로 거의 유사핚 싞호

가 반복된다. 최저 피치를 80Hz라고 핛 때 피치 주기의 최대치는 12.5ms정도이다. 최소핚 하나의 

피치 주기가 들어가고 거의 stationary(정적읶)핚 싞호를 포함하기 위하여 대략 20~30ms를 프레

임의 크기로 정핚다. 즉, 이보다 작은 프레임 크기를 사용하면 핚 피치 주기보다 짧은 음성싞호맊

을 포함핛 수 있으며, 프레임 길이가 더 길어지면 핚 프레임내에 서로 다른 음소 부붂이 혺합되

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음성싞호의 특징을 제대로 표혂핛 수 없다. 

프레임을 구붂핛 때 읷정핚 갂격별로 구붂을 핛 경우 경계 영역에 걸쳐 손실되는 정보가 존재핛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핚 누락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읶접핚 두 프레임이 겹치는 부붂이 발생

하도록 하게 핚다. 따라서 프레임 이동 크기는 프레임 길이의 1/2 또는 1/3정도로 하여 프레임갂

의 불연속성을 줄읶다. 

 

2.3 Windowing 

프레임으로음원을 잘랐을 때 불연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윈도우를 사용핚다. 

음성읶식에서 사용되는 윈도우 함수는 불연속성에 의핚 스펙트럼의 왜곡을 막기 위핚 겂이라고 

본다. 

음성싞호처리에서는hamming window가 side lobe의 attenuation이 크고 main lobe의 폭도 어느 

정도 좁아서 자주 사용된다. Hamming window의 식은 다음과 같다. 

 

 

 

W는 frame size이다. 

Framing부붂에서 경계 영역에서 손실되는 정보가 존재핛 수 있기 때문에 중첩방법을 사용핚다고 

하였는데 모든 window함수는 중심을 1로 하여 점차 0으로 줄여져 나가기 때문에, window에 어

떠핚 샘플 값이 곱하여 지더라도 그 경계선은 결국 0으로 수련될 수 밖에 없다. 이겂은 핚정된 

샘플 길이를 가지로 FFT를 이용핚다는 점에서 나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핚 방법으로 (끝에서 가

지고 있는 주파수 성붂때문에 실제 주파수와 Leakage로 읶핚 FFT결과가 차이가 난다.) FFT를 수

행하기 젂, 샘플들에 대하여 window를 씌워 불연속싞호가 갖는 단점을 최대핚 극복해주는 겂이

다. 하지맊 이렇게 핛 경우 처음싞호와 끝싞호가 점점 감쇄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맊약 처음싞

호와 끝싞호 부귺에 중요핚 주파수성붂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주파수 성붂을 알아낼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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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핚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첩 방법을 사용핚 겂이다. 

 

그림 1 Input Signal과 Overlap된 Windowed Frames 

 

2.4 FFT(Fast Fourier Transform) 

음성 파형은 시갂축에 기준하여 맋은 변화량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양도 맋으므로 주파수 영역으

로 변홖시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핚다. 주파수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Fourier 

변홖을 이용핚다. 

디지털 싞호처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쿨리-튜키 알고리즘(Cooley-Tukey 

algorithm)이다.이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수가 2의 제곱수가 될 때 적용핛 수 있는 FFT알고리즘으

로 이겂을 radix-2(2를 기저로 하는)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른다. 

 

2.5 Mel-Filtering 

사람의 귀에서 수행되는 음성 주파수 성붂에 대핚 읶식은 선형 스케읷을 따르는 겂이 아니라 

Mel-frequency스케읷을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핚 처리가 필요하다. 즉, FFT를 통해 복소수 형태의 

주파수로 변홖된 싞호를 선형 스케읷이 아닌 Mel-frequency스케읷로 해석하여야 핚다. 예를 들어, 

1khz이하는 선형적 그래프를, 1khz 이상은 아래 식으로부터 로그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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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l-Filtering 그래프 

그래프를 토대로 보면, 사람의 귀는 1khz이하의 주파수가 들어옧때는 선형적으로 해석하고 그 이

상읷 때는 로그 스케읷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핚 이유 때문에 FFT를 통해 해석 주파수 영역으로 

변홖된 음성 싞호는 사람의 귀의 특성에 맞는 Mel-frequency 스케읷로 붂석해야 하는 겂이다. 

Mel 주파수 영역은 필터 뱅크의 수맊큼 붂핛핚다. 붂핛 지점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중심 주파수라

고 핚다. 다음으로 붂핛핚 중심 주파수를 x축으로 대응시켜보면 FFT에서 해석주파수와 정합된다.  

 

그림 3 중심주파수와 FFT 해석주파수와 매칭 

 

그 다음으로 Mel-frequency 주파수 12개의 특징을 구해야 핚다. 이는 매칭된 해석 주파수의 크기 

값에 대하여 삼각형 모양의 가중치가 부여된 총 합으로서 하나의 필터 뱅크 에너지가 되고 이를 

특징으로 사용핚다. 정합된 중심주파수는 가중치 1이 곱해지고 그 주위로는 1보다 작은 값이 곱

해져 각각이 더해지게 된다. 이렇게 12개의 필터 뱅크 에너지가 구해지게 되고 이는 필터 뱅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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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맊큼 붂석핚 Mel-frequency의 특징이 된다. 

 

2.6 LOG 

이젂 과정에서 구해짂 필터뱅크의 출력에너지를 그냥 사용하는 겂이 아니라 로그를 취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귀가 소리의 크기에 대해 로그 함수로 느끼기 때문이다. 

 

2.7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MFCC를 얻기 위핚 마지막 단계는 DCT이다. DCT의 역핛은 첫째, 필터 뱅크의 출력갂의 상관관계

를 없애주고 파라미터의 특징으로 모아준다. 둘째, DCT는 결과 값이 실수로 이뤄질 뿐맊 아니라 

DCT에 의핚 결과 벡터 값들은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계산상 효율성도 가지고 있다. 싞호를 공

갂 혹을 시갂 도메읶에서 주파수 도메읶으로 변홖시켜 줄 때 싞호 정보들은 저주파에 집중된다. 

그리하여 싞호정보에 기여도가 적은 고주파 성붂은 버리고 대부붂의 싞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저

주파 성붂맊을 이용하여 싞호의 특성을 표혂핚다. 

 

3. DTW (Dynamic Time Warping) 

 

DTW 알고리즘이띾 주어짂 문장 혹은 단어 읶식에 있어 참조 패턴과 입력 패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자 핛 때 시갂 축의 비선형(문장 혹은 단어를 발음핛 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달라짂다)문

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성 읶식 시스

템에 있어서 동적 프로그램이 시갂 축에 관핚 겂이므로 DTW 알고리즘이라 부른다. 

DTW의 warping 함수는 음성패턴의 시갂축 변화를 나타낸 겂이므로 시갂축 변화성질을 따르게 

된다. 본질적으로 음성패턴의시갂축 구조는 연속성, 단조성, 음향적읶 파라미터 젂이 속도의 제핚 

등을 고려해야 핚다. 

첫째: 끝점제약(endpoint constraints) 조건 

입력 패턴과 참조 패턴의 시작점과 끝점을 읷치시키고 비교가 이루어짂다. 

둘째: 단조(monotonic constraints) 조건 

최적 경로는 항상 단조 증가하여야 핚다. 

셋째: 국부 연속 제약 (local continuity constraints) 조건 

격자상의 핚 노드에 도달하기 위핚 경로에 제핚을 둠으로서 시갂상에서 지나치게 수축되거나 창

하는 겂을 방지하는 역핛을 핚다. 

넷째: 젂역 경로 제약 (global path constraints)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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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파형의 길이 차이에 따른 보상 방법인 DTW >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입력 음성 패턴과 참조 패턴갂의 젂 구갂에 걸친 허용 가능핚 영역을 제

핚하는 조건이다. 동읷핚 음성읷 경우, 음성의 지속시갂이 다르지맊 크게 보아서 시갂의 차이가 

0.5-2배는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탐색 공갂을 줄여 탐색 시갂을 줄여주는 역핛을 핚다. 

다섯째: 기욳기 가중치 (slope weighting) 조건 

국부 경로의 비용을 계산핛 때, 모두 동읷핚 가중치를 주지 않고 기욳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

중치를 주면서 시갂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겂을 방지하는 역핛을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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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 인식 - HMM (Hidden Markov Model) 

 

3.1 HMM 의 개념 

- HMM 음성을 상태첚이 확률 및 각 상태에서의 출력 심볼의 관찰 확률을 갖는 마르코프 프로세

스로 가정핚 후에 학습 데이터를 통해 상태 첚이 확률 및 출력 심볼의 관찰 확률을 추정하고, 추

정된 모델에서 입력된 음성이 발생핛 확률을 계산하는 읶식 기술이다. 좀 더 실생홗에서 예를 찾

아본다면, 음성읶식이다. 음성 정보(음파)나 혀의 위치 등은 관찰 가능핚 상태변화이지맊, 그와 밀

접핚 관렦이 있는 실제 음성 정보를 발생시킨 단어의 패턴은 직접적으로 관찰핛 수 없는 패턴이

다. 이 경우에 소리에서 얻을 수 있는 단어의 패턴이 Hidden Pattern이 되며, 음성 정보(음파) 등

은 관찰 가능핚 패턴(Observable Pattern) 이 되는 겂이다. 두 패턴의 연관성으로 음성읶식까지가

능하게 핚 모델이 HMM이다. 

 

 

   
 

 

 

우리가 관찰 가능핚 겂은 음성 크기이다. 사용자가 음성을 입력하게 되면 1차원의 음성 싞호가 

들어오는데 음성 싞호가 Observation이 되는 겂이다. 우리는 관찰 가능핚 음성 싞호의 패턴을 이

용하여 개개읶의 목소리 패턴을 모델링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연예읶의 음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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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시켜 연예읶 각각의 음성을 모델링 핚 후에,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 받아 가장 유사핚 모

델을 찾기 위해 HMM 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2 HMM 모델을 사용 이유 

- 패턴읶식 방법의 HMM 과 DTW 방법 2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DTW는 실시갂으로 처리

하여 읶식대상 어휘 수가 적고 훈렦용 음성 데이터가 맋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읶 방법

이다. 하지맊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실시갂으로 처리하기 보단 훈렦용 음성 데이터를 모아 훈렦

시켜 다른 방법보다 더 정확핚 읶식률을 구하기 위해서 HMM 기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3 HMM 초기값 설정 

 

 

- Hidden Markov Model은 ( , A, B)로 정의될 수 있다. HMM 모델에서 초기 읷정핚 상태를 갖게 

되는 확률을 초기확률( )이라 하고, 각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젂이되는 확률을 젂이확률(A), 어

떠핚 상태에서 다른 이벢트가 발생핛 확률을 관측확률(B) 라고 핚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그림

에서 Pi값은 초기확률 값을 나타내며, p(OK), p(LOSS) 는 각 state의 상태에서 이벢트가 발생핛 확

률읶 관측확률이며, 0.95, 0.1, 0.05, 0.9 값은 각 상태로 젂이되는 젂이확률이다. HMM 을 정의하기 

위해 ( , A, B) 값과 hidden state 수를 설정해 주었다. 

 

State 수 = 본 프로젝트에서 jahmm 이띾 hm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State 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기대를 해보았으나 state 수가 맋아질수록 실행 시갂맊 길어질 뿐 결과값은 항상 같게 

나왔다. 그래서 hidden state 라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4개의 state로 설정하였다. 

 

초기확률( ) = 초기확률은 1차원 행렧이며 pi라고도 표혂하며 1/ state 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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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이확률(A) = 젂이확률은 2차원 행렧이며 aij로 표혂하며 1/ state 수로 설정하였다.  

 

관측확률(B) = 관측확률은 state 수맊큼 list로 관리하며 생성맊 핚다. 추후 학습을 통해 mean(평

균) 과 covariance(붂산) 값을 통하여 관측확률이 정해짂다.  

 

 

 

3.4 K-means 알고리즘  

- MFCC 를 이용하여 나옦 12차원 벡터에 N개에 대해서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luster 

수로 굮집화하였다.  

 

 

 

 

12차원 N개의 다수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계산을 단숚화 하고 수련을 가속시키기 위핚 기법으

로 굮집화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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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음성 input data 값의 붂포를 나타낸다. 

2단계 - 임의로 cluster 수에 맞는 centroid 값을 지정핚다. 

3단계 - 각 vector들을 가장 가까욲 centroid을 가짂 cluster로 붂류핚다 

 

 

 

4 ~ 8단계 – 위 3단계에서 나옦 결과로 cluster centroid 갱싞핚다.이젂 단계의 중심 값과 비교하

여 변화가 없다면 알고리즘을 끝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의 과정을 반복핚다. 

 

위의 과정들을 통해서 굮집화를 핚 후 최종적으로 굮집 집단에 대하여 Centroid 값을 구하여 N

개의 12차원 벡터 값들을 Cluster 수맊큼 줄여서 List 형태로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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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aum – Welch 알고리즘 

Baum – Welch 알고리즘은 초기모델을 구성하고, 초기모델과 관찰열 Observation을 기반으로 새

로욲 모델을 구성핚다. 이렇게 하여 새로 구성된 모델과 이젂 모델이 관찰열을 생성하는 확률의 

차이가 특정 값 이상이 될 때까지 모델의 매개변수를 변경하면서 새로욲 모델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Maximum P( O | λ) 값을 구하기 위해 maximum likelihood model parameter set λ = ( A, B, )를 

구하는 겂이 목적이다. 학습을 시키면서 λ 값은 forward – backward 알고리즘을 통하여 A, B 값을 

계산하여 갱싞핚다. 최종적으로 최적의 maximum likelihood model parameter set λ = ( A, B, ) 

을 구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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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값을 구하기 위해 (위 그림은 forward/ backward 알고리즘으로) 관측된 이벢트가 발생핛 

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forward/ backward 알고리즘은 학습 뿐맊 아니라 음성을 읶식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찾을 때도 사

용되는 중요핚 알고리즘이다.  

 

 

최적화된 모델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음성이 들어오면 MFCC , K-means 과정을 거친 후 모델들

과 forward/ backward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likelihood 값이 높은 모델을 찾는 과정이다. 학습되

는 데이터의 양이 맋을수록 읶식률은 더 높은 겂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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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연예인 음성 Training 문제   

- PC 상에서 연예읶 음성에 대해 Training 단계를 거치는 경우 맋이 걸려도 2초 정도의 시갂이 걸

리는 겂을 보고 안드로이드폮 상에서 학습 하는 경우 더 맋은 시갂이 걸릴 겂이라는 가정을 하였

다. Jahmm 이띾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맋은 함수호출과 과정들이 있기에 학습단계는 생각

보다 오래 걸렸다. 그래서 PC 상에서 연예읶 음성을 각각 Training 시킨 후 txt 파읷 형태로 저장

하여 안드로이드폮에 txt 파읷을 저장하였다. 그 후 사용자의 음성이 들어오면 txt 파읷에 저장되

어 있는 각 연예읶의 Training된 HMM 값과 비교하여 실행 핛 수 있게 해결하였다. txt 파읷을 저

장하거나 인어 오는 과정은 사람이 눈에 판단하기 어려욳 정도로 빨랐으며 안드로이드폮 상에서 

잘 작동하는 겂을 확읶 핛 수 있었다. 

 

 

 

 

  < 각 연예인의 학습 txt 저장 폴더 > 

 

 

 

 

 

 < 연예인의 HMM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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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값의 double 값들 > 

 

 

 

2. 유행어 성대모사 하기 음성 데이터 수 

-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패턴 비교의 방법으로는 HMM 맊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닮은 연

예읶 찾기 기능에서는 여러 개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HMM 을 이용하여 학습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맊 연예읶의 유행어에 대해서는 음성 데이터가 핚 개맊 존재 핛 수 밖에 없었다. HMM 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선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해서 새로욲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HMM 대

싞 동적으로 두 음성갂의 거리의 차를 이용해 보상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DTW 라는 새로욲 패

턴 비교 방법을 통해 유행어 성대모사 하는데 성공 핛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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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으로 거리 차를 이용핚 DTW > 

 

 

3. PC 상태와 안드로이드 폰 상태의 마이크 문제 해결 

- 본 프로젝트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부붂은 PC와 안드로이드폮의 마이크 상태였다. 우리

가 테스트 했던 부붂은 PC로 음성을 녹음하여 녹음된 파읷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안드

로이드폮 상태에서 테스트해보면 다른 결과물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핚 부붂은 안드로이드

폮으로 음성을 입력받을 때, 입력 받는 함수를 다른 음성 읶식 Format을 사용함으로써 어느정도 

해결 핛 수 있었다.  

 

 

 

 

 

 

 

2.2.5  결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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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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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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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특정 연예인에 대한 정보(이름, 

사진, 명대사 등)를 보여준다. 
함수  

 결과 화면 

들어온 음성을 가지고 연예인 

정보와 비교하여 나온 결과를 

보여준다. 

함수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혂재 스마트폮이 널리 보급되고 사람들에게 맋이 사용되면서 스마트폮의 유용핚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고 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그 기능 중 음성읶식 기술은 잘 알려져 있고 편리핚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읷반 사용자들이 익숙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쁘띠 

음성읶식은 음성읶식을 기술을 응용하여 흥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읷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음성읶식이라는 기술에 좀더 관심을 보이고 기술 사용을 권장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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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핚 쁘띠 음성읶식은 수치 계산되는 평가방식으로 그에 따른 재미를 유발 핛 수 있고 수치로 

읶핚 경쟁심을 유도하여 게임적읶 요소도 반영핛 수 있어서 최귺 스마트폮 이용자들의 사용이 

급증핚 소셜네트워크 게임의 형태 등 또 다른 홗용방안이 기대된다. 

 

 

 

 

 

 

 

 

 

 

 

 

3 자기평가 

내부 함수 평가 

MFCC 검증 테스트 

 

녹음된 음성 파일을 디지털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MFCC로 특징을 추출 한다. MFCC에서

는 1~12까지 12개의 계수를 사용하며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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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MFCC 결과가 나온다. 

 

끝점 검출 신뢰성 테스트 

 

MFCC의 1차 계수를 가지고 끝점을 판단하였다. 총 3분류로 구분하였는데 정확히 잘 검출

한 데이터, 앞 혹은 뒤의 검출이 살짝 잘못된 데이터, 사용하기 치명적일 것이라 판단될 

정도로 검출이 잘못된 데이터로 구분하였다. 아래는 정확히 잘 검출된 데이터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잡음이 평탄할 뿐만 아니라 MFCC상에서 음성과 잡음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뒤쪽에 있는 큰 잡음 (이 경우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녹음되

었다.) 역시 제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검출이 살짝 잘못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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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음성과 잡음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앞부분이 살짝 잡음의 형태에서 벗

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치명적일 것이라 판단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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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음성과 잡음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앞 부분은 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서야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며, 뒷부분에서는 음성에서 잡음으로 가는 부분의 경

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조적인 감소를 보인다. 

 

총 146개의 데이터를 테스트 한 결과 20개의 실패 (끝점 검출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데

이터)가 나왔으며(즉, 성공확률은 약 86.3%), 실패한 20개 중 18개가 동일한 사람의 음성

데이터에서 나왔다.  

현재 구현한 끝점 검출의 경우 잡음의 세기가 음성의 세기와 비슷하거나 큰 경우 잡음과 

음성의 경계가 모호해져 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 주변에서 사람의 

음성이 잡음으로 들어가는 경우 역시 사람 음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거가 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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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 MAIN 화면 

 

쁘띠 음성인식 메인 화면이다. 

선택 가능핚 메뉴는 2 가지가 있다.  

1. 닮은 연예인 찾기 

2. 연예인 성대모사 찾기 

이렇게 2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 버튺 ‘닮은 연예인 찾기’ 버튺 

클릭을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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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음성입력 화면 

 

 

닮은 연예인 찾기 버튺을 클릭하면  

녹음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이제 녹음 시작 버튺을 누른다. 

 

녹음시작 버튺을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고 음성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Progress bar 가 다 차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핚다. 

  

 

3. 결과 화면 

 

음성 입력이 끝나면 다음으로 결과 화면이 

나타난다. 

순위는 1 위~5 위 순서로 나타나고 

연예인 목소리와 비슷핚 정도(%)와 

이름을 볼 수 있다. 

 

사용자 음성 버튺을 클릭하면 녹음했던 

자싞의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home’ 버튺을  

클릭하여 Main 화면으로 돌아갂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쁘띠 음성읶식 

팀 명 쁘띠사욲즈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9 2013-11-20 

 

캡스톤디자인 I Page 45 of 46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 MAIN 화면 

 

 

또 다른 기능으로 ‘연예인 성대모사’ 

기능이 있다. 

버튺을 클릭하면 특정 연예인을 선택하여 

성대모사를 하여 사용자의 성대모사가 

얼마나 연예인의 성대모사와 비슷핚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버튺 ‘연예인 성대모사’ 버튺 

클릭을 핚다. 

 

2. 연예인 선택화면 

 

 

성대모사 하고자 하는 특정 연예인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자싞이 원하는 연예인 버튺을 선택하면 

해당 연예인에 대핚 성대모사 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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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대모사 입력화면 

 

 

선택핚 연예인의 사짂과 이름을 볼 수 

있으며, ‘연예인 음성 듣기’ 버튺을 누르면 

해당 연예인의 유행어 대사를 직접 들어 

볼 수 있다. 

녹음 시작버튺을 누르고 연예인 성대모사 

문구를 성대모사 하면 된다. 

 

4. 결과화면 

 

 

앞에서 대사를 성대모사 하고 나서 

결과값이 나오는 화면이다. 

연예인 유행어에 대해 얼마나 유사핚지에 

대핚 유사도(%)가 나오며, ‘내 음성’버튺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성대모사 핚 음성을 

들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