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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비의납부및유효기간

2014년도 회원 연회비는 2013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2014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당해년도에 한합니다. 

◆ 2014년도 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원： 70,000원 (입회비：1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입회비 면제)

�평생회원：700,000원 (학회 홈페이지 평생회비 할인 제도 안내 참조) 

2. 논문지(eBook) 제공

학회지와 논문지(국·영문)가 eBook으로 발간되어 학회 홈페이지(http://wwww.theieie.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

습니다. 다만 간행물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이안순 부장(회원담당)

(02-553-0255(내선 2번)) /E-mail: ieie@theieie.org

3. 회비의납부방법

신용카드 (홈페이지 전자결재) 및 계좌이체 (한국씨티은행, 102-53125-258)를 이용하여 학회 연회비,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석·박사신입생다년학생회원가입및회비할인제도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3월 입학하는 석ㆍ박사 신입생을 위하여 다년 학생회원 가입 제도 및 회비 할인 제도를 마련하

였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졸업 및 수료 때까지 학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

기 바라며 회비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 대상 및 할인 혜택

- 가입 대상 : 2014년 석ㆍ박사 신입생

- 할인 내용 : 2년 60,000원(1년당 30,000원) → 2년 50,000원(16.7% 할인)

광고-회비납부2014수정  2014.1.22 1:50 PM  페이지1



대한전자공학회회원님께,

최근 연구 환경의 변화, 국제경쟁의 심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술발전과 학문연구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그동안학회에서는각종학회소식, 학술행사정보및출판물

등을이메일을통해회원님께제공하고있으며, 특히올해부터는직선평의원선출을

전자투표로실시할예정입니다. 

※회비납부 정(평생)회원에 한해선거가능.

따라서 학회의 정보제공과 전자투표를 위해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

께서는 연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고, 44월월 77일일((월월))까까지지 최최신신 정정보보로로 업업데데이이트트

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 학회 홈페이지 : http://www.theieie.org

- 이안순 부장 : 02-553-0255(내선 2번) / ieie@theieie.org 

2014년 3월

대한전자공학회사무국











Information for Authors

We would like to inform authors of publication charges of JSTS. For the

manuscript submitted from 2014, the author’s company or institution will be

requested to pay a charge to cover part of the cost of publication upon

acceptance of the manuscript. Page charges are ￦300,000 ($300) for the

first six pages and ￦50,000 ($50) per page for each pages in excess of six.

Inquiries concerning page charge should be addressed to:

RM, #907 Science and Technology New Bldg., 22, Teheran-ro 7-gil (Yeoksam-Dong),

Gangnam-Gu, Seoul 135-703, Korea,  Tel (82-2)553-0255, Fax(82-2)552-6093

Pages Submission Fee

1 ~ 6 (up to page 6) $ 300

7 ~ $ 50 per each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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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 사업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김 회 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노 용 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 총무간사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 사업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 학술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 회원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 ITC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추계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 논문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 학술/정보화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 SPC / 사업 / 학술(추계)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기획 원 진 (부천대학교 교수) - 기획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 정보화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 산학연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 하계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 회원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 기획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 추계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 사업 이 재 성 (고려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 하계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 회원
정 대 현 (삼성전기 상무) - 산학연 정 모 (한성대학교 교수) - 기획
정 의 (연세대학교 교수) - ITC, 추계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총무간사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교육, 홍보 최 성 현 (서울대학교 교수) - SPC/논문편집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 기획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 기획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 SPC/논문편집
홍 성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사업/산학연/학술(추계)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 SPC

협 동 이 사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 정보화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 사업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 사업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 학술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 SPC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 사업
김 소 (성균관대학교 교수) - 기획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 회원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정보화
김 종 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표준화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 사업/산학연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 총무간사
김 태 원 (상지 서대학교 교수) - 산학연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 회원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박 재 (광운대학교 교수) - 표준화
박 정 욱 (연세대학교 교수) - 교육/홍보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 학술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 회원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 SPC / 정보화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 표준화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 산학연
유 상 동 (SK하이닉스 팀장) - 산학연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SPC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정보화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 사업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 학술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논문편집 이 용 식 (연세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 SPC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회원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교육/홍보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논문
장 석 호 (단국대학교 교수) - 정보화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 SPC
조 성 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학술(하계) 지 창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기획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 표준화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SPC
최 세 호 (포스코 팀장) - 교육/홍보 최 수 용 (연세대학교 교수) - 사업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한 선 (경일대학교 교수) - SPC
허 비 또 (LG유플러스 상무) - 회지편집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 회지편집

사무국 직원 명단

송기원 국장 - 업무총괄, 기획, 자문, 산학연, 선거
이안순 부장 - 재무(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회원, 포상, 임원관련
배지 차장 - 국내학술대회, 총무, JSTS, 시스템 및 제어/신호처리(소)
배기동 차장 - 사업, 표준화, 반도체/컴퓨터/산업전자(소), 용역
변은정 과장 - 국문논문, 학회지
김천일 과장 - 정보화, 교육/홍보, 홈페이지, 통신소사이어티
이수진 사원 - 국제학술대회, SPC,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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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명단

Society 명단
통통신신 소소사사이이어어티티
회 장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자 문 위 원 구 경 헌 (인천대학교 교수) 류 승 문 (㈜카서 대표이사) 연 철 흠 (LGT 상무)

이 상 홍 (KT 전무) 이 상 훈 (KT 부문장/사장)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정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감 사 이 상 연 (SK Telecom 상무)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부 회 장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협 동 부 회 장 권 순 철 (KT 전무) 김 병 남 (에이스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 연 은 (㈜브르던 대표이사)

김 한 (숭실대학교 교수) 김 용 석 (㈜답스 대표이사) 김 인 경 (LG전자 상무)
김 주 완 (빅텍 연구소장)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박 용 석 (㈜LICT 대표이사)
방 승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연 임 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오 정 근 (㈜ATNS 대표이사)
이 승 호 (㈜하이게인 부사장) 정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이 사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진 (광운대학교 교수) 노 윤 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성 원 진 (서강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윤 종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 종 창 (홍익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기원 교수) 임 종 태 (홍익대학교 교수) 장 병 수 (KT 상무)
정 윤 채 (삼성전자 전무) 조 인 호 (에이스테크놀로지 박사)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 통신연구회
유 제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스위칭 및 라우팅연구회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연구회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수) - ITS연구회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보보안시스템연구회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 군사전자연구회
류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방송ㆍ통신융합기술연구회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무선 PAN/BAN연구회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미래네트워크연구회

간 사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반반도도체체소소사사이이어어티티
회 장 전 현 (삼성전자 부사장)
자 문 위 원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신 윤 승 (삼성전자 고문)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임 형 규 (SK 부회장)
감 사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수 석 부 회 장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연구담당부회장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사업담당부회장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학술담당부회장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총 무 이 사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 집 이 사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학 술 이 사 김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박 성 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 업 이 사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박 장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이 윤 식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정 희 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조 대 형 (스위스로잔연방공대 총장수석보좌관)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태 제 (삼성전자 마스터) 조 한 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산 학 이 사 강 태 원 (넥셀 사장) 김 달 수 (TLI 대표)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만 복 (리버트론 사장)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김 준 석 (ADT 사장)
김 태 찬 (삼성전자 마스터) 김 한 기 (코아로직 사장) 손 보 익 (LG전자 전무)

충충 북북 지지 부부 :: 최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호호 서서 지지 부부 :: 장 은 (공주대학교 교수)

대대전전··충충남남지지부부 :: 박 덕 규 (목원대학교 교수)

전전 북북 지지 부부 :: 박 민 식 (전주비전대 교수)

광광주주··전전남남지지부부 :: 최 조 천 (목포해양대 교수)

강강 원원 지지 부부 ::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대대구구··경경북북지지부부 :: 박 길 흠 (경북대학교 교수)

부부산산··경경남남··울울산산지지부부 ::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제제 주주 지지 부부 ::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일일 본본 지지 부부 ::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미미 국국 지지 부부 ::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송 태 훈 (휴인스 사장) 신 용 석 (케이던스코리아 사장) 양 중 섭 (SK하이닉스 상무)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이 도 (실리콘파일 사장)
이 윤 종 (동부하이텍 상무) 이 종 열 (FCI 부사장) 정 해 수 (Synopsys 사장)
최 세 환 (멘토 부사장)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종 찬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황 규 철 (삼성전자 상무)

재 무 이 사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회 원 이 사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최 기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이 재 성 (고려대학교 교수) - 반도체 재료 및 부품연구회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 광파 및 양자전자연구회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 SoC설계연구회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 RF 집적회로연구회
정 원 (동부하이텍 상무) - PCB & Package연구회

간 사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어 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경 구 (인천대학교 교수) 차 호 (홍익대학교 교수)
최 우 (연세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컴컴퓨퓨터터소소사사이이어어티티
회 장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명 예 회 장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정 (단국대학교 교수)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신 인 철 (단국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임 기 욱 (선문대학교 교수)
허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자 문 위 원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감 사 박 현 숙 (동아방송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우 운 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협 동 부 회 장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 천 식 (세종대학교 교수)

임 병 민 (연변과기대/평양과기대 고문)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조 병 순 (㈜시엔시 인스트루먼트 사장)
총 무 이 사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재 무 이 사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이 기 (을지대학교 교수)
편 집 이 사 기 장 근 (공주대학교 교수) 유 문 성 (상지대학교 교수) 이 석 환 (동명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학 술 이 사 강 문 식 (강릉원주대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원 일 (세종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허 준 (경민대학교 교수)
사 업 이 사 김 성 길 (㈜K4M 이사) 김 홍 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류 수 정 (삼성종합기술원 수석부장)

박 승 창 (㈜유오씨 사장) 유 준 재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조 승 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홍 보 이 사 김 천 (전북대학교 교수) 김 종 윤 (경동대학교 교수) 김 진 홍 (한성대학교 교수)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산 학 이 사 김 선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 성 철 (LG히다찌 팀장) 이 우 범 (상지대학교 교수)
진 훈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융합컴퓨팅연구회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신경망/퍼지연구회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멀티미디어연구회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 유비쿼터스 시스템연구회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M2M/IoT연구회

신신호호처처리리소소사사이이어어티티
회 장 이 렬 (세종대학교 교수)
감 사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김 응 규 (한밭대학교 교수)
부 회 장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협 동 부 회 장 김 상 룡 (방송통신위원회 PM)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혜 란 (연세대학교 교수) 신 원 호 (LG전자 상무)
안 치 득 (연세대학교 교수)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이 춘 (현대·기아자동차 전무)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 인 호 (홍익대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이 사 강 현 수 (충북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남 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해 광 (세종대학교)
박 구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서 정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장 길 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협 동 이 사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용 환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박 호 종 (광운대학교 교수) 서 호 (광운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신 재 섭 (㈜픽스트리 대표이사)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기 승 (건국대학교 교수)
이 종 설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창 우 (카톨릭대학교 교수) 임 재 윤 (제주대학교 교수)
장 세 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승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연구회위원장 김 무 (세종대학교 교수) - 음향 및 신호처리연구회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 상신호처리연구회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상이해연구회

총 무 간 사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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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스스템템 및및 제제어어 소소사사이이어어티티
회 장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자 문 위 원 김 덕 원 (연세대학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 종 국 (경희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감 사 김 진 (생산기술연구원 교수) 안 창 범 (광운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 철 (군산대학교 교수) 오 상 록 (KIST 책임연구원)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협 동 부 회 장 양 웅 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이 흥 규 (㈜아이솔테크놀로지 박사) 임 익 헌 (한전전력연구원 교수)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허 용 록 (선 특허법률사무소 소장)
기 획 이 사 김 동 현 (국방기술연구소 박사)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최 현 택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황 운 희 (국방기술품질원 박사)
총 무 이 사 주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학 술 이 사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편 집 이 사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사 업 이 사 고 낙 용 (조선대학교 교수)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최 진 (서울대학교 교수)
산 학 연 이 사 강 대 희 (유도㈜ 부사장) 엄 광 식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박사) 전 주 (한의학연구원 박사)

조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이 사 변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 재 하 (한경대학교 교수) 이 학 성 (세종대학교 교수)
재 무 이 사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홍 보 이 사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재 병 (전북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간 사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
연구회위원장 한 수 희 (건국대학교 교수) - 제어계측연구회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남 기 창 (연세대학교 교수) -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연구회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력전자연구회
조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능로봇연구회
전 순 용 (동양대학교 교수) - 국방 정보 및 제어연구회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 자동차전자연구회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 의료 상시스템연구회

산산업업전전자자소소사사이이어어티티
회 장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명 예 회 장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김 장 권 (대림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자 문 위 원 김 병 화 (동원대학교 교수) 윤 길 중 (대덕대학교 교수) 윤 한 오 (구미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감 사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수 석 부 회 장 원 진 (부천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태 원 (상지 서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협 동 부 회 장 강 사 성 (한국후지쯔 부장) 강 현 웅 (이지테크 대표) 곽 은 식 (경봉 부사장)

권 태 일 (빅썬시스템즈 대표) 김 연 길 (DB정보통신 부장) 김 용 수 (엠시스템즈 대표)
김 용 업 (삼성SDS 부장) 김 응 연 (인터그래텍 대표) 김 종 부 (인덕대학교 교수)
김 종 인 (LG엔시스 본부장) 김 진 선 (청파이엠티 대표) 김 창 일 (아이지 대표)
김 태 형 (하이버스 대표) 남 승 우 (상학당 대표) 박 용 후 (이디 대표)
박 현 찬 (나인플러스EDA 대표) 서 석 (한국하니웰 대표) 서 한 석 (한국마이크칩스테크놀로지 이사) 
성 재 용 (롯데정보통신 대표) 송 광 헌 (복두전자 대표) 윤 광 선 (LG전자서비스 부장)
이 선 형 (가온아이 본부장) 이 준 (비츠로시스 본부장) 임 일 권 (KCC 상무)
장 철 (LG히타찌 상무) 장 대 현 (지예스비텍 상무) 조 한 일 (SKCNC 부장)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 최 신 혁 (소프트피아 대표) 최 일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지 부 장 김 윤 석 (상지 서대학교 교수) - 강원지부
김 태 용 (구미대학교 교수) - 대경지부
홍 용 인 (부산정보대학교 교수) - 부경지부
송 도 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 충청지부
이 종 하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 호남지부

이 사 강 동 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교 교수) 강 희 훈 (여주대학교 교수)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구 성 모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권 오 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경 복 (경복대학교 교수) 김 덕 수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김 덕 (부천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 선 태 (직업능력개발원 실장)
김 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김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종 찬 (경북전문대학교 교수) 노 재 성 (서일대학교 교수)
명 기 환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박 종 우 (재능대학교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방 경 호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배 효 관 (동원대학교 교수) 백 승 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변 상 준 (대덕대학교 교수)
서 무 교 (대구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신 진 섭 (경민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양 승 호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오 태 명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용 승 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이 기 정 (포항대학교 교수) 이 동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이 동 훈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이 명 문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재능대학교 교수)
이 승 우 (동원대학교 교수)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위원회 명단
자자문문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서 정 욱 (명예회장)
부 위 원 장 이 태 원 (명예회장)
위 원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권 (명예회장)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나 정 웅 (명예회장)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성 한 (명예회장) 박 송 배 (명예회장) 박 진 옥 (명예회장)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변 증 남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 충 웅 (명예회장) 
임 제 탁 (명예회장)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정 화 (한양대학교 교수) 홍 승 홍 (명예회장)

기기획획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원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 모 (한성대학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지 창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학학술술연연구구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하계)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위 원 장(추계)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회 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노 용 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조 성 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동 현 (연세대학교 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서 진 수 (강릉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오 성 회 (서울대학교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윤 국 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윤 석 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종 석 (연세대학교 교수) 장 길 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SSPPCC편편집집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위 원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한 선 (경일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논논문문편편집집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남 기 창 (연세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재 성 (고려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회회원원관관리리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위 원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권 오 상 (경기공업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김 근 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M) 김 병 화 (동원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진 (광운대학교 교수)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장 석 호 (단국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이 현 수 (마산대학교 교수) 장 성 석 ( 진전문대학교 교수)
장 우 석 (구미대학교 교수) 전 호 익 (혜전대학교 교수) 정 석 재 ( 진전문대학교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주 진 화 (오산대학교 교수) 최 선 정 (국제대학교 교수)
최 승 덕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 의 선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최 중 한 (해천대학교 교수)
최 학 윤 (김포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황 수 철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협 동 이 사 강 현 석 (이지테크 이사) 김 민 준 (LG엔시스 차장) 김 순 식 (청파이엠티 부장)
김 정 석 (ODA테크놀로지 대표) 박 선 순 (텔루스 대표) 송 재 진 (인터그래텍 부장)
오 재 곤 (LG하다찌 이사) 원 우 연 (케이넷 대표) 유 성 철 (LG엔시스 차장)
이 관 희 (이디 이사) 이 재 준 (한백전자 부장) 이 현 성 (프로랩 팀장)
최 병 진 (LG엔시스 부장) 최 진 (이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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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위 원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혁 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안 춘 기 (고려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임 승 옥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최 수 용 (연세대학교 교수)
최 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홍 국 태 (LG전자 상무)

산산학학연연협협동동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김 태 찬 (삼성전자 마스터)
위 원 김 태 원 (상지 서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유 경 동 (SK하이닉스 상무) 유 상 동 (SK하이닉스 팀장) 윤 권 (삼성전자 마스터)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정 대 현 (삼성전기 상무) 정 석 재 ( 진전문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회회지지편편집집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위 원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전 병 태 (한경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허 비 또 (LG유플러스 상무)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교교육육홍홍보보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위 원 김 동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준 태 (건국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류 시 복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정 욱 (연세대학교 교수) 심 재 훈 (경북대학교 교수) 이 동 훈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 석 필 (상명대학교 교수) 임 기 택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세 호 (포스코 부장)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표표준준화화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위 원 구 정 래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팀장)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병 철 (한양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옥 수 (인피니언코리아 이사)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간사겸임 김 종 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두 호 (현대오트론 책임연구원)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박 세 광 (경북대학교 교수) 박 재 (광운대학교 교수)
박 주 현 (픽셀플러스 실장) 신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윤 대 원 (특허법인 다래 이사) 이 경 범 (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상 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연구관) 이 상 미 (한국전파진흥원 팀장)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 서 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용 희 (한라대학교 교수) 이 종 묵 (SOL 대표) 장 미 혜 (연세대학교 교수)
장 현 수 (㈜아이에이 부장)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좌 성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태 수 (기술표준원/표준협회 표준코디)

정정보보화화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위 원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근 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M)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진 (광운대학교 교수)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장 석 호 (단국대학교 교수)

지지부부담담당당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박 현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위 원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박 길 흠 (경북대학교 교수) 박 덕 규 (목원대학교 교수) 박 민 식 (전주비전대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장 은 (공주대학교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최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조 천 (목포해양대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간사겸임



선선거거관관리리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박 성 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위 원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포포상상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위 원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간사겸임

재재정정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문 식 (한양대학교 교수)
위 원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김 달 수 (TLI 대표이사)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간사겸임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인인사사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문 식 (한양대학교 교수)
위 원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JJSSTTSS위위원원회회

위 원 장 Byung - Gook Park (Seoul National Univ.)
부 위 원 장 Dim - Lee Kwong (A*STAR)
위 원 Akira Matsuz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Cary Yang (Santa Clara Univ.) 

Changsik Yoo (Hanyang Univ.) Chennupati Jagadish (Australian National Univ.) 
Deog - Kyoon Jeong (Seoul National Univ.) Dong S. Ha (Virginia Tech) 
Eun Sok Kim (USC) Gianaurelio Cuniberti (Dresden Univ. of Technology)
Hi - Deok Lee (Chungnam Univ.) Hoi - Jun Yoo (KAIST) 
Hyoungsub Kim (Sungkyunkwan Univ.) Hyungcheol Shin (Seoul National Univ.) 
Hyun - Kyu Yu (ETRI) Jamal Deen (McMaster Univ.) 
Jin - Koo Rhee (Dongguk Univ.) Jinwook Burm (Sogang Univ.) 
Jong - Uk Bu (Sen Plus) Meyya Meyyappan (NASA Ames Research Center)
Min - kyu Song (Dongguk Univ.) Moon - Ho Jo (POSTECH) 
Nobby Kobayashi (UC Santa Cruz) Paul D. Franzon (North Carolina State Univ.) 
Rino Choi (Inha Univ.) Sang - Hun Song (Chung - Ang Univ.) 
Seung - Hoon Lee (Sogang Univ.) Shen - Iuan Liu (National Taiwan Univ.) 
Songcheol Hong (KAIST) Stephen A. Campbell (Univ. of Minnesota) 
Sung Woo Hwang (Korea Univ.) Tadahiro Kuroda (Keio Univ.) 
Tae - Song Kim (KIST) Tsu - Jae King Liu (UC Berkeley) 
Vojin G. Oklobdzija (Univ. of Texas at Dallas) Weileun Fang (National Tsing Hua Univ.) 
Woodward Yang (Harvard Univ.) Woogeun Rhee (Tsinghua Univ.) 
Yogesh B. Gianchandani (Univ. of Michigan, Ann Arbor) Yong - Bin Kim (Northeastern Univ.) 
Younghee Kim (Changwon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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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 민 제 (제주대학교 교수) 강 병 창 (삼성전자 전무)
강 봉 순 (동아대학교 교수)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강 의 성 (순천대학교 교수)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강 현 국 (고려대학교 교수)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고 요 환 (SK하이닉스 전무)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공 진 흥 (광운대학교 교수) 곽 우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구 경 헌 (인천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권 문 식 ((전)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권 순 철 (KT ENT 사장) 권 미 (충남대학교 교수)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권 오 현 (삼성전자㈜ 부회장)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권 희 원 (LG전자 사장)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김 경 수 (만도 사장)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기 선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기 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기 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 달 수 (TLI 대표이사) 김 덕 규 (경북대학교 교수)
김 덕 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 도 현 (국민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 무 (세종대학교 교수) 김 문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보 은 (라온텍 대표이사)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상 기 ((전)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김 상 룡 (삼성전자 부사장)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수 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 수 중 (경북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시 원 (삼성전자 부장)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권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김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용 석 (삼성전자 상무)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원 하 (경희대학교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일 ((전) KT 사장)
김 장 권 (대림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주 신 (만도 사장)
김 주 완 (㈜빅텍 전무이사)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진 (광운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창 용 (삼성전자 부사장)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창 현 (삼성전기 부사장) 김 철 동 (세원텔레텍㈜ 대표이사)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 태 원 (상지 서대학교 교수) 김 태 진 (더즈텍 대표이사) 김 태 찬 (삼성전자 마스터)
김 학 선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김 해 광 (세종대학교 교수)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나 정 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나 종 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노 용 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류 승 문 (개인공간서비스협회 수석부의장)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문 식 (한양대학교 교수)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민 경 오 (LG전자 전무)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규 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 길 흠 (경북대학교 교수)
박 덕 규 (목원대학교 교수) 박 래 홍 (서강대학교 교수) 박 민 식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상 현 (순천대학교 교수) 박 성 욱 (㈜SK하이닉스 사장)
박 성 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박 세 근 (인하대학교 교수) 박 송 배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박 인 갑 (건국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 주 성 (부산대학교 교수)
박 진 옥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박 찬 구 ((전) 페어차일드반도체코리아 대표이사)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박 현 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만 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변 증 남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서 경 학 (한국연구재단 단장)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서 정 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성 굉 모 (서울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송 문 섭 (엠세븐시스템 사장)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송 인 채 (숭실대학교 교수) 송 홍 엽 (연세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신 재 호 (동국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안 승 권 (LG전자 사장) 안 재 민 (충남대학교 교수)
양 웅 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여 상 덕 (LG디스플레이 부사장)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오 의 열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우 운 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원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위 재 경 (숭실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유 수 정 (삼성종합기술원 수석연구원)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육 종 관 (연세대학교 교수)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교수) 윤 대 희 (연세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귀 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이 근 협 ((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이 명 성 (SK텔레콤 부사장)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문 기 ((전) 연세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설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상 준 (넥스파시스템 대표이사)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 교수) 이 상 홍 (KT 파워텔 대표이사)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석 필 (상명대학교 교수)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이 승 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렬 (세종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 용 환 (서울대학교 교수)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원 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 윤 식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윤 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 윤 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이 재 성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이 종 열 (전북대학교 교수)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 천 희 ((전) 청주대학교 교수) 이 철 동 ((전)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철 진 (고려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태 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혁 재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 형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이 희 국 (LG그룹기술협의회 사장)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명 섭 (전북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임 제 탁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임 해 진 (강원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은 (공주대학교 교수)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전 경 훈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현 (삼성전자㈜ 부사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김 성 진 (경남대학교 교수)
정 승 원 (삼성종합기술원 박사)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용 진 (광운대학교 교수)
정 의 (연세대학교 교수) 정 정 화 (한양대학교 교수)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조 경 록 (충북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조 재 문 (삼성전자 전무)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이사) 천 경 준 (씨젠생명과학연구소 회장)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기 (서울대학교 교수) 최 길 천 (한능전자 대표이사)
최 두 환 (성장사다리펀드 위원장) 최 성 현 (서울대학교 교수) 최 수 용 (연세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완 (중앙대학교 교수) 최 우 (연세대학교 교수) 최 정 아 (삼성전자 전무)
최 조 천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최 종 환 (대덕대학교 교수)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진 성 (SK텔레콤 전무)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최 현 택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표 현 명 (KT렌탈 사장)
하 호 (경북대학교 교수) 한 대 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허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허 태 원 (신안산대학교 교수) 현 경 숙 (세종대학교 교수)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 기 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성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 승 홍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황 선 (서강대학교 교수)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황 승 호 (삼성전자 부사장) 황 인 용 (만도헬라일렉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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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상임이사회가 2월 21일(금) 오후 4시 30분에 서울팔래스

호텔 체리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원 보고
- 16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

2. 위원회 보고
- 총무 : 유관기관방문및본관회의실리모델링에대해보고함

- 회원 : 회원현황을 보고함

- SPC : 논문투고 협조요청 함

- 논문편집 : 논문지 평가 준비를 진행중임 보고함

- 회지편집 : 회지특집 현황을 보고함

- 재무 : 2013년도 결산안을 보고함

- 재무 : 학술수입 중 소사이어티 실적이 2187.9%인 부분에

대한 확인하기로 함.

- 기획 : 정관과 규칙간의 불일치부분을 정리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하계 : 학술대회 논문모집 홍보 메일을 발송하는 등 준비 상

황을 보고함

- 추계 : 특성화세션을 구성하기로 함

- 국제협력 : Joint Award 진행상황을 보고함

- 사업 : 워크샵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워크샵 등록을 요청함

- 교육/홍보 : Facebook으로 학회활동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보화 : 전자투표도입, 워크샵 홈페이지관리에대해보고함

- 표준화 : 표준화 추진사항을 보고함

- 산학연 : ISCE에서 산업체 특별세션을 구성하기로 함

3. 소사이어티 보고

4. 심의사항
- 신규회원가입을 승인함

- 임원선출 정관 12조와 규정 8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 제8조를“평의원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는 총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여 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상

정하기로 함

- 해외지부 활성화를 위해 일본지부에 각 회원당 1회에 한해

회비를 지원하기로 함. 또한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도 동일

하게 지원하기로 함

- 자문위원회 규칙개정을 승인함 (위임장 임기를 2년에서 1년

으로 단축)

- 2013년도 결산을 승인함

- 2014년도 감사 보고를 승인함

제 1차 상임이사회의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 모습



전자공학회지 2014. 3 _ 18913

News

- 직선평의원 선거방침을 승인함. 단, 후보 선정시“기관”에

대한 정의를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는 방안은 추후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함

- IWPT-5 2014 후원을 승인함

- 여대학원생 연구지원 사업 참가를 승인함

- 학회 본관 사무실 명칭에 대해 의견을 받기로 함

2월 21일(금) 오후 6시 제1차 평의원회가 서울팔래스호텔 다이

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평의원 54명이 참석하

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금년 주요추진 사업을 보고하고, 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자문위원회 규칙

개정(위원장 임기 2년 →1년), 평의원 및 임원선거 규칙 개정(평

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을 총회에서 인준→보고) 등이 의결되

었다.

2월 24일(월) 오후 4시 30분 정우연(서울역 소재)에서 전문연구

위원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8명의 전문연구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

진되었으며, 문 식 학회장의 본회 종합학술대회에 특별세션 구

성 등을 요청하 다.

대한전자공학회 컴퓨터소사이어티, 한국뇌공학회, 한국정보과학

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2014 뇌와 인공지

능 심포지엄”이 2014년 2월 19일(수)~20일(목)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강원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뇌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국내외적으로 활발

한 활동을 해오신 연구자 8분을 초청하여 강연한 구두 발표, 뇌

공학 국책 과제 기획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와 33편의 학생 참가

자의 포스터 세션 발표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뇌공학 분야 최

신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동향을 파악하며, 상호 유대 강화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심포지엄에는 총

100여명이 참석하 다.

2014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개최

제 1차 전문연구위원장 간담회 개최

제 1차 평의원회의

고성제 전임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모습

문 식 회장의 주요 추진사업 보고

전문연구위원장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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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자공학회 산업전자소사이어티(회장:남상엽 교수, 국제대)

에서는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춘계 학술대회/전자세미나를 2014

년 2월 21일(금)~22일(토) 2일간 고려대학교 산학관에서 개최하

다. 

이날 오전에는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춘계학술대회 논문 20편이

발표되었으며, 최근 관심이 높은 NCS도입/ 적용과 대학구조개

혁에 대하여 직능원 담당자를 통한 특강과 IT산업 현장 전문가

의 기술동향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60

여명이 참석하 다.

대한전자공학회 사업위원회(부회장 : 구용서 교수, 단국대)에서는

컬러 과학과 상처리 워크샵을 2014년 2월 26일(수), 과학기술

회관 중강당에서 개최하 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컬러의 인지

심리를 바탕으로 한 컬러 과학의 기초 이론을 전파하고, 컬러 응

용 기술의 예를 통하여 실적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 다.

본 워크샵에서는 국내 산학연의 상처리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미약하나마

그 기초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총 105명이 참석하

다.

컬러 과학과 상처리 워크샵 개최

산업전자소사이어티춘계학술대회/전자세미나개최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춘계학술대회/전자세미나 개최

컬러 과학과 상처리 워크샵 문 식 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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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신규회원 가입현황
(2014년 2월 17일 - 2014년 3월 10일)

◎정회원
김정석(MDS테크놀로지), 배승천(MDS테크놀로지), 최형석(국방

과학연구소), 임세찬(부산교통공사), 김규성(인하대학교병원), 

홍기환(인하대학교), 이승기(풍산), 함상용(한국기계연구원)

이이상상 88명명

◎평생회원
유현용(고려대학교), 김성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이상상 22명명

◎학생회원
박두복(고려대학교), 이유리(부산대학교), 지화준(부산대학교), 

변진도(아주대학교), 김동 (인하대학교), 김현호(전북대학교), 

호일(전북대학교)

이이상상 77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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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최

2. 행사 개최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www.theieie.org  

2014년 2월 19일 ~ 2014년 3월 15일

회회의의 명명칭칭 일일시시 장장소소 주주요요 안안건건

ISCE 2014 조직(위) 회의
2.20
(16:00)

학회 회의실 - ISCE 홍보 방안(CFP) 및 논문 접수(EDAS) 논의 외

SoC설계연구회 정기총회
2.20
(17:00)

그랑쉐프 - 2014년도 SoC설계연구회 상견례 재무보고 외

제1차 상임이사회
2.21

(16:00)
팔래스호텔 - 주요 사항 보고 및 심의 사항 논의 외

제1차 평의원회
2.21

(18:00)
팔래스호텔 - 2014년도 주요 추진 사업 보고 외

ISOCC 2014 운 회의
3.7

(17:00)
학회 회의실 - ISOCC CFP 검토 및 초청강연자 선정 외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이사회
3.10
(17:00)

롯데호텔
- 2014년 사업계획 일정 확인 및 하계종합학술대회 방향
설정 외

제1차 논문편집위원회의
3.13
(17:00)

학회 회의실 - 2014년 위원 상견례 및 사업계획 논의 외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3.14

(15:00)
학회 회의실 - 제20대 직선평의원 후보 명단 작성 외

제2차 상임이사회
3.14
(17:00)

학회 회의실 - 사업보고 및 심의사항 논의 외

제1차 회지편집위원회의
3.14
(18:30)

일식당 삿뽀로 - 2014년도 위원 상견례 및 회지 특집기 주제 선정 외

행행사사 명명칭칭 기기간간 장장소소 주주관관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2.19~20 하이원리조트 컴퓨터소사이어티

산업전자 춘계 학술대회/전자세미나 2.21~22 고려대학교 산업전자소사이어티

컬러 과학과 상처리 워크샵 2.26 과학기술회관 사업위원회



최근 고성능 스마트폰의 전

세계적 대중화와 함께 애플의

Siri 서비스 및 구 의 음성검

색 서비스의 성공적인 확산이

음성인식 및 자연어처리의 연

구개발에 큰 기폭제로 작용하

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비단 스마트폰에서의 지능형

서비스로써 뿐만 아니라 스마

트 TV 인터페이스, 자동차내

의 자연어 인터페이스, 자동통역, 언어학습 소프트웨

어, 지능형 로봇 인터페이스 등 광범위하고 파급효과

가 매우 큰 응용분야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

세이다. 본 특집호는 이러한 지능형 음성언어처리 기

술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에 대하여 학계/산업체/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원고 6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최신 기계학습 기반 음성인식 기술 동향(유창

동 외)”에서는 세계적으로 다시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Deep Neural Network 등 기계학습 기반의 음성인식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결과들을 소개한

다. 둘째, “시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기술

의 현황(이종석 외)”은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HTS 방식의 음성합성 기술이 장애인 인터페이스

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제

반 기술들에 대해 서술한다. 셋째, “최근 화자인식 기

술 동향(서 주 외)”에서는 지능형 음성처리 기술의 또

하나의 중요 분야인 화자인식 기술의 현재 기술 수준

을 정리하고 최근 개발된 몇 가지 방식을 아울러 소개

한다. 넷째, “대화 모델링을 위한 음성언어 이해 기술

(이근배 외)”에서는 자연어처리 기술의 중심에 자리 잡

고 있는 대화처리 기술의 역할 및 기술 수준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 다. 다섯째,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

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동향(이윤근 외)”에서는 음성

인식, 대화처리, 언어번역 등 전반적인 대화음성 처리

기술들의 기능을 요약하고, 아울러 ETRI에서의 각종

국책연구 현황 및 응용서비스 개발 현황에 대하여 자

세히 소개하 다. 끝으로, “음성언어기술 기반 대화형

질의응답 시스템 개발 동향(김종진 외)”에서는 국내 최

대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네이버에서의 지능형 음성 및

언어처리 기술 및 서비스 개발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

다.

각 기관에서의 연구개발 업무로 분초를 다투는 상황

에서도 본 산업분야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큰 노력

을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특집호가 지능형 음성언어처리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되어 우리나라 지능형 소

프트웨어 산업의 일익으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특·집·편·집·기

지능형 음성언어 소프트웨어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

김 회 린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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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계학습기반음성인식
기술동향

특집 최신기계학습기반음성인식기술동향

유 창 동
KAIST

진 민 호
Qualcomm

김 성 웅
Qualcomm

박 현 신
KAIST

Ⅰ. 서 론

현재 음성인식기술은 전화상 안내서비스 및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

되고 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거

나, 스마트TV에서 채널을 변경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를 찾고

일정을 관리하며 인터넷 검색을 할 때에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음성인식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 서서히 스며들면서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음성인식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52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엔티(AT&T) 벨연구소(Bell Laboratories)에서

숫자인식기술을 개발하여 음성인식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63년

IBM이 16개의 어단어인식기를 개발하 고, 1970년대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첨단연구사업국(DARPA)에서 큰 규모의 음성이해연

구(Speech understanding research)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1,000

단어 연속음성인식기를 개발하 다. 1980년대는 IBM이 은닉마르

코프모델(Hidden Markov Model, HMM)을 활용한 대규모 음성시스

템을 개발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1만 단어로 늘어났으며, 전

성기가 시작되었다. 1990~2000년대에는 HMM기반 음성인식 시

스템이 주를 이루었으며, 음성인식 오류를 최소화 하기위한 변별학

습(discriminative learning), 잡음이나 반향 등에 강인한 음성인식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HMM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기계학습에 기반한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KAIST

에서는 large margin semi-Markov model(LMSMM)과 Gaussian

process dynamic system(GPDS)에 기반한 음향모델들이 소개 되었

고 토론토 대학의 Hinton 교수 연구실에서는 깊은신경망(deep

neural network)에 기반한 음향모델이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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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기계학습 기반 음성인식 기술 동향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을 참고하길 바란다.

본문은 2장에서 음성인식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 간

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 음성인식의 심화 기술에 대해

서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음성인식의 기초 기술

일반적으로 음성인식이란 입력된 음성을 기계가 문자

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음성이해는 전환된 문자열

의 의미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1>은 음성인식 기술을

간단히 나타내는 순서도다. 음성

인식기술은 발성의 형태에 따라

고립단어인식과 연속어인식으로

분류되며, 화자에 따라 화자독립

인식과 화자종속인식으로 나뉘며, 음성신호의 획득방법

(마이크의 위치)에 따라 근거리인식과 원거리인식으로

도 구별된다. 이번 장에서는 고립단어인식을 위한 특징

추출, 음향모델의 정의 및 학습, 인식알고리즘에 대해

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전처리 및 특징 추출

음성신호에는 언어적 의미　뿐만 아니라 잡음, 잔향,

개별화자의 특징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러한 음성신호에서 언어적 의미만 추출하기 위한 방법

으로, 다양한 전처리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음성의 방향추정 (direction of arrival estimation)

기술, 빔포밍 (beamforming) 등을 이용한 음성강화

(speech enhancement) 기술, 여러 음성 분리 (blind

source separation, BSS) 기술 등이 전처리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다. 

음성인식을 위해서는 전처리를 거친 음성 신호로부터

음향 특징벡터의 시퀀스를 추출해야 한다. <그림 2>는

음향 특징벡터를 추출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다. 일반

적으로 음성 신호를 10 ms 마다 25 ms 구간으로

STFT (short-time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한 뒤,

인각의 청각 모델을 모방한 mel-scale filterbank를

통해서 각 대역의 에너지들을 얻는다. 이 에너지의 log

값에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MFCCs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를 얻는다. MFCCs 로 이루어진 특징벡터

는 주로 13차의 기본 계수와 그 계수들의 1차 미분,

2차 미분 값을 추가하여 얻은 39차의 특정벡터를 일

반적으로 사용한다. 다른 음성특징으로는 perceptual

linear predictive (PLP) 분석을 통한 특징과 linear

predictive cepstral coefficients (LPC) 특징 등이 존

재한다. 학습을 통한 특징 추출

방법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

로는 특징 공간에서의 변별학습

(discriminative training)인

fMPE (feature-space

minimum phone error)와 신경

망 (neural network, NN)을 이용한 특징추출 방법 등

이 있다.

특징벡터의 후처리 방법으로는 화자기반 cepstral

mean and variance normalization (CMVN)과 문장

단위 CMS (cepstral mean substraction)가 있다. 또

한 추출한 특징벡터들에 대하여,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나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를 수행하여 잡음에 강인한 특징을 추출하기

도 한다. 

2. 음향모델

은닉마르코프모델(이하 HMM)[2]은 음성, 이미지, 비

디오, 음악, 금융 데이터와 같은 시간적 또는 공간적 계

<그림 1> 음성인식 기술의 원리

<그림 2> 음성인식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FCC

특징벡터 추출 과정

음성인식이란 입력된 음성을 기계가
문자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음성이해는 전환된 문자열의 의미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 _ The Magazine of the IEIE 20

열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다. <그

림 3>은 음성인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HMM의 구조이

다. 3개의 은닉상태로 이루어지며 각 은닉상태는 오른

쪽으로의 전이와 자기 자신으로의 전이만 허락된다. 각

은닉상태에서 관측벡터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정규

혼합모델(Gaussian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

여 관측벡터를 표현한다. 시간 t에서 특징 벡터 χt가

HMM의 i번째 은닉상태에서 발생할 확률을 K개의 정규

분포로 이루어진 GMM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GMM의 파라미터 집합

은 혼합 가중치 ωik, 평균 벡터 μik, 그리고 공분산 행

렬 Σik로 구성된다. 위의 GMM 파라미터에 HMM의

은닉상태간의 전이확률 과 초기은닉상태

확률 을 추가하여 HMM-GMM 모델이 구성된

다. 음성의 특징벡터 계열 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HMM의 우도(likelihood)는 다음 식과 같다.

3. 음향모델의 학습

음성인식을 위한 음향모델인 HMM의 파라미터들은

학습데이터로부터 추정되어야 한다. HMM의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있

다. 하지만 학습데이터에는 HMM-GMM의 우도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의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

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EM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EM알고리즘은 E-step과 M-step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서, E-step에서는 모르

는 변수에 대한 사후확률을 추정하여 목적함수의 기대

치를 정의하고 M-step에서는 목적함수의 기대치를 최

대화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EM알고리즘은 극대점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구한 값이

최대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값 설정도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

학습데이터에 대한 HMM의 은닉상태 계열이 주어졌

을 때, 특정 은닉 상태에서의 GMM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EM 알고리즘은 다음 두 스텝을 번갈아 가면서 수

행한다. 

E-step

주어진 음성특징벡터 계열 중 t번째 음성특징벡터가

GMM k번째 정규분포에 대해 어느 정도 향을 받는

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현재까지 추정된 파라미터를 사

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step

위에서 구한 척도를 이용해 새로운 파라미터를 다음

과 같이 구한다.

4. 인식 알고리즘

지금까지 음성신호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음향모델

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제 학습된 음

향모델이 주어지고, 미지의 음성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본다.

관측된 신호 X가 주어졌을 때, HMM을 사용하여 인

식을 하기 위해서는, 각 HMM의 은닉상태 계열을 추

정하고, 우도를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

로 Viterbi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우선 t번째 관측신호

의 i번째 상태에 대한 Viterbi score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 ▶ 박 현 신, 김 성 웅, 진 민 호, 유 창 동

<그림 3> left-to-right 3 state hidden Markov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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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기계학습 기반 음성인식 기술 동향

이 스코어의 의미는 모든 j에 대해서 t-1번째 관측신

호의 j번째 상태에 대한 Viterbi score와 s_i에서 s_j로

전의하는 확률을 곱한 것 중 최대값에 i번째 상태에서

t번째 관측신호가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이다. 이

Viterbi score 모든 상태에 대해서 t=1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한 뒤, t=T에서 Viterbi score가 최대가 되는 상태

를 찾고, 그 상태에 다다르게 된 과거의 상태를 역으로

찾아가면 관측신호에 대한 HMM의 은닉상태계열과 그

의 우도를 계산할 수 있다. 모든 HMM에 대해서 동일

한 작업을 수행한 뒤 우도가 최대가 되는 HMM를 찾

으면 관측신호에 대한 인식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Ⅲ. 음성인식 심화 기술

1. 변별 학습 (discriminative learning)

기계학습에 있어서 변별학습이란 서로 다른 모델간의

거리를 최대화 하는 기법을 일컫는다. 앞서 살펴본 최

대우도추정은 자기 자신의 데이

터를 충실히 생성하기 위한 모델

을 학습하기 위한 기법인 반면,

변별학습은 자기와 다른 모델간

의 거리를 최대화 하는, 즉 식별

성능에 대한 최적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음성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변별 학습

(discriminative learning)이 최

대우도추정보다 좋은 인식성능을 보인다. 결국 음성인

식에 있어서 변별 학습이란, 단어 오인식 률 (word

error rate, WER)을 최소화하도록 음향모델을 학습하

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WER을 최소화 하도록

음향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WER를 근

사화한 식별에러율(classification error rate, MCE)[3]

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한다. MCE 추정은 Bayes’

decision rule에서 나온 방법으로 최대우도추정보다 좋

은 성능을 보인다. 다른 방법으로는 maximum

mutual information (MMI)[4] 기준으로 학습하는 방법

이 있다. 이는 음성 데이터와 레퍼런스인 단어 계열간

의 상호정보량을 최대화 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의

MCE 추정에 있어 negative MCE와 접한 관련이 있

다. MMI 학습은 또한 conditional maximum

likelihood(CML) 추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minimum phone error(MPE)[5] 기준에 의한

방법이 있다. MCE는 단어 단위의 오인식률을 최소화

했던 것과 비교해, MPE는 음소 단위의 오인식률을 최

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음향모델을 학습한다. 

2. Semi-Markov model (SMM)

기존의 HMM은 오직 이웃하는 관측치(프레임) 사이

의 국지적인 통계적 상관성만 있다고 가정하고, 뚜렷한

음소분할 없이 각각의 관측치(프레임)에 대한 음소 라

벨을 예측하므로 더 넓은 역의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음소 분할과 라벨인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음성인

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Semi-Markov

model(SMM)은 세그먼트 기반의 마르코프 구조를 사용

하여 입력으로 들어오는 순차 발

화 데이터의 음소분할(만약 마르

코프 모델에서 노드에 해당하는

기본 유닛이 음소라고 할 경우)과

라벨예측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

델로서, 음소 세그먼트 내에서의

모든 관측치들 사이의 통계적 상

관성을 고려한다. 또한 HMM은

음소길이를 정확히 모델링하지

못하는데, SMM에서는 음소길이를 직접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SMM의 추론 문제, 즉 입력 음성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음소 (또는 단어) 레이블 시퀀스를 추정하는 문제

의 기준을 MAP으로 하 을 때, HMM에서 사용하던

Viterbi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recursion을

이용하여 빠르게 추정할 수 있다.

Semi-Markov model(SMM)은
세그먼트 기반의 마르코프 구조를
사용하여 입력으로 들어오는 순차

발화 데이터의 음소분할과 라벨예측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로서, 

음소 세그먼트 내에서의 모든 관측치들
사이의 통계적 상관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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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처음부터 t까지 마지막 세그먼트의 레

이블이 l인 모든 가능한 음소 분할 시퀀스들의 확률값

들 중 최대값이다. 이 때 d는 마지막 세그먼트의 길이

를 의미한다. 이러한 SMM 추론을 위한 Viterbi 알고

리즘의 복잡도는 HMM 추론을 위한 Viterbi 알고리즘

에 비해서 O(|L|2T)에서 O(|L|2TR)만큼 늘어난다. 여

기서 L은 레이블의 개수, T는 신호의 길이, R은 세그

먼트의 탐색구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6]에서는 음소 인식을 위한 마진이 큰 차

별적 (large margin, LM) SMM을 제안하 다. 이 논

문에서 사용하는 LMSMM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장기적 상관성을 고려한 특징 맵에 선형적인 비확률적

판별 함수에 기반한다. 

여기서 y는 음소 레이블 시퀀스, x는 음향 특징 벡

터, w는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Φ(x,y)는 세그먼트 기

반 조인트 특징 맵이다. 여기서 세그먼트 기반 조인트

특징 맵은 인접한 음소 레이블 사이의 관계에 의한 천

이 특징, 각 세그먼트의 음소 길이 특징, 세그먼트내의

음소내용특징 등을 포함한다. 판별함수의 파라미터 w

는 구조적 예측을 위한 마진이 크도록 훈련하는 기법,

즉, structured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파라미터 추정 기법은 곧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는 아래와 같은 최적화 문제로 바뀌고, 이

논문에서는 이 최적화 문제를 추계적 경사 추적법을 이

용하여 아래와 같이 푼다. 

여기서 정답 레이블 시퀀스에 의한 판별 함수의 값과

정답이 아닌 레이블 시퀀스에 의한 판별 함수의 값 사

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마진은 아래와 같다.

제안된 LMSMM은 <표 1>에서와 같이 TIMIT 음소

실험에서 기존의 HMM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3. 정규과정동적시스템 (Gaussian process

dynamical system)

기존의 HMM은 1) 1차 마르코프 구조로 인해 음성

특징벡터간의 조건부 독립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2) 이

산 은닉상태와 그의 전이과정이 실제 음성신호를 모델

링 하는데 맞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규과정동적시

스템 (Gaussian process dynamical system, GPDS)

기반 음향모델이 참고문헌 [7]에서 제안되었다. 

GPDS기반 음향모델은 음성의 은닉상태의 복잡한 역

학적 구조와 은닉상태에서 음성특징에 발현되는 확률분

포를 정규과정(Gaussian process, GP)[8]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GP는 함수에 대한 확률모델로서 모든 샘플

들 간의 상관관계를 커널함수로 표현하는 비모수 베이

지안 모델이다. GP에서 임의의 샘플을 취했을 때의 확

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 ▶ ▶ 박 현 신, 김 성 웅, 진 민 호, 유 창 동

<표 1> SMM 기반 음소인식 결과
TEST SET PHONE ERROR RATES (%) BY EDIT DISTANCES

CCoorree tteesstt sseett EEnnhhaanncceedd tteesstt sseett

11--mmiixx 22--mmiixx 44--mmiixx 88--mmiixx 11--mmiixx 22--mmiixx 44--mmiixx 88--mmiixx

MMLL ((OOnnee--ssttaattee HHMMMM)) 42.8 36.8 34.0 32.2 42.1 36.3 33.4 31.0

OOnnee--ssttaattee LLMMHHMMMM 31.3 30.7 29.9 28.6 30.2 29.7 29.1 28.0

MMLL ((TThhrreeee--ssttaattee HHMMMM)) 37.7 33.2 30.1 29.1 37.3 32.5 29.2 28.6

TThhrreeee--ssttaattee LLMMHHMMMM 30.2 28.8 28.0 27.6 29.5 28.2 27.6 27.2

MMLL ((SSMMMM)) 35.9 32.1 29.6 28.5 35.1 31.3 28.9 28.1

LLMMSSMMMM 28.9 28.0 27.3 27.1 28.2 27.5 27.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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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DS의 확률그래프를 나타내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함수 는 은닉상태에

서 관측신호가 발현되는 과정을 GP로 표현하며, 함수

는 은닉상태간의 전이 과정을

GP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정규과정의 평균함수는

항상 0의 값을 갖는다고 두고, 와 의 커널함수

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한다. 

는 RBF 커널함수이며 의 하이퍼파라미터를

갖는다. 는 RBF 커널과 선형 커널을 결합한 커널함

수이며 의 하이퍼파라미터를 갖는다.

GPDS 음향모델의 학습은, 위에서 언급한 커널함수

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찾는 것으로서, 학습데이터에 대

한 GPDS의 우도함수를 변분적 추론(variational

inference)을 통해 얻고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하

이퍼파라미터를 찾기위해 경사법(gradient method)을

사용한다.

정규과정동적시스템의 음향모델로서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서, 어음성 데이터베이스인 TIMIT를 사용해

서 모델을 학습하고 TIMIT의 core test set에 대해 음

소인식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슷한 조건의 HMM모델

이 57.8 %의 성능을 보인 것에 비해 GPDS모델이

61.5%의 성능을 보여 GPDS의 음향모델로서의 가능

성을 보 다.

현재 GPDS기반 음향모델은 학습시간이 HMM에 비

해서 오래 걸린다는 점과, HMM-GMM와 같은 출력분

포를 모델링하기위한 혼합모델이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

로 남아있고 앞으로 이를 해결해야 음성인식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깊은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지난 30년 동안, GMM-HMM 시스템 (Gaussian

mixture model 을 이용하여 상태 관측 확률을 계산하

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 사실 상의 표준(de factor

standard) 으로 여겨왔다. 많은 수의 특징 추출 알고

리즘, 식별적 학습 알고리즘, 적응 알고리즘들이

GMM-HMM 기반으로 개발되어, 다른 형태의 확률 모

델로 GMM-HMM의 성능을 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

되었다. 최근의 깊은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을 이용한 기법들이 몇몇 음성 인식 성능 측정에서 기

존의 GMM-HMM 기반 기법에 비해서 향상된 성능이

보고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깊은 신경망은 <그림 5>와 같이

HMM기반의 시스템의 상태 관측 확률 (state

observation probability)을 GMM이 아닌 깊은 신경망

을 이용하여 모사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GMM-HMM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의 상태 관측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음성 프레임이 비선형적으로 기

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GMM-HMM의 경우 한

상태의 관측 확률은 그 상태에 해당되는 프레임들의 우

도 값의 선형 합으로 계산된다. SMM의 경우에는 이러

한 선형 합을 보다 구조화하여 보다 정확한 추론을 시

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도의 선형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그림

5>와 같은 깊은 신경망을 이용한 DBN-DNN (Deep

<그림 4> 정규과정동적시스템의 확률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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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 Network - Deep Neural Network) 시스템의

경우 , 긴 구간의 음성 특징 (long-term

characteristics)이 비선형적으로 한 상태의 관측 확률

에 기여한다는 가정하에 모수(parameter) 들이 훈련

된다. 반면, 기존의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프

레임들이 겹침(overlap)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각 프레임이 연관이

없으며 (uncorrelated), 서로 다

른 차원의 음성 특징 벡터들의 연

관은 거의 0에 가깝다고 가정하

여 대각 행렬로 분산을 모사하

다. 그렇기 때문에 DBN-DNN의

가정과 같이 비선형적인 결합이

실제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한다면,

보다 적은 수의 모수로 통계 모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이 뒤에서 나올 DBN-DNN 시스

템의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태 관측 확률을 제외한 상태 천이 확률 등은

HMM과 같은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기존의 HMM 기반

의 Viterbi 디코딩 구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한 신경망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이러한

상태 관측 확률을 모사하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어 왔으

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기존의 GMM-HMM에 비해 괄

목할 만한 성능 향상을 얻지는 못했다. <그림 6. A>

와 같이 복잡한 신경망을 생각해 보자. Z 절 (node)에

대해 추론하기 위해서는 X1, X2, X3, …, Y1, Y2,

Y3 와 같이 많은 절들이 사용된다. 위의 표현상으로는

X1, X2, X3, .., Y1, Y2, Y3가 모두 Z에 대해서

조건부 독립(conditional independence)으로 표현된

다. 하지만, Z에 대한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를 설명하기 위해 X1, X2, X3, …, Y1,

Y2, Y3, … 가 서로 경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 두

개 (예를 들어 X2, Y2) 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Z를 다

른 X1, X3, …, Y1, Y3, … 등이 향을 주어 부정

확하게 확률 관계가 설명되는 소위 explaining 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G. Doddington 등의 연구에서는 <그림 6. B> 제한적

볼쯔만 머신(Restricted Boltzman Machine)을 여러

층으로 쌓아 나가는 형태의 깊은 신경망을 제안하 다.

제한적 볼쯔만 머신은 마르코프 랜덤 필더 (Markov

Random Field)의 특수한 형태로, 0또는 1의 값을 가

지는 visual node (v)와 hidden node (h) 로 구성되어

있으며 hidden node에서 hidden

node, visual node에서 visual

node로의 연결이 없는 특징을 가

진다. 이러한 제한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explaining away를 해

소하고, 동시에 <그림 6. C>에

표현된 바와 같이 RBM을 이용하

면 임의의 층수의 DBN을 체계적

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특히 비전 관련 연구에서 많은

성능 향상을 관찰한 바 있다. (<그림 6. C>에 표현된

모수 w 의 추정 방법은 참고문헌 [10]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림 5>와 같은 DBN-DNN 시스템을 훈련하기 위

▶ ▶ ▶ 박 현 신, 김 성 웅, 진 민 호, 유 창 동

DBN-DNN의 가정과 같이
비선형적인 결합이 실제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한다면, 보다 적은 수의
모수로 통계모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이 뒤에서 나올
DBN-DNN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HMM의 상태 관측 확률을 DNN으로 모사한 DBN-

DNN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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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선행 훈련 (pretraining)과 차별적 미세 조정

(discriminative fine tuning)을 이용한 형태의 훈련

방법을 이용한다[9,11]. 선행 훈련에서는 DBN으로 표시

된 여러 층의 볼쯔만 머신을 음성

프레임의 상태 (state) 정보를 고

려하지 않고 <그림 6. C>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한다. 이 후, 차별

적 미세 조정 과정에서는 먼저 별

도의 음성 인식 시스템 (예를 들

여 GMM-HMM시스템)을 통해

먼저 상태 순열 정보를 얻어 낸다. 이 후, DBN-DNN

을 만들기 위해 깊은 신경망의 마지막 층에 각 상태의

사후 확률을 모사하도록 미리 추정된 상태 순열 정보를

정답으로 하여 일반적인 신경망과 같이 흔히 역전파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훈련된다.

<표 2>는 [9]등의 문헌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의 성능 비교표이

다.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GMM-HMM 기본 (baseline) 시

스템에 비해서 DBN-DNN 시스

템이 비교적 낮은 오차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DBN-DNN은

특징의 구성 (MFCC/Filterbank/etc) 또는 DBN의 구

조 설정 등을 통해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직까지도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Ⅳ. 결 론

음성인식의 일반적인 특징추출, 음향모델, 음향모델

의 학습과 인식기술에 대해서 알아본 뒤 심화기술인 변

별학습, SMM, GPDS, 깊은신경망 등에 대해서 알아

<그림 6> A. 복잡한 신경망, B. 제한적 볼쯔만 머신 (RBM), C. Stacking RBM

TTIIMMIITT
((PPhhoonnee eerrrroorr
rraattee,, PPEERR))

SSwwiittcchhbbooaarrdd TTeesstt 11
((WWoorrdd eerrrroorr rraattee,,

WWEERR))

SSwwiittcchhbbooaarrdd TTeesstt 22
((WWoorrdd eerrrroorr rraattee,,

WWEERR))

GMM-HMM
system

27.3% 18.6% 17.1%

DBN-DNN
system

20.0% 18.5% 16.1%

<표 2> GMM-HMM/DBN-DNN 성능 나열[9]

DBN-DNN 시스템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선행 훈련 (pretraining)과
차별적 미세 조정(discriminative
fine tuning)을 이용한 형태의 훈련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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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들이 음성인

식기술을 쉽게 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화 기술들이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는 대용량 어휘 연속음성인식에

대한 성능평가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음성인식 기술들이 나와 일반 사용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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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기계학습, 음성인식

김 성 웅

2004년 8월 KAIST 학사
2011년 8월 KAIST 박사
2011년 9월~2012년 3월 KAIST 박사후연구원
2012년 3월~현재 퀄컴연구소

<관심분야>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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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민 호

2002년 2월 KAIST 학사
2004년 2월 KAIST 석사
2009년 8월 KAIST 박사
2010년 1월~2011년 1월 삼성전기
2011년 1월~현재 퀄컴연구소

<관심분야>
음성 인식, 화자 인식, 멀티미디어 식별

유 창 동

1986년 6월
B.S. in Engineering & Applied Scienc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988년 8월
M.S. in Electrical Engineering/Cornell
University

1996년 8월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7년 1월~1999년 3월 한국통신(KT) 연구개발
본부 선임연구원

1999년 3월~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
전자공학과 교수

2011년 11월~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제
협력처 처장

<관심분야>
기계학습, 신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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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기술의 현황

특집 시각및언어장애인을위한음성합성기술의현황

이 준 우
보이스웨어

박 기 태
보이스웨어

이 종 석
보이스웨어

Ⅰ. 서 론

임의의 텍스트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성 기술인 TTS

(Text-to-Speech)는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 자연스러운 인간의 음성

을 구현하는 수준에 이르러 금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 산업에서부

터 컴퓨터,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음성출력 수단으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상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보조수단

으로 음성합성 기술을 사용하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문자로 표현된

정보를 소리로 들어야하는 시각 장애인이나 말로 자기의사를 표현하

기를 원하는 언어 장애인 또는 지적 장애인들은 훨씬 더 절실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음성합성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음성합성 기술은 최고의 음질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고품질 대용량

연결형 합성기술과 휴대용 단말기에 탑재가 용이한 내장형 소용량

합성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고품질 대용량 연결형 합성기술은 특정

음색의 최고 품질의 합성음을 얻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매우 크고, 억양을 변환하여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색을 변환하여 다

른 음색의 합성음을 얻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반면 내장

형 소용량 합성기술의 경우 음성신호의 특징 파라미터를 통계적으로

모델링하는 HMM (Hidden Markov Model) 기반의 음성합성 기술인

HTS (HMM based Speech Synthesis System)[1]를 사용하면 고품

질 대용량 연결형 합성기술에 비해 음질은 다소 뒤지지만 파라미터

를 조절하여 음색을 바꾸거나 억양을 변환하여 제한적이나마 감정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이 적어 휴대용 단말

기에 쉽게 내장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여 문자로 표현된 정보를 음

성으로 변환하여 듣고 있다. 스크린리더에 사용되는 합성기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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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습득량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합성음을 재생

할 수 있고 장시간 사용에 따른 피로도등을 감안하여

합성음질이 우수한 고품질 대용량 연결형 합성기술이

적합하다. 빠른 속도로 합성음을 재생할 때 음질 저하

를 줄여주는 명료성 향상 기술도 필요하다. 언어장애인

이나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는 적은 용

량으로 다양한 음색의 구현이 가

능한 HTS 기반 소용량 내장형

합성기술이 적합하다. 화자적응

이나 음색변환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음색 구현을 통해 음색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술도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합성

기술현황 및 합성기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각장애

인용 스크린 리더에서 요구되는 합성기술과 언어장애인

용 휴대용 단말기 탑재에 적합한 합성기술에 대하여 살

펴본다.

Ⅱ. 음성 합성기

초기의 음성합성 시스템은 인간의 조음기관을 모델링

하는 포만트 합성기[2]나 선형예측부호화 (Linear

Predictive Coding)[3]에 의한 음성신호 분석/합성 시스

템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정교한 데이

터 부족과 모델링의 한계, 계산량의 부하 등으로 인하

여 높은 품질의 합성음을 얻지 못하 다. 1996년

A.J. Hunt등은 합성음 생성시 음질의 열화를 수반하

는 신호처리 과정을 배제하여 자연성을 향상시킨 코퍼

스 기반 연결합성 기술을 제안하 다[4]. 이 연결합성

기술은 합성단위별로 다양한 운율을 포함하는 수백 개

이상의 후보를 가지고 이들 후보 간의 상호 적절한 연

결을 선택하여 결합하게 되는데 신호처리가 수반되지

않아 신호의 왜곡이 없이 고품질의 합성음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우수한 음질 때문에 현재 가

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기술이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첫째, 합성 단위별로 수많은 후보를 가지고 있어

야하므로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내장형 소용

량 음성합성기에 사용하기 어렵다. 둘째, 대량의 음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준비과정이 필요

하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든다. 셋째, 신호처리를 수반하

지 않아 고품질의 합성음을 얻을 수 있지만 운율 및 음

색의 조절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백 MB 내지 수 GB의 대용량

저장 공간이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연결형 합성기술

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성

의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통

계적으로 모델링하는 HMM 기반

의 HTS가 활발히 연구되고 좋은

결과도 얻고 있다. 통계적 모델을

이용한 HTS는 음성파라미터들의 대푯값만 갖게 되므

로 적은 저장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

푯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여 음질

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다. 아래에서 대용량 고품질

연결형 합성기와 HTS 기술을 이용한 내장형 소용량 음

성합성기를 살펴본다.

1. 대용량 코퍼스 기반 고품질 연결형 음성합성기

대용량 코퍼스 기반 연결형 음성합성기의 구조는 <그

림 1>과 같이 언어학적 처리부, 운율 처리부, 음성신

호 처리부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입력문장에는 한 뿐

<그림 1> 코퍼스 기반 연결형 음성합성기의 구조

연결합성 기술은 합성단위별로 다양한
운율을 포함하는 수백 개 이상의

후보를 가지고 이들 후보 간의 상호
적절한 연결을 선택하여 결합하게
되는데 신호처리가 수반되지 않아
신호의 왜곡이 없이 고품질의

합성음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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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숫자 및 알파벳, 약어, 기호, 전문 용어 등

이 포함되고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성음으로 변환

된다.

언어학적 처리부 : 입력문장의 전처리 과정으로

문/한자 변환, 숫자, 약어, 기호 등 특수문자 변

환, 한 발음변환 과정을 통하여 발음열로 변환된

다. 이 과정은 음운변동 규칙에 의하여 대부분 자

동적으로 이루어지나 자동으로 변환이 불가능한 경

우는 불규칙변환 사전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용자 사전 편집기를 통하여 특

정한 단어의 발음을 정의할 수 있다. 

운율 처리부 : 운율이란 발성 시 나타나는 억양,

강세, 리듬 등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는 기본 주파

수, 음소의 지속시간, 음량, 휴지구간 길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음소의 지속시간 및 휴지구간 길이

는 억양과 함께 합성음의 자연성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대용량 코퍼스 기반 합성기는 운율이

이미 실려 있는 합성단위를 선정하여 연결하는 합

성방식이므로 별도의 운율처리는 하지 않고 운율구

현부에서 최적의 운율을 포함하는 음편을 결정하여

연결한다.

음성신호 처리부 : 연결합성 방식에서는 자연스러

운 합성음 생성을 위해서 음운환경, 기본주파수,

지속시간, 음량정보 등을 포함하는 음편조각들을

음성합성 DB에 저장한 후 합성시 최적의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최적의 합성단위 선택을 위하여 목

표로 하는 합성단위와 선택 후보사이의 문맥적, 운

율적 거리가 가장 유사한 후보를 선택하는 목표 비

용(target cost) 함수와 연결될 후보 합성단위 사이

의 자연스러운 연결의 정도를 결정하는 연결 비용

(concatenation cost) 함수의 두 비용이 최소가 되

는 합성단위를 선택하여 접합함으로써 합성음을 생

성한다.

대용량 코퍼스 기반의 고품질 연결형 음성합성기의

개발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대량의

문장 코퍼스에서 녹음대본을 생성하고 녹음/가공하여

음성 코퍼스를 구축하는 대본생성 및 녹음부를 거쳐 구

축된 음성 코퍼스에서 운율모델과 음성합성 DB를 구축

하는 분석부, 그리고 합성하고자 하는 문장이 입력되면

언어처리와 운율처리를 한 후 음성합성 DB로부터 최적

의 합성단위를 선택하여 연결함으로써 합성음을 출력하

는 합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중 특히 <그림 2>의 첫 번째 단계인 대본생성 및

녹음부를 거쳐 음성합성 DB를 구축하는 과정은 연결형

합성기의 음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

로 대본생성, 화자선정 및 녹음, 발음전사 및 음소경계

분할의 가공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대본생성 : 녹음대본은 다양한 어휘의 특성이 포함

된 대량의 문장 코퍼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여

러가지 문법적, 운율적, 어휘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평서문, 의문문, 대화체, 단어 등을 뉴스기

사, 소설, 사전, 인터넷 등 다양한 역에서 무작

위로 수집한다. 또한 음성합성기가 안내방송과 같

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

내방송, ARS, 내비게이션, 일기예보 등의 응용

역별 문장도 포함한다. 발생 빈도가 높은 트라이폰

(tri-phone)을 포함시키고 음소 포괄도(coverage)

는 최대가 되며 문장개수는 최소가 되도록 녹음 대

본을 생성한다.

화자선정 : 화자의 선정은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합

성음을 생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다양한 음소와 운율 정보를 갖춘 대본이라 해도,

화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발화 속도와 톤에 일

▶ ▶ ▶ 이 종 석, 박 기 태, 이 준 우

<그림 2> 코퍼스 기반 연결형 음성합성기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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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떨어진다면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얻기는 어렵다. 발성훈련이 잘 되어있고, 서비스에

적합한 음색을 지닌 전문성우의 도움이 필요하다.

녹음 : 발성속도, 음의 높낮이, 음색의 상태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장시간 녹음을 진행할

경우 운율의 안정감, 발음의 정확성, 음성의 명료

도에 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급적 1회 녹음 시 1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발음전사 : 발 음전사

(transcription)는 발음변환규

칙을 적용하여 문장을 발음되

는 대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음소분할을 위해 필요한 과정

이다. 먼저 발화문장에 대한

음가열을 G2P (Grapheme

to Phoneme)를 통해서 변환

한다. 하지만 실제 발화문장에 대한 음가는 G2P

결과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한 수정이 필요하다. 전사

오류의 종류에는 화자의 발성오류, 불명확한 발성,

잘못된 발음습관 등 화자에 의한 오류와 복합어,

예외발음 등 발음변환의 오류 등이 있다.

음소경계 분할 : 연결형 합성방식의 대용량 음성합

성기에서는 음성데이터의 음소 분할의 정확도가 합

성음의 음질에 커다란 향을 준다[5]. 음소단위 분

할은 수동분할 방법과 자동분할 방법이 있는데 수동

분할의 경우 음성전문가가 음성의 각종 특징 및 파

형 등을 관찰하여 음소단위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는 매우 크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자동분할은 인간의 음소분할 방법을 모델링하여, 음

소분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효율성은 있으나 정확도

는 수동 음소 분할에 비하여 떨어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자동음소 분할 방법을 사용한 뒤 수작

업을 통하여 오류 음소경계를 수정하게 된다.

2. HTS 기술을 이용한 소용량 내장형 음성합성기

대용량 코퍼스 기반 연결형 음성합성기술은 서버 및

우수한 성능의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합성음질에 대한

사용자의 높은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용

단말기에 내장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음성파라미터를 통계적으로 모

델링하는 음성합성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방법은

연결형 합성기처럼 음성신호의 음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징파라미터 형태로 변환하고 그 특징파라미터들

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여 소리

의 대푯값을 생성하고, 이를 보코

더를 통과시켜 합성음을 생성하

는 방식이다[1]. 통계적 모델링을

이용한 음성합성 방법으로 최근

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HTS 음성합성기술이다. 이 방식

은 음소단위의 스펙트럼과 여기

신호 파라미터를 통계적인 음향모델로 표현하여 음성을

합성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적고, 적은 계산량으로

합성음을 만들 수 있어 제한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용으로 적합하다. 

HTS는 <그림 3>과 같이 HMM 모델을 생성하는 훈

<그림 3> HTS 음성 합성시스템의 구조

음소단위의 스펙트럼과 여기신호
파라미터를 통계적인 음향모델로
표현하여 음성을 합성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적고, 적은 계산량으로
합성음을 만들 수 있어 제한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용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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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부(training part)와 HMM 모델을 이용해 합성음을

생성하는 합성부(synthesis part)로 나뉘어진다. 훈련

부에서는 먼저 음성분석을 통하여 고정길이의 프레임

단위로 멜켑스트럼 계수(mel-cepstral coefficients)와

같은 스펙트럼 파라미터와 기본 주파수(F0)를 구한다.

이들 특징파라미터와 이에 해당하는 음소 및 문장정보

등을 나타내는 문맥(context) 정보와 시간 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 레이블(label) 정보를 이용하여, 문맥 종속

(context-dependent) HMM 모델을 훈련시킨다.

음성합성부에서는 텍스트 분석기를 통해 입력문장을

문맥정보로 변환한 후, 해당 문맥정보를 갖는 음소단위

HMM 모델들을 연결함으로써 문장 HMM을 만든다.

그리고, 문장 HMM에서 상태 지속시간 모델을 기반으

로 각 상태의 지속시간을 결정하고, 음성파라미터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해 문장 HMM의 확률이 최대가 되도

록 하는 스펙트럼 파라미터 및 기본 주파수를 생성한

다. 생성된 스펙트럼 정보와 기본주파수 정보를 소스

필터 모델과 같은 음성합성 방법을 이용해 합성음을 만

들어 낸다. HMM 기반의 음성합성에서는 파라미터 조

절을 통해 합성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상태 지

속시간이나, 기본주파수에 대한 파라미터 조절을 통해

변화된 운율의 합성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HTS 음성합성 기술은 음성파라미터를 모델링하고,

소스 필터 이론에 기반한 분석 / 합성 방식을 사용하여

음성을 생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응용 분야에 사용

될 수 있다. 

화자적응에 기반한 음색변환

특정화자의 음성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HMM 모

델에 화자적응 기술을 적용하여 다른 화자의 모델

로 변환하면 원하는 화자의 음색을 갖는 합성이 가

능하다. 

평균음성 모델을 이용한 화자적응 및 음색구현

평균 음성모델은 복수화자의 음성데이터를 통합 후

학습하여 얻어지는 음성합성모델이다. 평균음성 모

델에서 생성되는 평균음성은 복수 화자의 평균적인

스펙트럼과 운율 특징을 가지게 된다. 평균음성 모

델을 초기모델로 하고, 목표화자가 발성한 몇 개의

문장이 있으면 이것을 적응 데이터로 이용하여 모

델을 적응시키면 그 화자와 비슷한 음색이나 운율

을 가지는 음성을 합성할 수 있다. 또한 평균음성

자체도 익명성을 필요로 하는 음성출력으로의 응용

이 가능하다.

화자보간에 기반한 음성합성

적당한 척도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화자의 HMM

모델을 보간하는 것에 의하여 음성 모핑

(morphing)이나 다양한 음색의 합성이 가능하다.

감정/발화 스타일의 모델링

음성의 다양성에는 화자의 개성 외에도 화자의 감

정이나 발화 스타일이 포함된다. 현재 감정이나 발

화 스타일을 HMM으로 모델링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Ⅲ.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기술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주는

스크린리더를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각에 의한 정보습득량은 시각에 의해 얻

어지는 정보량에 비해 월등히 적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들은 음성합성장치를 사용할 때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음성을 재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

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기는 음질이 우수한

대용량 코퍼스 기반 고품질 연결형 합성기를 사용하고

빠른 속도로 합성음을 생성하되 가급적 합성음의 명료

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상에 존재하는 수학식에 대

한 한 로의 변환 시스템 개발을 살펴보고, 합성음의

단조로운 운율로 인해 제한받고 있는 사용자들의 감정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정음성 클립 삽

입형 음성합성기도 살펴본다.

1. 명료성 향상을 위한 음속변환 방법

일반적인 음성합성 시스템에서 음속변환은 전체 음성

구간에서 모든 음소의 지속시간을 동일한 비율로 압축

하거나 신장하여 합성음을 재생하고 있다. 발성된 문장

▶ ▶ ▶ 이 종 석, 박 기 태, 이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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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기술의 현황

속에서의 각 음절 및 음소의 지속시간은 화자의 심리상

태, 문장의 의미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와 발성된 음절

의 수, 음절의 문장 내 위치, 발성속도, 문장의 문법적

구조 그리고 액센트의 유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들

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음소의 지속시간

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음속변환은 합

성음의 명료도와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보이스웨어 합성기에서는 음소의 지속시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고 음소의 종류마다 지

속시간이 변화하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속

합성 시 음소마다 가변적으로 지속시간을 설정하는 방

법을 적용함으로써 명료성이 향상된 고품질 합성음을

얻도록 하 다[6].

제안된 음속변환방법은 고속으로 합성음을 재생할

때, 실제 화자가 발성하는 보통속도와 고속 사이에 음

소의 지속시간이 변화하는 비율과 유사하게 지속시간

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또한 음소의 지속시간에 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음소마다 지속시간의 길

이를 가변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먼저 보통속도와 고속의 음성을

녹음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음소들을 분류한다. 같

은 분류에 속한 고속과 보통속의 음소 그룹들 사이에

지속시간 변화율을 분석하여 음속변환함수와 계수를 결

정하고, 음성합성시스템에서 음속변환함수를 통해 지속

시간 변경률을 결정하여 음소마다 가변적인 비율로 지

속시간을 변경하는 음속변환을 수행하게 된다.

2. MathML로 표현된 수학식의 한 변환 기술

복잡한 수학식은 웹 상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분야중

하나지만 MathML (Mathematical Markup

Language)이라는 XML 응용 마크업 언어가 개발되면

서 웹에서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

져 일반 텍스트 자료와 마찬가지로 MathML로 표현된

복잡한 수학식도 웹상에서 표현되고 수집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마크업 언어로 표현된 수학

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을 수는 있으

나 대부분 수학식은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고 구조적인

언어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한 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웹을 통해 복잡한 수학식

을 이해하고 습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학업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한다. 먼저, 구

조적 언어인 MathML로 작성된 수학식에 대해 파싱을

하고, 파싱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물로 나온 한 을 합성기로 읽어 시각

장애인들에게 들려준다. 고교 수준 수학식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 수준의 수학식도 한 문장으로 변환하여

읽어 주도록 확장하 다. MathML로 구성된 수학식을

한 로 변환한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 시각장애인용 감정음성 클립 삽입형 고품질 음성

합성기

대용량 코퍼스 기반의 고품질 연결형 음성합성기는<그림 4> 음소그룹테이블과 음속변환함수계수 테이블 결정 과정

<표 1> 수학식 한 화의 예

MMaatthhMMLL 예예제제 수수학학식식 한한 화화 결결과과

<mfrac>
<mi>×</mi><mn>2</mn>

</mfrac>

χ
-
2

2 분의×

<mroot>
<mi>×</mi><mn>3</mn>

</mroot>

3√χ 3제곱근 열고, ×, 
3제곱근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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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최상의 합성음을 얻기위해 제작되

기 때문에 현재는 낭독체의 단조로운 운율로 생성되어

화자의 정서, 감정, 태도, 의도와 같은 부가정보들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감정은 의사소통 시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같은 문장도 감정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로 쓰일 수 있고 한편으로

는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합성기에서 감정을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이 표현된 음성데이터를 클립형태로

합성DB에 삽입하고 필요시 호출하여 합성하는 감정음

성 클립 삽입형 합성기 형태로 개발하 다. 개발과정은

감정 코퍼스 수집 및 분류, 녹음대본 작성, 감정음성

DB 구축 및 레이블링, 메타언어 설계, 감정음성 클립

삽입형 음성합성기 개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감정 역 대본을 제작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문장을 인사, 감사, 사죄, 긍정, 부정, 감탄,

요청, 질문, 정보 등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총

1500문장을 수집하 고, 전문 성우가 행복, 노여움,

슬픔의 세가지 감정으로 연기하며 1시간 분량의 감정

음성 DB를 녹음하고 레이블링 처리하 다. 감정음 제

어를 위해 보이스웨어에서 사용

하고 있는 VTML(VoiceText

Markup Language)을 메타언어

로 사용하 다. 메타언어의 사용

은 감정음성 데이터에서만 감정

음성을 재생하도록 하여 필요한

합성단위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VTML은 보이

스웨어 합성기를 제어할 수 있는

메타언어로 운율정보 및 읽기규칙을 제어할 수 있는 기

능이다. 감정제어 기능을 VTML에 추가하여 메타언어

를 설계하 다.

합성시에는 먼저 메타언어인 감정 제어 VTML의 입

력 여부를 확인한다. 입력된 텍스트가 감정DB에 포함

되어 있으면 해당 텍스트에 대한 합성단위를 문장 단위

로 선택하여 합성음을 생성하게 되고, 입력 텍스트를

감정DB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반DB로부터 합성단위

를 선택하여 합성음을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연결합성

방법은 입력 텍스트의 문맥정보와 운율파라미터에 의해

합성단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합성기에서 생성된 운율정

보와 감정DB의 운율이 다를 수 있어 합성단위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운율파라미터는 억양구 경계 결정, 음

소 지속시간 결정, 기본주파수의 윤곽선 설정의 3가지

가 기본적이다. 그러나 감정음성 클립 삽입은 운율파라

미터가 다르더라도 문맥정보가 일치하는 문장을 최우선

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감정 입력 시 입력문장과 문맥정

보가 일치하도록 하는 유동 Break 방법과 연결된 문맥

길이(connected context length : CCL) 계산법을 이

용하 다[7]. 생성된 운율 정보와 감정DB의 운율 정보

가 다를 수 있어 고정된 Break를 이용하면 합성단위

선택이 어려워 유동 Break를 이용하여 합성기에서 생

성된 문맥정보를 확장하여 합성단위를 선택하 다. 

Ⅳ.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기술

많은 언어장애인들은 음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기 위해 음성합성을 사용한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음을

사용하거나, 아이가 어른 음성을

사용하거나, 언어장애인들끼리

같은 음성을 사용해야하는 등 사

용할 수 있는 합성음색이 제한되

면 매우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 있

다. 언어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

리 대신 특정 음성합성기의 목소

리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

신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음색을 가지는 합성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에 대한 요구도 많다. 또한

음성합성기를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단말기에 탑재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와 같이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기는 합성음질이

우수해야함은 물론이고 휴대용 단말기에 내장이 가능하

고 성별 연령별로 가능한 많은 음색을 제공할 수 있어

야한다.

▶ ▶ ▶ 이 종 석, 박 기 태, 이 준 우

언어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 대신
특정 음성합성기의 목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음색을 가지는 합성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에 대한 요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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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기술의 현황

본 절에서는 HTS 기술을 이용한 소용량 내장형 음성

합성기에 화자적응 기술 및 음색변환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음색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이러한 음색 다양화 기술이 적용된 언어장애인을 위한

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대체 의사소통)[8] 시스템도 살펴본다.

1. 화자적응 기술과 음색변환 기술을 적용한 언어장

애인용 내장형 다음색 음성합성기

HTS 음성합성은 코퍼스 기반의 음성합성보다 매우

적은 DB로도 합성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

합성 모델들의 파라미터 변경으로 음색을 변환할 수 있

다. 화자적응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화자로부터 구한

음성 모델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음성으로 변환하

면 적은 양의 음성 DB로도 새로운 음색의 합성기를 구

축할 수 있다. 화자적응 기술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목소

리를 잃은 사람의 경우 과거에 발성한 목소리를 이용하

여 또는 자신의 형제자매 등 친지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목소리가 반 된 합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비록 HTS 음성합성이 코

퍼스기반의 음성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질이 다소 뒤

짐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 

또한 HTS 음성합성에서는 여러 사람의 음성으로부

터 구한 화자모델들 사이의 보간 기법 (speaker

interpolation)을 통해 새로운 화자모델을 만들 수 있

다. 즉, 화자모델의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새로운 음색

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사

람의 경우에도 원하는 사람의 음성의 특징을 조합한 자

신만의 새로운 음색을 가진 음성합성기 구현이 가능해

진다.

2. 음성합성 기능이 탑재된 AAC

AAC 도구란 언어나 인지장애로 인해 구어 표현이 어

려운 장애인들이 구어 발달이 심하게 지체되었거나, 구

어가 아예 발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지체장애로 조음

및 발성 등의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에 대안적인 의사소

통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AAC 기술과

관련 연구 분야는 상징, 보조도구, 전략, 테크닉의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상징 : 몸짓, 사진, 손짓 기호, 얼굴 표정, 그림 등

일상적인 개념을 시각적 상징을 통해 나타내는 표

현수단의 일종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시간적

제약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구어보다는 시

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각적인 정보, 즉 수화나

그림 등을 더 쉽게 사용한다고 연구되어 왔다. 이

러한 이유로 AAC 시스템에서는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된 상징을 사용한다.

보조도구 : 의사 소통판, 의사 소통책, 컴퓨터 장

착 기계 등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도구를 의미한다. 

전략 :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메

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 보조도구, 기법을 보

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특정한 계획을 의미한다. 

테크닉 : 전송방법, 즉 선형 스캐닝, 행렬 스캐닝,

부호화, 신호, 자연스런 제스처 구현 등과 관련된

분야를 의미한다. 

AAC 도구에는 AAC 중요 요소 탑재와 이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기 위한 UI가 포함되어 있다. AAC 도구는

로테크(Low-Tech)와 하이테크(High-Tech) 도구로 나

뉘는데 음성합성 기술은 하이테크 도구의 핵심적인 요

소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AAC 전용 단말기는 언어장

애인들이 의사소통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터치스

크린과 고출력 스피커 등을 내장하 고 휴대성이 강조

되어 있다. AAC 도구는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

나 문장들을 아이콘과 심벌 같은 형태로 만들어, 키보

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등의 입력을 최소화하여 문장

을 쉽게 생성하고, 음성합성기로 출력하여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말기 형태로 개발된다.

AAC에 관한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꾸

준히 발전되어 왔고 언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AAC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고 어나 선진국의

언어로 개발된 AAC는 한국인이 사용하기에는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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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차이와 언어 구조의 차이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

편함이 많고 가격도 매우 비싸다. 이러한 문화적, 언어

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어

휘를 발굴, 선택해야 하며 표현방식, 개인별 특성 이해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이스웨어에서는 산업통상

자원부 국민편익증진사업 중

QoLT (Quality of Life

Technology) 과제를 통해 한국인

및 한국어에 적합한 AAC를 개발

하고 있어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

자 한다[9]. 

QoLT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고 있는 보이스웨어의

AAC는 해외 선진국의 전용 단말기 형태로 개발된

AAC와 달리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되었다. 고가의

AAC 도구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되며,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맞는 상징 및 전략을 QoLT 기반조성과제와 협

력하여 한국인에게 적합한 AAC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보이스웨어의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합

성기도 탑재하 다. QoLT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AAC는 4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

여 개발되고 있다.

①① 싱싱 키키스스트트로로크크 타타입입 AAAACC

무발화 장애아동이나 인지수준이 낮은 언어장애인들

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AAC이다. 신체적 또

는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AAC를 조작하

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되어진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중요한 상징을 터치함으로써 <그림 5>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상징에 대응하는

합성음을 내주도록 AAC 시스템을 개발하 다.‘사랑해

요’라는 상징을 터치하 을 때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생성하고

이를 합성기를 이용하여 음성으

로 출력해주는 AAC 사용 예를

표현한 것이다. 싱 키스트로크

타입 AAC는 원하는 의미 상징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상

징의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

어서 출력하여 자신의 의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

록 하는 AAC 도구이다.

②② 멀멀티티플플 키키스스트트로로크크 타타입입 AAAACC

문장을 만들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인지 수준의 뇌병변

장애인이나 기타 언어장애인을 위한 AAC로 다양한 수

준의 상징과 사용 방법을 통하여 좀 더 세 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즉, 두 개 이상의 상징을 선택

하고 시제, 존대/하대, 평서/의문, 긍정/부정 등 술어

를 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AC 도구이다.

QoLT 기반조성 과제에서 개발된“한국형 의사소통

프로토콜”CSS (Communication Scaffolding

System)[10]을 탑재하여 주부와 술부의 단어를 선택하

▶ ▶ ▶ 이 종 석, 박 기 태, 이 준 우

<그림 5> 간단한 AAC 화면 구성 예 <그림 6> 문장 예측기능 예

개발된 AAC 소프트웨어는 단계별로
유관 단체를 통하여 사용성 평가를
거친 후, 시범보급 되었고 중간 산출
물을 제품화하여 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보급사업”을

통하여 보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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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동으로 적절한 예측문장 후보가 나타나고 이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예측

기능도 포함된다.

<그림 6>은‘사이다’와‘부어주세요’라는 상징을 터치

하 을 때 사용가능한 문장들을 예측하여 여러 문장 후

보들을 나타내 주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

자는 이 화면에서 시제, 존대/하대 등 술부의 조작과

최종선택으로 문장을 선택하여 음성합성음을 통하여 자

신의 의사를 보다 세 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③③ 필필담담 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

다양한 방법의 텍스트 입력 후 이를 음성합성 기능으

로 출력하여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입력

방법으로는 스마트 기기에서 제공되는 각종 키패드를 통

한 문자 입력이나 온라인 필기인식 기술을 통한 텍스트

입력을 사용한다. 기본 문장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미리 만들어 저장 하거나 한번 사용한

문장들의 저장 및 편집 등의 관리 기능을 통하여 사용

시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언

어장애만 있는 성인들은 상징체계를 포함한 AAC 보다

이와 같은 필담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한다. 

단계별로 개발된 AAC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언어

치료 및 특수교육 전문가,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협동

으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AAC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켰다. 개발된 AAC 소프트웨어는

단계별로 유관 단체를 통하여 사용성 평가를 거친 후,

시범보급 되었고 중간 산출물을 제품화하여 정보화진흥

원의“정보통신 보조기기보급사업”을 통하여 보급되고

있다.

개발된 AAC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사용자 수준별, 상황별 다양한 화면 (기본판, 활용

판, 예측판, 자판)을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높

일 수 있음.

사용 환경 및 상황에 맞게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상황에 따른 2레벨 분류로 나누고 최상위 분

류는 음식, 학교, 집, 놀이, 병원, 교통, 우리동네,

인물로 구성됨.

한국의 생활문화, 환경에 맞는 어휘, 상징들이 1만

개 이상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어휘와 문장을 만들

어 사용할 수 있음.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판)구성을 할 수 있으며 각

상징마다 그 내용을 편집할 수 있음.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스캐닝 기능이 제공됨.

사용자가 원하는 태블릿 PC,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또는 앱)로 제공됨.

언어장애인을 위한 AAC시스템에 탑재되는 음성합성

기술이 보다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요구

되는 음성합성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 개성에 따라 다양한 음색의

합성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음색화가

필요함.

휴대용 소용량 단말기에 여러 개의 음색이 탑재되

기 위해서 소용량의 합성기가 필요함. 

의사소통의 기능성을 위해 최대한 고음질 출력 필

요함.

의사소통의 상황은 폐된 공간이나 1:1 상황에서

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변의 환경음 속에서

도 가능한 한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음성출력의 속도/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 7> 보이스웨어 AAC의 45 활용판 화면 UI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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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AAC 소프트웨어는 태블릿 PC용과 안드로이드

용이 별도로 제작되었다. <그림 7>은 보이스웨어 AAC

프로그램의 45 활용판 UI 화면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8>은 안드로이드용 AAC의 활용판 예를 보여

준다. 어휘범주를 선택하면 그 범주의 핵심어휘들에 대

한 상징들이 나타나고 이 상징들을 터치하면 자창에

문장이 나타나고 합성음을 들려준다. 각종 기능키는 기

능버튼을 누르면 나타나고 안드로이드의 메뉴기능을 통

하여 AAC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대용량 코퍼스에 구축된 수많은 음편데이타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음편 데이타를 선택한 후 음질의 왜곡을

수반하지 않도록 신호처리를 하지 않고 연결하여 합성

하는 연결형 합성기술이 도입되면서 자연음에 가까운

고품질의 합성음을 얻게 되었다. 고품질의 합성음과 고

속 합성음 재생시 명료도 향상기술의 개발은 스크린리

더를 통해 합성음을 듣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해도를

높여주고 장시간 사용에 따른 피로도도 줄여준다.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탑재되는

HTS 기반 소용량 합성기술도 개발되었다. HTS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화자적응이나 음색변환을 통해 다양한

음색을 구현함으로써 합성기 음색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었다. 신체적인 장애 또는 지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한국형 AAC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 고 합성기를 탑재하여 효용성을 높여주었다. 

현재 음성합성기술은 정보획득 또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낭

독체 음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대화체 문장을 합성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자연스러운

억양을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음질도

얻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더욱 자연스러운 억양을

구현하여 감정을 폭넓게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될 것이

다. 새로운 음색으로의 변환도 아직까지는 합성음질의

저하를 수반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음색구현

이 가능한 기술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HTS 합성기술과 고품질 연결형 음성합성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음질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음질 향상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음성합성 기술은 시각 또는 언어장애인들의 삶의 질

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비장애인들도 노령화됨에 따라 합성기의 도

움을 받는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절

실히 연구가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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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자인식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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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 린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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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 화자인식은 발성된 음성으로부터 그 화자에 대한 정보를 추

출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화자식별 (speaker identification)과

화자검증 (speaker verif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화자식

별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임의의 화자로부터 입력된 음성을 사용

하여 등록된 화자들 중에서 발성화자를 찾아내는 기술이다[1]. 즉 이

기술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목소리의 사람을 찾아주는 기능

을 한다. 이 기술은 입력된 음성을 등록된 화자들의 목소리와 비교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일치하는 한 화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의 화자가 음성을 입력하여도 등록된 화자들 중의 가장 유

사한 화자로 인식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화자검증 기술은

<그림 2>와 같이 사전에 특정한 화자가 제시(claim) 되었을 경우에

발성된 음성이 그 제시화자(claimed speaker)의 목소리인지를 판단

하여 발성화자가 제시화자 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이다[2]. 따라

서 화자검증 기술은 화자식별 기술이 가지고 있는 미등록화자 오식

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화자식별 결과의 검증을 위한 후처리

기술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화자식별과 화자검증은 입력되는 음성의 내용에 대한 제한

에 따라서 또 다시 문장독립 (text-independent) 방식과 문장종속

(text-dependent) 방식으로 나누어진다[1]. 문장독립 화자인식 방식

에서는 화자식별이나 화자검증을 위하여 발성하는 음성의 문장 형식

이나 종류에 제한이 없는 방식이다. 즉 임의의 형식의 문장으로 구

성된 음성을 입력 대상으로 하여 화자인식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화자인식기가 발성된 문장을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인

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선정한 어구나 대화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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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al speech)을 입력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고 융통성 있게 화자인식기

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문장종속 화자인식 방식에

서는 사전에 정해진 문장만으로 발성된 음성을 대상으

로 화자인식을 수행한다. 즉 고정 어구나 제시 어구와

같이 화자인식기가 발성 가능한 문장 종류에 제한을 가

하여 문장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

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입력 가

능한 문장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

고 그 내용에 맞게 발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이러한 발성문장에 대한 사전지식을 토대로 화

자의 음성에 대한 통계모델을 보다 신뢰성있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화자인식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입력 가능한 문장을 구성하는 음성 정보에

대해서만 통계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화자등록을 위한

음성입력의 분량이 더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술들로 구성되는 화자인식 기술은

접근제어, 디지털 포렌식, 음성 데이터 관리, 개인화,

지능형 로봇 제어, 보안인증 등의 광범위한 응용 분야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상대적으로 저용량 신

호처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쉽게 발성

할 수 있는 음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생체인식 방

식에 비해 저렴한 비용의 시스템 구성, 높은 사용자 편

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생체인식 기술의 하나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화자인식

기술의 주된 접근방법과 더불어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화자인식 연구의 결과, 그리고

최근의 화자인식 연구방향에 대하여 화자식별과 화자검

증 두 분야에 걸쳐서 간략하게 다루어보기로 한다. 

Ⅱ. 화자식별

1. 화자식별의 기술적 접근법

화자식별은 서론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사용

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분량의 음성발성을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로부터 사용자의 음성 특징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한 후, 이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여 화자모델을 생

성하고 해당 화자를 등록함으로써 화자식별기를 구성하

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로부터 발성된 음성을 이용하여

등록 화자들 중에서 특정 화자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

러한 화자식별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방법으로는

Gaussian mixture model (GMM)과 support vector

machine (SVM) 기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1)) GGMMMM 기기반반 화화자자식식별별

GMM 기반 화자식별 기술은 화자를 모델링하기 위하

여 GMM이라는 통계모델을 사용하며 화자식별을 위한

분류(classification)에서는 최대우도 (ML: maximum

likelihood)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자식별기에 등록된 화자들로 구성된 화자 그

룹 S = {1,2,3,…,S}가 이 화자들에 해당하는 통계음<그림 2> 화자검증 개념도

<그림 1> 화자식별 개념도

화자인식 기술은 접근제어, 디지털
포렌식, 음성 데이터 관리, 개인화, 
지능형 로봇 제어, 보안인증 등의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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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모델들의 집합 λ1,λ2,…,λ3로 구성될 경우에, 화자식

별 과정은 입력된 음성발화로부터 특징추출 과정에서

추출한 특징벡터열 X에 대하여 최대사후확률

(maximum posterior probability)을 나타내는 화자를

찾는 식 (1)의 베이즈 결정 규칙(Bayes‘ decision

rule)으로 이루어진다[1].

(1)

그러나 실제 화자식별에서는 이 사후확률 기법을 사

용하기 보다는 몇 차례 수학적 전개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최대우도 방식을 사용한다. 즉, 화자들의 사전확률

(prior probability)이 균등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베이즈 정리를 적용한 다음, 화자들에 대한 특징열의

통계적 독립성을 이용하여 최대 우도 분류식으로 정리

하고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징열을 구성하는 특징벡

터들 간에 통계적 독립성을 가정하고 로그를 적용한 식

(2)를 일반적으로 화자식별에 사용한다[1].

(2)

여기서 T는 입력된 음성의 특징열을 구성하는 음성

특징벡터들의 수를 나타내고 χt는 시간 t에서의 음성특

징벡터이다. 이러한 화자식별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화자식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등록화자에 대한 통계음향모델을 생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통계모델을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통

계모델로 화자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GMM을 가장

널리 사용한다. 

(3)

여기서 M은 GMM의 혼합계수의 차원을 나타내고 cm

은 m번째 혼합계수를 나타내며, pm (χ)는 GMM의 개별

가우스 도함수를 나타낸다. 이들로부터 GMM의 모

델 파라메터 λ={cm, µm, ∑m }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µm과

∑m는 m번째 혼합계수의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의미

한다. 이 화자모델은 훈련과정에서 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최대우도

추정 기법을 적용하여 훈련 데이타로부터 추정되는 것

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정석적인 최대우

도 기법으로 화자의 통계모델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화자마다 다량의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

다. 따라서 최대우도 기법이 가지는 이러한 단점 때문

에 보다 표준화된 화자식별 훈련 방법으로 universal

background model-maximum a posteriori (UBM-

MAP) 적응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adapted GMM 기법

을 사용한다[2]. 이 기법에서는 <그림 4>와 같이 다수

사람들(배경화자)의 보편적인 음성에 대한 통계모델을

구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화자들로부터 수집된 배경

화자 음성 데이터로부터 GMM 음향모델을 ML 방식으

로 추정하여 GMM-UBM을 구성하고, 이 GMM-UBM

에 대하여 특정 등록화자로부터 발성된 음성 데이터를

▶ ▶ ▶ 서 주, 김 회 린

<그림 3> 화자식별 기술 구조도

<그림 4> Adapted GMM 기법에 의한 화자모델 생성 과정

<그림 5> Adapted GMM에 의한 GMM 화자모델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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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화자인식 기술 동향

사용하여 <그림 5>와 같이 MAP 방식에 의해 그 화자

의 GMM으로 적응시켜 개별화자모델을 구함으로써 화

자식별기를 구축한다.

Adapted GMM에 의한 화자모델 생성 과정을 세부적

으로 설명하면 먼저 UBM에서 주

어진 특징벡터 χt에 대한 개별 혼

합모델의 사후확률을 정의한 다

음 이로부터 혼합계수, 평균벡

터, 공분산행렬을 E-M 알고리즘

의 expectation 과정에서 개별

혼합 도의 길이의 기대치, 특징

벡터의 1차와 2차 기대치를 충

분통계량(sufficient statistics)으

로 구한다. 이로부터 UBM 모델

에서 개별화자 음향모델 추정치

λ
 ̂
={cm

^

, µm
^

, ∑m
^
}를 혼합 도 길이의 기대치의 함수로 평활

화하여 (smoothing) 구한다[2].

((22)) 최최소소분분류류오오류류 스스코코어어 가가중중 기기반반 화화자자식식별별

이러한 GMM 기반 화자인식 방법은 개별 화자 자체에

대한 최적의 음향모델을 추정하게 하지만 화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생성모델 (generative model) 접

근법이다. 이를 보완하여 화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변별모델 (discriminative model) 접근법을 사용하면 화

자인식성능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변별모델 접근법인 최소분류오류 (MCE: minimum

classification error) 기법을 GMM 방식에 적용하는 방

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변별기법으로 식 (2)에서

와 같이 GMM 방식으로 개별 프레임마다 화자식별 스

코어를 구하고, 이 개별 프레임 스코어에 변별적인 가중

치를 적용한 후 전체 프레임들에 대한 누적 스코어의 합

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는 식 (4)와 같은 화자식별 방식

을 생각할 수 있다.

(4)

여기서 wst는 s번째 화자의 t 번째 음성프레임에서의

변별 가중치를 나타낸다. 

이 변별 방식에서 wst를 직접 모델링하기보다는 음성

클래스 별로 세분화하면 접근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동기에서 먼저 음성 프레임들이 음향음성학적

(acoustic-phonetic) 특성과 더불어 화자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의 화자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하에 음성 프레임들을 음향

음성학적 단위로 분류하면 식 (4)

의 가중치를 변별적으로 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분류오류 기법

에서의 변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를 음향음성학적 클래스

기반의 함수로 정의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이로부터 가중치 파라

메 터 는 오 분 류 척 도

(misclassification measure) 함수로부터 유도된

sigmoid 계열 손실함수 (loss function) lx에

generalized probabilistic descent (GPD)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wst는 가중

치로서 ∑
t  
wst =1,wst ≥0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

기에 GPD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다음 식과 같이 변환

된 형태로 구해진다.

(5)

여기서
^
wst =logwst로 주어진다. 식 (4)를 살펴보면 변

별 가중치 wst가 화자와 음성프레임의 종속변수이므로

GMM으로부터 구한 프레임별 로그 우도가 화자와 음

성프레임에 따라 변별적으로 가중됨으로써 화자식별 성

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3]. 

((33)) SSVVMM 기기반반 화화자자식식별별

한편 최근에는 생성모델 방식인 GMM 기법보다 분류

정확도 면에서 보다 유리한 변별모델 방식의 SVM 기

반 화자인식 기술이 소개되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

다[4-5]. SVM 기법은 <그림 6>과 같이 화자로부터 발성

된 음성발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특징 파라메터열 세

트에 대하여 adapted GMM 기법으로 GMM 모델들을

GMM 기반 화자인식 방법은 개별
화자 자체에 대한 최적의 음향모델을
추정하게 하지만 화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생성모델
(generative model) 접근법이다.
이를 보완하여 화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변별모델 (discriminative
model) 접근법을 사용하면 보다
화자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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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후, 추정된 GMM의 평균벡터들을 모두 연결

(concatenation)한 GMM 수퍼벡터(supervector)를 구

하고, 이 수퍼벡터들로부터 최대마진 초평면

(maximum margin hyperpalne)을 구성하는 support

vectors를 SVM의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구하여 화자

모델들을 생성하는 훈련과정과, 구해진 support

vectors를 이용하여 입력된 발화로부터 위에서 기술한

과정으로 얻어진 수퍼벡터를 SVM의 커널 (kernel) 척

도에 입력하여 화자검증을 수행하는 시험 과정으로 구

성된다.

이러한 SVM 기반 화자식별 기술에 사용되는 SVM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Xin 은 입력 음성발화를 나타내고 Xi는 i번째

support vector를 의미하며, yi는 이상적인 출력값, 즉

레이블 정보를 의미하는데 Xi가 목표화자일 (target

speaker) 경우에는 1을, 목표화자가 아닐 (nontarget

speaker)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다. SVM 파라메터

ai와 d는 Xi와 함께 조건 ∑
t  
aiyi =0과 ai＞0에 따라 훈련

단계에서 구해진다. 식 (6)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SVM

분류기는 이진 분류 (binary classification) 기능을 수

행한다. 이 SVM이 화자식별과 같은 복수클래스

(multi-class) 분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SVM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으로,

등록화자 사이에 조합 가능한 모든 이진 분류 경우를

SVM으로 구현하고 이들 SVM의 스코어가 해당 문턱

치(threshold)보다 큰 경우가 최다인 화자를 식별화자

로 선정하는 max-wins 방식의 one-versus-one 알

고리즘이나 등록화자수만큼의 one-versus-remaining

개념의 이진분류를 SVM으로 구현하고 이들의 스코어

로부터 winner-takes-all 방식에 의해 식별화자를 선

정하는 one-versus-all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5]. 

2. 화자식별 실험

((11)) 실실험험환환경경

GMM과 MCE 변별 스코어 가중 기반 GMM (DSW-

GMM), 및 SVM 기법을 이용한 화자식별 기술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200명의 화자들이 각각 10번씩 발성

한 2,000 발화들로 구성된 TIMIT[6]음성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하 다. 이 TIMIT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잡음

으로부터 차단된 깨끗한 TIMIT 음성 데이터에 car,

restaurant, subway, street의 4가지 Aurora[7]잡음들

을 신호대잡음비 (SNR) 20dB, 10dB, 0dB가 되도록

부가하여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음향환경을 반 하는

26,000개의 문장 음성발화 데이터를 생성하 다. 이

들 데이터 중에서 절반을 훈련에 사용하 고 나머지 절

반을 평가에 사용하 다. 

GMM 기반 화자식별 시스템은 GMM-UBM으로부터

adapted GMM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되었다. 훈련에서

는 5개의 서로 다른 TIMIT 음성발화들에 대하여 깨끗

한 음향 조건과 12가지의 잡음에 오염된 음향 환경들을

반 하는 총 65개의 음성발화를 개별 화자모델의 훈련

에 사용하는 다중조건 훈련 (multi-condition training)

기법을 적용하 다. 특징으로는 10ms의 간격마다

20ms 길이의 프레임으로부터 구한 12차 MFCC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계수와 프레임 에너지

를 사용하 다. GMM에서의 혼합 도의 수는 512로

정하 고 SVM에서의 수퍼벡터의 차원은 13×

512=6556으로 정하 고 선형 커널을 사용하 다.

아울러 500 화자 규모의 사무실 환경 한국어 음성을

▶ ▶ ▶ 서 주, 김 회 린

<그림 6> SVM 방식의 화자식별 훈련 및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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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화자인식 기술 동향

대상으로 하는 화자식별 실험도 수행하 는데 이 실험

에서는 GMM 및 SVM 기반의 문장종속과 문장독립 방

식의 화자식별 평가를 위하여 5,000 발화를 사용하

다. 문장종속에서는 개별 화자의 등록에 18초의 음성

분량을 사용하 고 평가에서는 6초를 사용하 다. 문

장독립에서는 등록에 120초, 평가에 10초 길이의 음

성을 사용하 다. 

((22)) 성성능능평평가가 및및 검검토토

<그림 7>은 식 (4)에서 정의된 최소분류오류 기반 변

별적 스코어 가중 기법에 적용되는 변별 가중치를 식

(5)의 GPD 알고리즘으로 구한 후 20 dB 신호대잡음

비 조건으로 Aurora 잡음에 오염된 음성신호에 적용한

변별 스코어 가중치의 시계열 윤곽선이다. <그림 7(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화자인 정화자(true speaker)

와 가장 경쟁화자(most competing speaker)의 가중치

가 음성 부분에 따라 서로 뚜렷하게 다름을 알 수 있

다. 이는 음성프레임이 속한 음소나 음운 등 음향음성

학적 클래스에 따라 화자별로 해당 GMM 로그 우도 스

코어를 변별적으로 가중하는 방식이 최종적인 화자식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은 다양한 Aurora 잡음환경에서의 화자식별

성능평가 결과이다. 시험 데이터 세트들은 깨끗한 음성

데이터와 세 가지 신호대잡음비 조건에서 네 가지

Aurora 잡음(car, restaurant, subway, street)을 부

가하여 생성된 잡음에 오염된 음성 데이터들로 구성되

었다. 이 표를 보면 깨끗한 음성 환경에서 SVM 방식

이 GMM 방식에 비해 더 우수한 화자식별 성능을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GMM 방식은 잡음환경에서

보다 더 우수하다. 이는 변별학습 방식인 SVM 기법이

훈련환경과 시험환경에서 음향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

성능저하가 더 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전체 신호대잡

음비 조건에서 제안된 DSW-GMM 기법이 기존의

GMM 방식에 비해 10% 이상의 식별오류 개선을 보이

며 가장 큰 오류 개선은 깨끗한 음성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깨끗한 음성에서 가장 우수한 개선을 얻는

이유로는 이 조건에서 음향음성학적 분류가 보다 정확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1>의

화자식별 실험결과는 변별적 스코어 가중 기법이 다양

한 잡음환경에서 화자식별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표 2>는 500 화자 규모의 사무실 환경 한국어 음

성 데이터에 대한 화자식별 실험결과이다. 문장종속 및

문장독립 방식 실험에서 화자 수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

하고 GMM과 SVM 모두 사무실 환경의 음성발화에 대

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

율 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두 방식에서 등록과 평가에 사

용된 음성발화의 길이가 다르게 주어졌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즉 문장종속의 경우 제한된 문장을 사용하

기 때문에 등록과 평가에 사용되는 발화의 길이가 훨씬

작아질 수 있다. GMM과 SVM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

지만 문장종속의 경우 등록에서 과도하게 제한된 음성

발화의 길이로 인하여 support vectors가 충분히 만들

<그림 7> 20 dB 신호대잡음비로 Aurora 잡음에 오염된 음성

(a)에 대한 변별 스코어 가중치의 시계열 윤곽선 (b)

<표 1> Aurora 잡음 환경에서 DSW 기법에 의한 화자식별

오류율 (%)

(b)

(a)

SSNNRR GGMMMM DDSSWW--GGMMMM SSVVMM

Clean 10.90 8.30 9.0

20 dB 17.70 15.80 25.43

10 dB 30.02 26.45 42.45

0 dB 72.13 59.22 69.53

<표 2> 한국어 음성에 대한 화자식별 오류율 (%)

화화자자식식별별 방방식식 GGMMMM SSVVMM

문장종속 0.14 0.26

문장독립 0.14 0.16



222 _ The Magazine of the IEIE 46

어질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SVM 방식

의 오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Ⅲ. 화자검증

1. 화자검증의 기술적 접근법

((11)) GGMMMM 기기반반 화화자자검검증증

화자검증 기술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입력된 음성

을 분석하여 발성화자가 제시화자 또는 목표화자 인지

의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이다. 현재 화자검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은 앞서 기술한 화자식별과 동일하게 훈

련 음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GMM-UBM으로부터 개별

화자의 음향모델을 구하는 베이즈 학습에 기반을 둔

adapted GMM 기술이다. Adapted GMM 방법에서 화

자검증은 식 (7)과 같은 우도비

시험 (LRT: likelihood ratio

test)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 방

법은 <그림 8>과 같이 음성이 입

력되면, 목표화자의 음향모델에

대한 입력음성의 우도와 GMM-

UBM에 대한 입력음성의 우도

간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문턱치

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7)

여기서 H0는 대상화자가 목표화자일 경우인 가설

(null hypothesis)이고 H1은 대상화자가 목표화자가

아닐 경우 또는 사칭자(imposter)일 경우인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을 나타낸다. η는 이 우도비

시험법에서의 문턱치를 나타낸다. 화자검증 서비스에서

문턱치 η의 선정은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데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오승인

(false acceptance) 비율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이 값

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보안성이 덜 요구되

면서 사칭자를 일부라도 자동적으로 걸러낼 때 얻게 되

는 효과가 큰 분야에서는 오거부 (false rejection) 비율

을 낮추기 위하여 이 값을 낮게 정한다. 

((22)) SSVVMM 기기반반 화화자자검검증증

화자검증은 이진 분류의 문제이므로 SVM 기법에서

는 SVM의 원리인 식 (6)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SVM 기반 분류는 입력 벡터와 support vectors

간의 커널 거리척도 (distance metric) 방식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커널은 입력공간(input space)을 고차

원 특징공간(feature space)으로

사상시키는데 특정한 커널함수를

통해 입력공간이 선형비분리

(linearly nonseparable) 형태의

경우에도 선형분리 형태의 특징공

간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따라서

SVM 기법에 어떤 분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커널함수의

선정이 그 분류의 정확도에 큰 향을 미친다. 화자검

증 문제에서는 초기에 GMM의 평균벡터 만으로 구성

된 수퍼벡터의 내적으로 구성되는 선형커널이 주로 사

용되다가 여기에 GMM 혼합계수와 대각선 공분산행렬

을 통합하는 식 (8) 형태의 GMM 수퍼벡터 선형커널이

제안되었고 기존 선형커널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8)

여기서 utta와 uttb는 각각 음성발화 a와 b를 나타낸다.

((33)) 최최소소분분류류오오류류 가가중중커커널널 SSVVMM 기기반반 화화자자검검증증

SVM 방식 화자검증에서는 커널함수가 성능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GMM에 기반을 둔 SVM의

▶ ▶ ▶ 서 주, 김 회 린

<그림 8> 화자검증 기술의 구조도

GMM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GMM 
수퍼벡터 선형커널을 살펴보면
이 커널함수가 수퍼벡터에 대해

GMM의 혼합계수와 대각선 공분산행
렬을 고려하지만 이 값들이
화자검증의 성능 측면에서

최적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전자공학회지 2014. 3 _ 22347

▶ ▶ ▶ 최근 화자인식 기술 동향

경우 GMM의 특성을 고려하여 커널함수를 선정하면

보다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GMM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GMM 수퍼벡터 선형커널을 살펴보면 이 커

널함수가 수퍼벡터에 대해 GMM의 혼합계수와 대각선

공분산행렬을 고려하지만 이 값들이 화자검증의 성능

측면에서 최적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수퍼벡

터의 개별 계수에 대한 최적화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화

자검증 성능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식 (9)와 같이 최소분류오류 최적화에 기반을

둔 GMM 혼합계수와 평균벡터 계수에 대한 가중커널

을 고려할 수 있다[8]. 

(9)

여기서 αmc
m 는 혼합계수에 대한 가중치로서 조건 ∑

m 
αmc

m =

1,αmc
m ≥0를 만족해야 하고 대각선 정방행렬 A의 대각

선 요소는 변별 가중치 {αmυ
d ,0≤d≤D}로서 ∑

d  
αmυ

d =1,

αmυ
d ≥0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여기서 D는 화자검증

에 사용되는 특징벡터의 차원을 의미한다.

2. 화자검증 실험

((11)) 실실험험환환경경

화자검증 기술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도 두 가지 음

성 데이터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최소분류오류 가중커

널을 사용하는 SVM 방식 화자검증 실험에서는 2008

NIST speaker recognition evaluation (SRE)[9]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하 는데 실험 조건은 8 대화 훈련-1

대화 시험 (8 conversation training - 1 conversation

test) 규약을 적용하 다. 이 조건은 635 목표화자 모

델에 대해 훈련에서 5080 개의 목표 발화와 시험에서

1870 개의 목표 발화와 14700 개의 비목표 발화로

구성된다. 특징벡터로는 19차 MFCCs와 1차 프레임

에너지와 이에 대한 델타 계수들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화자식별 실험에서와 같이 500 화자 규

모의 사무실 환경 한국어 음성을 대상으로 화자검증 실

험도 수행하 다. GMM 및 SVM 기반의 문장종속과

문장독립 방식의 화자검증 평가를 위하여 목표화자 대

비목표화자의 비율이 1:3으로 조정된 20,000 발화로

구성된 데이터 셋을 사용하 다. 문장종속에서는 등록

음성의 분량을 18초로 정하 고 평가에서는 6초로 정

하 다. 문장독립에서는 등록에서 120초로 정하 고

평가에서는 10초로 정하 다. 

((22)) 성성능능평평가가 및및 검검토토

<그림 9>는 2008 NIST SRE 과제에서 최소분류오

류 가중커널에 기반한 SVM 기법에 대한 화자검증 실

험결과를 detection error tradeoff (DET) 곡선으로 그

린 것이다. 기존의 GMM 수퍼벡터 선형커널 (GMM

super linear kernel) 보다 최소분류오류에 기반을 둔

세 가지 가중 커널들, 즉 혼합계수 가중커널, 평균벡터

가중커널, 이 둘을 통합한 가중커널이 보다 우수한 성

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3>은 500 화자 규모의 사무실 환경 한국어 음

<그림 9> 2008 NIST SRE 과제에서 GMM 수퍼벡터 선형커

널과 최소분류오류 가중커널을 사용한 SVM 기반

화자검증 기술의 DET 곡선

<표 3> 한국어 음성에 대한 화자검증 오류율 (%)

화화자자검검증증 방방식식 GGMMMM SSVVMM

문장종속 0.20 0.28

문장독립 0.21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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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데이터에 대한 화자검증 실험결과이다. 성능은

miss probability 와 false alarm probability가 같은

값에서의 오류율을 나타내는 equal error rate로 나타

내었다. GMM 방식이 SVM 방식에 비해 약간 우수하

지만 두 방식 모두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Ⅳ. 최근 화자인식 연구방향

현재까지 화자인식에 대한 전세계적 연구는 화자식별

보다는 주로 화자검증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화자검증이 화자식별보다 실제 적용 분야에 있어

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화자

검증 기술도 다중 클래스 분류의

개념을 도입하면 화자식별 분야에

바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화자검

증에 대한 연구를 화자인식 분야

전체에 대한 연구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화자인식에서의 표

준적인 방법으로 GMM 기법이 연

구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었고 그 후에

SVM 기법의 등장으로 GMM 수퍼벡터에 기반을 둔

SVM 방식의 화자검증이 현재까지 화자인식의 주된 기

술적 접근방법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기법의 일종인

joint factor analysis (JFA) 또는 i-vector 기법을

SVM과 결합시키는 방식이나 JFA나 i-vector를

cosine 커널을 통해 직접 거리 계산하는 방식 등이 제

안되어 이를 통해 화자인식 성능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

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 한편 지금까지

이러한 화자검증 연구는 주로 조용한 환경에서 발성된

음성에 대한 채널, 핸드셋, 화자 목소리의 시간적 경과

에 따른 변화 등과 같은 음성녹음에서의 변이요인을 의

미하는 session variability에 대처하는 연구가 주로 이

루어져왔다. 그러나 화자검증 기술도 실제 환경에 도입

되기 위해서는 주변 잡음의 향으로부터의 강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잡음에 강인한 화자검증 방법

으로는 probabilistic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PLDA)를 i-vector에 적용하는 기법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화자인식에서의 표준적인 기술적 접근방법

인 GMM과 SVM 기법을 이용한 화자식별과 화자검증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최소분류오류

방식에 기반을 둔 변별 가중 기법을 GMM의 프레임 스

코어에 적용하는 화자식별 방법과

SVM의 커널함수에 적용하는 화

자검증 방법을 소개하 다. 아울

러 화자인식 분야의 성능평가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TIMIT 및

NIST SRE 데이터베이스와 한국

어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하여 자

체적으로 구축한 500 화자 규모

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여 소개된 개별 화자인식 기술들

의 성능평가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소개하 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GMM 및 SVM 기반의 화자인식

기술들은 기술적 구현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실제 서비

스를 위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특히 GMM 방식은 SVM 방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인식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졌지만 프레임 동기 방식의 실

시간 처리 구현 측면이나 잡음에 대한 강인성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음성인식 기술이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와 기술 자

체의 발전, 그리고 서버 컴퓨터의 계산능력 개선에 힘

입어 실제 서비스에 폭넓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화자인

식 기술도 향후 보안, 지능형 로봇 등의 주요 화자인식

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연구도 더욱 활발히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서 주, 김 회 린

최근에는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기법의 일종인

joint factor analysis (JFA) 또는
i-vector 기법을 SVM과 결합시키는

방식이나 JFA나 i-vector를
cosine 커널을 통해 직접 거리 계산
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어 이를 통해
화자인식 성능을 보다 높이는 방향

으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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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화자인식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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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모델링을 위한 음성
언어 이해 기술

특집 대화 모델링을 위한 음성언어 이해 기술

이 근 배
포항공과대학교

류 성 한
포항공과대학교

Ⅰ. 서 론

대화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수단이며, 이러한

대화를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에 적용한 것을 음성 대화 시

스템이라고 한다. 음성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이해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대화를 통

해 날씨 정보를 얻고, 주변 맛집을 검색하고, SNS에 을 작성하

고, 기기를 제어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성 대화 시스

템은 최근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학계 및 산업계에서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음성 대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다섯 개의 순차적인 과

정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발화한 음향 신호를 자연어 문장으로 변환해주는 음성

인식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그림 1> 음성 대화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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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 모델링을 위한 음성언어 이해 기술

자연어 문장으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컴퓨

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

로 변환해주는 음성 언어 이

해 (Spoken Language

Understanding)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시스템

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화 관

리 (Dialog Management)

시스템의 행동을 구체적인 자연어 문장으로 생성해

주는 응답 생성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생성된 자연어 문장을 음성으로 합성해주는 음성

합성 (Text-to-Speech Synthesis)

본 연구는 음성 대화 시스템의 다섯 과정 중 음성 언

어 이해 기술의 개요를 소개하고 음성 언어 이해 기술

이 풀어야 할 문제점들과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Ⅱ. 음성 언어 이해 기술 개요

1. 음성 언어 이해의 목표

음성 언어 이해의 목표는 자연어 문장으로부터 사용

자의 의도를 이해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의미 표

현(semantic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표현은 대화 관리 모듈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한 질의문을 생성하거나 서비스 에이전트에

게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사용될 수 있

다. 대부분의 경우 의미 표현은 <표 1>과 같이 속성-

값 조합들로 구성된 의미 프레임(semantic frame) 형

태로 정의되며, 이 때 의미 프레임의 속성들은 음성 대

화 시스템이 제공하는 특정한 역에 적합하게 정의된

한 개의 주행(dialog act) 및 복수 개의 개체명(named

entity)이다. 주행이란 문장에서 사용자가 의도한 행위

의 유형을 나타내는 속성이고, 개체명이란 genre,

title, channel, start-time, end-time과 같이 사용자

가 의도한 행위의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속성이다. 예를

들어“그럼 SBS 드라마 는 언제 하지?”라는 문장에서

주행의 값은 search-start-time, channel 개체명의

값은“SBS”, genre 개체명의 값은“드라마”가 된다.

결과적으로 음성 대화 시스템에

서의 의미 이해 과정은 한 개의

주행을 식별하는 주행 식별

(dialog act identification) 및

복수의 개체명을 인식하는 개체

명 인 식 (named entity

recognition)과정으로 구성된다.

2. 음성 언어 이해 방법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은 크게 지식 기반의 접근법

(knowledge-based approach)와 데이터 기반 접근법

(data-driven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 기반

접근법은 전문가에 의해 정의된 문법을 바탕으로 음성

언어 이해 과정을 수행하며 높은 정 도를 갖는다. 그

러나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 문장은 종종 비문법적이

기 때문에 지식 기반 접근법은 음성 언어 이해에 실패

할 수 있어 낮은 재현율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수많은 문장 및 각 문장에 달린

정답 레이블로 구성된 말뭉치(corpus)를 바탕으로 기계

<그림 2> Naive Bayes classifier의 graphical model

<표 1> 의미 프레임의 예

예예 11

“인간극장 몇 시에 해?”

의미 프레임
주행 search-start-time

개체명 title = 인간극장

예예 22

“KBS 뉴스 틀어”

의미 프레임

주행 play-program

개체명
channel = KBS
genre = 뉴스

예예 33

“그럼 유재석 나오는 거 보자”

의미 프레임
주행 play-program

개체명 cast = 유재석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비문법적인
자연어 문장도 강인하게 이해 할 수

있으며, 다른 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교체 할 필요 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므로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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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음성 언어 이

해 과정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비문법적인 자연어 문장도 강인하게 이해 할 수 있으

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다른 역에 대한 음성언어 이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

서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산

업계에서는 지식 기반의 접근법과 데이터 기반 접근법

을 융합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바탕으로 주행을 식별하고 및 개

체명 인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3. 주행 식별

문장을 일련의 단어들로 봤을 때, 기계 학습 관점에

서 주행 식별은 단어열 w1,n이 관측되었을 때 한 개의

주행 s*를 예측하는 sequence prediction 문제이다.

이 때 naive Bayes classifier, Maximum Entropy

(MaxEnt), 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의 기

계 학습 기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그림 2>과 같은

naive Bayes classifier를 이용한 주행 식별은 주행의

확률 Pr(s)와 주행이 주어졌을 때 단어열의 확률

Pr(w1,n|s)의 곱을 최대로 하는 주행 s*를 찾는 과정이

며, 이러한 확률 값은 훈련 말뭉치를 통해 학습된다.

(1)

이러한 주행 식별의 성능은 테스트 말뭉치를 대상으로

주행 식별을 수행한 결과의 정확도를 통해 측정한다.

(2)

4. 개체명 인식

단 하나의 주행을 찾아내는 주행 식별과 달리, 개체

명 인식은 단어열에서 개체명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sequence segmentation과 개체명의 유형을 찾아내는

classification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sequence

segmentation과 classification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

해 개체명이 레이블링된 문장을 BIO 태깅 기법을 사용

해 표현한다. BIO 태깅 기법이란 <표 2>와 같이 개체

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B (Begin), 개체명의 연속을 의

미하는 I (Inside), 개체명이 아님을 의미하는 O

(Outside) 세 가지 형태의 접미사가 부착된 개체명 레

이블을 사용해 문장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문장을 일련의 단어들로 봤을 때, 기계 학습 관점

에서 개체명 인식은 단어열 w1,n가 주어졌을 때 레이블

열 s1,n*을 예측하는 sequence labeling 문제이다. 이

때 hidden Markov model (HMM), conditional

random fields (CRF), Structured SVM 등의 기계 학

습 기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그림 3>와 같은

HMM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은 레이블열의 확률

Pr(s1,n)과 단어 열의 확률 Pr(w1,n | s1,n)의 곱을 최대

로 하는 최적의 레이블열 s1,n*를 찾는 과정이며, 이러

한 확률 값은 훈련 말뭉치를 통해 학습된다.

(3)

실행 단계에서 최적의 레이블열을 찾는 과정은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한 Viterbi 알고리즘에 의해 고

속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개체명 인식의 성능은 테스트 말뭉치를 대상

으로 개체명 인식을 수행한 결과의 정 도, 재현율, F1

점수를 통해 측정한다.

(4)

(5)

(6)

▶ ▶ ▶ 류 성 한, 이 근 배

입입력력 문문장장 “김연아 나왔 던 무한 도전 찾 아 줘”

개개체체명명 cast = 김연아 title = 무한 도전

BBIIOO 태태깅깅된된 문문장장 [cast-B 김연아] [O 나왔] [O 던] [title-B 무한]
[title-I 도전] [O 찾] [O 아] [O 줘]

<표 2> 개체명 인식을 위한 BIO 태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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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성 언어 이해 기술 연구 동향

II 장에서는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의 기본 방법론에 대

해 다뤘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이해 기술을 실제 응용

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능 및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

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음성 언어 이

해 기술에 풀어야 할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1. 자연어의 모호성 (ambiguity)

□□ LLoonngg--ddiissttaannccee ddeeppeennddeennccyy 문문제제

대부분의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은 자연어 문장을 전체

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그럼 SBS 드

라마 는 언제 하지?”라는 입력 문

장에서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해

“드라마”의 개체명 레이블을 예측

하기 위해서는 <표 3>과 같이 해

당 단어의 일정 거리 이내의 주변

단어들의 조합을 특징(feature)으로 사용한다. 위와 같

이 문장을 부분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음성 인식 오류를

포함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이해하는데 강인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자연어가 갖고 있는 모호성으로 인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

된다. 예를 들어 비행기 예약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한

입력 문장“...fly from denver to chicago on dec.

10th 1999...”에서“dec.”은 출발하는 달을 나타내

는 개체명 depart-month이며, 다른 입력 문장

“...return from denver to chicago on dec. 10th

1999...”에서“dec.”은 돌아오는 달을 나타내는

return-month 이다[1]. 위 문장에서“dec.”의 개체명

레이블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로부터 여섯 칸

거리에 있는“fly”혹은“return”이라는 단어를 참조해

야 하지만, 기존 방법론은 위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단어를 참조 할 수 없으므로 개체명 인식에 실패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long-distance dependency 문제

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장의 구문(syntax)을

분석해 구문 구조를 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구

문 분석 기술의 정확도는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구

문 분석 결과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음성언어 이해 정

확도 저하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

는 long-distance dependency를 반 하면서 성능 향

상에 기여하는 trigger 특징 들을 훈련 말뭉치에서 자

동으로 추출하 다[1]. Trigger 특

징 (a → b)은 a 와 b가 높은 연

관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입력 문장“... fly

from denver to hicago on dec.

10th 1999 ...”에서는 (return → dec.) 등의

trigger 특징을 추출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훈련

말뭉치에서 추출할 수 있는 trigger 특징 중 실제로 성

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특징을 선택해 기계 학습

기법이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long-

distance dependency 문제를 극복한다.

□□ WWoorrlldd kknnoowwlleeddggee 없없이이 이이해해할할 수수 없없는는 문문장장

개체명 인식은 사람 이름, 위치, 조직과 같이 한 두

단어 수준의 명사 혹은 명사구이며 주변 문맥에 의해

<그림 3> HMM의 graphical model

입입력력 문문장장 “그럼 SBS 드라마는 언제 하지?”

““드드라라마마””의의 특특징징

word=드라마 word-1=SBS word+1=는
word-2=그럼 word+2=언제
word-bigram=SBS,드라마
+word-bigram=드라마,는 ...

<표 3> 개체명 인식을 위한 특징 추출의 예

대부분의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은
자연어 문장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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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하기 쉬운 개체명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갖는다.

그러나 단어의 주변 문맥만으로는 개체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입력 문장“내셔널 지

오그래픽 틀어줘”에서“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개체명

유형이 channel-name 인지 아니면 title 인지를 주변

문맥만으로는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세

계에“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은 존재하지만 프

로그램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개체명의 유형을 channel-name으로 결정 할 수 있

다. 즉 음성 언어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뿐만 아

니라 실세계에 대한 지식, 즉 world knowledge가 필

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각 개

체명 유형별로 개체명의 목록을 저장하고 있는 개체명

사전을 구축하고 이러한 개체명 사전을 바탕으로 개체

명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

체명 사전은 서비스 대상인 컨텐츠의 데이터베이스 혹

은 위키피디아 등 웹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 할 수 있

다[2]. 실행 단계에서는 입력 문장으로부터 개체명 사전

과 매칭되는 부분을 개체명 후보로 검출한 후, 그러나

실제로 개체명이 아닌 것이 개체명 후보로 검출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체명 후보들을 바탕으로 생

성 할 수 있는 개체명 조합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조합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입력 문장“이 화

보 면서 녹화 할 래”에서 개체명 사전을 바탕으로 title

개체명 후보로“할”, genre 개체명 후보로“ 화”를 검

출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체명 후보들을 바탕으로 <표

4>와 같은 선택 가능한 개체명 조합을 생성 할 수 있

으며, 각 조합을 바탕으로 문장의 개체명 값을 개체명

유형으로 치환한 어휘-구문 패턴으로 변환한 후 가장

자연스러운 패턴인“이 @genre 보 면서 녹화 할 래”를

생성한 genre 개체명“ 화”를 선택한다.

또한 사용자가 개체명의 이름 전체를 발화하지 않고

줄여서 발화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개체명의 약

어 사전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무도”로, “슈퍼스타 K”를“슈스케”로 발

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어는 일정한 규칙이 아닌 사

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방대한 웹 데이터

를 바탕으로 약어 사전을 구축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

▶ ▶ ▶ 류 성 한, 이 근 배

입입력력 문문장장 “이 화 보 면서 녹화 할 래”

조조합합 11
개체명 조합: ø
패턴: “이 화 보 면서 녹화 할 래”
Logprob.: -13.8, 순위: 2

조조합합 22
개체명 조합: {genre= 화}
패턴: “이 @genre 보 면서 녹화 할 래”
Logprob.: -9.4, 순위: 1

조조합합 33
개체명 조합: {title=할}
패턴: “이 화 보 면서 녹화 @title 래”
Logprob.: -18.5, 순위: 4

조조합합 44
개체명 조합: {genre= 화, title=할}
패턴: “이 @genre 보 면서 녹화 @title 래”
Logprob.: -14.1, 순위: 3

<표 4> 개체명 조합에 따른 어휘-구문 패턴의 예

<그림 5> HCRF의 graphical model

<그림 4> 사전 기반 개체명 인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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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 연구는 위키피디아의 하이퍼링크, 리다이렉

션, 동음이의어 페이지를 바탕으로 약어를 추출했다[2].

2. 기존 기능으로는 처리 할 수 없는 요청

□□ 단단일일 발발화화로로 복복수수 여여러러 사사용용자자 의의도도를를 표표현현

대부분의 언어 이해 연구는 사용자가 발화하는 각 문

장에서 한 개의 주행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종종 사용자는 두 개 이상의 주행을 포함한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TV

프로그램 역의 음성 대화 시스템에 대해“무한도전

예약하고 SBS 틀어줘”와 같이 두 개의 주행 record 및

play-channel 이 검출되는 문장을 발화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cord#play-channel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단일 주행을 조합한 새로운 다중 주

행을 주행 집합에 추가하고, 다중 주행에 해당하는 문

장들을 수집해 훈련 말뭉치에 추가함으로써 다중 주행

역시 예측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행의 개수를 한 문장에서 두 개로 제한하더

라도 N개의 단일 주행이 존재하는 음성 대화 시스템의

다중 주행 개수는 N2개가 된다.

즉 현실적으로 각 다중 주행에

대해 충분항 양의 문장을 수집하

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naive

Bayes classifier, MaxEnt,

SVM 등의 기계 학습 기법을 사

용하는 경우 훈련 데이터가 충분

하지 않아 성능에 악 향을 주는

data sparsity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

학습 기법인 Hidden-state CRF (HCRF)를 사용한다[3].

HCRF는 데이터의 숨겨진 내부 구조를 모델링 하는데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행 record 와 주행

record#play-channel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서로 유사

한 부분을 갖는다. 기존 기계 학습 기법들이 이러한 양

상을 전혀 고려 할 수 없었던 반면, HCRF는 <그림 5>

과 같이 단어와 주행 사이에 latent variable을 배치함

으로써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data sparsity 문제를 완

화시켜 다중 주행 식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단단일일 발발화화로로 복복수수 역역에에 대대한한 서서비비스스를를 요요청청

다중 역 음성 대화 시스템은 날씨, 음악, 주식, 음

식점 등 다양한 역(domain)에 대한 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발화한 문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여러 개의 역 중 사용자의 요청에 가장 부합

하는 역을 식별해 언어 이해, 대화 관리, 응답 생성

과정을 수행한다. 문장을 일련의 단어들로 봤을 때, 기

계 학습 관점에서 역 식별(domain identification)은

단어열 w1,n이 관측되었을 때 한

개의 역 s*를 예측하는

sequence prediction 문제이며

주행 식별과 유사한 기계 학습 기

법이 사용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한 번의 발화

로 두 개 이상의 역에 대한 서

비스를 요청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표 5>과 같이 TV 프로그램과

VOD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 대화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애니메이션 뭐 있는지 알려줘”와 같은

문장에 대해 두 역을 모두 검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다중 역 검출(multi-domain detection)

이라고 하며, 기계 학습 관점에서 다중 역 검출은 단

어열 w1,n이 관측되었을 때 해당 단어열이 관측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역을 검출하는 multi-label

classification 문제이다.

<표 5> 단일 발화를 통한 복수 역에 대한 대화의 예

사용자 : “애니메이션 뭐 있는지 알려줘”

시스템 : “해당하는 TV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해당하는
VOD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스 에이지 3 (...)”

사용자 : “아이스 에이지 3에 출연한 사람들이 누구지?”

시스템 : “요청하신 TV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VOD의 출
연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스템 : “그래 이거 보여줘”

시스템 : “해당 VOD를 재생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다중 주행에 대해
충분항 양의 문장을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naive Bayes
classifier, MaxEnt, SVM 등의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훈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성능에
악 향을 주는 data sparsity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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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각

역별로 문장이 해당 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

는 binary classification을 통해 다중 역 검출 과정

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서는 각 역 및 역 간의 관계

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binary

classification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 이러한 다중 역 검출을

바탕으로 대화를 수행하는 다중

역 음성 대화 시스템 구조를

개발하 다[4].

□□ 시시스스템템이이 제제공공하하지지 않않는는 역역에에 대대한한 요요청청

사용자는 다중 역 음성 대화 시스템이 어떠한 역

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시

스템이 제공하지 않는 역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을 역 외(out-of-domain) 문장이

라고 하며, <그림 6>과 같은 다중 역 검출 과정에서

아무런 역이 검출되지 않으면 해당 문장을 역 외 문

장으로 간주해 음성 대화 시스템이 거절 응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의 역

외 문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데이터 기반 접근법에 기반을 둔 음성 언어 이

해는 역 외 문장 검출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각 역별 훈련 말뭉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

즉 미등록어(out-of-vocabulary word)가 많이 등장하

는 문장은 역 외 문장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기계

학습 관점에서 훈련 과정에서 학습되지 않은 단어는 특

징 공간(feature space)에 존재하지 않아 그 존재를 무

시하므로 미등록어가 많이 등장하는 문장을 역 외 문

장으로 검출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

학습 기법이 미등록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미등록어를

모델링한다[5]. 이 때 TV 프로그램 이름, 사람 이름 등

의 고유명사 개체명의 경우 미등록어 일 지라도 역

외 문장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

므로 문장의 개체명 값을 개체명 유형으로 치환한 후

미등록어를 미등록어 태그로 치환한다. 예를 들어 <표

6>와 같이 입력 문장“my brother is going to party

tonight”에서 time 개체명인

“tonight”은“@TIME”으로 변환

하고 미등록어 “brother”와

“party”를 미등록어 태그

“$OOV”로 치환한다. 이러한 변

환은 훈련 및 실행 과정에서 모두

수행되므로 결과적으로 기계 학습

기법이 미등록어를 고려해 역 외 문장을 검출 할 수

있게 된다.

3. 오류 전파로 인한 성능 저하

□□ 음음성성 인인식식 오오류류

음성 대화 시스템의 첫 과정은 사용자가 발화한 음향

신호를 자연어 문장으로 변환해주는 음성 인식이다. 즉

음성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오류

가 이후 과정으로 전파(error propagation)되어 음성

대화 시스템 전체의 성능에 악 향을 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발화한 실제 문장이“예능 프로 틀어줘”일

때“예능 프로 들어줘”로 잘못 음성 인식 되는 경우,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은 해당 문장으로부터 사용자가 의

도한 play-program 이라는 주행을 알아내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

▶ ▶ ▶ 류 성 한, 이 근 배

입입력력 문문장장 “my brother is going to party tonight”

개개체체명명 치치환환 “my brother is going to party @TIME”

미미등등록록어어 치치환환 “my $OOV is going to $OOV @TIME”

<표 6> 개체명 및 미등록어 치환 과정의 예

<그림 6> 다중 역 검출 과정의 예

음성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오류가 이후 과정으로
전파(error propagation)되어
음성대화 시스템 전체의 성능에

악 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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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 모델링을 위한 음성언어 이해 기술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

언어 이해 과정에서 단어와 발음 정보를 함께 활용한다
[6]. 문자소를 음소로 변환하는 Grapheme-to-

phoneme (G2P) 변환 기술을 이용해 자연어 문장을

발음열로 변환하고, 음성 언어 이해 과정에서 단어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활용한다. 예를 들

어 문장“예능 프로 틀어줘”와“예능 프로 들어줘”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음성 인

식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강인하게 음성 언어 이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확실한 환경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

(POMDP) 기술을 대화 관리에 적용해 음성 인식 오류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의도의 불확실성을 해

소 할 수 있다. POMDP 기반의 대화 관리는 사용자의

의도를 확률적인 신뢰 상태(belief state)로 표현하고,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신뢰 상태를 업데이트해 나가

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POMDP 기반 대화 관리는 복잡한 문제에 적용 할 경

우 훈련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

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뢰 상태를 간략화된 상태(summary space)로 표현하

고, 대화를 통해 추적해야 할 상태를 여러 개로 분할한

composite summary point-based value iteration

(CSPBVI) 기법을 통해 POMDP 기반 대화 관리의 훈

련 속도를 향상시켜 복잡한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 다[7].

□□ 형형태태소소 분분석석 오오류류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가 되어있는 한국어 문장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형태소(morpheme) 분석을 통해 어절

을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분리

하고 각 형태소를 음성 언어 이해의 기본 단위로 처리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출력 문장이“예

능프로 틀어줘”인 경우, 이를“예능 프로 틀 어 줘”와

같이 형태소 단위로 분할해야“예능”에 개체명 레이블

genre-b을 부여 할 수 있다. 그러나“예능프 로 틀어

줘”와 같이 잘못된 형태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그

것이 불가능하다. 즉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오

류가 언어 이해 과정으로 전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음성 언어 이해

를 단어가 아닌 음절 단위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기계 학습 관점에서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 과정은 단

어열이 아닌 음절열이 주어졌을 때 레이블열을 예측하

는 sequence labeling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입력 문장

“예능프 로 틀 어 줘”에 대해 <표 7>과 같이 음절“예”

에 genre-B, 음절“능”에 genre-I를 부여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개체명 인식을 위한 특징으로 음절 및 형태

소 정보를 모두 활용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이와 유

사한 방법을 명사 추출에 활용한 바 있다[8].

Ⅳ. 결 론

본 연구는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의 개요를 소개했고,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이 풀어야 할 문제점을 크게 세 가

지 - 자연어의 모호성, 기존 기능으로는 처리 할 수 없

는 요청, 오류 전파로 인한 성능 저하 - 로 나누고 각

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그

러나 모호성은 자연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기존 기능으로는 처리 할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음성 인식

등의 기술은 아직 완벽히 풀리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류 전파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즉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으며 응용 분야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입입력력 문문장장 “예능프 로 틀 어 줘”

개개체체명명 genre = 예능

BBIIOO 태태깅깅된된 문문장장 [genre-B 예] [genre-I 능] [O 프] [O 로] 
[O 틀] [O 어] [O 줘]

““능능””의의 특특징징

syllable=능 syllable-1=예 syllable+1=능
syllable-bigram=예,능 left-space=false
+syllable-bigram=능,프 right-space=false
...

<표 7> 음절 단위 개체명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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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동향

김 운
ETRI 자동통역
인공지능연구센터

박 전 규
ETRI 자동통역
인공지능연구센터

박 기
ETRI 자동통역
인공지능연구센터

전 형 배
ETRI 자동통역
인공지능연구센터

정 호
ETRI 자동통역
인공지능연구센터

이 윤 근
ETRI 자동통역
인공지능연구센터

윤 승
ETRI 자동통역
인공지능연구센터

Ⅰ. 서 론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수단

이다. 수십년 전부터 인간의 언어활동을 컴퓨터로 모사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산업 사회가 지식 서비스 사회로 접

어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기

술을 음성언어처리기술 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예로는 음성인식/합

성 기술, 대화처리 기술, 자동번역 기술 등이 있다.

음성언어처리 기술은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기술이므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핵심 기술이며 지식 및 정보

서비스의 기반 기술이며 나아가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니만

큼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애플,

구 ,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모두 음성언어처리 기술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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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핵심 기술을 이용한 다양

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출연연구

소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기술 수

준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음성언어처리기술에 대

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음

성언어 기반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음성인식 기술의 최근 동향

모바일 정보서비스의 성장으로 음성인식을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로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편

리한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정보 검색 서비스를 위해 음

성인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사용

자 로그 분석에 따라 음성인식 성능도 지속적으로 향상

되어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

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음성인식 기술 동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성인식 기술은 명령어 인식

의 수준에서 시작하여 낭독체 연

속어 인식, 대어휘 연속어 인식

을 거쳐 무제한급의 자연어 음성인식의 단계로 발전하

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의 패러다임은 스마트폰의 활성

화와 더불어 구 에서 공개한 음성검색 서비스를 기준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7년 이후 다양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필요성과

함께 모바일 환경에서의 빠른 정보검색이라는 요구가

맞물리면서 음성검색 서비스가 개발되어 왔다. 이와 같

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특성 및 화자적

특성을 아우르는 음향 모델링 방법론이 필요하며 사용

자 발화 분석에 따른 언어 모델링 전략을 기반으로 자

연어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다.

2007년 이전이 음성인식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통

계적 방법론을 시도한 시기라면, 2007년 이후는 다양

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통계적 방법론의 한계

를 해결하려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음성인식 기술의

보편적 활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에 따른

인식률의 차이, 주변 잡음에 따른 인식률 저하, 인식대

상 어휘의 제한으로 인한 인식오류 발생으로 볼 수 있

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고 어휘 탐색 공간을 결정하

여 음성인식을 수행하는 방법론이 음성인식 기술 연구

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음성인식 성능 문제를 해결하려

는 시도는 구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 은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방대한 규모의 음성 데이

터 및 텍스트 코퍼스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

여 음향모델 및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채택하

고 있다. 최근 구 의 발표에 따르면 매일 쌓이는 음성

데이터의 양은 한사람이 5~10년 동안 말하는 양에 해

당하며, 텍스트 코퍼스의 양은 음성데이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

계적인 모델링을 수행하는 방법은

기존에 발표된 기술과 크게 다르

지 않으며, 기존에 제한된 데이터

로 성능 개선을 이루지 못했던 것

이 데이터의 확보로 성능 개선을

이루었다는데 의미를 얻을 수 있

다. 음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HMM(Hidden

Markov Model)에 기초로 boosted MMI(Maximum

Mutual Information) 기법 등의 변별학습 기술을 도입

하는 것이고,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은 n-gram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

은 방대한 데이터로 인해 음성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전

사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텍스트 코퍼스에 대한 정확

한 세그멘테이션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전사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upervised 훈련을

넘어선 unsupervised 훈련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초

기 모델은 적은 분량의 전사 데이터를 가진 음성 데이

터를 이용하여 supervised 훈련을 통해 생성하고, 초

기 모델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미전사 데이터를 자동

전사하면서 다양한 신뢰도 척도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음성인식 기술의 보편적 활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에 따른
인식률의 차이, 주변 잡음에 따른

인식률 저하, 인식대상 어휘의 제한으로
인한 인식오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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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후 높은 신뢰도를 가진 데이터를 훈련에 반 하

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semi-

supervised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구 에서 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노력의 대부분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

다. 구 은 음성인식 엔진에 사용되는 모든 음향모델을

이 과정을 통해 4주마다 재학습하고 있으며, 최근의 사

용자 사용 특성을 반 하는 미전사 음성데이터를 주기적

으로 반 하고 있다.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성능 개선

정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꾸준한 성능 개선을 보이

고 있다. <그림 1>은 구 에서 개발한 음성 검색 서비

스의 음향모델 개발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2000 시

간의 전사를 가진 음성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 3

부터 5,000 시간 이상의 미전사 음성데이터를 추가하

면서 꾸준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다[1].

텍스트 코퍼스를 이용하여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구

의 경우 수집한 텍스트 코퍼스로부터 2,300억개의 단

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n-

gram 기반의 언어모델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도출하

다. 초기의 언어모델은 백만개의 어휘를 선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3-gram까지 표현하는 1,500만개의 n-

gram을 구성하 다. 이렇게 구축된 언어모델은 음성인

식 과정의 첫 번째 인식에 적용되고, 첫 번째 인식과정

에서 얻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127억개의 n-gram을

가진 5-gram 으로 리스코어링하는 방법을 적용하

다. 방대한 텍스트 코퍼스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어

휘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선정하고 이를 기

반으로 n-gram 개수를 다양한 단위로 확장하면서 적

용하는 것이다. 결국 언어모델의 방법은 대상 어휘의

선정과 확장 가능한 n-gram의 구성 및 미출현 n-

gram에 대한 스무딩 기법에 따라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음성인식 과정의 효율을 위해 단어

가 아닌 형태소 단위의 어휘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경

우 어휘 선정의 문제와 함께 형태소 단위의 분할도 성

능에 향을 끼치게 된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코퍼스

를 자동 형태소 분할하는 경우 텍스트 자체의 오류와

분할 오류 등이 더해져 의미없는 어휘가 생성되는 경우

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는 형태소 분

할, 어휘 선정 및 n-gram 의 확장 구성에 대한 고려

가 이루어져야 언어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HMM 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향모델의 성능을 개선

하기 위한 DNN(Deep Neural Network) 기술이 최근

에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시도되었던 HMM과 신경회

로망 기술의 결합으로 다중 layer 기반의 신경회로망

학습에 한계가 있어 음성인식 성능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DNN 기술의 개발로 인해

음성인식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DNN을 HMM 과 결합하는 방법은 HMM의 각 state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던

GMM(Gaussian Mixture Model)을 DNN으로 대체하

는 것으로, 특징으로부터 state 확률을 계산하는데

DNN을 적용하는 것이다. DNN의 입력은 10여 프레

임의 음성특징 벡터가 되고 출력은 HMM에서 단위로

사용하는 모든 트라이폰의 각 state가 된다. 10여개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특징벡터열을 입력하여 학습된

DNN의 layer의 모델 파라미터에 따라 최종 출력에서

트라이폰 각 state의 확률값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

용하여 등록된 어휘 단위의 인식결과를 탐색하게 된다.

아래에 있는 <그림 2>는 DNN을 이용하여 특징벡터로

부터 HMM state를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음성특징을 입력으로 하여 RBM(Restricted

Boltzmann Machine)으로 layer 구성하면서 layer 별<그림 1> 음향모델에 따른 구 음성검색 서비스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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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된 layer를 모두 모아

DBN(Deep Belief Network)을 학습하는 것을 pre-

train 이라 하며, 이렇게 구성된 DBN-DNN 모델에

최종 트라이폰 state별 전사정보를 주어 최종 layer를

역전파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하면 최종 DNN 모델

을 얻게 된다. DNN-HMM 구조는 기존의 GMM-

HMM 기법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적용했던 다양한 특

징 정규화 기법 및 변별학습 방

법을 layer 학습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이로 인

해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들을 layer 학습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구 에서는

DNN 기술을 적용하여 음성검색

서비스에 대해 개선된 음성인식 성능을 얻을 수 있었

다. 기존의 GMM-HMM방법으로 5,870 시간 이상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에 적용한 경우 16%의 음성인식

오류율을 보인 반면, DNN-HMM 기술을 적용하여

5,870 시간의 학습 데이터로 12.3%의 오류율을 확

보하 다. 음성 검색이라는 도메인내에서 GMM에 기

반한 방법보다 적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성인식 성능

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2].

Ⅲ. 언어처리 기술의 최근 동향

최근 들어 자동번역, Q/A 시스템, 대화시스템 등 언

어처리 응용 기술들이 점점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

다. 2011년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왓슨`은 제퍼디

쇼에 출연해 역사상 최고 성적을 올린 두 명의 인간과

퀴즈 대결을 벌여 우승을 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바

가 있다. 애플은 스마트폰상에서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음성 대화시스템 시리(Siri)를

출시하 다. 이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는 주요한 이유는

언어처리 응용 기술들이 점점 더 인간중심으로 스마트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언어처리 요소 기

술들의 성능 고도화와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

는 풍부한 언어자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1. 자동번역 기술 및 동향

가가.. 형형태태소소 분분석석 및및 구구문문분분석석 기기술술

형태소 분석 및 구문분석 기술은 많은 자연어 처리의

기반 기술로써 크게 규칙 기반 방법과 통계 기반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통계 기반 분석은 80년대

후반의 IBM의 통계 기반 번역의 대두, 90년대 초반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Penn

TreeBank 구축 등으로 큰 각광

을 받기 시작했다. 

초창기의 통계기반 방식은 입력

과 출력의 joint생성 과정을 함께

모델링하는 생성모델(Generative

Model) 기반 방법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생성 모델은 출력 구조에서 입력문으로의 생성

과정을 엄 하게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질을

임의로 조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그 대안으로, 기

계학습의 분류 접근법 (Discriminative Approach)은

최대 엔트로피 모델 (Maximum Entropy Model)과

2000년도 초반 CRF(Conditional Random Field)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언어처리 연구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다.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그림 2> DNN을 이용한 음향모델 학습 과정

2011년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
왓슨`은 제퍼디 쇼에 출연해 역사상
최고 성적을 올린 두 명의 인간과
퀴즈 대결을 벌여 우승을 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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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접근법은 다양한 자질을 임의로 도입하여 조합

할 수 있다는 점, 출력 과정을 직접 모델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점 등의 강점을 지

닌다. 초창기 대표적인 분류 접근법으로는 Logistic

Regression과 SVM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초기에 이

진 분류나 Multi-class 분류 문제만 취급하는 모델이

었으나, 2000년대 초반 자연언어처리의 일반적인 문

제에 대응되는 구조적 분류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재조

명을 집중적으로 받아 CRF와 SVMstruct등으로 확장

되었다. 

최근 품사 태깅 연구는 다양한 자질을 효과적으로 결

합한 CRF 및 Averaged perceptron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서도 음절기반 CRF기반 방

법이 ETRI와 강원대 및 성신여대 등에서 연구되었다[3].

또한, 순차열 태깅으로 입력문 전체를 동시에 태깅하지

않고, 각각의 단어나 문자를 별개의 분류 대상으로 보

고 개별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point-wise 접근법도 연

구되었다. 한편, 래티스 기반 분류 방법은 전통적인 사

전 기반 형태소 분석 방식에 대해 분류적 접근을 도입

한 방법이다[4]. 이는 주어진 입력문에 대한 래티스 상

에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으로, 사전이 대규모

이고 학습코퍼스가 적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문 분석 연구는 의존파

싱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4]. 의존 파싱은 입력 단어들

간의 의존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으로 구구조 파싱보다 문제가 보

다 간단하다. 의존파싱 방법은

크게 그래프 기반 방식과 전이

기반 방식의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그래프 기반 방법은 입력 단어들을 정점으로,

단어들 간의 의존 관계 여부를 에지로 취하는 방향성

그래프를 만들고, 이에 MST (Maximum Spanning

Tree)탐색함으로써 파싱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다음,

전이 기반 방법은 shift-reduce파싱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 (Action)을 결정하기 위해 분류기를 도입하

는 방법이다. 이들 두 방법은 각각 보다 효과적으로 분

석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다국어 전체적으로 평균을 취할 시에는 서로 엇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추세에 맞추어, 구문 분석 성능 개선을 위

해 웹-기반 자질을 활용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는데, 적

용 결과, 최고 성능의 의존 파서에서도 약 7%의 구분

분석 오류 감소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 말뭉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병렬 말뭉치만을 이용하여 한 언어

의 의존 파싱 모델을 다른 언어로부터 유도해내는 방법

이 구 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나.. 자자동동번번역역 기기술술 동동향향

전통적인 자동번역 방법은 입력문에 대한 형태소 분

석과 구문분석 등 언어적 분석을 거친 후 구문적 변환

을 거쳐 목적언어의 대역문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정교하게 구축된 언어학적 지식(규칙이나 패턴)

에 많이 의존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계적 자동번역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SMT) 기술이 그 주

를 이루고 있다. 통계적 자동번역 기술은 이중언어 말

뭉치로부터 단어, 구(Phrase)단위의 통계적 분석을 통

해 번역 모델과 언어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고, 학습

된 모델에 근거하여 최적의 번역결과를 탐색하는 디코

딩 알고리즘에 의해 번역문을 생

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통계적 자동번역 기

술은 구단위 통계적 자동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고 있지

만, 어순 재배열에 따른 계산 복

잡도 때문에 번역 성능의 한계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선형 순차 모델에서는

구문 단위 기반의 번역 모델과 N-그램 기법의 장단점

을 결합하여 Long-distance 어순 재배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 다. 이 모델은 번역을 선형 순차 오퍼레이

션으로 처리하는 Joint 소스 채널 확률 모델에 기반하

여 번역과 어순 재배열 처리를 한다. 또한, 언어학적인

분석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구단위의 통계적 모델

에서 언어분석 기법이 들어간 구문 단위의 통계적 모델

통계적 자동번역 기술은 구단위
통계적 자동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고 있지만, 어순 재배열에 따른
계산 복잡도 때문에 번역 성능의

한계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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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는 계층적 구기반 모델과 STSG(Synchronous Tree

Substitution Grammar) 모델이 있다. 그 중, 계층적

구기반 모델은 이중 말뭉치에서 synchronous

CFG(Context Free Grammar) 규칙을 추출하여 구단

위 번역 모델에 적용한 반면, STSG 모델에서는 이중

말뭉치의 각 문장쌍을 구문트리 쌍으로 표현하여 변역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구문 기반의 통계적

자동번역 방법은 최근 오픈 소스 기반의 통계적 자동번

역 시스템인 MOSES에서 구문 학습 모델과 구문 디코

딩 모델을 또 하나의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다. 

규칙/패턴 기반의 자동번역은 특정 언어, 특히 어순

이 다른 언어쌍에 대한 번역 성능 향상에 유리한 반면,

통계적 자동번역은 다국어 확장에 유리하다. 하지만,

자동번역 기술은 통계기반 또는 규칙기반만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으며, 현재 자동번역의 한계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어떻게 잘 접목할 수 있는가에 달

려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하이브리딩 방법은 통계적인 방법에 언어적 지

식을 추가하는 패러다임, 규칙기반의 방법에 데이터 기

반 기술을 접목하는 패러다임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

다. 그러나 복수 개의 번역엔진에서 최적의 번역결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용화에 있

어 속도, 메모리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어 기반의 구 , IBM, MS 등에서는 시장 규모의

우위를 바탕으로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 투자 및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시장 확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 은 SMT 기반의 59개 국어 이상의 언어에

대한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을 개발하여 다국어 처리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TRI가 한국어를 중심으로 어, 중국

어, 일본어에 대한 특허문서, 기술 문서 등과 같은 특

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번역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각각의 언어쌍 번역을 위해 별도의 번역 기술이 필요한

형태로 개발되어 다국어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씨에스엘아이

에서는 한/중/일/ 문서 및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의 Systran을 인수하여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자동번역 솔루션은 기존의 문서 자동번역에서 최근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자동번역 응용 솔루션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Facebook은 음성인식과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Jibbigo 앱을 만든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자

동번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Twitter에서는 MS

Bing 자동번역을 이용하여 트위터 어, 아랍어, 이탈

리아어, 스페인어 자동번역을 개시하면서 전세계에 메

시지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

번역 API를 이용해서 채팅 자동번역, OCR 자동번역,

상통화 자동번역 등 다양한 스마트폰 앱들도 출현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개발을 통해

일본어, 어, 중국어에 대한 메신저 자동번역, 음성

자동통번역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ETRI에서

는 지식학습 기반의 언어 확장이 용이한 자동통번역 원

천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5], 이를 통해 스

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 등 주요 유럽어권 언어에

대한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 음성대화처리 기술 및 동향

가가.. 음음성성대대화화처처리리 기기술술

음성대화처리기술은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루어

지는 인지 및 처리 과정의 각 단계가 핵심 기술로서 작

용한다.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 한 후

인식된 결과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

하는 과정을 거치고, 대화처리 단계에서 어떻게 반응해

야 하는 지를 결정한 후, 그에 맞는 시스템 반응을 생

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의 흐름이다. 

전통적인 음성대화 시스템의 경우는 음성합성을 통해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그림 3> 음성대화처리기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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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소리로 다시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음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화면에 결과를

표시해주거나, 로봇처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형태

의 반응까지 모두 시스템 응답으로 포함시킨다. 

나나.. 음음성성대대화화처처리리 기기술술 동동향향

최근의 음성대화 처리 기술의 주요 동향은 도움, 추

천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애플의

Siri가 대표적은‘도움’형 대화처리 기술이며, 구 의

Now가‘추천’형 대화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도움’형 대화처리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대화처리 기술이 그 행위에 대해 대화를 통해 쉽

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애플 Siri

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팅형 Agent로 대중에 알려졌지

만, 보다 핵심 기술은 대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기본

적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즉, 전화

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자주 사용하는 알람

예약기능 등을 자연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하는 것이다. Siri의 는 대화처리의 핵심 기술의 하나

로 Active Ontology를 사용한다. Active Ontology는

기존의 Ontology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써, 대화

도메인의 개념, 테스크 플로우, 대화 상황 등을 온톨로

지 형태로 표현한 후 이 지식이 실행 타임 때 검색이

나, 알림 같은 실제 서비스와 연계되어 작동하게 된다.

‘추천’형 대화처리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있거나 행

위를 할 때 그 상황에서 가장 좋

은 결과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

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나 컨

텐츠 검색과 대부분 연계되며, 기존의 단순 키워드 질

의 방식을 자연어를 통한 대화형 검색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 구 의 Now 서비

스와 삼성전자의 S-Recommendation이 있다. 

구 Now의 경우 기존의 Voice Search 기능의 키워

드 질의 검색을 자연어 질의 검색 수준으로 향상 시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How’s the weather’

를 구 에 검색하게 되면, 해당 단어들이 많이 나타난

문서가 검색되는 것에 비해, 음성으로 검색을 시도하게

되며, 가장 상위에 현재 날씨가 요약되어 나타난다. 구

의 Conversational Search 기능은, 이전의 질의 결

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검색을 대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로 전의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편리

하게 부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구 Now 는

단순 사용자 발화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 사용이력,

교통정보 등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S-Recommendation 기술은 스마트 TV

의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TV 프로

그램, 동 상 등을 사용자의 자연어 발화 그리고 제스

쳐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멀티모달

대화형 시스템이다. 자연어 발화를 통해 컨텐츠를 추천

받고 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어 발화(First one,

Second one, ...)나 손의 제스쳐를 통해 선택하거나

다른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

Ⅳ. 국내의 대표적 상용화 사례

1. 자동통역 서비스

자동통역 기술은 언어가 서로 다른 상대방간에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자동통역 기술은 음

성인식, 자동번역, 음성합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기

술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자

동통역 대상 언어마다 각각의 핵

심 요소기술을 개발해야 하므로

고난이도의 복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요소 기술

외에 자연언어이해 기술 및 UI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

페이스 관련 기술도 자동통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가가.. 자자동동통통역역 서서비비스스 개개요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2년 10월 /한, 한

/ 자동통역 시범 서비스(지니톡)를 처음으로 시작하

다. 이후 2013년 4월 일/한, 한/일 자동통역 서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2년
10월 /한, 한/ 자동통역 시범

서비스(지니톡)를 처음으로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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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추가하 고, 12월에는 한/중, 중/한 자동통역으

로 그 대상 언어를 확장한 바 있다. 현재 iOS와

Android OS 환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실행 화면

은 <그림 4>와 같으며 다운로드 건수는 170만 건에

달한다. 국내 이용자가 약 80%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198개 국가에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1,000명 이상인 국가도 18개 국가에 이를 정도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지니톡의 경우 한국어, 어, 일본어 음성인식 엔진

은 세 언어를 합쳐 동시에 160명이 수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 음성인식 엔진의 경

우에는 20명의 동시 접속자를 지원하고 있다.1)

자동번역 엔진의 경우 각 언어쌍 별로 동시 접속자

16명을 수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텍스

트만을 그 처리 대상으로 하므로 수행 속도가 음성인식

엔진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음성합성 엔진의

경우 한/ 자동통역 서비스 사용자가 많은 것을 고려

해 어의 경우 10채널, 나머지 언어는 5채널을 지원

하고 있다. 현재 지니톡 서버에는 서비스 시작 이후 월

평균 290만건의 자동통역 로그가 축적되고 있다. 이

렇게 확보된 로그는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 엔진의 성능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나나.. 음음성성인인식식 엔엔진진

지니톡에 채용된 음성인식 엔진은 HMM 기반의 음

향 모델과 n-gram 기반의 언어 모델을 채택하고 있

다. 그리고 디코더는 wFST(weighted Finite State

Transducer)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한국어 음향 모델의 훈련에는 전체 768 시간 분량의

음성 DB가 사용되었다. 여기에 잡음 환경에서 강인하

게 동작할 수 있도록 SNR 5~15 dB의 실제 환경 잡

음을 무작위로 섞어 전체 1,424시간 분량의 음성 DB

를 사용하여 훈련하 다. 음성 신호는 10ms마다 프레

임을 이동하며 20ms 단위로 특징 추출을 실시하 고

특징 계수의 경우 MFCC 53차를 사용하 으며 이후

triphone-tying 후의 GMM(Gaussian Mixture

Model) 개수는 32개까지 늘렸다. 특기할 만한 것은 자

동통역을 위한 음성인식 엔진이 스마트폰에서의 대화체

음성인식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음향 모델 훈련에 사

용한 음성 DB 중 61%를 스마트폰 채널의 대화체 데

이터로 구성하여 최대한 사용 환경을 일치 시키도록 하

다는 점이다. 어, 일본어, 중국어 음향 모델도 훈

련에 사용한 DB의 구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 다.

지니톡 언어모델은 대화체 자동통역에 초점을 맞추어

여행/일상 관련 대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하 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 언어모델용 말

뭉치를 수집하 다. 첫 번째로는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 자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

여 문장을 발화하거나 작성하도록 해 이를 DB화 하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1) 중국어 음성인식 엔진의 경우 타 음성인식 엔진에 비해 동
시 접속 사용자 수가 적은 것은 아직 서비스를 개시한지
오래 되지 않아 사용자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음성
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6가지 다른 LM에서 생성된
음성인식 이미지를 동시에 탐색하여 다중 음성인식 결과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4> 자동통역 앱‘지니톡’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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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동향

다. 이렇게 수집된 DB는 한국어의 경우 약 50만 문장

에 달한다. 이는 여행/일상 상황을 가정하고 외국인간

에 통역사를 통해 대화하거나, 같은 언어 사용자끼리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으로 역할을 설정해 대화하거나,

또는 혼자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해 수집한 것이다. 이 중 일부는 번역을 통해 다른 언

어 음성인식 엔진의 언어 모델링에도 사용하 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BTEC(Basic Travel Expression

Corpus)[6]을 비롯해 여행, 일상 생활, 비즈니스, 항공,

호텔, 교통, 의료, 미용, 레스토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회화 예문에 대해 한국어의 경우 약 180만 문

장을 수집하 다. 마지막으로는 드라마/ 화 자막, 블

로그, 일반 도서 등에서 약 540만 한국어 대화체 문장

을 수집하 다. 지니톡의 경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인원 6,000명 이상을 동원하여 다양한 문장을 수집

하 다는 점과 여행/일상 대화 텍스트가 언어 모델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다른 자동통역 시스템과 큰 차

별성을 지닌다. 어, 일본어, 중국어의 경우도 텍스트

의 구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축한 후 이렇

게 수집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back-off 기반의 tri-

gram 언어 모델을 구성하 다. 

통상 음성인식엔진은 테스트 환경 및 평가 문장의 구

성에 따라 성능에서 많은 편차를 보인다. 지니톡의 경

우 현재 서비스 중인 음성인식 엔진은 사무실, 대로변,

골목, 식당 등에서 각 2,000발화씩의 대화체 여행/일

상 역 테스트 문장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적으로 한국어 및 어 음성인식 엔진은 90% 초반대

의 단어 인식률을 보이고 일본어는 80% 후반대의 단

어 인식률을 기록하 다. 중국어의 경우 사무실 환경에

서는 80% 후반대의 단어 인식률을 보이나 아직 잡음

환경에서는 조금 취약한 상태이다.

다다.. 자자동동번번역역 엔엔진진

자동번역엔진의 경우 한/일, 일/한 자동번역의 경우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법론을 도입하 고, 한/ , /한

및 한/중, 중/한 자동번역은 규칙 기반 자동번역 방법론

을 채택하 다. 통계 기반 자동번역 방법은 언어 간의

유사성이 높을 경우 비교적 높은 번역 성능을 담보할 수

있고 또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언어 간 유사도가 높은 한/일, 일/한 자동번역 엔

진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확보한 여행/일상 역 대역 말

뭉치를 중심으로 통계기반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성하

다.[7] 이 때 Translation Model 용으로는 250만 대역

문장을 사용하 고 특히 이 중 189만 문장을 여행/일

상 역의 대화체로 구성하여 지니톡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여행/일상 분야의 대화체 번역에서 높은 성능을 나

타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Language Model 용으로

는 한국어 1,579만 문장 및 일본어 1,333만 문장을

사용하여 훈련하 고 이후 다양한 후처리 규칙을 도입하

여 SMT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의문문, 부정문 등의

번역 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한 편으로

언어간의 유사도가 낮은 경우에는 신뢰도 있는 통계 정

보를 획득할만한 말뭉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언어간

의 특성이 달라 자동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해소

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 , /한, 한/중, 중/한, 번역

엔진의 경우 패턴 기반 자동번역 방법론을 채택하 다.

패턴 기반 자동번역의 경우 기존 규칙 기반의 자동번역

기에 대용량의 문형 패턴 및 용언구 번역 패턴, 명사구

번역 패턴 등 다양한 패턴 지식을 추가하여 대화체에 특

화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자동번역엔진은 각 언어쌍별로 여행/

일상 분야에서 80~88% 정도의 번역 성능을 보인다.

음성인식엔진의 경우 결과가 틀리더라도 멀티모달을 이

용한 수정 기능을 제공하므로 자동통역 성능은 자동번

역엔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니

톡의 경우 다음 절에서 설명할‘다른 번역 결과’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동통역시스템과 차별성을 가지

고 있다. 번역 오류가 존재하는 문장에 대해‘다른 번

역 결과’검색을 실시할 경우 검색 성공률이 20.1%에

달하므로 실제 사용자들의 체감 성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라라.. 지지니니톡톡의의 부부가가 기기능능

지니톡은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을 통한 자동통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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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외에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른 부가 기능들을

제공한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다른 번역 결과’이다. ‘다른 번

역 결과’는 음성 인식 문장에 대

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2백만 문

장 이상의 대용량 예문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해 그 결과를 표시하

는 기능이다. 인식된 문장에‘다

른 번역 결과’가 존재할 경우 검

색된 예문의 숫자가 인식된 문장 옆에 아이콘으로 표시

되고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그림 5>처럼‘다른 번

역 결과’검색 예문이 표시된다.

‘다른 번역 결과’는 단순히 TM(Translation

Memory)을 검색한 결과가 아니고 입력문에서 주요 키

워드를 추출한 다음 키워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를 이용해 유사도별 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기번역된 예

문DB를 검색한 결과이다. 또한 고유명사의 경우‘인

명’, ‘상호명’, ‘지명’등의 해당 속성 기반으로 클래

스화하여 대표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검색 성공률을 높

이도록 하 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 통역 대상 외국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지니톡 메인 화면에서‘합성음 듣

기 & 발음 보기’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통해 통

역된 문장을 다시 듣고 따라 읽어볼 수 있어 합성음만

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기능은 해당 발음을 한

을 이용해 표시하고 있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이 한

자 또는 가나로 표기되어 문자 자체를 읽을 수 없는 경

우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지니톡의 UI 곳곳에는 사용자의 경험을 고

려한 디자인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메인 통역 화면도

통상의 SMS, 메신저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해 사용자

가 익숙하게 히스토리 기반의 대화형으로 자동통역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또 지니톡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친근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사용법에

대해 말풍선으로 가이드함으로써 지니톡의 다양한 기능

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외에도 사용자

가 자주 쓰는 예문들을 미리 저장해 놓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북마크 기능, 음성

인식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손쉽

게 음성인식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문장 편집 기능, 자동통역

결과를 타 앱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문장 복사 기능 등도 제공하

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발견한

자동통역 오류를 바로 연구자에

게 피드백할 수 있는 오류 신고 기능을 채택해 사용자

의 피드백을 자동통역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록된 사용자의 피드백은 24만 여건

에 이른다.

지금까지 지니톡을 통한 대국민 자동통역 시범 서비

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ETRI에서는 이렇게 시범 서비

스를 통해 확보한 자동통역 로그를 기반으로 자동통역

원천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는 한편 자동통역 대상

을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유럽어권까지 확대해 국민

편익 증진 및 국민 화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대화형 어 학습 서비스인
지니튜터는 원어민 교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 말하기 연습을
수행하며, 어표현학습, 문법및발음
교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음성언어
기술 기반 어 학습 서비스 이다.

<그림 5> 다른 번역 결과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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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동향

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 음성인식 어학습 서비스

대화형 어 학습 서비스인 지니튜터는 원어민 교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 말하기 연습을 수행하며,

어 표현 학습, 문법 및 발음 교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음성언어기술 기반 어 학습 서비스 이다. 이 서

비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시

제품 단계에 있다. 본 서비스는 어 학습 요소 중 말

하기 학습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 으며, 한국인 어

발음 특성을 고려한 발음 클리닉과정과 다양한 상황에

서의 어 말하기 표현 및 대화 문장을 학습하는

Think & Talk 과정, 주어진 사진이나 그래프를 보고

말하기 표현을 학습하는 Look & Talk 과정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가가.. 한한국국인인 어어 발발음음 특특성성을을 고고려려한한 발발음음클클리리닉닉

한국어 발음 특성과 한국인의 어 발음 특성을 고려

하여 발음클리닉이 총 30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소리를 학습하는 basic level, 한국인이 유의해

서 발성해야할 발음을 학습하는 intermediate level,

한국어와 다른 조음현상을 배우는 advanced level 로

나뉜다. 

발음클리닉은, (a) 학습할 소리 직접 발성 (b) 동 상

강의 (c) 각 소리/단어/문장에 대한 음성인식 기반 학습

(d) 학습한 음성 재생 (e)학습한 소리에 대한 문장 단위

평가로 진행 된다.

음성인식 기반 학습이 진행되는 발음클리닉을 위하

여, 한국인 어 음향모델을 이용한 음성인식 적용, 각

음소 및 학습 음소에 대한 발음 평가 점수 획득, 발성

단어 및 문장에 대한 억양 점수 획득, 원어민 발성 음

성과의 비교를 통한 학습자 음성에 대한 점수 계산 등

의 기술들이 적용되었다. 

나나.. 어어 표표현현 및및 대대화화학학습습

어 표현 및 대화 학습 과정인 Think & Talk,

Look & Talk 교육 과정은 어 연속어 음성인식 기

술, 어 대화 처리 기술 및 언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

여 개발되었다. Think & Talk 은 대화의 난이도, 문

장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Level 1, 2로 나누어지며, 각

6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진다. 각 레슨에서는 특정한

주제, 상황이 주어지고, 해당 주제 상황에의 다양한 조

건을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문장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ook & Talk 은 난

이도를 고려하여 총 11개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진다.

Look & Talk 과정의 레슨에서는 사진, 그래프, 팜플

렛 등이 주어지고 해당 이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문장 표현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각 레슨은 (a) 핵심 표현 학습(Key express) (b) 오

디오 강의(Lecture) (c) 프리뷰(Preview) (d) 문장 연습

(Practice) (e) 대화 학습(Challenge) 단계 로 진행된

다. 프리뷰 단계에서는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 값

을 학습자가 선택하게 되며, 학습자는 학습할 때마다

서로 다른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문장 표현을 학

습할 수 있게 된다. 문장 연습 단계에서는 주어진 대화

를 구성하는 가장 적합한 문장을 원어민 발성을 듣고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Listen and Repeat와

Role Play를 연습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대화 학습 단

계에서는 시스템 질문에 학습자가 적절히 대답하고, 이

에 대한 지니튜터의 피드백을 받으며 대화를 진행해 나

가며 학습을 진행한다. 

Think & Talk 학습 과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시스

템이 질문을 던지고, 학습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함으

로써 어 표현 능력을 학습한다. 학습자가 발성한

어 문장을 연속어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인식을 수

행하고, 인식된 문장에 기반하여 학습자 문장의 내용이

적합한지,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표현적인 오류가 있

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문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하고, 적절한 정답 표현들을 제시하여 주어진 상황에

서 적절한 문장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Look & Talk 학습 과정은 인물, 장소, 매뉴얼, 바

그래프, 파이 그래프가 주어지고 학습자는 해당 이미지

에 대한 시스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함으로써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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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표현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다다.. 한한국국인인 어어에에 강강인인한한 어어 연연속속어어 음음성성인인식식 기기술술

지니튜터는 어 대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

연속어 음성인식을 수행한다. 그러나, 어 학습자의

경우 부정확한 어 발음과 불완전한 문법으로 발성을

하게 된다. 이에 한국인 어에 강인하게 인식할 수 있

는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인 어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이 발성한 어 문장 DB를 구축하여 음향모델

학습에 반 하 다. 또한 한국인이 쉽게 유발하는 발음

오류를 모델링하여 한국인 어에 맞는 발음사전을 생

성하 다. 

어 학습자가 유발하는 문법적 오류에 강인한 음성

인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자 오류를 반 한 언어모

델을 학습하 다. 문법 오류는 명사의 단복수 오류, 동

사의 인칭 오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오류를 포함한다.

주어진 도메인에 대해 자주 유발하는 학습자 오류는 오

류 메모리로 모델링 하고 이에 대한 오류 코퍼스 역시

생성하여 학습에 반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

습자가 흔히 유발하는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는 언어모

델을 학습하 다.

라라.. 시시각각정정보보 기기반반 어어 회회화화 유유도도 대대화화 기기술술

비원어민 학생의 경우 어 대화상황에서 어떠한 내용

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몰라서

회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

어 회화를 유도하기위해 대화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사전에 모국어로 검토 및 결정하도록 하여 내용적인 측

면에서 교육 가이드를 주는 방법과 대화 중에 나타나는

표현 오류를 바탕으로 어떤 표현을 해야 더 적절한가를

계속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대화 끝까지 발화를 이어나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구현하 다.

<그림 6>에서 보듯이, 특정 대화 주제를 선택하게 되

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할 것

인지를 모국어로 선택하거나 그림으로 표현되어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대화

중간에 말할 내용이 표시되어 대화의 흐름을 잊지 않도

록 유도한다. 

대화 중간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모르거나 오류가 있

는 부적절한 발화를 하 을 때 시스템이 상황에 더 잘

맞는 표현을 가이드 해줌으로써 학습자가 적절한 표현

을 사용하여 대화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다. <그림 7>을 보면, 학습자가 단순히“a rocking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그림 6> 시각정보 기반 대화 유도 예시

생각하며 말하기에서의 대화 결정

보고 말하기에서의 그림 표현

대화 중간에서의 내용 가이드

<그림 7> 지니튜터 학습시스템 피드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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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동향

char”라고 답변하 을 때, 어교육 대화 시스템이 구

체적이며 완결된 형태의 문장 표현을 제시해 줌으로써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다.

마마.. 대대화화 시시스스템템 평평가가

어 교육 대화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자, 태스크, 측정 기준을 사용하 다.

● 실험자: 30명으로 어 토익 실력을 토대로 초

급:중급=1:1의 비율로 선정하 다(초급은 토익

500점 이하, 중급은 토익 501~900점 이하로

선정하 다)

● 태스크: 실험자는 Entertainment, Food, Work,

People, Place의 5개 도메

인에 대해 지니 튜터와 대

화를 실시한다.

● 측정 기준: 평가자는 실험

자의 발화 로그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측정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 다.

■ 태 스 크 성 공 률 (Task

Success Rate)=성공한 태스크수/전체 태스크수

■ 대화턴 성공률(Turn Success Rate)=정확한 시스

템 반응수/전체 시스템 반응수

■ 오류 정정률(Error Correction Rate)=시스템의

정확한 오류 수정수/오류가 있는 사용자 발화수

상기와 같은 측정 기준을 토대로 어 교육 대화 시

스템을 평가한 결과, 태스크 성공률은 90.67% 으며

대화턴 성공률은 92.16% 다.

3. 대화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차량 환경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중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뤄져왔고, 따라서 많은 종류의 음성 인터페이

스 제품이 이미 상용화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지금까

지의 차량 환경 음성 인터페이스 제품은 대부분 단말

내장형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명령어 인식 또는 목

적지 인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최근 들어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성 인식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치

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보다 종래의 명령어 위주가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음성 대화

를 통하여 사람-기계간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자하는 수

요가 급증하 다. 또한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함께

차량 환경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짐

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음

성인식이 차량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본 과제에서는 차량환경에 특화된 서버-클라

이언트 기반 차량환경 대화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스

템을 개발하 다. 

대화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스

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

용자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대화를 통하여 질문을 하고 시스

템이 대화를 이해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줘’라고 발성하는 경우‘서울’지역에 있는‘국립

중앙박물관’이라는 지명을 찾는다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지명을 목적지로 제시하게 된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역은 <표 1>과 같은 다섯

개의 역으로 제한하지만, 음성인식의 경우 이외의

역에 대해서도 딕테이션 수준의 음성인식 성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역역 예예

경로설정, 
주변검색

이마트를 찾아줘, 우리집으로 가자, 가장 가까운 주
유소 안내해, 하나은행 경유해 등

경로 정보 얼마 남았지,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등

교통정보 올림픽대로 막히나, 현재 경로 앞에 사고가 있나 등

날씨정보
대구 날씨는, 내일 서울에 비가 오나, 오늘 운동해도
좋을까 등

DMB MBC 틀어줘, 프로야구 보여줘, 등

명령어 음악 틀어줘, 음악 꺼, 지도 띄워줘 등

<표 1> 대화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서비스 역

대화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대화를

통하여 질문을 하고 시스템이 대화를
이해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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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대대화화형형 내내비비게게이이션션 서서비비스스용용 음음성성인인식식 기기술술

대화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는 우선 차량 환경에 특화된 음성 인식 시스템이 필요

하다. 대화 인터페이스의 전체적인 성능은 내장된 음성

인식 시스템의 성능에 좌우되므로 높은 성능의 음성 인

식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환경에 특화된

음성 인식 시스템의 기능별 구조도를 <그림 8>에 나타

내었다.

전처리 모듈은 음성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인식에

필요한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모듈로 다음과 같은 기능

을 수행한다. 첫 번째 기능은 잡음 제거 기능으로 입력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주요 잡

음원인 주행 및 공조 잡음은 정적 잡음으로 Wiener 필

터가 잘 동작하여 잡음 환경에서의 음성 인식 성능은

크게 개선되나, 정차 환경에서의 음성 인식 성능이 저

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조용한 환경의 경우

Wiener 필터가 잡음제거보다는 음성 왜곡에 더 큰

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신호의 앞부분을 이용하여 현재 발성 환경이 잡음

환경인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자동 잡음 제거 기능을 추

가하 다. 개선된 잡음 제거 알고리즘에서는 음성 신호

의 초기 일정 신호를 분석하여, 신호 레벨이 일정 문턱

값보다 크면 잡음 환경으로 간주하여 Wiener 필터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Wiener 필터를 적용하지 않

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시 인식 성능과 조용한

환경에서의 인식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로 입력된 신호 중 발성구간을 검출하는 끝점 추출기능

으로 종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 다. 세 번째 기능은

입력 신호를 인식에 적합한 특징 벡터로 변환하는 특징

추출 기능이다. 음성인식에 위한 특징으로는 새롭게 개

발된 53차 MFCC를 적용하 다[8].

대화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음성 인식

용 음향 모델은, POI 인식과 함께 정보 조회 목적의 대

화형 음성 인터페이스를 위해 연속어 음성 특성이 반

되도록 훈련용 음성 DB를 구성하 다. 훈련용으로 사

용된 음성 DB의 구성은 딕테이션 역 음성 DB 750

시간 분량과 정보검색 로그, 숫자음 및 POW 350 시

간 분량으로 총 약 1,100시간 분량의 음성 데이터 및

대응되는 전사문으로 구성되었다. 1차 음향 모델은

SMS/트위터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딕테이션 인식에

사용한 일반적인 음향 모델로 주로 조용한 환경에서의

음성 인식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잡음 환경에서의 음

성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1차 음향모델을 기본

으로 자동차 환경 잡음 신호를 가산하여 음향 모델을

훈련하여 2차 음향 모델을 구축하 으며, 이후 다중

공간 GMM 기반의 음향 모델을 구성하여 정차 환경과

주행환경에서의 음성 인식 성능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2 차 음향 모델을 구축하 다. 여기에 추가로 주행 환

경에서의 성능 개선을 위해 실제 자동차 주행 환경에서

수집된 8 시간 분량의 소량의 음성 DB를 이용하여 최

대 사후 추정확률 방식으로 적응하여 최종적인 음향 모

델을 구축하 다. 적응 훈련은 소량의 음성 DB로도 실

제로 서비스하는 환경에서 큰 성능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화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기존의 자유 발화 인식 기능에 덧붙여 내

비게이션 사용을 위한 목적지명이 인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목적지명은 그 개수가 300만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또한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

어들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의 빈도가 높다. 이러한 단

어들이 포함된 코퍼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 모델 생성을 위한 단어의 출현 확률을 추정하는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그림 8> 대화 음성 인식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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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동향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 인식

시스템은 두 가지 종류의 언어모델을 적용하 다. 첫번

째는‘OOOO 검색해줘’와 같이 일반 사용자가 내비게

이션 사용 환경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할 것 같은 문형

내에서 인식하는 언어 모델로 JSGF 문법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JSGF 문법을 이용할 경우 그 문형을 사전

에 쉽게 설계하고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문법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발성한 경우

더 높은 인식 성능을 갖는다. 둘째는 이러한 문형을 벗

어나서 비교적 높은 자유도로 발성하는 경우를 인식하

기 위한 언어모델로 300만개 이상의 목적지명을 12

만 형태소로 나누고 정보조회 서비스 및 일반 딕테이션

역의 어휘를 포함하여 서비스 역에 맞도록 최적화

된 n-gram 언어 모델을 생성하

다. N-gram 방식의 언어 모

델은 어떠한 형식의 입력이든 비

교적 높은 성능의 인식 성능을

보이는 반면, JSGF 방식의 언어

모델은 정해진 입력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그렇지 않은 입력

에 대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인

다. 대화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필수적

이므로, 실제 시스템에서는 두 언어모델 기반의 인식기

를 동시에 수행하여, 신뢰도를 계산한 후 신뢰도가 높

은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 으며, 두 인식기의 특성을

반 하여 적절한 수준의 가중치를 두어 최적의 인식 성

능이 나오도록 설정하 다.

대화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차량 환경에서 운전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경우 1명의 사

용자만 사용하므로 화자 적응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응용 분야이다. fMLLR 방식의 화자 적응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며 각 화자별로 인식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

우에 한하여 인식 결과 및 입력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발

화 단위로 화자 적응을 적용하 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화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 인식

에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수 백 만개의 목적지명을

인식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 음성 인식 결과로부터 대화 이해 모듈의 결과를 도

출하고, 대화 이해 모듈의 분석 결과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목적지명에 해당하는 경우 이 구간의 음성

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N-best인식할 대상

이 정해지면 먼저 저장된 특징 벡터열로부터 모노폰 열

을 인식하고, 인식된 모노폰 열로부터 lexical 탐색을 통

하여 인식 대상 어휘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대상 어

휘로부터 트라이폰 인식을 수행하여 rescoring하여 최종

적으로 N개의 인식결과를 도출해낸다.

나나.. 대대화화형형 내내비비게게이이션션 서서비비스스를를 위위한한 대대화화처처리리 기기술술

앞서 설명한 5개 역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정보서

비스에 필요한 대화모델을 위해,

47개의 대화의도 타입과 의미망

을 정의하 다. <표 2>는 각 분야

의 대표적인 대화의도들을 보이고

있다. 

정의한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대

화를 이해하고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의미망은 먼저 크게 클래스

(class)와 각 클래스의 자질을 표

현하는 슬롯(slot)으로 구성된다.

클래스는 상하위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자질은 문

자열, 수 등이나 클래스를 값으로 가질 수 있다. 본 과

제에서는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어 단어로 기

술하고, 슬롯은 소문자로 구성된 어 단어로 기술하며

관관련련 분분야야 대대화화의의도도 타타입입

경로 설정, 
주변 검색

introduce

경로 정보 request(time), request(distance) ... 

교통 정보 request(Traffic.info)

날씨 정보 request(Weather.info) ...

DMB play

명령어 execute, end

<표 2> 분야별 대화의도 예

스마트TV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주요 가전사
뿐만 아니라 구 및 다음커뮤니케이
션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 애플 및

마이크로소트와 같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략적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는 주요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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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클래스명을 앞에 붙여 다른 클래스의 유사 슬롯

과 구분한다. 차량용 정보서비스용 한국어 대화모델에

는 6개 도메인에 대해 상기 10개 클래스와 100 슬롯

으로 구현하 다. 대화모델에 필요한 사용자 발화를

14,000여 발화를 수집하고 상기 대화의도와 의미망

으로 태깅하 다. 차량용 정보서비스용 한국어 대화모

델에서 대화관리를 위한 계층 태스크 그래프의 경우 복

합 태스크로 구성되지만 각각 태스크의 복합적 작용이

적어서 태스크 간의 순차적 나열이 적도록 최적화하게

구성하 다. 또한, 계층 태스크 그래프의 태스크에 수

행할 시스템 대화에 대해서는 대화라이브러리를 구축하

다.

4. 스마트 TV 음성 인터페이스

최근 수년동안 스마트 기기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스마트 기기에 채용되는 음성인식 기술도 점차 그

사용 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시장도 확장 일로에 있

다. 스마트TV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주요 가전사 뿐만 아니라 구 및 다음커뮤

니케이션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 애플 및 마이크로소

트와 같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갖

고 전략적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는 주요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다.

<그림 9>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시한 차세대

스마트TV 개요도로서, TV와 인터넷의 결합을 기반으

로 이용자 친화적인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어

가 가능하고, N-스크린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 컴퓨

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기반의 생태계로 요약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음성인식 전문업체인 Nuance

의 서버형 솔루션을 통해 음성 및 동작 인식을 포함하

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자사의 기본 UI/UX로 기본

적용하고 있다. 구 은 자사의 크롬, 유튜브, 구 플

레이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구 TV 플랫폼을 공개

하고 독자적으로 구 셋탑을 출시하는 한편 가전사와

의 제휴 모델도 공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음성

인식과 Kinect 등 제스처 인식 모듈을 통합한 셋탑인

Xbox를 공개하여 멀티모달을 강조한 UI/UX를 강화하

는 사업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애플은 스마트폰상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대화형 개인비서인 Siri를 기반으로,

2014년 출시 예정인 애플 iTV 플랫폼에 기본 UI/UX

로서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멀티모달로 사용되는 음성 및 동작 인식의 주요

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이들 두 모달

리티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가.. 스스마마트트TTVV용용 음음성성인인식식 기기술술

스마트TV에 적용되는 음성인식 기술은 통상 서버/클

라이언트 방식과 내장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

버의 경우 충분한 계산 자원을 기반으로 복잡한 자연어

형 질의-응답이나 대화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내장형

의 경우 제한된 계산 자원에 따라 명령/제어를 위한 소

규모 어휘나 간단한 검색 서비스를 지원 가능하다. 이

러한 서비스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스마트TV를 위한 음성인식 적용 시 고려 사항은 가

장 먼저 TV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음향효과, 가정 환경

▶ ▶ ▶ 정 호 , 전 형 배, 박 기 , 박 전 규, 김 운, 윤 승, 이 윤 근

<표 3> 음성 인식과 동작 인식의 장단점 비교

구구분분 음음성성인인식식 동동작작인인식식

장점

복잡한 명령 가능
정보검색 등 지식서비스에
적합
어두운 곳에서 사용 가능

원거리 제어가 가능함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도 가
능함

단점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사용
어려움
원거리에서 사용 어려움

단순한 명령만 가능
어두운 곳에서 사용 어려움

<그림 9>  차세대 스마트TV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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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동향

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잡음을 가정한 잡음 처

리 기술이다. 즉 TV에서 출력되는 소리와 생활 잡음

등이 발성자의 목소리와 혼합되어 마이크로폰에 입력됨

으로써 음성인식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응형 잡음 제거(adaptive noise cancel)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야만 하는 음성인식의 기술 특성

상 입력 장치로서 스마트폰이나 마이크로폰이 탑재된

리모트 콘트롤 장치를 사용하는 것 외에 TV 단말에 마

이크로폰을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보통 TV와 사

용자와의 거리는 3~5미터 또는 그 이상 격리되어 있

으므로 사용자 음성이 마이크로폰에 도착되면서 급속이

음압이 감쇄되면서 주변 소음의 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보통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사용

한 빔포밍 기법을 이용하거나 하여 고도의 지향성 입력

조건을 구성해야 한다.

하드웨어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음성인식 엔진

에서 적용하는 어휘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음성검

색이나 받아쓰기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어휘는 인식이 불가

한 음성인식 기술의 특성과 수시로 변화하는 프로그램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송사의 방송 정보 또는

VOD 콘텐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 하여 음성인식용

리소스를 구성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음성인식 엔진은

대용량 어휘에 따라 인식용 문법 네트웍을 실시간 또는

최단시간내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이 필수

적이다.

방송 정보 서비스를 위해 프로그램명에 대한 이형태

생성이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해를 품은 달”이라는 방

송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검색 패턴은“해품달”등과

같이 첫음절 만을 적용하거나 심하게 축약된 검색이 일

반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방대한 양의 방송 콘텐츠를

대상으로 음성인식용 어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등의

이형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이나 패턴 기

반의 생성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프리즌 브레이

크 시즌 1의 17회”등에서와 같이 보통 회차 정보, 제

목, 소제목 등의 프로그램명 구성 단위를 인식하고 활

용하여“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 17회”,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등과 같은 이형태 후보들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가정이나 기타 장소나 공히 스마트TV는 연령, 성별

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별 사용자의 음성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화자의 음성을 누적하여 사용할수록 성능이 개선

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응형 화자 음성

학습 기술이 적용된다.

음성 검색이나 받아쓰기와 같이 언어 모델 구성을 위

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역과 달리 TV 환경에

서의 음성 입력 패턴이나 양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

가능한 텍스트 코퍼스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

<그림 10> 음성인식 서비스를 위한 기술 구성도

<표 4> 서버형 및 내장형 음성인식기술의 적용성 비교

구구분분 특특징징 서서비비스스

서버형

풍부한 계산 자원으로 제한
없는 서비스 가능
단말 수요에 따른 서버 비
용 증가

자연어 질의형 문장 인식
대화형서비스, 매쉬업서비스
음향/언어 모델 학습에 따른
음성인식 성능의 지속적 향
상 가능

내장형

저속CPU 및 자원제약으로
인한 서비스 제약
네트웍을 사용치 않아 저가
형 서비스 가능

명령/제어 기능 : TV제어,
앱 구동, OSD 제어
EPG 검색 : 프로그램, 출연
자, 장르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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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자 양태 분석 및 전용 언어 모델 구성을 위한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태깅하여 음성인식용 언어 모

델을 구성해야 한다.

상기의 적용 기술을 고려한 음성인식 엔진의 런타임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도해하면 <그림 10>과 같다[9]. 음성인식에서 사용하는

지식은 크게“단어 모델”과“언어 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어 모델은 비교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지식

이며 언어 모델은 동적으로 변경되어 지는 지식이다.

다양한 화자의 다양한 음성 정보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으로 학습되어 저장된 음향 모델과 발성 모델은 콘텐츠

또는 EPG 서버로부터 확보되는 동적 프로그램 정보와

결합되어 일차적으로 단어 모델을 생성한다. 또한 이와

같은 수준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문법/ 역 모델에

따라 언어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단어 모

델과 언어 모델을 통합하여 FST 기반의 런타임 이미지

를 생성한 후 음성인식 엔진의 런타임 콤포넌트인 디코

더에서 이를 사용하여 인식을 수행하게 된다[10].

나나.. 스스마마트트TTVV 음음성성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시시스스템템의의 구구성성도도

<그림 11>은 음성인식 엔진에 기반하여 실제 음성 인

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9].

<표 4>에 따라 내장형 엔진은 명령/제어나 고립어형

태의 프로그램명 검색을 수행하고, 서버는 대어휘로 구

성되는 자연어 형태의 음성을 입력받아 서비스를 수행

하는 과정이다.<그림 11>에 따른 대략의 서비스 흐름

을 정의하면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음성언어처리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동향과

사업화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간

단히 살펴보았다. 

음성언어처리기술 관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한 서비스와 앞으로 전망되는 지식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기술의 중요성은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기술은 언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

이므로 독자적 언어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

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어 기반의 지식서비스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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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음성언어기술기반대화형질의응답시스템개발동향

음성언어기술 기반 대화형
질의응답 시스템 개발 동향

서 희 철
네이버 주식회사

이 현 아
네이버 주식회사

김 정 희
네이버 주식회사

김 준 석
네이버 주식회사

김 종 진
네이버 주식회사

Ⅰ. 서 론

HCI(Human-Computer Interface)에 음성입출력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언어처리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의도 이해를

통합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HCI 편리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

는 연구 및 시스템 개발은 관련 연구/개발 분야의 오랜 숙원 사업이

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데이터의 부족과 연구개발방법론의 미성숙,

컴퓨팅 파워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러한 HCI 기술이 부분

적으로 개발/도입되거나, 개발/도입된 기술도 완성도 측면에서 사용

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 으며, 이로 인한 연구개발로의 생산

적인 피드백 또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검색 기술이 단

어 중심의 키워드 검색에서 문장 형태의 점점 더 복잡한 사용자의

질의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과 같은 다기능 휴대/단말

장치의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는 좀더 입출력

은 편리하면서도, 검색 질의는 복잡한 의도를 가진 정보검색을 요구

하게 되었고,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기업체에서는 사용자 요구사

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서비스의 공급에 촛점을 맞추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이버에서 개발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네이버 링크(LINK)”서비스를 소개하고, 링크 서비스에

사용된 핵심 요소 기술인 자연어 이해 시스템, 대화 모델 시스템, 음

성인식 시스템, 음성합성 시스템, 자동 번역 시스템에 대해여 상술

하고자 한다.



256 _ The Magazine of the IEIE 80

Ⅱ. 네이버 링크(LINK) 서비스

본 절에서는 2011년 11월 네이버에서 개발되어,

<그림 1> 과 같이 앱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는“네이버

링크(LINK)”서비스에 대하여 기술한다.

네이버 링크 서비스는 1) 사용자 검색 질의 로그를

기반으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2)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

을 사용하고, 3)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한 지식 정보를

온톨로지 형태로 관리하고, 4) 중의적인 입력 처리를

위해서 하나 이상의 가능한 후보들을 고려하고, 5) 음

성인식 및 합성 입출력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동작한다.  

네이버에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검

색한다. 사용자 검색 패턴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질의

들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날씨”,

“내일 서울 날씨”, “내일 강원도

날씨”와 같은 질의들이 차례대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날씨’라는 주제에 대해

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검

색 목적을 표현한다. 이처럼 하나

의 주제에 대한 연속적인 질의들은 하나의 대화 흐름으

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화 시스템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더불어 서비스 오픈

후에 들어오는 사용자 로그도 학습 데이터로 함께 사용

한다. 

네이버 링크 서비스는 <그림 2>와 같은 요소기술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어체 형태로 발

화하고, 시스템은 이를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발화를 발화문 형태의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자연어

이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입력에 대한 의미분석을 수

행한다. 상세 의미 분석된 질의어

는 대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검색

서버와 연동되어 사용자 질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사

용자에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화

면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어떤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사용자에게

들려줄 것인지 결정한다. 특히,

정보를 음성출력하는 경우에는 검색된 정보를 자연어

생성 모듈을 거쳐 문장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음성합

성 모듈을 이용하여 음성출력한다.

Ⅲ. 네이버 링크 서비스의 요소기술

1. 자연어 이해 시스템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정보 검색 시스템, 질의 응답 시스템, 대화

시스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1) 다양한 유형의

질의 처리, 2) 자연어 문장의 중의성 해결, 3) 검색 질

의의 대상 도메인 고려, 4) 기존 사용자 검색 질의를 활

용하고, 5) 계층적인 형태로 의미를 표현한다. 

▶ ▶ ▶ 김 종 진, 김 준 석, 김 정 희, 이 현 아, 서 희 철

<그림 1> 네이버 링크 서비스 앱

<그림 2> 네이버 링크 서비스 요소기술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1) 다양한 유형의 질의 처리, 2) 자연어
문장의 중의성 해결, 3) 검색 질의의
대상 도메인 고려, 4) 기존 사용자
검색 질의를 활용하고, 5) 계층적인

형태로 의미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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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다다양양한한 유유형형의의 질질의의 처처리리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네이버 검색 시스템에

입력되는 다양한 형태의 질의를 분석한다. 검색 질의

유형으로는 특정 객체의 속성을 묻는 질의(“변호인의

감독은 누구인가요?”), ‘예/아니오’를 묻는 질의(“박쥐

는 포유류인가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객체 리스

트를 찾는 질의 (“2013년에 개봉한 로맨스 화는 무

엇인가요?”) 등의 유형이 있다.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

스템은 입력 질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질의에서 사용

자가 묻고자 하는 의도까지 분석한다. 

11..22 중중의의성성 해해결결

언어처리 분야의 모든 응용이 그러하듯, 자연어 이해

에서도 중의성 해결이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

어, “요리 화”라는 질의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요리”라는 사람이 출연한 화를 묻는 의미와, “요리”

를 주제로 하는 화를 묻는 의미이다. 전자는“요리”

라는 객체의‘출연 화’속성값을 묻는 유형이고, 후

자는‘주제’가‘요리’인 화 리스트를 묻는 유형이다.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주변 문맥을 고려해서

중의성 해결을 시도한다. 주변 문맥만으로는 중의성 해

결이 안 되는 경우, 가능한 모든 분석 결과를 생성한

다.

중의적인 문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의미 분석결

과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어 이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

보 검색 시스템, 질의 응답 시스템, 대화 시스템에서

가능한 의미 정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 시스템에서는 하나 이상의 가능한 의미를 기반

으로 중의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11..33 도도메메인인 기기반반 자자연연어어 이이해해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자연어 이해를 위해서

검색 질의의 도메인을 함께 고려한다. 사용자 질의는

검색 도메인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질의의 검색 도메인을 파악함으로써 질의 이

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도메인별로 질

의를 구성하는 객체, 속성 등의 정보가 다르며, 도메인

에 의해서 중의성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변호인 관객 수는 몇 명인가요?”와 같은 질의는

‘ 화’도메인 질의임을 파악함으로써, “변호인”이

화 제목임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11..44 사사용용자자 질질의의 기기반반 자자연연어어 이이해해

입력 자체가 아무 제약이나 규약이 없는 자연어 문장

이므로 같은 질의 의도이지만 실제 질의의 형태는 무척

다양할 수 있다.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질의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 네이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대량의 검색 질의로부

터 유사한 질의들을 추출하여 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하고, 이로부터 유용한 패턴과 문법을 추출하여 자연어

이해를 시도한다. 

11..55 계계층층적적인인 형형태태의의 의의미미 표표현현

자연어 이해의 결과물은 입력 문장의 구조적/의미적

분석 결과이며, 이는 의미 표현 형태로 기술된다. 네이

버 자연어 이해 시스템은 의미 표현을 위해서 계층적인

구조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키 나이”와

“변호인 감독 나이”는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각각 표

현된다. 두 가지 모두 객체 + 속성1 + 속성2 의 형태

를 취하고 있지만, 의미 표현은 다르다. 이유는“소녀

시대 키 나이”에서 속성2인“나이”는“소녀시대”의 속

성을 나타내지만, “변호인 감독 나이”에서 속성 2인

“나이”는“변호인”이 아닌“변호인 감독”의 속성을 나

타내기 때문이다. 

<그림 3> 계층적 의미표

(좌: “소녀시대 키 나이”, 우: “변호인 감독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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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 모델 시스템

네이버 대화 시스템은 사용자와 대화하는 시스템으

로,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1960

년대 엘리자(ELIZA)부터 최근에는 Apple Siri, Google

Now, 삼성전자 S-voice, LG 전자 Q-voice, 네이버

Link 등 다양한 대화형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다. 

22..11 대대화화 모모델델 기기술술 연연구구개개발발 동동향향

대화 시스템은 주로 음성 입력을 받아서 음성 출력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서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을 사용

한다. 음성 인식으로 생성된 자연어 문장은 자연어 이

해 시스템을 통해서 의미 표현으

로 변경되며, 의미 표현된 정보를

대화 관리에서 처리하고 시스템

발화 내용을 생성한다. 자연어 생

성 시스템은 발화 내용을 기반으

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한다. 

대화 시스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화 관리

(Dialogue Management: DM)”모듈이다. 대화 관리

모듈은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관리하고,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다음 발화 내용을 생성한다. 

대화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지식 기반 접근

방법과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이 있다. 지식 기반 접근

방법은 대화 개발자가 직접 기술한 지식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Voice XML[1]과 CMU에서 개발한

RavenClaw[2] 시스템이 해당한다. VoiceXML은 대화

규칙을 XML 문법에 따라서 기술함으로써 대화 시스템

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CMU의 RavenClaw는 대화

단계를 의미에 따라 구분하고, 각 단계 간의 관계를 계

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수동 지식 구축을 쉽게 한다.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은 대량의 대화 데이터에서 통

계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에서는 대화 데이터와 기계 학습 기법을 함께

사용한다.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 중에서 예제 기반 방

법[3]과 강화 학습 방법[4]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예제

기반 방법은 소규모 대화 데이터로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화 학습 방법은 대화의 최종

목적 달성에 최적화된 대화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지

만,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의 대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

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용자 시뮬레이션(user

simulation)에 관한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22..22 네네이이버버 대대화화 모모델델 시시스스템템

네이버에서는 <그림 4>와 같이 2개의 대화모델을 적

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림 4(a)> 는 2012년

1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링크(Link)”서비스

로,  모바일에 장착된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b)>는

2014년 1월에 서비스 시작한

“대화형 검색”이다. 대화형 검색

서비스는 선물추천 관련된 질의

에 대해서 대화형으로 검색 가이

드를 제공한다. 

네이버 대화 관리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대화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의 대화 기록 (dialogue history: dh)을 기반으로 시스

▶ ▶ ▶ 김 종 진, 김 준 석, 김 정 희, 이 현 아, 서 희 철

<그림 4> 네이버 대화 시스템

(a) 네이버 링크,   (b) 대화형 검색

대화 시스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대화관리(Dialogue

Management: DM)”모듈이다. 
대화관리 모듈은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관리하고, 대화내용을기반으로
시스템의 다음 발화 내용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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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성언어기술 기반 대화형 질의응답 시스템 개발 동향

템의 다음 행동(action: a)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수

식을 사용한다. 

대화 기록에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결과, 사용자 입력 오류 등의 모든 대화 정

보를 함께 이용한다. 시스템의 다음 행동은 다음 발화

내용이 되며, 이 내용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답변,

사용자 요청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의 문의 사항 등이

있다. 

대화 참여자 간에는 공유하는 정보가 있다. 예를 들

어, “할아버지”의 성별은 남성이고, 연세가 있는 분이

라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는 정보가 많

을수록 대화 흐름이 원만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대화 시스템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네이버

대화 시스템에서는 2가지 온톨로지 형태로 해당 정보

를 관리한다. 하나는 공용 온톨로지(common

ontology)이고, 다른 하나는 도메인 온톨로지(domain

ontology)이다. 공용 온톨로지는“할아버지”와 같이 다

양한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도메인 온톨로지는“경복궁”와 같이 장소/길찾

기 등의 특정 도메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연어 문장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음성 인식 품질로 말미암아서 음성인식에서 하나

이상의 후보를 생성할 수가 있다. 하나 이상의 후보들

을 대화 관리에서 적절한 형태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대화 관리는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모

든 후보군을 관리하고,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

한다. 이를 위해서 명시적 확인(explicit confirmation)

과 암묵적 확인(implicit confirmation)을 함께 사용하

고 있다[5]. 네이버 대화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시적

확인은 지금까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검색 데이터베

이스에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암묵적 확

인은 하나 이상의 후보가 대화 내용 혹은 검색 데이터

베이스에 있으면 사용한다. 

3. 음성인식 시스템

음성인식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용

자 입력 수단의 하나로 크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식률의 한계로 인한 서

비스 품질의 사용자 만족도가 높지 않아 침체기를 맞이

하 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사

용자가 늘어나고, 정보검색 및 모바일 사용빈도가 높아

지면서,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되고, 그 일환으로 음성인식 기술이 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의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

비스가 늘어나고,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용자 패

턴이 수집되고, 시스템 개발에 재활용되면서 점점 더

성능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33..11 음음성성인인식식 연연구구 개개발발 동동향향

음성인식은 최근 deep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deep learning 기술의 발전으로 인식 성능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최근 해외 대부분의 선도 업체들은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음향 모델을 구축하여 사

용하고 있으며[6-7], 차츰 언어 모델도 neural

networks로 대체되는 추세이다[8]. 

Deep learning을 적용한 음향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 베이스가 필수적이며, 음성인식 성능

에서 서버형 서비스로 대규모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구

<그림 5> DNN을 이용한 다국어 음향모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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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간의 성능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음향 모델의 또 다른 장

점은 <그림 5>와 같은 형태로 음향 모델을 일정 부분

공유하여, 서로 다른 언어의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가

지고 다른 언어의 음향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9]. 이는 다국어 음성인식을 개발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네이버와 같은 국내 서비스에

기반을 둔 회사는 한국어, 구 과

같은 경우는 어 음성 데이터 베

이스를 많이 구축할 수 있으나,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

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deep

neural networks을 사용할 경우

다른 언어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어 작은 규모

의 음성 데이터를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언어 모델의 경우에도 최근 추세는 feed forward

neural networks보다는 recurrent neural networks

를 쓰는 추세인데, <그림 6>과 같은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s는 과거 데이터

를 현재의 출력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로서, 이를 사용

할 경우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3-gram, 4-gram을

넘어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이전 단어들을 참고하게 된

다[8,10]. 최근 ICASSP에 발표된 [8]에 따르면 RNN,

FFNN, 기존 Back-off 순으로 언어모델 성능이 우수

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RNN방식은 최근 음향모델 성능에서도 기존 DNN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 RNN을 음성인식에 접목

시키는 추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1].

Neural networks 기반의 성능 향상 기법은 필수적

으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neural networks를 사용하여 음향 모델의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의 보유가 필

수적이고, 서비스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야

성능향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

들이 데이터 확보에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Open API 또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회사

의 직접적인 서비스와 관계없는 오로지 데이터 수집만

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33..22 네네이이버버 음음성성인인식식 시시스스템템

네이버는 2010년 11월 네이버 앱에 음성 검색 기

능을 탑재한 이후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며, 키워드 음성

인식 형태인 네이버 음성검색과

지식쇼핑, 문장형 음성인식 형태

인 링크와 한일통역 그리고 로

벌 회화앱이 출시되었으며,

2013년 7월 부 터 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한 음성검

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네이버 및 여러 업체들의 음성

인식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큼의 성능을 보

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알고리

즘 개선과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 베

이스를 이용하는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네이버에서도 음성인식 엔진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서

비스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음성 데이터 및 네이버 검

색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는 검색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어 음성인식 서비스의 경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음성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정답이라

▶ ▶ ▶ 김 종 진, 김 준 석, 김 정 희, 이 현 아, 서 희 철

<그림 6>  Long Short-Term Memory RNN 구조

키워드 음성인식 형태인 네이버
음성검색과 지식쇼핑, 문장형 음성인
식 형태인 링크와 한일통역 그리고

로벌 회화앱이 출시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한 음성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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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supervised learning기법으로

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유입된 데이터에 대한 가

공이 필요하다. 유입된 데이터를 일일이 사람이 들어보

고 정답을 기록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정보 공개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그림 7>과 같은 일종의

semi-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이를 해

결하고 있다.

4. 음성 합성 기술

음성합성 기술은 전통적으로 자동응답 시스템과 네비

게이션 시스템, 뉴스읽기와 같은 단문 또는 단방향 형

태의 서비스 형태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바

일 환경에서 음성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가진 대화형 정

보검색 기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구어체 및 대화체 중

심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뉴스 읽기 서비스, 알람앱 서비스 등

과 연계되어, 실시간 요약정보 및 안내 정보를 읽어주

는 형태로 그 활용 범위가 증대되고 있다.

44..11 음음성성합합성성 기기술술 연연구구 개개발발 동동향향

음성합성 기술은 크게 보이스폰트(VoiceFont)를 제작

하는 기술과 구축된 보이스폰트를 이용하여 임의의 입

력 문장에 대한 합성음을 생성하는 실시간 음성합성 엔

진 기술로 나눠서 고찰할 수 있다.

보이스폰트 제작 기술은 <그림 8>과 같이 음성 합성

엔진에서 사용할 보이스폰트를 제작하는 기술로 발성목

록 설계, 전문성우 녹음, 반자동 발음/운율전사, 반자

동 음소/운율 레이블링, 음편단위 음성/언어 특징 파라

미터 추출, 보이스폰트 패키징, 보이스 튜닝 기술로 구

성된다.

발성목록 설계 기술은 종전에는 음성합성 기술이 주

로 단문, 뉴스읽기와 같은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설계의 촛점이 주로 평서문과 다양한 음운 환경을 고려

한 음소 분포 커버리지를 최대화하는 관점으로 설계되

었으나[12], 최근에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

한 대화체, 감정표현 음성합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음운환경 커버리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표

현, 다양한 대화체 운율 표현이 최적으로 포함된 발성

목록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연구방향이며[13], 설계시

고려할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성목록의

양이 증가되는데 이는 개발 비용과 접한 관계가 있

어, 다양한 음성언어정보 특징을 최대한 포함하면서 최

소의 문장수를 설계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이다.

전문성우 녹음이란 발성목록을 녹음할 성우를 선정하

고, 선정된 성우가 설계된 발성목록을 녹음하는 과정으

로 전문성우 녹음 데이터를 보이스 소스라고 부른다. 전

문성우 녹음 과정은 알고리듬 측면보다는 장기간 녹음에

따른 품질 유지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이슈가 많으며 보

이스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합성엔진의 출력 음색이

결정된다. 이러한 보이스 소스는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가 겨냥하는 사용자 층에 따라 그 선호도가 매우 다르

며, 엔진 개발 측면에서는 하나의 보이스 소스로 모든

서비스와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서비스와 서

<그림 8> 음성합성시스템의 보이스폰트 개발 과정

<그림 7> 대규모 음성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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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사용자의 선호도에 최대한 부합되는 보이스 소스를

선별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폰트를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이며, 이는 보이스폰트 제작의 전과정

을 최대한 자동화 해야 하며, 자동화의 품질이 매우 높

아야 함을 의미하여,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

이다. 이를 위해 녹음된 데이터에 대한 정교한 발음별환

및 발음전사, 다양한 운율정보 태깅, 품사 및 구문정보

와 같은 언어정보 태깅이 필요하며, 각각의 정보 태깅

과정의 오류가 적을수록 일반적으로 보이스폰트를 빠르

게 개발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술요소의 성능을 최대

화 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이다.

또한 서비스가 다국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국어 뿐 아니라, 외국어를 지원해야 하므로, 각각의 기

술요소를 외국어에 대해서도 빠르게 개발하고 성능개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시간 음성합성엔진 기술이란 <그림 9>와 같이 합

성할 입력 텍스트가 주어지면, 이에 대해 언어분석을

수행하고, 운율정보를 생성하고, 보이스폰트를 이용해

합성음을 생성하고 출력하는 실시간 기능에 포함된 전

기술을 통칭하며, 실시간 엔진 개발에서 개발된 텍스트

전처리 기술, 텍스트 정규화 기술, 발음변환 기술, 품

사분석 기술 등 많은 언어처리, 운율 처리 모듈을 보이

스폰트 제작 과정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음성합성 엔진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요소는 크게 언

어종속 언어처리 기술, 언어종속 운율처리 기술, 언어

독립 음성합성 기술로 나눠볼 수 있으며, 언어처리 모

듈은 다시 텍스트 처리 기술과 전통적인 품사분석 및

구문분석과 같은 언어분석로 나눠볼 수 있다. 

텍스트 처리 기술은 매우 언어종속적이고 문화종속적

이며, 사용자의 체감과 매우 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예외처리가 많은 기술요소이다. 예를 들어“2NE1”이

란 그룹 이름을“이엔이원”이라고 읽으면 안되고“투

애니원”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은 원어민이 아니면 도

출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이러한 처리가 매우 잘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지식을 규칙기반으로 정의

하기도 어려움이 많고, 무조건 사전 기반으로 처리하기

에도 문제가 많으며,   data-driven 방식의 통계기반

확률모델[14]만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우며, 위 3가지 방

법을 잘 혼합한 hybrid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외 언어처리 및 운율처리 기술요소는 주로 Data-

Driven 방식으로 개발되며,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의 량, 데이터의 특징 파라미터, 감독 학습을 위한 데

이터의 태깅, 통계적 활률 모델의 선택 등 전통적으로

기계학습 알고리듬을 이용한 문제해결에서 대두되는 모

든 고려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다. 특히, 품사분석, 구

문분석, 운율 이벤트 예측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태깅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통계적 확률모델에 기반한 감독학

습을 이용하는 것이 주 연구 방향이며, 태깅 데이터의

개발에 있어 원어민 또는 전문가의 지식이 매우 큰 역

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태깅 데이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량의 태깅된 데이터와 대량

의 태깅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semi-

supervised 훈련 기법을 도입하여 태깅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15].

합성음 생성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최적 합성

단위 탐색 및 음편의 접합을 활용하는 방법과 보코더

기술과 음성인식에서 사용되는 음향모델링 기법을 차용

하여 parametric 확률 모델을 이용한 음성합성 기술[16]

의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파형 접합 방식은 개발 비용은 크지만 고품질의 합성음

을 얻을 수 있어 서버기반, 네트워크 기반의 음성합성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parametric 확

▶ ▶ ▶ 김 종 진, 김 준 석, 김 정 희, 이 현 아, 서 희 철

<그림 9> 실시간 음성합성 기능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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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저비용, 고속, 저용량 보이

스폰트가 요구되는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

으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통신 음 지역

에서도 음성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주로

사용한다.

44..22 네네이이버버 음음성성합합성성 시시스스템템

네이버 음성합성 시스템[17]은 한/ /일 3개언어를 지

원하는 다국어 음성합성 엔진이며, 파형접합 방식의 대

용량 서버형과 parametric 확률 모델을 이용한 소용량

단말 내장형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 처리 기술은 모두 원어민 개발자가 참여하고

개발하고 있어, 해당 언어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표현

의 패턴을 최대로 반 하여 사용자의 체감 성능을 최대

화 하고 있으며, rule-based 방

법과 data-driven 방식을 혼용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언어 개발

초기에는 해당 언어에 대한 태깅

된 데이터가 없어 data-driven

방식으로 모델 훈련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먼저 rule-based 방식과 원어민 개발자가

참여하여 반자동으로 태깅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하여 data-driven 통계적 확률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운율 모델링의 경우에는 자동 운율 태깅 및 레이블링

기술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대용량 태깅된 데이터 작성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통계적 확률

모델기반 감독학습으로 모델을 개발하여 실시간 합성엔

진에서 사용한다.

개발된 다국어 합성 시스템은 네이버 로벌 회화앱,

네이버 링크 서비스, 네이버 사전 예문읽기 서비스 등

에 사용되고 있다.

5. 기계 번역 기술

기계번역 기술은 통계적 확률 모델을 이용하여 언어

간 자동 번역 결과를 생성해주는 기술로 전통적으로는

번역 결과 그 자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외국어 검색을

위한 번역 결과 활용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최근 SNS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언어가 다른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단문 메시지 번역, 또

는 음성인터페이스 기술과 결합하여 실시간 자동통역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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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번역의 많은 방법론 중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

용하는 방식은 통계기반 기계번역(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방식이다. SMT는 <그림 10>

과 같이 대용량 병렬코퍼스(bilingual corpus)로 부터

자동 학습된 번역모델(TM)과 번역하고자 하는 target

언어로 학습된 언어모델LM의 확률 값을 이용하여 번

역한다. 입력문장이 들어오면 우선 tokenizer에서 문장

을 쪼갠 후, 번역 후보들을 찾는

다. decoder에서는 수 많은 번역

후보들의 network으로부터 최적

의 path를 찾아주는 search task

를 수행한다 . 마지막으로

generator에서 자연스러운 target

언어를 생성해주면 번역이 완성된다.

오늘날의 SMT의 모태가 된 연구는 1991년 IBM의

Watson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18]. 기존의 word

단위의 번역이 아니라, phrase (list of words)단위로

번역을 하는 PB SMT(Phrase Based SMT)가 2003

년에 나왔고,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번역방법

이 되었다[19]. phrase내의 변수들을 통해, 좀 더 다양

<그림 10>  SMT 기본구조

네이버에서는 2011년부터
기계번역기 관련 연구를 시작하 고,
한일번역기를 시작으로 하여 매년

번역대상언어들을확장해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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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David

Chiang의 HPB SMT(Hierarchical Phrase Based

SMT) 논문부터이다. 한국어와 어와 같이 어순이 서

로 다른 언어들간의 번역의 품질향상에 큰 기여를 한

모델이다[20,21].

HPB SMT방식의 번역기는 속도가 느리다는 치명적

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re-reordering 기법

을 이용하여 번역하고자 하는 source 언어를 먼저

target 언어와 유사하게 만든 이후에, PB SMT방식으

로 번역을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22,23].

최근의 SMT 분야에서는 DNN(deep neural

network)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구

의 경우 word2vec 모듈을 활용하여 만든 정보를

SMT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24]. 또한,

[25]에서는 DNN을 번역모델(TM) 학습에 필요한 병렬

코퍼스의 word alignment에 활용하기도 했다.

55..22 네네이이버버 기기계계번번역역 시시스스템템

네이버에서는 2011년부터 기계번역기 관련 연구를

시작하 고, 한일번역기를 시작으로 하여 매년 번역 대

상 언어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SMT 기반 번역기의 개발과정은,  먼저 번역기 학습

에 사용할 훈련 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일언어

코퍼스는 인터넷 크롤링 과정을 통해서 구축하며, 병렬

코퍼스는 인터넷 크롤링을 통한 수집 및 가공, 번역 업

체에 의뢰하여 수작업을 통한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된다. 네이버의 경우 지식iN 서비스의 어학, 외국

어 부분에 사용자들이 올린 번역 요청하기와 그에 대한

답변 데이터를 가공해서 병렬코퍼스를 확장하는데 이용

하 다. 번역을 위한 코퍼스 구축이 완료되면, 번역모

델(TM)과 언어모델(LM)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SMT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번역 방식들 중에서,  PB SMT방식이 적합한

지, HPB SMT방식이 적합한지, 혹은 pre-reordering

후에 PB SMT방식이 좋은지는 번역하려는 언어쌍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국은 많은 실험을 통해 가장 좋은

품질을 가지는 번역방식이 선택된다. SMT를 위한 여

러 가지 parameter 결정을 위해서는 MERT[27]를 사용

했고, 평가 지표는 BLEU[26]을 사용했다. 실험을 통해

서 번역 방식과 parameter가 결정된 이후에는 경쟁사

번역기와 비교평가를 진행했다. 이때는 사람이 직접 번

역 결과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도 추가적으로 수행했고,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오류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법

을 추가해서, 번역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 다.

번역기 서비스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의 피드백을 받아서, 번역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작업

을 수행한다. 실제로 번역품질은 바로 유지보수 과정에

서 큰 향상이 있음을 서비스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학습

용 병렬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

하고, 규칙으로 잘못된 번역결과가 나타나게 하지 않도

록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post-processing등으로 통

해서 번역결과를 수정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번역모델

(TM)을 필터링 하기도 하면서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번역로그를 통해서 미등록어를 검출해서, 대역어를 수

동으로 구축해서, 학습데이터에 추가해주는 작업도 번

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만족도를 가져다

준다. 또한, 언어는 유기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용어들도 끊임없이 생겨난다. 따라서, 번역기에

지속적으로 학습용 병렬코퍼스를 추가해주는 일도 번역

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일이다.

Ⅳ. 향후 연구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언어기술 기반 대화형 질의 응답

시스템의 한 예로 네어버“링크(LINK)”서비스 시스템

을 중심으로 그 요소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 최신 동향

및 네이버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 다.

대화형 질의 응답 시스템은 텍스트/음성의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시스템이 자연어 형태

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답을

최적의 단계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시스템이다. 질의

에 구조적/의미적 중의성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분석

결과도 가능하나, 최대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 도전

▶ ▶ ▶ 김 종 진, 김 준 석, 김 정 희, 이 현 아, 서 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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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대화 특정 규약이

나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입력되는 다양한 자연어 질문

에 대해 좀더 강인한 이해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언어처리 기술과 개체명

인식, 정보 추출, 패턴 추출, 관계 추출 등의 기반 기

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음성을 통한 질의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기

기 등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정보, GPS 정보, 로그 정

보 등 이질적인 다채널 데이터를 혼합한 사용자 의도

이해 모델의 훈련 및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스마트폰

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경우 개인화된 특성이 강하므로

개인화된 모델의 학습, Long-term  적응기법의 개발

및 실시간 적응 등 매우 많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단편적인 따라하기식 기술 개발이 아닌 진정한

선도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사용자, 더 크게는 사람

에 대해 더 크고 넓게 이해하기 위한, 인문적/철학적/

심리학적/인지적 관점과 같은 비공학적 관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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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고려대학교 전산학과 석사
2005년 2월 고려대학교 전산학과 박사
2005년 2월~2008년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08년 4월~현재 (주)네이버 대화연구팀 부장

<관심분야>
자연어처리, 대화시스템

김 종 진

1995년 2월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1997년 2월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0년 2월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수료
2000년 7월~2012년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2012년 3월~현재 (주)네이버음성합성연구Lab 부장

<관심분야>
음성합성, 자연언어처리, 기계학습, 신호처리

김 준 석

1999년 2월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2001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컴퓨터공학과석사
2001년 1월~2007년 3월 LG전자기술원

선임연구원
2007년 4월~현재 (주)이버 SMT연구Lab 부장

<관심 분야>
기계번역, 음성인식, 검색모델링, 자연언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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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에서 전이중 양방향 중계 네트워크의 성능 분석

최동욱, 이재홍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원전 비상 통신 시스템 성능 분석

손광섭

[스위칭 및 라우팅]
IEEE 802.11s MCCA 의 성능 향상을 위한 RSRR 스케쥴링 알고리즘 설계 및 성능 분석

김봉규, 정회진, 이재용, 김병철

[군사전자]
단일 스태거 PRI의 추정 및 능동 상쇄를 위한 예상 도착 시간 추정 기법

임성목, 심동규, 이충용

[반도체 재료 및 부품]
W-band 도파관 FTO 적용을 위한 전류제한 InP Gunn diode 설계 및 제작

고동식, 곽노성, 김 진, 허준우, 고필석, 김삼동, 박현창, 이진구, 전 훈, 이석철

[SoC 설계]
고속 통신 시스템을 위한 40㎓ CMOS 전압 제어 발진기의 설계

이종석, 문 용

MLC NAND-형 Flash Memory 내장 자체 테스트에 대한 연구

김진완, 김태환, 장 훈

반도체 분야

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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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 논문목차

[멀티미디어]
위·변조 상의 에지 에너지 정보를 이용한 상 포렌식 판정 알고리즘

이강현

[유비쿼터스]
NUMA구조를 가진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메쉬 재배열의 라플라시안 스무딩에 대한 효과

김지범

항공관제용 현시시스템을 위한 패턴매칭 기반의 ASTERIX 파싱 모듈 설계 및 구현

김강희, 김호중, 은윤동, 최상방

[화상처리 및 텔레비젼]
상 해상도 개선을 위한 다중 부족분 추정 방법

김원희, 김종남, 정신일

선형 보간법과 3차회선 보간법을 결합한 디지털 상 스케일러의 VLSI 구조

문해민, 반성범

국부 역 색포화 평가 방법을 통한 안개제거 알고리즘

박형조, 박두복, 고한석

쿼드트리 구조와 SATD를 이용한 HEVC 인코더의 고속 인트라 예측 방식

김 조, 김재석

[ 문 단편 논문]
Simplified DC Calculation Method for Simplified Depth Coding Mode of 3D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yunho Jo, Jin Young Lee, Byeongdoo Choi, and Donggyu Sim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
개인 식품섭취 선호도에 따른 만성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전소혜, 김남현

시스템 및 제어 분야

신호처리 분야

컴퓨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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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 논문목차

[전력전자]
리니어 컴프레서의 위상제어를 통한 동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남재우, 오준태, 김규식

[지능로봇]
소나 상 기반의 수중 물체 인식과 추종을 위한 구조 : Part 2. 확률적 후보 선택을 통한 실시간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이 준, 김태균, 이지홍, 최현택

[반도체재료 및 VLSI 설계]
텅스텐 실리사이드 듀얼 폴리게이트 구조에서 CMOS 트랜지스터에 미치는 플로린 효과

최득성, 정승현, 최강식

[신호처리 및 시스템]
FMS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기반의 4-채널 미세 입자 계수기 개발

엄우용, 구자일, 박성욱

[통신 및 초고주파]
IR-UWB를 이용한 빔 스캐닝 배열 안테나 설계 및 연구

김근용, 강은균, 김진우, 나극환

원형편파 패치안테나에서 상부덮개의 다중 적층에 의한 효과 분석

이상록

산업전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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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초록

김정채
Kim, Jungchae 학위논문

국문 : 순환계 시스템 분석을 위한 다중맥파 전달특성 해석 및
응용

제목 문 : Analysis of Multimodal Pulse Wave Transfer
Characteristics for Interpretation of the Circulatory
System and its Application

KEY WORD
순환계 시스템, 맥파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 웨이블릿 변환, 
주파수 분석, 패턴 분류

학위취득 학교명 : 연세대학교 취득년월 2013년 2월 25일

지도교수 유 선 국

<국문 요약>

순환계 시스템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은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 질병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순환계의 상태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맥파가 대동맥으로부터 말초동맥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해석하여 순환계 시스

템 분석을 위한 주파수 역의 맥파 분석 지표를 개발하 다. 

첫 단계로 순환계에 대한 선형분석을 통해 혈관의 저항, 탄성도, 부피, 압력의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상태인 순환계 시스

템의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체순환 저항 및 탄성에 기인하는 대동맥 맥파를 시뮬레이션 하 다. 그 결과 체순환 저항 증

가와 체순환 탄성도 감소가 대동맥 맥파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 다. 다음 단계로 맥파의 전달 경로인 인체 동맥 트리의

도식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전송선 해석을 수행하는 맥파 전달특성 분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하 다. 그 결과, 맥파의 지연

및 형태 변화는 동맥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 다. 즉 동맥의 형태, 물리적 특성, 생리학적 파라미터에 의하

여 다중맥파 전달특성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중맥파의 전달특성에 대상자의 순환계 시스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실제의 인체 순환계는 비정상 시스템이므로 비정상 신호인 맥파를 분석하기 위하여 웨이블릿 변환 기반의 특징벡터 추

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를 위하여 맥파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맥파의 형태학적 지표를 포함하는 512 샘플 크기의

관심 역을 정의하 다. 관심 역에 8레벨의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여 단일 맥파에 대한 총 8개의 웨이블릿 세부

계수를 추출하 고, 동시에 측정된 4개의 맥파로부터 추출된 세부계수 조합으로 특징벡터를 생성하 다.

실험 데이터는 총 437명에 대한 1086개의 다중맥파 실험 레코드를 이용하 으며, 437명에 대한 훈련벡터를 생성하

고, 1086개의 실험 레코드로부터 4개의 표본 윈도우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총 4344개의 테스트 집합을 만들었다. 테스

트 집합을 분류하기 위해 Nearest neighbor 분류기를 이용하 다. 훈련벡터로 4344개의 테스트 집합을 분류한 결과 4

개 맥파를 이용한 8레벨 웨이블릿 변환 세부계수(D1~D8) 중 D8로 구성된 특징벡터를 이용 할 경우 92.012%, D7은

98.596%, D6은 99.954%, D5~D1은 100%의 분류 성능을 보 다. 특히 64개 이상의 계수를 사용할 경우 100%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었다. 실험의 결과는 다중맥파 전달특성이 순환계의 특징을 잘 반 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제안된 특

징벡터가 주파수 역에서 순환계 특성을 반 하는 지표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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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4. 03.-04. 0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nd
Signal Processing (ICCSP) 

Digital Library Conference Hall.
Department of Electronics a Chennai,
India 

www.iccsp-apec.com/ 

04. 03.-04. 05. 2014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CON) 

Military Museum and Cultural Center
Harbiye Istanbul, Turkey www.educon-conference.org 

04. 04.-04. 0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ircuits, Systems,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SCITA)

Hotel Kohinoor Continental Sakinaka,
Near International Saha www.sfitengg.org/conferences.php 

04. 05.-04. 06. 2014 Annual IEEE Region 5 Business Meeting and Student
Competitions (R5 Meeting) 

Omni Corpus Christi Hotel 900 Corpus
Christi, TX, USA

04. 06.-04. 11. 2014 Integrated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 Conference (ICNS) 

Westin Washington Dulles 2520
Herndon, VA, USA i-cns.org 

04. 06.-04. 11. 2014 8th European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EuCAP) 

World Forum Churchillplein 10 The
Hague, Netherlands

04. 06.-04. 09. 2014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Conference (WCNC) 

Istanbul Congress Center Istanbul,
Turkey www.ieee-wcnc.org/ 

04. 07.-04. 10. OCEANS 2014 - TAIPEI TBD Taipei, Taiwan Robert Wernli 11775 La Colina Road

04. 07.-04. 09. 2014 IEEE Colloquium on Humanities, Science and
Engineering (CHUSER) Hard Rock Hotel Penang, Malaysia chuser2014.myies.org. 

04. 08.-04. 10. 2014 IET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Machines & Drives (PEMD)

Midland Hotel Peter Street Manchester
M60 2DS GB Manchester, United
Kingdom

www.theiet.org/pemd 

04. 08.-04. 10.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FID (IEEE RFID
2014)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9990 International Drive Orl Orlando,
FL, USA

2014.ieee-rfid.org 

04. 09.-04. 11. 2014 Wireless Telecommunications Symposium (WTS) Washington, DC, USA www.csupomona.edu/wtsi 

04. 11.-04. 14.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electronics and
Bioinformatics (ISBB) 

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 200,
Chung Pei Rd, Chung Li, Taiwan www.2014isbb.org.tw 

04. 12.-04. 17. 2014 IEEE-IAS/PCA Cement Industry Technical Conference 
Gaylord National Resort and
Conference Center National Harbor,
MD, USA

04. 13.-04. 16. 2014 9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Micro
Engineered and Molecular Systems (NEMS)

Hyatt Regency Waikiki Beach Resort
and Spa, USA www.ieee-nems.org/2014/ 

04. 13.-04. 16. MELECON 2014 - 2014 17th IEEE Mediterranean
Electrotechnical Conference 

Hadi Kanaan Saint-Joseph University,
Faculty of Engineering - ESIB, www.melecon2014.org 

04. 14.-04. 16. 2014 IEEE Region 10 Symposium TBD Kuala Lumpur MY Kuala Lumpur,
Malaysia ieeemy.org/tensymp 

04. 14.-04. 17. 2014 IEEE/PES Transmission & Distribution Conference &
Exposition (T&D) McCormick Place Chicago, IL, USA www.ieeet-d.org 

04. 14.-04. 17. 2014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Physical Systems (ICCPS) TBD DE Berlin, Germany http://iccps.acm.org/2014/ 

04. 18.-04. 18. 2014 IEEE Workshop On Microelectronics And Electron
Devices (WMED) 

Student Union Building Boise State
University Boise, ID, USA

www.ewh.ieee.org/r6/boise/wmed2014/W
MED2014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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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학술대회명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04. 14.-04. 17. 2014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Physical Systems (ICCPS) TBD DE Berlin, Germany http://iccps.acm.org/2014/ 

04. 18.-04. 18. 2014 IEEE Workshop On Microelectronics And Electron
Devices (WMED) 

Student Union Building Boise State
University Boise, ID, USA

www.ewh.ieee.org/r6/boise/wmed2014/W
MED2014

04. 21.-04. 24.
2014 IEE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ensors, Sensor Networks and Information Processing
(ISSNIP)

TBD SG Singapore www.i2r.a-star.edu.sg/project/issnip2014/ 

04. 22.-04. 24. 2014 IEEE International Vacuum Electronics Conference
(IVEC) Portola Hotel Monterey, CA, USA

04. 23.-04. 2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Packaging
(ICEP) 

Toyam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1-2 Ohtemachi Toyama, Japan www.jiep.or.jp/icep/index.html 

04. 22.-04. 24. 2014 IEEE International Vacuum Electronics Conference
(IVEC) Portola Hotel Monterey, CA, USA

04. 23.-04. 2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Packaging
(ICEP) 

Toyam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1-2 Ohtemachi Toyama, Japan www.jiep.or.jp/icep/index.html 

04. 27.-05. 02. IEEE INFOCOM 2014 - IEEE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Westin Harbour Castle Toronto, ON,
Canada www.ieee-infocom.org/2014 

04. 28.-04. 30.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Systems and Application (VLSI-TSA)

The Ambassador Hotel 188 Chung
Hwa Road, Section 2 Hsinchu, Taiwan vlsitsa.itri.org.tw/ 

〉〉2014년 5월

05. 02.-05. 03. 2014 IEEE Women in Enginee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WIE-ILC) San Francisco, CA, USA sites.ieee.org/wie-ilc/

05. 04.-05. 09. ICASSP 2014 -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CASSP)

Firenze Fiera - Congress and
Exhibition Center Florence, Italy www.icassp2014.org

05. 04.-05. 08. INTERMAG 2014 - IEEE International Magnetics Conference Dresden, Germany http://intermag2014.ifw-dresden.de/

05. 05.-05. 09. NOMS 2014 - 2014 IEEE/IFIP Network Operations and
Management Symposium

Park Inn by Radisson Krakow Hotel
Krakow, Poland www.ieee-noms.org/

05. 05.-05. 08. 2014 IEEE 27th Canadian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CECE)

Ryerson University 350 Victoria Street
Toronto, ON, Canada ccece2014.org/index.html

05. 05.-05. 07. 2014 IEEE Symposium on Product Compliance Engineering
(ISPCE)

DoubleTree by Hilton San Jose, CA,
USA www.psessymposium.org

05. 05.-05. 08. 2014 IEEE/ION Position, Location and Navigation
Symposium - PLANS 2014

Hyatt Regency Monterey Hotel & Spa
1 Old Golf Course Rd. Monterey, CA,
USA

www.plansconference.org

05. 05.-05. 07. 2014 10th IEEE Workshop on Factory Communication
Systems (WFCS)

DoubleTree by Hilton San Jose, CA,
USA www.irit.fr/wfcs2014

05. 07.-05. 09. 2014 IST-Africa Conference & Exhibition TBD Mauritius http://www.ist-
africa.org/Conference2014/default.asp

05. 12.-05. 16.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okyo, (EMC'14/Tokyo)

Hitotsubashi Hall (National Center of
Sciences) Chiyoda Tokyo, Japan ieice.org/~emc14/

05. 12.-05. 1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Signals and
Image Processing (IWSSIP)

Valamar Lacroma Dubrovnik Hotel Iva
Dulcica 34 Dubrovnik, Croatia www.vcl.fer.hr/iwssip2014

05. 12.-05. 15. 2014 IEEE International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I2MTC)

Radisson Montevideo - Victoria Plaza
Hotel Plaza Independencia 759
Montevideo, Uruguay

http://imtc.ieee-ims.org/

05. 12.-05. 16.

2014 Joint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pplications of Ferroelectrics, International Workshop on
Acoustic Transduction Materials and Devices & Workshop
on Piezoresponse Force Microscopy (ISAF/IWATMD/PFM)

The Penn Stater Conference Center
Hotel 215 Innovation Boulevard State
College, PA, USA

http://www.mri.psu.edu/conferences/2014
IEEE-ISAF-IWATMD-PFM/index.asp

05. 13.-05. 16. 2014 IEEE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ENERGYCON) otel Croatia Frankopanska ulica
Cavtat, Croatia www.energycon2014.org

05. 12.-05. 1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Signals and
Image Processing (IWSSIP)

Valamar Lacroma Dubrovnik Hotel Iva
Dulcica 34 Dubrovnik, Croatia www.vcl.fer.hr/iwssip2014

05. 12.-05. 15. 2014 IEEE International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I2MTC)

Radisson Montevideo - Victoria Plaza
Hotel Plaza Independencia 759
Montevideo, Uruguay

http://imtc.ieee-im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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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05. 16.

2014 Joint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pplications of Ferroelectrics, International Workshop on
Acoustic Transduction Materials and Devices & Workshop
on Piezoresponse Force Microscopy (ISAF/IWATMD/PFM)

The Penn Stater Conference Center
Hotel 215 Innovation Boulevard State
College, PA, USA

http://www.mri.psu.edu/conferences/2014
IEEE-ISAF-IWATMD-PFM/index.asp

05. 13.-05. 16. 2014 IEEE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ENERGYCON) otel Croatia Frankopanska ulica
Cavtat, Croatia www.energycon2014.org

05. 14.-05. 17.
2014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Electronics, Computer,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ECTI-CON)

Sima Thani Hotel Nakhon Ratchasima,
Thailand www.ecticon2014.org/

05. 15.-05. 18. 2014 IEEE-USA Annual Meeting Crowne Plaza Providence-Warwick
Airport Warwick, RI, USA sites.ieee.org/innotek/am-information/

05. 16.-05. 16. 2014 IEEE Conference on Technologies for Innovation
(InnoTek)

Crowne Plaza Providence- Warwick
801 Greenwich Ave Warwick, RI, USA sites.ieee.org/innotek/

05. 16.-05. 18.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gress in Informatics
and Computing (PIC)

Mingya Hotel Shanghai 500 Gushan
Road Pudong District Shanghai, China pic.sjtu.edu.cn

05. 16.-05. 18.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IEIT)

The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Tianj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o. 1038 Dagu Nanlu,
Hexi District, Tianjin, China

ieit.ieeng.org

05. 18.-05. 21. 2014 IEEE 6th International Memory Workshop (IMW) Regent Taipei No. 3, Ln. 39, Sec. 2
ZhongShan N. Rd. Taipei, Taiwan

05. 18.-05. 21. 2014 International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IPEC-
Hiroshima 2014 ECCE-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Hiroshima, Japan www.ipec2014.org/

05. 18.-05. 21. 2014 IEEE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VTC 2014-
Spring) Conrad Hilton Seoul, Korea www.ieeevtc.org/vtc2014spring/

05. 18.-05. 21. 2014 IEEE Rural Electric Power Conference (REPC) Worthington Renaissance Fort Worth
Hotel Fort Worth, TX, USA

05. 19.-05. 23. 2014 IEEE Radar Conference (RadarCon)
Cincinnati Marriott at Riverfront/
Northern Kentucky Conventi
Cincinnati, OH, USA

05. 19.-05. 23. 201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arallel &
Distributed Processing Symposium (IPDPS)

Arizona Grand Resort 8000 S. Arizona
Grand Parkway Phoenix, AZ, USA www.ipdps.org

05. 19.-05. 22. 2014 IEEE International Frequency Control Symposium
(FCS)

Grand Hyatt Taipei 2, SongShou Road
Taipei, Taiwan

05. 19.-05. 21. 2014 25th Annual SEMI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nference (ASMC)

The Saratoga Hilton 534 Broadway
Saratoga Springs, NY, USA www.semi.org/asmc2014

05. 20.-05. 25. 2014 IEEE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 Asia (ISGT
ASIA) Kuala Lumpur, Malaysia

05. 20.-05. 23. 2014 IEEE Internatioal Interrconnect Technology
Conferencei/Advanced Metallization Conference (IITC/AMC)

DoubleTree by HiltonSan Jose 2050
Gateway Place San Hose, CA, USA www.his.com/~iitc

05. 21.-05. 23. 2014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ons,
Control and Signal Processing (ISCCSP)

University of Athens Panepistimiopolis,
Ilissia Athens, Greece isccsp2014.upatras.gr

05. 22.-05. 24.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miz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PTIM)

Cheile Gradistei Resort Moeciu de Sus
Bran, Romania http://www.info-optim.ro/optim_2014.php

05. 23.-05. 24. 2014 IEEE Ethics Conference Chicago Marriott O'Hare 8535 West
Higgins Road Chicago, IL, USA http://sites.ieee.org/ethics-conference

05. 25.-05. 29.
2014 IEEE 4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ciences (ICOPS) held with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Power Particle Beams (BEAMS)

Marriott Wardman Park Washington,
DC, USA

http://www.ece.unm.edu/icops-
beams2014/

05. 25.-05. 28. 2014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cs and
Quality of Power (ICHQP)

University Politehnica of Bucharest
Splaiul Independentei 313 Bucharest,
Romania

05. 25.-05. 28. 2014 16th Biennial IEEE Conference on Electromagnetic
Field Computation (CEFC)

L'Imperial Palace Allee de l'Imperial
Annecy, France cefc2014.org/

05. 26.-05. 29. 2014 14th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loud and Grid Computing (CCGrid)

Hyatt Regency Chicago 151 E Wacker
Dr Chicago, IL, USA

http://datasys.cs.iit.edu/events/CCGrid20
14/index.html

05. 26.-05. 28. 2014 21st Saint Petersbur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Concern CSRI Elektropribor, JSC Saint
Petersburg, Russia www.elektroPribor.spb.ru

05. 27.-05. 30.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 Ion, and Photon
Beam Technology and Nanofabrication (EIPBN)

Omni Shoreham Hotel 2500 Calvert
Street NW Washington, DC, USA eipb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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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7.-05. 30. 2014 IEEE 64th Electronic Components and Technology
Conference (ECTC)

Walt Disney Swan & Dolphin Orlando,
FL, USA www.ECTC.net

05. 27.-05. 29. 2014 IEEE/OES Baltic International Symposium (BALTIC) SOKOS HOTEL VIRU TALLINN, Estonia www.oceanicengineering.org

05. 27.-05. 30.
2014 IEEE Intersociety Conference on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Phenomena in Electronic Systems
(ITherm)

Walt Disney World Swan & Dolphin
Hotel Orlando, FL, USA ieee-itherm.org/

05. 27.-05. 30.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ICUAS)

Wyndham Grand Orlando Resort
Bonnet Creek Orlando, FL, USA www.uasconferences.com

05. 31.-06. 05.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Hong Kong, China www.icra2014.org

〉〉2014년 6월

06. 01.-06. 03. 2014 IEEE 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s Symposium
(RFIC)

Tampa Convention Center 333 South
Franklin Street Tampa, FL, USA rfic-ieee.org/

06. 01.-06. 05. 201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ISCAS)

Melbourn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1 Convention Centre Place
South Wharf Melbourne VIC, Australia

www.iscas2014.org

06. 01.-06. 05. 2014 IEEE International Power Modulator and High Voltage
Conference (IPMHVC)

Santa Fe Convention Center 201 W.
Marcy St. Santa Fe, NM, USA

06. 01.-06. 04. 2014 IEEE Canada International Humanitarian Technology
Conference - (IHTC)

OMNI Hotel Mont - Royal Montreal,
QC, Canada htc.ieee.ca/

06. 01.-06. 04. 2014 IEEE 2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ustrial
Electronics (ISIE)

Cultural Center of Askeri Muze
(Military Museum) Cumhuriyet Cad.,
Harbiye Istanbul, Turkey

www.isie.boun.edu.tr

06. 01.-06. 04. 2014 IEEE-EMB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 (BHI)

Dana Bernstein 445 Hoes Lane
Piscataway NJ USA http://bhi.embs.org/2014/

06. 01.-06. 06. 2014 IEEE/MTT-S International Microwave Symposium -
MTT 2014

Tampa Convention Center Tampa, FL,
USA www.ims2014.org

06. 01.-06. 07. 2014 IEEE/ACM 36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ICSE)

Hyderabad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Cyberabad Post Office
Hyderabad, India

icse2014.acm.org/

06. 01.-06. 05. 2014 IEEE International Reliability Physics Symposium
(IRPS)

Hilton Waikoloa Village Waikoloa, HI,
USA www.irps.org

06. 02.-06. 06. 2014 51st ACM/EDAC/IEEE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DAC)

Moscone Center San Francisco, CA,
USA www.dac.com

06. 02.-06. 06. 2014 23rd Optical Fiber Sensors Conference (OFS) Hotel Santemar Calle Joaquin Costas
28 Santander, Spain teisa.unican.es/OFS23

06. 03.-06. 05. 2014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y Conference Europe
(PCIC Europe)

Renaissance Amsterdam &
Amsterdam Marriott Kattegat 1
Amsterdam, Netherlands

www.pcic-europe.eu

06. 03.-06. 05. 2014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and
Advanced Systems (ICIAS)

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KLCC) www.utp.edu.my/icias2014/

06. 04.-06. 06. 2014 American Control Conference - ACC 2014 Hilton Portland and Executive Tower
Portland, OR, USA

06. 06.-06. 11. 2014 IEEE Semiconductor Wafer Test Workshop (SWTW
2014)

Rancho Bernardo Inn San Diego, CA,
USA www.swtest.org/

06. 06.-06. 06. 2014 IEEE 15th Annual IEEE Wireless and Microwave
Technology Conference (WAMICON)

Marriott Waterside Hotel and Marina
Tampa, FL, USA www.wamicon.org

06. 08.-06. 13. 2014 IEEE 40th Photovoltaic Specialists Conference (PVSC) Colorado Convention Center Denver,
CO, USA www.ieee-pvsc.org/PVSC40

06. 08.-06. 11. 2014 IEEE Electrical Insulation Conference (EIC) Philadelphia, PA, USA sites.ieee.org/eic

06. 08.-06. 11. 2014 IEEE Intelligent Vehicles Symposium (IV) MI, USA www.ieeeiv.net/

06. 09.-06. 11. 2014 IEEE 9th Conference on Industrial Electronics and
Applications (ICIEA) 

Zhijiang Hotel No.188-200 Moganshan
Road, Gongshu District Hangzhou,
China

www.ieeeiciea.org/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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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0.-06. 12. 2014 IEEE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Hilton Hawaiian Village Honolulu, HI,
USA www.vlsisymposium.org

06. 10.-06. 12.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Consumer and
Control (IS3C)

Evergreen Laurel Hotel 6 Taichung
Kang Road, Sec., 2 Taichung , Taiwan is3c2014.ncuteecs.org

06. 10.-06. 14. ICC 2014 -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Hilton Hotel 488 George Street
Sydney, Australia ieee-icc.org/

06. 11.-06. 13. 2014 IEEE Biennial Congress of Argentina (ARGENCON) Hotel Panamericano San Martín 536
Bariloche, Argentina argencon.ieee.org.ar/

06. 11.-06. 13. 2014 IEEE Symposium on VLSI Circuits Hilton Hawaiian Village Honolulu, HI,
USA www.vlsisymposium.org

06. 11.-06. 12.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SWSTE)

Wohl Centre Bar Ilan University Ramat
Gan, Israel www.iltam.org/swste2014 

06. 12.-06. 15. 2014 IEEE International Technology Management
Conference (ITMC)

Marriott O'Hare 8535 West Higgins
Road Chicago, IL, USA

06. 14.- 06. 18. 2014 ACM/IEEE 4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ISCA)

Hilton Minneapolis 1001 Marquette
Avenue Minneapolis, MN, USA

06. 15.-06. 18. 2014 IEEE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and
Expo (ITEC)

Adoba Hotel Dearborn Detroit 600
Town Center Drive Dearborn, MI, USA" www.itec-conf.com

06. 15.-06. 19. 2014 IEEE 2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 IC's (ISPSD)

Hilton Waikoloa Village Waikoloa, HI,
USA http://www.ispsd.org

06. 16.-06. 18. 2014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waves, Radar,
and Wireless Communications (MIKON) Lviv Polytechnic National University www.mikon2014.lp.edu.ua

06. 18.-06. 20. 2014 11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
Automation (ICCA)

Evergreen Laurel Hotel Taichung,
Taiwan http://uav.ece.nus.edu.sg/~icca14/

06. 18.-06. 20. 2014 15th International Radar Symposium (IRS) Lviv Polytechnic National University www.irs2014.lp.edu.ua

06. 18.-06. 20.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Electronics,
Electrical Drives, Automation and Motion (SPEEDAM 2014)

Hotel Continental Ischia Via M.
Mazzella, 70 Ischia, Italy" www.speedam.org/

06. 18.-06. 21. 2014 IEEE North American School on Information Theory
(NASIT)

Fields Institute for Mathematic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www.fields.utoronto.ca/programs/scientifi
c/13-14/infotheory/

06. 18.-06. 21. 2014 9th Iber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CISTI)

La Salle - Universitat Ramon Llull
C/Sant Joan de La Salle 42
Barcelona, Spain

www.aisti.eu/cisti2014

06. 19.-06. 20. 2014 3rd Laser Display Conference (LDC)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Taichung, Taiwan

http://ldc.top-
one.com.tw/main.asp?url=110&cid=1

06. 20.-06. 27. 2014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Columbus Convention Center
Columbus, OH, USA

conferences.visionbib.com/2014/cvpr-6-
14-proposal.html

06. 22.-06. 25. 2014 IEEE 8th Sensor Array and Multichannel Signal
Processing Workshop (SAM)

Hotel Hesperia Finisterre Paseo del
Parrote, 2-4 A Coru?a, Spain www.gtec.udc.es/sam2014

06. 23.-06. 2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actional Differentiation
and Its Applications (ICFDA)

Univeristy of Catania Viale A. Doria 6
Catania, Italy www.icfda14.dieei.unict.it/

06. 23.-06. 26. 2014 44th Annual IEEE/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pendable Systems and Networks (DSN)

Georgia Tech Hotel and Conference
Center 800 Spring St. NW Atlanta, GA,
USA

http://www.dsn.org/

06. 24.-06. 27. 2014 European Control Conference (ECC) Strasbour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Strasbourg, France www.ecc14.eu/

06. 24.-06. 27. 2014 IEE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Electronics for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s (PEDG) Galway, Ireland www.pedg2014.org

06. 24.-06. 26. 2014 IEEE Conference on Norbert Wiener in the 21st
Century (21CW) Westin Waltham Boston MA, USA www.21stcenturywiener.org

06. 25.-06. 27. 2014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rvice Systems and
Service Management (ICSSSM) Beijing, China http://www.rccm.tsinghua.edu.cn/icsssm/

2014/ 

06. 27.-06. 29. 2014 5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and Service Science (ICSESS) Beijing, China www.icsess.org

06. 27.-07. 02.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rvices
(ICWS)

Hilton Anchorage 500 West Third
Avenue, AK, USA

http://conferences.computer.org/icws/201
4/index.html

06. 27.-07. 02. 2014 IEEE World Congress on Services (SERVICES) Hilton Anchorage AK, USA www.servicescongress.org/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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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7.-07. 02. 2014 IEE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CLOUD)

Hilton Anchorage 500 West Third
Avenue, USA www.thecloudcomputing.org/2014

06. 29.-07. 02. 2014 IEEE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Workshop (SSP) Jupiters TBD Gold Coast, Australia http://www.ee.unimelb.edu.au/SSP2014/in
dex.html

06. 29.-07. 04. 201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ISIT)

Hawaii Convention Center Honolulu,
HI, USA

06. 30.-07. 04. 2014 IEE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hysical
and Failure Analysis of Integrated Circuits (IPFA)

Marina Bay Sands 10 Bayfront Avenue
Singapore ieee-ipfa.org/

06. 30.-07. 04.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Laser Optics Saint Petersburg, Russia www.laseroptics.ru

〉〉2014년 7월

07. 02.-07. 04. 2014 2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Active-Matrix
Flatpanel Displays and Devices (AM-FPD)

Ryukoku University Avanti Kyoto Hall,
Kyoto, Japan www.amfpd.jp/

07. 03.-07. 0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and Control
(ICMC) Bohai University Jinzhou, China icmc.bhu.edu.cn/

07. 06.-07. 12. 2014 USNC-URSI Radio Science Meeting (Joint with AP-S
Symposium)

Memphis Cook County Convention
Center Memphis, TN, USA www.2014apsursi.org

07. 06.-07. 11.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zzy Systems
(FUZZ-IEEE)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www.ieee-wcci2014.org

07. 06.-07. 11. 2014 IEEE World Congress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WCCI)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www.ieee-wcci2014.org

07. 06.-07. 11. 2014 IEEE Congress on Evolutionary Computation (CEC)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www.ieee-wcci2014.org

07. 06.-07. 12. 201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ennas and
Propagation & USNC/URSI National Radio Science Meeting

Memphis Cook County Convention
Center, USA billene@cmsworldwide.com

07. 07.-07. 10. 2014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Fusion -
(FUSION 2014)

Palacio de Congresos y Exposiciones
de Castilla y Leon, Cuesta de Oviedo,
s/n, Salamanca, Spain

www.fusion2014.org

07. 07.-07. 10.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babilistic Methods
Applied to Power Systems (PMAPS)

Calman Learning Centre Durham
University, United Kingdom www.dur.ac.uk/pmaps.2014

07. 07.-07. 09.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dio, Language and
Image Processing (ICALIP)

HUA TING HOTEL & TOWERS
No.1200, North Caoxi Road, Baoshan
District, Shanghai,China

www.icalip2014.org

07. 09.- 07. 11. 2014 UKAC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CONTROL)

Loughborough University, United
Kingdom www.control2014.lboro.ac.uk/

07. 09.-07. 13. 2014 IEEE China Summit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ChinaSIP)

Xi'a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Qujiang Hotel, China www.chinasip2014.org

07. 11.-07. 13.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and
Engineering (ICSSE) Tongji University, Shanghai, China www.icsse2014.org 

07. 11.-07. 13. 2014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echnologies (ICCCNT) Hefei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www.5icccnt.com 

07. 12.-07. 14.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Media Computing
(U-Media)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Ulaanbaatar, Mongolia smcs.num.edu.mn/u-media2014/

07. 13.-07. 16.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Cybernetics (ICMLC) TBD , China www.icmlc.com

07. 13.-07. 18. IGARSS 2014 - 2014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Quebec City Convention Centre,
Canada billene@cmsworldwide.com

07. 14.-07. 18. 2014 29th Annual IEEE/ACM Symposium on Logic in
Computer Science (LICS)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Vienna, Austria http://lics.rwth-aachen.de/csl-lics14/

07. 14.-07. 18. 2014 IEEE Nuclear & Space Radiation Effects Conference
(NSREC 2014) Marriott Rive Gauche, Paris, France www.nsrec.com

07. 14.-07. 18.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and
Expo (ICME) TBD Chengdu, China www.icme2014.org/

07. 15.-07. 16. 2014 4th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Low Temperature
Bonding for 3D Integration (LTB-3D)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www.3dwb.or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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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1.-07. 25. 2014 IEEE 38th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Conference Workshops (COMPSACW)

Aros Congress Centre, Vasteras,
Sweden compsac.cs.iastate.edu/workshops.php

07. 22.-07. 2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SPCOM)

J. N. Tata Auditorium, National
Science Symposium Complex, Sir C.V.
Raman Avenue, Bangalore, India

www.ece.iisc.ernet.in/~spcom2014/

07. 22.-07. 25.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Reliability, Risk,
Maintenance, and Safety Engineering (QR2MSE)

No.794 Huanghe Road,Shahekou
District, Dalian, China www.qr2mse.org

07. 23.-07. 25. 2014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on
Systems, Networks & Digital Signal Processing (CSNDSP)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Manchester, United Kingdom www.csndsp14.com/

07. 27.-07. 31. 2014 IEEE Power & Energy Society General Meeting Gaylord National Resort & Convention
Center, National Harbor, MD, USA ptraynor@epri.com

07. 27.-07. 30. 2014 12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Informatics (INDIN) TBD Porto Alegre RS, Brazil indin2014.ece.ufrgs.br/

07. 28.-07. 30. 2014 33rd Chinese Control Conference (CCC) International Conference Hotel
Nanjing, China ccc.amss.ac.cn/2014/en/

07. 28.-07. 30.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Automation (ICIA)

riendship International Hotel, Hailar,
Hulun Buir, China http://2014.ieee-icia.org

07. 30.-08. 01. 2014 International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ICSEC)

Pullman Khon Kaen Raja Orchid Hotel,
Khon Kaen, Thailand icsec2014.cs.kku.ac.th

〉〉2014년 8월

08. 03.-08. 06. 2014 IEEE 57th International Midwest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MWSCAS)

801 UHilton Hotel and Convention
Center, USA mwcas-2014.org/home.html

08. 03.-08. 06.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and
Automation (ICMA) Hotel Nikko Tianjin, China 2014.ieee-icma.org/

08. 03.-08. 06.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Computing
(ICIC) China http://ic-ic.tongji.edu.cn/2014/index.htm

08. 03.-08. 07. 2014 World Automation Congress (WAC) Waikoloa Hilton Village Waikoloa, HI,
USA http://www.wacong.org

08. 04.-08. 07. 2014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Networks (ICCCN)

Tongji University Jiading, Shanghai,
China www.icccn.org/icccn14/

08. 04.-08. 08. 2014 International Wireless Communications and Mobile
Computing Conference (IWCMC) Hilton Cyprus Hotel Nicosia, Cyprus iwcmc.org/2014

08. 04.-08. 08. 201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EMC 2014 Raleigh Convention Center, NC, USA sconnor@ieee.org

08. 05.-08. 08.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Communications and Computing (ICSPCC) TBD, China icspcc.office@gmail.com

08. 06.-08. 08.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ICRMS)

Guangzhou Baiyu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China www.icrms.org.cn

08. 03.-08. 09. 2014 IEEE-APS Topical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in Wireless Communications (APWC) Westin Resort & Casino, Aruba http://www.iceaa.net/

08. 06.-08. 09. 2014 IEEE Region 10 Humanitarian Technology Conference
(R10-HTC) ITC Grand Chola Hotel, India ranga@ieee.org

08. 08.-08. 10. 2014 IEEE Chinese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Conference (CGNCC) Marina Hotel - Yantai, China gnccsaa.buaa.edu.cn/

08. 08.-08. 10.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nd Information
Technology (ICCIT) HuaQi Holiday Hotel, China www.ic-cit.org/home.aspx

08. 11.-08. 13. 2014 IEEE Magnetic Recording Conference - TMRC 2014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A, USA cml.me.berkeley.edu/TMRC2014/

08. 11.-08. 13. 2014 IEE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ets ISE 15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www.ise15.org

08. 12.-08. 15. 2014 5th IEEE RAS & EMB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Robotics and Biomechatronics (BioRob)

Palacio das Convenções Anhembi,
São Paulo, Brazil www.biorob2014.org

08. 12.-08. 15. 2014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Packaging
Technology (ICEPT) TBD Chengdu, China www.icept.org/a/Hom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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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6.-08. 23. 2014 XXXIth URSI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URSI GASS)

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r.stone@ieee.org

08. 17.-08. 20. 2014 IEEE/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ocial Networks Analysis and Mining (ASONAM) Convention Center, China www.asonam2014.org/

08. 17.-08. 20. 2014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ymposium (ITS) Rebouças Convention Center, São
Paulo, Brazil www.sbrt.org.br/its2014/

08. 18.-08. 22. 2014 IEE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technology (IEEE-NANO) Delta Chelsea, Toronto, ON, Canada p.famouri@ieee.org

08. 18.-08. 20. 2014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Control
and Information Processing (ICICIP) Swish Hotel, Dalian , China icicip.dlut.edu.cn/

08. 18.-08. 22. 2014 Power Systems Computation Conference (PSCC) Wroclaw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www.pscc2014.net

08. 19.-08. 20.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s & Soft
Computing (ICNSC) Vignan University, India www.icnsc.in

08. 19.- 08. 21. 2014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ural Computation
(ICNC) Xiamen University, China icnc-fskd.xmu.edu.cn/

08. 20.- 08. 23.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Hotel ICON, Hong Kong www.dsp2014.org

08. 24.- 08. 28. 2014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CPR)

Stockholm Waterfront Congress
Centre, Stockholm, Sweden www.icpr2014.org

08. 24.- 08. 29. 2014 Conference on Precision Electromagnetic
Measurements (CPEM 2014)

Windsor Barra Hotel, Rio de Janeiro,
Brazil www.inmetro.gov.br/cpem2014

08. 25.- 08. 29. 2014 RO-MAN: The 23rd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Robot and Human Interactive Communication

Edinburgh Conference Centre at
Heriot-Watt University, Edinburgh,
United Kingdom

http://rehabilitationrobotics.net/ro-man14/

08. 25.- 08. 29. 2014 IEEE 22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Engineering
Conference (RE)

Blekinge Institute of Technology,
Karlskrona, Sweden www.re14.org

08. 25.- 08. 27. 2014 IEEE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y Conference -
Brasil (PCIC Brasil)

Everest Rio Hotel, Rio de Janeiro,
Brazil www.ieee.org.br/pcicbr

08. 25.- 08. 30.
2014 8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d
Electromagnetic Materials in Microwaves and Optics
(METAMATERIALS)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congress2014.metamorphose-vi.org

08. 26.- 08. 28. 2014 16th European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and
Applications (EPE'14-ECCE Europe)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Lappeenranta, Finland www.epe2014.com

08. 26.- 08. 29. 2014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Wireless
Communications Systems (ISWCS)

Hotel Eurohotel Diagonal Port,
Barcelona, Spain www.iswcs2014.org/

08. 26.- 08. 30. 2014 36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EMBC)

Sheraton Chicago Hotel and Towers,
Chicago, IL, USA http://embc.embs.org/2014/

08. 27.- 08. 29. 2014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ICACC)

Rajagiri Schoo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Cochin, India www.acc-rajagiri.org/

08. 31.- 09. 03. 2014 IEEE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and
Expo, Asia-Pacific (ITEC Asia-Pacific)

Beijing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Beijing, China www.itec20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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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합측기 박재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02-553-0901 http://www.msinter.co.kr

나노종합기술원 이재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3-3 042-366-1500 http://www.nnfc.re.kr

네이버(주) 김상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031-784-2560 http://www.nhncorp.com

넥서스칩스 김덕명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42-1310 http://www.nexuschips.com

넥스트칩 김경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9-3 02-3460-4700 http://www.nextchip.com

(주)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18 105호 02-2243-4011 http://www.nexpa.co.kr

누리미디어 최순일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46 02-702-1771 http://www.nurimedia.co.kr

다우인큐브 이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3-7 다우디지털스퀘어 070-8707-2500 http://www.daouincube.com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91-5 053-602-1803 http://www.mtcc.or.kr

대덕G.D.S 유 훈 경기도 안산시 목래동 475 031-481-8006 http://www.daeduckgds.co.kr

대덕전자 김 재 경기도 안산시 목래동 390-1 031-481-8005 http://www.dacduck.com

대성전기 이철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43-5 031-494-1141 http://www.dsec.co.kr

대전테크노파크 염홍철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4 042-930-4300 http://www.djtp.or.kr

(주)더즈텍 김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061호 031-450-6300 http://www.doestek.co.kr

덴소풍성전자 김경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 055-600-9227 http://www.dnpe.co.kr

동부하이텍 박용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02-3484-2888 http://www.dongbuhitek.co.kr

동아일렉콤 손성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 02-757-2050 http://www.dongahelecomm.co.kr

동운아나텍 김동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아리랑타워 9층 02-3465-8765 http://www.dwanatech.com

라온텍 김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 070-7545-1779 http://www.raon-tech.com

만도 정몽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13-5 031-300-5126 http://www.mando.com

문화방송 안광한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31 02-784-2000 http://www.imbc.com

삼성전자 권오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1588-3366 http://samsungelectronics.com/kr

삼성탈레스 변승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8 031-601-5100 http://www.samsungthales.com

삼화콘덴서공업 황호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24 031-332-6441 http://www.samwha.co.kr

세미솔루션 이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동 1029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031-627-5300 http://www.semisolution.com

세원텔레텍 김철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23 031-422-0031 http://www.sewon-teletech.co.kr

(주)스카이크로스코리아 조 민 경기 수원시 통구 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801호 031-267-1662 http://www.skycross.cco.kr

㈜대동 조명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43-2 031-493-3000 http://www.dae-dong.biz

실리콘마이터스 허 염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한양대학교 HIT 418호 02-2297-7077 http://www.siliconmitus.com

실리콘웍스 한대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707 042-712-7700 http://www.siliconworks.co.kr/

(주)쏠리드 정 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쏠리드스페이스 031-627-6000 http://www.st.co.kr

아나패스 이경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6층 02-6922-7400 http://www.anapass.com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전성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02-2155-4710 http://www.avagotech.kr

아이닉스 황정현 경기도 수원시 통구 통동 980-3 031-204-7333 http://www.eyenix.com/

㈜아이에이 김동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길 5-23 02-3015-1300 http://www.ia-inc.kr

안리쓰코퍼레이션 오사무나가타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2-41 현죽빌딩 8층 02-553-6603 http://www.anritsu.com

에디텍 정 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02-2025-0088 http://www.aditec.co.kr

에스넷시스템㈜ 박효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성원빌딩 10층) 02-3469-2994 http:// www.snetsystems.co.kr

에스엘 이충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053-850-8775 http://www.sl.co.kr

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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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1 070-7878-1000 http://www.yuracorp.co.kr

유텔 김호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1-427-1020 http://www.u-tel.co.kr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 IT타워 031-730-0575 http://www.innopiatech.com

이디 박용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보통길 10 031-730-7320 http://www.ed.co.kr

이지테크 강현웅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8-12 02-2608-2633 http://www.ezlab.com

전자부품연구원 김경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 031-789-7000 http://www.keti.re.kr

지에스인스트루먼트 육희수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5-14 032-870-5641 http://www.gsinstrument.com

지엠테스트 고상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134 041-410-2600 http://www.gmtest.com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043-270-2000 http://www.cbtp.or.kr

현대오트론 박상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031-627-0990 http://www.hyundai-autron.com

케이던스코리아 신용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현대케피코 박상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10 031-450-9015 http://www.hyundae-kefico.com

코아리버 배종홍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02-2142-3400 http://www.coreriver.com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우 현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220 솔리드스페이스빌딩 031-697-3800 http://www.conti-automotive.co.kr

텔레칩스 이장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0 루터회관 02-3443-6792 http://www.telechips.com

티에이치엔 채 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3 053-583-3001 http://www.th-net.co.kr

티엘아이 김달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처빌딩 031-784-6800 http://www.tli.co.kr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김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032-671-3842 http://www.fairchildsemi.com

SK 하이닉스 박성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31-630-4114 http://www.skhynix.com

한국멘토그래픽스(유) 양 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빌딩 21층 02-551-3434 http://www.mentorkr.com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김승렬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5-12 080-769-0800 http://www.agilent.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기주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02-405-4118 http://www.kisa.or.kr/

한국전기연구원 김호용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055-280-1114 http://www.ke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흥남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 042-860-6114 http://www.etri.re.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임차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031-724-0114 http://www.tta.or.kr

한라비스테온공조 박용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042-930-6114 http://www.hvccglobal.com

한백전자 진수춘 대전시 유성구 궁동 487-1 042-610-6111 http://www.hanback.co.kr

현대로템 한규환 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18 031-596-9045 http://www.hyundai-rotem.co.kr

현대모비스 정명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서울인터내셔널타워 02-2018-5114 http://www.mobis.co.kr

현대엠엔소프트 유 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4-38 02-3483-8500 http://www.hyundai-mnsoft.com

현대자동차그룹 양웅철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02-3464-1114 http://www.hyundai-motor.com

휴먼칩스 손민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 신도빌딩 070-8671-4700 http://www.humanchips.co.kr

휴인스 송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포모빌딩 031-719-8200 http://www.huins.com

히로세 코리아㈜ 이상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희망공원로 250 031-496-7000 http://www.hirose.co.kr

Cadence 신용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FCI 한상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031-776-0520 http://www.fci.co.kr

I&C테크놀로지 박창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동관 18층 02-2142-3300 http://www.inctech.co.kr

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0114 http://www.kt.co.kr

LDT 김철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38 M프라자 3층 041-520-7300 http://www.ldt.co.kr

LG전자 구본준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30 02-3777-1114 http://www.lge.co.kr

LIG 넥스원 이효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 10층 1644-2005 http://www.lignex1.com

RadioPulse 왕성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11-6 02-478-2963 http://www.radiopulse.co.kr

SK Telecom 하성민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SK-T-Tower 02-2121-2114 http://www.sktelecom.com

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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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중앙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산43-1 032-340-3607

가톨릭상지대학도서관 경북안동시율세동393 032-340-3607 http://www.csangji.ac.kr/~library/

강릉대도서관 강원강릉시지변동산1 http://211.114.218.253/

강원관광대도서관 강원태백시황지동439 033-552-9005 http://www.kt.ac.kr

강원대도서관 강원춘천시효자2동192-1 033-250-9000 http://library.kangwon.ac.kr

경동대도서관 강원고성군토성면봉포리산91-1 033-639-0371 http://www.kyungdong.ac.kr

경주대도서관 경북경주시효현동산42-1 054-770-5051 http://www.kyongju.ac.kr

건국대도서관 서울성동구모진동93-1 02-450-3852 http://www.konkuk.ac.kr

건양대중앙도서관 충남논산시내동산30 041-730-5154 http://lib.konyang.ac.kr

경기대중앙도서관 경기수원시팔달구이의동산94-6 031-240-7135 http://203.249.26.247/

경기공업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102 031-496-4571 http://210.181.136.6/

경남대중앙도서관 경남마산시월 동449 055-249-2906 http://library.kyungnam.ac.kr

경도대도서관 경북예천군예천읍청복리947-1 054-650-0143 http://libweb.kyongdo.ac.kr

경북대도서관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5-500 1 http://kudos.knu.ac.kr

경북대전자공학과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0-5506 http://palgong.knu.ac.kr

경운대벽강중앙도서관 경북구미시산동면인덕리55 054-479-1083 http://www.kyungwoon.ac.kr

경일대도서관 경북경산군하양읍부호리33 053-950-7790 http://cham.kyungil.ac.kr

경산대도서관 경북경산시점촌동산75 http://library.ksucc.ac.kr

경상대도서관 경남진주시가좌동900 055-751-5098 http://library.gsnu.ac.kr

경성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동110-1 051-620-4394 http://kulis1.kyungsung.ac.kr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1번지 031-201-3219 http://library.khu.ac.kr

고려대과학도서관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번지 02-920-1709 http://kulib.korea.ac.kr

고려대서창캠퍼스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동208 http://kuslib.korea.ac.kr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60-1 031-280-4230

공군사관학교도서관 충북청원군남일면쌍수리사서함335-1 043-229-6085 http://www.afa.ac.kr

공군전투발전단무기체계실 충남논산군두마면부남리사서함501-317호 041-506-5260, 5281

공주대도서관 충남공주시신관동182 041-850-8691 http://knulib.kongju.ac.kr

광명하안도서관 경기광명시하안2동683 031-680-6376 http://www.kmlib.or.kr

광운대도서관 서울노원구월계동447-1 02-918-1021~2 http://kupis.kwangwoon.ac.kr

국민대성곡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861-1 02-910-4200 http://kmulmf.kookmin.ac.kr

김포대학도서관 경기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 031-999-4126 http://lbr.kimpo.ac.kr

국방대학교도서관 서울은평구수색동205 02-300-2415

국방제9125부대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932호

국방품질관리연구소정보관리실 서울청량리우체국사서함 276호 http://dqaa.go.kr

국방과학연구소서울자료실 서울송파구송파우체국사서함132호 02-3400-2541 http://www.add.re.kr

방위사업청 서울용산구용산2가동7번지 02-2079-5213

극동대학교도서관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산5-14 043-879-3568 http://lib.kdu.ac.kr

금강대학교도서관 충남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041-731-3322 http://lib.g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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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 (주)제2공장자료실 경기오산시가수동379 031-772-1171(318) http://www.lginnotek.com

LG정보통신(주)자료실 경북구미시공단동299 054-460-5311 http://www.lge.co.kr

금오공대도서관 경북구미시신평동188-1 054-461-0131~4 http://ran.kumoh.ac.kr

남서울대도서관 충남천안시성환읍매주리21 041-580-2076 http://ness.nsu.ac.kr

단국대도서관 울용산구한남동산8 02-709-2135 http://www.dankook.ac.kr

단국대율곡기념도서관 충남천안시안서동산29-1 041-741-6040(1613) http://dulis.anseo.dankook.ac.kr

대구대도서관 대구남구대명동2288 053-850-2081~6 http://love.taegu.ac.kr

대원공과대학도서관 충북제천시신월동산22-8 043-649-3202 http://lib.daewon.ac.kr

동서울대학도서관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423 031-720-2191 http://dlibrary.dsc.ac.kr

대전대도서관 대전동구용운동96-3 042-280-2673 http://libweb.taejon.ac.kr

대전한밭대도서관 대전동구삼성2동305-3 042-630-0616 http://tjdigital.tnut.ac.kr

대전한밭도서관 대전중구문화동145-3 042-580-4255 http://hanbat.metro.taejon.kr

대진대중앙도서관 경기포천군포천읍선단리산11-1 031-535-8201~5 http://library.daejin.ac.kr

대천대도서관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산6-7 041-939-3026 http://www.dcc.ac.kr

동강대도서관 광주시 북구 두암동771 062-520-2114 http://dongkang.ac.kr

동국대도서관 서울중구필동3가26 02-260-3452 http://lib.dgu.ac.kr

동서대도서관 부산사상구주례동산69-1 051-320-1640 http://libcenter.dongseo.ac.kr

동아대도서관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 051-204-0171 http://av3600.donga.ac.kr

동양대도서관 경북 주시풍기읍교촌동1번지 054-630-1053 http://dyucl.dyu.ac.kr

동양공업전문대학도서관 서울구로구고척동62-160 02-610-1731 http://www.dongyang.ac.kr

동원대학술정보센터 경기광주군실촌면신촌리산1-1 031-763-8541(140) http://www.tongwon.ac.kr

두원공과대학도서관 경기안성군죽산면장원리678 http://www.doowon.ac.kr

만도기계중앙연구소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95 031-768-6211 http://www.mando.com

목원대도서관 대전중구목동24 042-252-9941~50 http://lib.mokwon.ac.kr

목포대도서관 전남무안군청계면도림리61 http://203.234.22.46/

목포해양대도서관 전남목포시죽교동572 061-240-7114 http://lib.miryang.ac.kr

배재대도서관 대전서구도마2동439-6 042-520-5252 http://lib.mmu.ac.kr

부경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3동599-1 051-622-3960 http://libweb.pknu.ac.kr

부산대도서관 부산금정구장전동산30 051-510-1814 http://pulip.pusan.ac.kr

부산외국어대도서관 부산남구우암동산55-1 http://www.pufs.ac.kr

부천대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454-3 032-610-3272 http://www.bucheon.ac.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9 http://www.kiniti.re.kr

삼지전자(주) 서울금천구가산동459-21 02-850-8167

삼척산업대도서관 강원삼척시교동산253 033-570-6278 http://lib.samchok.ac.kr

상명대학교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 충남천안시안서동산98-20 041-550-5356

상주대도서관 경북상주시가장동386 054-530-5641 http://san.sangju.ac.kr

상지대중앙도서관 강원원주시우산동산41 033-730-0366 http://lib.sangji.ac.kr

생산기술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금천구가산동371-36 02-850-9142~3 http://www.kitech.re.kr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자료실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02-860-1292 http://www.ktl.re.kr

삼성SDI 경기용인시기흥구공세동 031-288-4121 http://www.samsungSDI.co.kr

서강대도서관 서울마포구신수동1-1 02-751-0141 http://loyola1.sogang.ac.kr

서경대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16 02-940-7036 http://lib.seokyeong.ac.kr

서울대도서관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5114 http://solarsne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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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기공학부해동학술정보실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7278

서울산업대도서관 서울도봉구공릉동172 02-972-1432 http://cdserver.snut.ac.kr

서울시립대도서관 서울동대문구전농동8-3 02-2245-8111 http://plus.uos.ac.kr

서울여자대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2동126 02-970-5305 http://lib.swu.ac.kr

서울통신기술(주)통신연구소 서울강동구성내3동448-11 02-2225-6613 http://www.scommtech.co.kr

선문대도서관 충남아산시탕정면갈산리100 041-530-2525 http://delta.sunmoon.ac.kr

성결대도서관 경기안양시안양8동147-2 http://211.221.247.5

성균관대과학도서관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287-1 031-290-5114 http://skksl.skku.ac.kr

성남산업진흥재단(재)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031-758-9901 http://www.ked.or.kr

성신여대도서관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49-1 02-920-7275 http://lib.sungshin.ac.kr

세종대도서관 서울광진구군자동98 02-3408-3098 http://sjulib.sejong.ac.kr

수원대중앙도서관 경기화성군봉담면와우리산2-2 031-232-2101(378) http://lib.suwon.ac.kr

수원과학대도서관 경기화성군정남면보통리산9-10 031-252-8980 http://www.suwon-sc.ac.kr

순천대도서관 전남순천시매곡동315 061-752-8131 http://203.246.106.33/

숭실대도서관 서울동작구상도1동1-1 02-820-0114 http://oasis.soongsil.ac.kr

안동대도서관 경북안동시송천동388 054-850-5238 http://library.ajou.ac.kr

안산1대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 031-400-6900 http://www.ansan.ac.kr

안양대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708-113 031-670-7557 http://www.anyang.ac.kr

안양과학대학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3동산39-1 031-441-1058~9 http://www.anyang-c.ac.kr

에스씨지코리아(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2해성B/D17층 02-528-2700 http://www.onsemi.com

에이치텔레콤(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15 031-777-1331 http://www.htel.co.kr

여수대도서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061-659-2602 http://www.yosu.ac.kr

연세대도서관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02-361-2114 http://library.yonsei.ac.kr

남대중앙도서관 경북경산시대동214-1 053-882-4134 http://libs.yeungnam.ac.kr

동공과대학도서관 충북 동군 동읍설계리산12-1 043-740-1071~2 http://210.125.191.101/

오산전문대학도서관 경기오산시청학동17 031-372-1181 http://osanlib.osan-c.ac.kr

(주)오피콤 서울강남구수서동724(로스데일B/D5층) 02-3413-2500 http://www.opicom.co.kr

충북과학대학도서관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40 043-730-6251 http://www.ctech.ac.kr

용인대도서관 경기용인시삼가동470 031-30-5444 http://www.yongin.ac.kr

우리기술투자(주) 서울강남구대치동946-14(동원B/D14층) 02-508-7744 http://www.wooricapital.co.kr

우송대중앙도서관 대전동구자양동산7-6 042-630-9668~9 http://pinetree.woosongtech.ac.kr

울산대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 052-278-2472 http://library.ulsan.ac.kr

원광대중앙도서관 전북이리시신룡동344-2 063-850-5444 http://library.wonkwang.ac.kr

(주)원이앤씨 성남구 중원구 상대원동 190-1 031-776-0377

위덕대학교도서관 경북경주시강동면유금리산50 054-760-1051 http://lib.uiduk.ac.kr

유한대학도서관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185-34 http://ic.yuhan.ac.kr

육군제1266부대연구개발처자료실 부산남구대연동우체국사서함1-19

육군사관학교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동사서함77호 02-975-0064 http://www.kma.ac.kr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78-401 042-870-5230

익산대학도서관 전북익산시마동194-5 063-840-6518 http://library.iksan.ac.kr

이화여대중앙도서관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02-3277-3137 http://ewhabk.ewha.ac.kr

인제대도서관 경남김해시어방동607번지 055-320-3413 http://ilis1.inje.ac.kr

인천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177 032-774-5021~5 http://wlib.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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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문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235 http://www.icc.ac.kr

(주)인텍웨이브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7(에이스테크노타워501) 02-3282-1185 http://www.intechwave.com

인하대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62-0077 http://library.inha.ac.kr

인하공전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70-2091-3 http://library.inhatc.ac.kr

전남과학대학도서관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산85 061-360-5050 http://www.chunnam-c.ac.kr

전남대도서관 광주북구용봉동300 062-550-8315 http://168.131.53.95/

호원대도서관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727 063-450-7106 http://indang.howon.ac.kr

전주대중앙도서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00 063-220-2160 http://lib.jeonju.ac.kr

우석대학도서관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490 063-273-8001(206) http://library.woosuk.ac.kr

제주대도서관 제주제주시아라1동1 064-755-6141 http://chulic.cheju.ac.kr

중부대도서관 충남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041-750-6571 http://www.joongbu.ac.kr

중앙대도서관 서울동작구흑석동221 02-815-9231 http://www.lib.cau.ac.kr

중앙대안성도서관 경기안성군대석면내리 http://www.alib.cau.ac.kr

창원대학도서관 경남창원시퇴촌동234 055-283-2151 http://lib.changwon.ac.kr

창원시립도서관 창원시반송동산51-5 055-281-6921~2 http://city.changwon.kyongnam.kr

청양대도서관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90 http://www.cheongyang.ac.kr

청주대도서관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043-229-8648 http://wuam.chongju.ac.kr

천안대도서관 충남천안시안서동산85-1 http://moon.chonan.ac.kr

천안공업대자료실 충남천안시부래동275 http://www.cntc.ac.kr

한국철도대학도서관 경기의왕시월암동산1-4 031-454-4019 http://library.krc.ac.kr

초당대도서관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남리419 061-450-1901~3 http://library.chodang.ac.kr

충북대도서관 충북청주시개신동산48 043-261-3114~9 http://cbnul.chungbuk.ac.kr

충주대도서관 충북중원군이류면검단리123 043-842-7331~5 http://chains.chungju.ac.kr

탐라대도서관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70 064-735-2000 http://www.tamna.ac.kr

특허청심사4국전자심사담당관실 대전서구둔산동920 042-481-5673

포항공과대학도서관 경북포항시포항우체국사서함125호 054-275-0900 http://www.postech.ac.kr

한경대도서관 경기안성시석정동67 031-670-5041 http://www.hankyong.ac.kr

하남시립도서관 경기하남시신장동520-2 031-790-6597 http://hanamlib.go.kr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원 경기광주시 역동 181-3 031-764-3301 http://www.icpc.ac.kr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대전유성구구성동373-1 042-861-1234 http://darwin.kaist.ac.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관 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02-962-8801(2418) http://161.122.13.12/

한국기술교육대학도서관 충남천안군병천면가전리산37 041-560-1253~4 http://dasan.kut.ac.kr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서울종로구동숭동169 02-7404-381 http://knoulib.knou.ac.kr

한국산업기술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사화공단3가101 031-496-8002 http://www.kpu.ac.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강남역삼동701-7(한국기술센타11층) 02-6009-8034 http://www.itep.re.kr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도서관 경기용인군왕산리산89 031-309-4130 http://weblib.hufs.ac.kr

한국전력기술(주)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360-9 031-289-4015 http://www.kopec.co.kr

한전전력연구원기술정보센터 대전유성구문지동103-16 042-865-5875 http://www.kep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서실 대전유성구가정동161 042-860-5807 http://www.etri.re.kr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가정동90 042-823-5201(592) http://www.komsep.com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료실 경기의왕시월암동374-1 031-461-8531 http://www.krri.re.kr

한국항공대도서관 경기고양시화전동200-1 031-309-1862 http://210.119.25.2/

한국항공우주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어은동52 042-868-7811 http://www.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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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도서관 부산 도구동삼동1 051-414-0031 http://kmulib.kmaritime.ac.kr

한동대도서관 경북포항시북구홍해읍남송리3 http://salt.handong.edu

한세대도서관 경기군포시당정동604-5 031-450-5165 http://lib.hansei.ac.kr

한양대도서관 서울성동구행당동17 02-209-2114 http://library.hanyang.ac.kr

한양대안산도서관 경기안산시대학동396 031-869-2111 http://information.hanyang.ac.kr

해군제9135부대군수발전부표준규격과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2호

해군사관학교도서관 경남진해시앵곡동사서함1-1 http://www.navy.ac.kr

해군정비창기술연구소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602-3호 055-549-3602

현대자동차기술관리부 정보자료실 경남울산시중구양정동700 http://www.hyundai-motor.com

SK 하이닉스메모리연구소정보자료실 경기이천군부발읍아미리산136-1 031-630-4514

협성대학술정보관 경기화성군봉담읍상리8-1 031-299-0658 http://hulins.hyupsung.ac.kr

혜전대도서관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산16 041-630-5167 http://www.hyejeon.ac.kr

한라대학 강원원주시흥업면흥업리산66 031-760-1184 http://lib.halla.ac.kr

한서대도서관 충남서산군해미면대곡리360 041-660-1114 http://library.hanseo.ac.kr

호남대도서관 광주광산구서봉동59-1 062-940-5183 http://library.honam.ac.kr

호서대도서관 충남아산군배방면세출리산29-1 041-540-5080~7 http://library.hoseo.ac.kr

홍익대도서관 서울마포구상수동72-1 02-334-0151(409) http://honors.hongik.ac.kr

홍익대문정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동 041-860-2241 http://shinan.hongik.ac.kr

대구효성가톨릭대도서관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1리330 053-850-3264 http://lib.ca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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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비의납부및유효기간

2014년도 회원 연회비는 2013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2014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당해년도에 한합니다. 

◆ 2014년도 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원： 70,000원 (입회비：1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입회비 면제)

�평생회원：700,000원 (학회 홈페이지 평생회비 할인 제도 안내 참조) 

2. 논문지(eBook) 제공

학회지와 논문지(국·영문)가 eBook으로 발간되어 학회 홈페이지(http://wwww.theieie.org)를 통해 제공되고 있

습니다. 다만 간행물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이안순 부장(회원담당)

(02-553-0255(내선 2번)) /E-mail: ieie@theieie.org

3. 회비의납부방법

신용카드 (홈페이지 전자결재) 및 계좌이체 (한국씨티은행, 102-53125-258)를 이용하여 학회 연회비,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석·박사신입생다년학생회원가입및회비할인제도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3월 입학하는 석ㆍ박사 신입생을 위하여 다년 학생회원 가입 제도 및 회비 할인 제도를 마련하

였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졸업 및 수료 때까지 학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

기 바라며 회비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 대상 및 할인 혜택

- 가입 대상 : 2014년 석ㆍ박사 신입생

- 할인 내용 : 2년 60,000원(1년당 30,000원) → 2년 50,000원(1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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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계학습 기반 음성인식 기술 동향
• 시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 합성 기술의 현황
• 최근 화자인식 기술 동향
• 대화 모델링을 위한 음성언어 이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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