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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이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인 ‘말’을
이용하여 기계와 인간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에 대
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제한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에 의해서 간단한 명령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
준이며 응용 분야도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텔레매틱스, 지능형로봇, 홈오토메이션
등의 신성장동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 등의 인터페이스 수
단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은 매우 중
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의 기본 원리 및 요소
기술을 설명하고 관련 산업동향 및 응용분야, 그리고 향후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
로 한 발전 전망을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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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성을 높여감에 따라 연관 기술과의 결합 하에서 음
성 응용 제품 및 서비스는 계속 확산될 것이다. 특

컴퓨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제는 컴퓨

히, 정보 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

터가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복잡한 계산처리를 대신

로 하는 각종 정보기기가 소형화되고 이동성이 강화

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학

됨으로 인하여, 음성 기술은 이들 정보기기를 효과

습하고, 생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지능의

적으로 제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인터페이스로서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

음성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기술이란

여 우리의 일상적 환경에 컴퓨터가 숨어 있는 상황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의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을 가정하면 음성인터페이스의 요구는 향후 폭발적

정보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록 말과 글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의 한 분야로서, 음

음성언어 정보처리 기술은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

성신호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글자나 문

이스 기술의 핵심요소로서 다보스 포럼 및 MIT의

장으로 나타내기 위한 음성인식 기술, 주어진 단어

미래예측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10

나 문장을 음성으로 들려주기 위한 음성합성 기술

대 유망기술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선진국은 음성기

그리고 누구의 음성인지를 구분해내기 위한 화자인

술을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식 기술 등을 말한다. 즉, 사람의 음성을 마이크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음성 DB 자원 확보에 대규모 투

의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가 입력 받아 이를 분석

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성장동력산업을

하여 문자로 나타내주고 또한 문자를 스피커 등의

추진함에 있어서 음성 기술을 지능형로봇, 텔레매틱

출력 장치를 통해 사람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

스, 홈네트워크, 차세대 PC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성인식

요구되는 공통 핵심 기술로서 지정하여 음성인터페

과 음성합성에 더하여 언어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이스 기술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인식된 결과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
해하여 질문에 대답하거나 서로 대화하면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Ⅱ. 음성인터페이스 활용분야

음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럽고 편리한

현재까지의 음성인터페이스의 활용분야는 (그림

정보교류의 수단으로서,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

1)과 같이 크게 유/무선 통신망 환경 기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컴퓨터의 의사소통, 나아가서는

단말기 기반 응용 서비스, PC 기반 응용서비스로 나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람과 사람간의 자동통역에 이

눌 수 있다.

르기까지 그 활용영역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다. 음성
의 이와 같은 편리성 때문에 이를 응용서비스에 도입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일부 제한된

1. 유/무선 통신망 환경 기반서비스

영역에서는 실용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

CTI 기반 무인 콜센터, 텔레뱅킹, 보이스웹 포털

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대학 및 대기업연구소

등 응용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현재까지

를 중심으로 음성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

적용된 사례를 보면 증권정보 조회 시 종목 명을 발

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주도로 본격적인 음

성하면 이를 인식하는 서비스, 항공 예약 시 출발지,

성 기술 연구에 착수, 2000년대 초부터 CTI를 중심

목적지 등을 발성하면 이를 인식하여 항공편을 조회

으로 음성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거나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폰뱅킹 시 계좌번호,

음성인식의 완성도와 음성합성 출력음질의 자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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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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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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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의 활용분야

이 있다. 현재까지는 유/무선 음성 채널을 이용하여

인덱싱, 음성인터페이스가 적용되는 게임 등이 대표

음성인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향후 유/무선 데이터

적인 사례이다.

통신망의 전송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
이터통신 채널을 이용한 분산형 음성인식(distributed speech recognition)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2. 단말기 기반 응용서비스

4. 음성인터페이스 응용 분야의 향후 전망
최근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하여 지능형로봇의 대
화형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차세대 PC 등의 음성인터페이스, 디지털콘텐츠 검색

휴대폰, PDA, 차량단말기 등 정보단말기에 내장

등의 응용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음성인터페이스 기

형 음성인식, 합성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음성으로

술과 언어처리 기술이 융합되면 (그림 2)와 같은 여러

휴대폰의 주소록을 검색하여 전화를 걸어주는 VAD

신성장동력산업의 요소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기능, 차량단말기를 음성명령으로 제어하는 기능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
아짐에 의해 (그림 3)과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
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3. PC 기반 응용서비스
PC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

Ⅲ.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의 문서편집기

1. 음성인식 기술의 개요

에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한 음성인식 받아쓰기 소프
트웨어,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영어 발음의 정

음성인식 기술은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을 알아들

확도를 측정해주는 영어발음교정 서비스, 멀티미디

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는 인간의

어 콘텐트에서 특정 오디오 부분을 검색하는 오디오

귀와 초보적인 두뇌의 기능을 포함한다. 소리는 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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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포스트 PC

대화모델링
대화체음성
인식/합성

정보검색

디지털 콘텐츠
음성기반
MM 인덱싱

음성/언어정보기술

명령어 인식
디지털 홈

언어번역

언어처리
음성인식/잡
음제거 SoC

디지털 TV
이동통신

반도체 SoC

임베디드

(그림 2) 신성장동력산업의 음성/언어 정보기술 응용분야

는 여러 가지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를 이

기술적 난이도

용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즉 사람은 시끄러운 환경

2010년
2007년
2005년
2003년

여행자영역
자동통역

에서 발성되어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이나 너무 작게

음성인식
자동 A/S 서비스

발성되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음성인 경우

다국어
이동환경 멀티모달
인터넷 번역 대화형 정보검색

에도 그 때의 상황이나 전후 문맥을 통해 유추 해석
하여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컴퓨터에

텔레매틱스 디지털 콘텐츠 114 무인
자동색인
대화형
자동안내
음성인식
웹 질의응답
정보검색
무인 콜센터

의한 음성인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식 베이스가
충분치 않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기능만을 처리하
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 비해 매우 떨어

일한/한일
웹 자동번역

진다.

휴대폰음성 웹문서
다이얼링 검색

사용자 편의성

(그림 3)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응용분야의 발전 전망

2. 음성인식 기술의 분류
음성인식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약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기의 진동에 의해 인간의 귀로 전달된다. 음성도 마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진국을 포함하여 그 기술

찬가지이다. 귀는 음성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여

수준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음성인식의 궁극

음성의 공진주파수, 주기성, 크기 등 여러 가지 정보

적인 목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발성되

를 추출해 낸다. 음성의 공진주파수는 음소의 특성

는 모든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발성된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 수준에 따라 음성인

음성을 인식한다. 사람이 음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식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

이와 같은 음향신호처리(acoustic signal process-

선 인식할 수 있는 발성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ing)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저장되어 있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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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 단어 인식(isolated word recognition)

리가 비슷한 경우 다른 사용자의 음성도 인식 가능

고립된 형태로 발성된 음성만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구현이

즉 인식 가능한 대상 단어에 한하여 인식 가능하다.

간단하여 단말기 등에 탑재되어 응용되고 있으나 사

음성인식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며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형태이다.
• 연결 단어 인식(connected word recognition)
여러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 발성하여도 인식 가

용자가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
므로 제한된 분야에만 사용된다.
• 화자 독립 인식(speaker independent recognition)

능하다. 즉 인식 대상 단어의 연결 형태의 인식이 가

임의의 화자의 발성을 인식할 수 있다. 미리 수백

능하다. 제한된 대상 단어의 조합으로 여러 형태의

또는 수천 명의 음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

음성인식이 가능하다. 고립 단어 인식에 비해 난이

터베이스화 함으로써 별도의 훈련 과정 없이 어떤

도가 높으며 인식률이 낮다. 대표적인 예가 연속 숫

사용자라도 사용 가능하다. 화자 종속 인식기에 비

자 인식(connected digit recognition)이다. 현재 부

해 구현이 어려우나 현재 대부분의 상용화 시스템은

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한다.

• 연속어 인식(continuous speech recognition)

• 화자 적응(speaker adaptation)

자연스럽게 발성한 연속된 음성을 인식할 수 있

화자 적응 방식은 화자 종속 및 화자 독립의 절충

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계이며 현재 선진국에서

으로써 화자 독립 인식기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는 voice typewriter 등에 적용되어 출시되고 있다.

목소리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화자 독립 인

현재까지 인식률이 그다지 높지 못하며 특히 자연스

식기를 자신의 목소리에 적응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러운 대화 형태의 발성의 경우 인식률이 매우 낮다.

위하여 사용자는 인식기를 사용하기 전에 인식기가

• 핵심어 인식(keyword spotting)
자연스럽게 발성한 연속된 음성 중에서 인식 대
상 단어만을 추출하여 이를 인식한다. 연속어 인식

요구하는 약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식 대상 단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이 성능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여 특정

• 고정 단어 인식(fixed vocabulary recognition)

한 분야의 상용화를 위해 이용된다. 즉 열차, 비행기

인식할 수 있는 대상 단어가 고정되어 있다. 가장

자동 예약 시스템 등에서 사용자가 발성한 여러 가

간단히 구현 가능한 방식이나 대상 단어를 바꾸려면

지 정보 중에 지명에 해당하는 것만을 알고 싶을 경

새로 갱신되는 대상 단어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음성

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다. 또는 상품 예약, 자동

데이터를 녹취, 분석하여 음성 모델을 구축하는 과

콜센터 등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부분적으로

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점이 있다.

다음은 인식 대상 화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 가변 단어 인식(flexible vocabulary recognition)

• 화자 종속 인식(speaker dependent recognition)

인식 대상 단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즉, 음

특정 화자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음성으로 미리

성인식기는 모든 음소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으면

인식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인

서 대상 단어가 갱신될 경우 음소의 조합으로 인식

식기는 훈련된 음성만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목소

대상 단어의 모델을 생성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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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인식 기술의 원리

성인식기의 경우 성능 면에서나 계산량 면에서 문제
가 있어서 최근에는 대부분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고

음성인식 기술은 큰 범위에서 패턴 매칭 기법의

있다. 음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으로는 HMM 기법을

응용이라 볼 수 있다. 즉 인식 대상 단어 또는 음소

주로 사용한다[5]. 이는 확률 모델의 일종으로써

의 특징 파라미터를 미리 저장하여 놓고 음성이 입

Markov Model의 형태를 가지며 상태열(state se-

력되면 이를 분석하여 특징을 추출한 후 미리 저장

quence)이 은닉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되어 있는 단어 또는 음소의 특징들과 유사도(like-

“ㄱ”이라는 음소가 N개의 상태를 갖는 HMM으로

lihood)를 측정하여 가장 유사한 것을 인식 결과로

모델링 될 경우 각각의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 특정

출력한다. 음성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므로

한 스펙트럼 특징을 나타낼 확률, 즉 출력 확률과 현

음성의 특성은 짧은 구간(frame) 동안에만 안정적

재 상태에서 임의의 상태로 천이할 확률, 즉 천이 확

(stationary)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음성의 특징

률을 갖는다. 모든 음소의 모델은 위와 같은 고유의

은 각 프레임별로 분석되어 특징벡터가 생성되며 이

출력 확률과 천이 확률을 갖는다. 음성인식 과정은

특징벡터들의 열로써 표현된다.

입력된 음성이 임의의 음소 모델로부터 생성되었을

음성인식 시 특징 파라미터로 사용되는 것은 여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즉 입력된 음성이 “ㄱ”,

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대부분 성도 특성을 나타낸

“ㅏ”, “ㅇ”이라는 각각의 음소 모델로부터 순차적으

다. 인간의 발음은 입 모양과 혀의 위치, 기타 유/무

로 생성되었을 확률이 가장 크다면 입력된 음성은

성 분류, 에너지 변화패턴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강”이라는 말로 인식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입 모양과 혀의 위치에 의해 성

음성인식 과정에는 위와 같은 신호처리 측면만이

도 특성이 결정된다. 반면 음의 높낮이 또는 음의 크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말을 인식하는 과정을 생

기 등은 사람마다 또는 발성 환경에 따라 고유한 특

각해보자. 인간은 말을 들으면서 다음에 나올 말을

성을 가지므로 발음을 인식하는 측면에는 좋지 않은

어느 정도 예측한다. 또한 앞에 나왔던 말이 정확하

영향을 미친다. 발음 특성을 잘 나타내는 파라미터

게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뒤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가 음성인식용으로 좋은 파라미터이며 대표적인 것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연속 음성인식기를 생각해

으로 선형예측 분석에 의해 추출하는 LPCC, 귀의

보자. 출현 가능한 단어 수를 10만 개라고 했을 경

인지특성을 고려한 MFCC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여

우 인식기는 매 단어가 입력될 때마다 10만 개의 후

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의 파라미터들도 사용된다

보 중에서 한 개를 골라내야 한다. 이는 많은 오류율

[1],[2].
음성인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을 발생시키며 연산양도 매우 크다. 사람의 경우는
어떤 단어가 인식되었을 경우 다음에 따라 나올 단

번째는 음성을 일종의 패턴으로 간주하여 등록되어

어의 종류는 문법상, 의미상 제한 조건에 의해 그렇

있는 패턴과 입력되는 패턴과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사람의 경우 뇌에 저장되어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3]. 두번째는 음성이 발성되

있는 지식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음성인식 과정

는 과정을 모델링하여 각 대상 단어 또는 음소마다

에도 이와 같은 지식 정보를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적

고유의 모델을 할당하여 입력되는 음성이 어떤 음성

용시키고 있는데 이를 언어 모델(language model)

모델로부터 발생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측정

이라 한다. 대용량 연속 음성인식기의 경우 언어 모

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4]. 이 밖에 신경회로망

델로써 단어 천이 확률을 적용시킨다. 즉 인식 대상

을 이용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의 혼합형태 등이 있

단어를 N개라 했을 경우 임의의 n개의 단어가 연속

다. 첫번째 방법은 과거에 화자 종속 고립어 인식기

하여 발생할 확률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갖고

에 많이 적용되었으나 화자 독립 인식기나 연속 음

있다. 가장 간단한 경우, 즉 n이 2인 경우의 확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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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바이그램이라 하는데 N×N개의 가지수가 생

그 나라에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

기며, n이 3인 경우 트라이그램이라 하며 N×N×N

력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음성인

개의 가지수가 생긴다. 이러한 확률 모델을 이용하

식 핵심 알고리듬은 이미 대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여 연속하여 발생할 후보 단어의 범위를 축소시킴으

상태이며 선진국의 수준과 국내 수준이 큰 차이가

로써 인식률도 향상시키고 연산양도 감축시킨다.

없다. 한국어 음성인식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어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의 축적, 한국어 언어

4. 음성인식 기술의 상용화 문제
음성인식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이 음성의 왜곡 문제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성능 좋
은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입력된 음성은 비교적 인
식이 잘 되는 편이다. 그러나 주변에 소음이 많은 환
경, 즉 길거리, 버스나 지하철 안, 공장 등에서 음성
인식을 시도하거나 선로 특성이 좋지 않은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음성인식을 시도할 경우 인식 성능은

특성에 관한 지식 및 노하우 등이 필요하며 한국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가 유리하다. 또
한 한국어는 영어와 음소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미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된다든지 매우 짧은
발음을 가진 조사에 의해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
지는 등 영어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숫자의 경우 모두 단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슷한 발음이 많이 존재해 음성인
식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급속히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응용된다. 우선 환경 잡음 또는 선로
왜곡 등에 강인한 성질을 갖는 음성 특징 파라미터
를 이용한다. LPCC에 비해 MFCC의 특성이 잡음에
덜 민감하며 채널 왜곡을 없앨 수 있는 CMS,
RASTA 필터링 기법 등도 이용된다. 또한 통계적
특성이 일정한 차량 잡음 등은 스펙트럼 차감법 등
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잡음 환경에

6. 음성인터페이스 요소 기술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은 신호처리 기술부터 언어
처리 기술까지 다양한 영역의 기술의 조합으로 구성
된다. 각 기술영역별 요소 기술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음성인식이 수행되는지 로봇의

서의 음성인식 분야는 중요한 이슈로서 연구가 지속

음성인터페이스를 예로 설명하면 (그림 4)와 같다.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요소 기술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5. 한국어 음성인식

<표 1>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영역별 요소 기술
기술영역

음성인터페이스 요소 기술

음성신호분석 및
전처리

특징추출, 잡음처리, 채널보상, 음성향상,
원거리 음성인식, 어레이 신호처리, 음성
검출, 음원분류, 음원위치식별

이루어져 있으며 유럽 각국 및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음향모델링 및
탐색

음향모델훈련, 화자적응, 핵심어검출, 가변
어휘 인식, 탐색구조, 미등록어 처리

자국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음성인식 후처리

음성인식 기술은 언어 특성에 관련된 부분이 많
이 존재한다. 음성인식 연구가 선진국에서 출발된
분야이므로 현재는 영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국에서도 약 20여 년 전부터 학교, 국영 연구 기관,

대화모델링

대화모델링, 언어모델링, 대화주제탐색, 의
사형태소 해석, 무의미어 처리, 문법구조,
시소러스, 언어생성

음성합성

DB 설계, 음소분할, 피치추출, 합성단위
선정 및 접합, 합성단위 압축, 음성신호처
리, 음색변환, 텍스트 전처리, 발음변환,
운율모델제어, 양태표현, 감정표현

대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어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상당한 수준에 도
달해 있다. 각 나라의 언어마다 고유한 음소 체계 및
문법 체계가 있으므로 각 언어의 음성인식기 개발은

발화검증, 음성인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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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클라이언트(음성인식전처리)

인식대상
후보단어 탐색

원거리
음성신호처리
음성끝점검출

URC 서버
(Speech Recognition 서버)

Wireless
Network

음성검증

후처리
(발화검증)

어휘만 추출하는 핵심어검출 기능에 의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예: “어 오늘 날씨가 어
때”라고 발화했을 때 “오늘 날씨”만 핵심어로 검출
하여 인식결과 출력)
다. 음성인식 후처리 기술
인식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는지 최종 인

특징 추출
대화모델
잡음/채널
왜곡 보상
음성명령

식결과를 출력하기 전에 한번 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인식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결과
는 사용자에게 다시 되물어보거나 인식 실패로 간주
하기도 한다.

(그림 4) 로봇의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흐름도

라. 대화모델링 기술
가. 음성신호분석 및 전처리 기술
입력된 음성신호를 분석하여 음성인식에 사용될
특징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이 경우, 음성발화 시 주
변 환경소음, 음성입력 시 녹음장비의 특성 등이 일
반적인 서비스 환경에서의 음성인식 성공률을 저하

사용자가 음성인터페이스 시스템에 대한 사전 지
식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협력해주는 대화모
델 기술이 요구된다. 음성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좀더
사용자에게 친숙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시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소음이나 녹음장

스템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대화모델에 반영하여야

비에 따른 음성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잡음/채널왜곡

한다.

제거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로봇의 경우, 가정환경
소음을 제거해야 하며, 텔레매틱스의 경우, 자동차
운전중 발생하는 주행 소음을 제거해야 한다. 그 외
에 발화된 음성구간만 검출하여 음성인식 엔진으로
전송하는 음성구간검출 기술, 음성/비음성 검증기술
도 실제 응용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
술이다.
나. 음향모델링 및 탐색 기술

마. 음성합성 기술
최근 음성합성 기술은 자연스럽게 발성된 문장단
위 음성을 대용량(일반적으로 30시간 이상 분량)으
로 녹음, 이로부터 음소 단위를 반자동으로 추출하
여 합성단위로 사용하는 코퍼스 기반 음성합성 기술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장단위 발화음성에는 이
미 생동감 있는 운율이 내재되어 있고, 합성단위간
연결 시 부조화를 최소화하도록 합성단위를 선정하

불특정 다수의 화자로부터 다양한 발음 특성을

여 연결한다면 기존 운율처리로 인한 음질열화 없이

분석하여 이를 모델링한다. 이렇게 생성된 음향모델

사람이 발성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생성할

은 음성인식 과정에서의 기준 패턴(또는 모델)의 역

수 있다. 따라서 코퍼스기반 합성 기술에서는 대용

할을 수행한다. 음성이 입력되면 입력음성과 확률적

량 음성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술과 복수 개의

으로 가장 유사한 인식후보를 선정하여 인식 결과로

합성단위로부터 최적 연결 합성단위를 선정하는 기

출력한다. 인식 대상 어휘 수가 많을 경우, 인식후보

술, 그리고 구단위로 끊어 읽고, 제대로 된 발음으로

고속탐색 기술이 요구된다. 인식후보 탐색 시 중요

변환하는 기술이 음질을 좌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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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로드맵
2004년 이전
통신인프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고속 무선데이터망(WIBRO) 기반 DSR

개별 모달리티 입력(예: 음성, 키보드, 펜)

멀티 모달리티로 융합 입력(예: 음성+키보드+펜)

멀티모달 확장(예:
제스처, 비디오)

중규모(수천~수만 단어급) 명령형 단어/
핵심어인식

대규모(수십만~수백만) 대화형 핵심어/연속음성인식

감정인식

제한영역 근거리 명령어 인식

제한영역 멀티모달 기반 원거리
대화형 인식

자유영역 멀티모달 기반 원거리 대
화형 감정인식

소규모 제어명령

멀티모달 기반 대규모(수십만
단어급) 목적지 인식

멀티모달 대화형 정보검색

명령(수동적)

대화(협동적)

환경변화
User Interface
기술변화

응용변화

음성인식
지능형 로봇/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사용자변화

2009년~2012년

유무선 전화망 기반 CTI

7.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로드맵

공감(능동적)

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했으며 Dragon Systems의
NaturallySpeaking과 IBM의 ViaVoice 등이 대표

지능형로봇 및 텔레매틱스를 중심으로 음성인터
페이스 기술 및 환경변화 등을 전망해보면 <표 2>
와 같다.
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음성인식 서
비스가 CIT 기반에서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음성통
신망을 사용하던 것이 향후 무선 데이터통신 속도의
향상에 의해 DSR 형태의 음성인식 구조로 진화할
전망이다. 데이터 통신망 기반에서 음성인식이 이루
어질 경우 타 모달리티와의 융합이 용이해지므로 다
양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
다. 기술 변화의 측면에서는 인식대상 단어의 규모

적인 제품이다. Scansoft는 다국어 음성인식 엔진을
개발하여 CTI 분야 및 embedded 분야에서 세계시
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MIHY(“How May
I Help You?”) 서비스는 미국 AT&T사가 자사 고
객센터를 위한 콜센터에 도입한 음성인식 콜센터 서
비스로 음성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삼성과 스프린트사는 최근에 개발한 VI660 핸드
폰에 보이스시그날사의 내장형 음성인식을 탑재, 숫
자를 연속으로 말해서 전화를 걸도록 하는 기능을
내장하였으며 향후 음성으로 SMS를 입력할 수 있
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의 텔레매틱

가 증가하며 사용자의 발화형태의 제한이 완화되는

스 단말기인 eXride에 보이스웨어의 50단어 수준의

핵심어, 연속어 기반의 음성인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음성인식 엔진이 채택되어 상용화 되었으며 SK는

예측된다. 이러한 환경 및 기술의 변화에 의해 지능

2002년 3월부터 “네이트 드라이브”를 미국 스피치

형로봇,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산업에서의 음
성기술 응용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사용자 편의성도
증대할 전망이다.

웍스의 음성인식 솔루션과 국내 코아보이스의 음성
합성 솔루션을 채용하여 서비스중이다. 국내외 연구
기관도 음성인터페이스의 실상용화를 위해 국가적
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산학연관 공동으로

Ⅳ. 음성인터페이스 산업동향

지능형로봇, 텔레매틱스, 차세대 PC, 홈네크워크 등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소요되는 음성인터페이스 개발

1. 산업동향
음성인식 콜센터, 보이스포털, 단말기 내장형 음

(사업명: 언어정보처리기술 개발, 2004~2006년)에
착수하였으며 텔레매틱스의 경우, 산업자원부 지원
자동차용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사업명: 자동차

성인식, 텔레매틱스, 딕테이션, 교육, 게임, 완구, 가

용 음성 HMI 시스템 기술 개발, 2001~2004년) 사

전,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음성인터페이스를 적

업을 수행하고 있다.

용하고 있다. 음성인식 딕테이션 소프트웨어는 1997

미국은 DARPA 프로젝트(1992~1999년)를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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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항공편 문의시스템, 전화망 대화 연속음성인

프트사는 Visual Studio.Net과 인터넷 익스플로

식, 방송뉴스인식, 지능형 대화인터페이스 기술을

러 .Net initiative에 SALT 호환 음성 인터페이스

개발하였으며 2004년 유럽에서는 6th Framework

엔진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유럽 ETSI Aurora

프로젝트에 착수, 미국 CMU 대학과 독일 Karlsruhe

그룹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음성인터페이스 전처

대학이 공동으로 휴먼인터페이스 기술(CHIL)을 개

리부인 ETSI standard DSR front-end를 표준화

발하였다.

하였으며 휴대폰 통신단말에서는 음성전처리만 수

음성인식 관련 표준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W3C
에서는 IBM 주도로 전화망 음성인터페이스 표준화

행하고 음성인식은 서버를 사용하는 DSR 방식의 음
성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6].

안인 VXML 버전 2.0을 발표하였다. XML 기반의
음성인터페이스는 현재 단어와 단문을 인식할 수 있

2. 시장동향

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자연스러운 대화체 인식 및
합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XML 2.0은 전화
망환경 음성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
되었고 IBM, Motorola, AT&T, Lucent Technologies 등이 참여하였다. 텔미네트웍은 XML

Allied Business Intelligence(ABI)사는 (그림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인식 세계시장은 2004년
12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53억 달러까지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반 플랫폼을 개발, 음성인식 정보서비스를 ASP
6,000

가전제어가 가능한 XML 기반 음성인터페이스 서비
스를 개발하였다. 콜센터 기반 CRM 전문업체 MPC
는 VXML 기반의 음성인터페이스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KTF와 삼성카드에 VXML 기반 포털서비스

Revenue (백만 달러)

사업화하였고 KT는 외부 전화망을 통해 가정 내의

4,000
3,000
2,000
1,000

시스템을 공급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SALT 포럼을 통해 음성을 포함한 멀티모달 인터페
이스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Cisco Systems,

Applications/Tools
Speech Recognition
Services/Platforms

5,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Allied Business Intelligence Inc.

2007

2008
(연도)

(그림 5) 음성인식 세계시장 규모

Intel, Philips Electronics 등 20여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SALT는 PC용 비주얼 웹브라우저를 위한
HTML 또는 XHTML이나, 휴대전화 또는 PDA용

국내 음성인식 시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웹 브라우저를 위한 WML에 내포될 수 있도록 설계

이 2002년도에 27억3,000만 원, 2004년도에 49억

되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음성인터페이스용 태그

4,0000만 원, 2009년도에 780억 원 시장을 형성하

를 첨가할 수 있어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 외에 음성

며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명령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63.1% 성장률을

<표 3> 국내 음성인식 시장 규모 - Moderate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텔레매틱스

93

248

560

1,387

2,253

4,562

11,126

25,590

휴대전화 단말기

132

275

662

2,080

3,781

7,392

10,559

14,117

단위(백만 원)

서버시장(CTI)

2,509

2,509

3,721

4,666

7,711

16,632

27,202

39,188

인식 Total

2,734

3,032

4,944

8,133

13,745

28,586

48,887

78,895

<자료>: CNET Research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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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2006년도에서 2007년 사이 108% 성장

도 일반 가정 소음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로봇

을 보임으로써 2004년과 2007년은 주요 터닝 포인

에 마이크로폰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거리에

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휴대폰 기반 시장과 텔

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하므로 잡음

레매틱스 기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CTI 시장

에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음성이 입력되게 된다. 이

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음성인식 솔루션의 장

경우 음성인식 성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입력장치에

착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사용하거나 능동 잡음 제거 기

3.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의 주요 응용분야

진행하고 있다.

술 등을 접목시켜서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가.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의 대표적인 예로써 URC가 있다.
URC는 (그림 6)처럼 환경인식이나 음성인식 등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로봇은 산업용으로 사용된 예

같이 로봇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을 통신 네트워크를

가 많았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다양한 지

통해 외부 서버에 분담, 로봇의 하드웨어 구성을 단

능형 로봇이 선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을 기반으

순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무인방범, 맞춤정

로 한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위해 사람과 함께 동일

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제공한다[8]. 이는 로봇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움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이는 정보통신 단말기로 보는 개념이다. 이 경우에

때문이다[7].

는 다양한 콘텐트가 디지털네트워크상의 여러 콘텐

로봇이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생활에 편

트 서버로부터 제공되므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

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능력

능하고, 음성인식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서버가

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며 여기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고,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식할 줄 알아야

담당할 수 있으므로 컴퓨팅파워의 제약 없이 고성능

하며, 통신 및 대화가 가능한 인간친화적인 지능형

의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로봇이어야 한다.

현재 URC는 정통부의 IT839 전략의 하나인 지

로봇과 사람이 말로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능형 로봇 연구개발 과제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수적이다. 나아가서 현재

콘텐츠 로봇 개발, 공공도우미 로봇 개발, URC 인프

까지 대부분의 음성기술 적용분야가 명령어 중심의
단어인식 형태였음에 반해 로봇의 음성인터페이스

URC Server

Speech Recognition
Server

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의 발성
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핵심적인 단어를 인식하여 이

Wireless Network

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즉, 핵심어검출 기
능, 대화모델링 등의 기술이 접목되어야만이 로봇의

Contents Server

음성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진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
Operator

로는 수백 단어 정도의 핵심어 검출이 가능하며 제
한된 영역에서의 대화모델링이 가능하고, 2007년도
에는 수천 단어급의 핵심어 검출이 가능한 정도로

음성명령
(앞으로 가)

발전될 전망이다.
로봇은 일반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므로 음성인식

(그림 6) 지능형로봇 URC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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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 개발, 미들웨어 등 다양한 핵심 요소기술,

우가 많다. 운전자는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고 손은

지능형 로봇 센서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성

핸들 위에 놓여 있는 상태이므로 정보서비스를 받기

기술은 대부분 로봇의 핵심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적

위한 다양한 기기 조작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용될 예정이다.

경우 가장 유용한 인터페이스 수단은 음성인터페이
스이다. 현재 텔레매틱스 정보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길안내 및 교통정보 서비스이다. 길

나. 텔레매틱스

안내를 위해서는 목적지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텔레매틱스 산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
동차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융합을 통해 자동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편리한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산업에 투자확대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
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

GPS
Intranet

Telco

되고 있다. 특히, 텔레매틱스 산업은 수출 주력 산업
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동통신 산업과 자동
차 산업의 진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프

Personalized
Service

Telematics
Service
Provider

트웨어 및 첨단 단말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중에서도 전략적
Internet

중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9].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이 결합된 용어

• Emergency
• Navigation
• Information

(그림 7) 텔레매틱스의 개념도

이다. 텔레매틱스는,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경로를 찾아주는 단순한 기능
의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과는

<표 4>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의 음성 기술 적용사례

달리, (그림 7)과 같이 통신 및 방

단말기 적용 사례

송망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무실과

업체 명

모비스

LG 전자(개발중)

가정에 이은 제3의 인터넷 공간

모델 명

eXride

MTSII, I

(connected car)으로 재구성한다.

음성솔루션

보이스웨어

보이스웨어

이렇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인터넷

인식적용범위

명령어+주소록

명령어+주소록+
등록목적지

업체 명

현대차(MOZEN)

SK

삼성화재

음성솔루션

보이스웨어

Scansoft
(구 Speechworks)

보이스웨어

접속, 원격 차량진단, 사고감지, 교
통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홈 네트워크, 사무자
동화 등과 연계함으로써 가정과 사

서비스 적용 사례

무실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자동
차에서도 단절없이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차량 내에
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 사용자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
12

서비스 내용

• 음성인식 적용
- VAD
- 생활 정보
- 유머, 영어 등
• 상담원 연결
- 길안내(음성인식
적용예정: 2005년)

• 음성인식 적용
- 길안내
• 상담원 연결

• 음성인식 적용
- VAD
- 생활 정보
- 교통상황 안내
- POI 검색
• 상담원 연결
- 길안내
-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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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SK가 최초로 음성인식 길안내 서비

의 첨단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전

스를 상용화하여 현재 서비스중에 있으며 현대자동

자통신연구원도 핵심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

차도 뒤를 이어 준비중이다. 또한 텔레매틱스 전용

다. 자동통역이 필요한 작업영역으로써 외국의 여행

단말기에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된 예도 많이 있는데

사 직원과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주로 음성을 이용한 메뉴 선택, 전화걸기, 목적지 설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1999년 7월

정 등의 기능으로 사용된다(<표 4> 참조).

22일에 국제간 자동통역 실시간 시연을 통하여 그

텔레매틱스 분야는 음성인터페이스가 가장 필요

연구결과를 공개하였다. 이어서 2000년부터는 자동

한 분야이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분

통역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야이다. 차량 주행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있다[11].

음성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자동통역에 필요한 음성인식 기술이나 음성합성기

위하여 능동적 소음 제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술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다룬 내용과 같다[12],[13].

있다. 또한 목적지(POI)의 개수가 수십만 개~백만

그런데, 사람과 기계간에 사용되는 음성인터페이스

개 이상 되므로 대용량의 단어를 실시간으로 인식할

와 달리 자동통역은 사람과 사람간의 대화가 처리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중이다.

대상이다. 따라서, 대화체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다루어야 한다. 대화체 발화에서는 반복, 도치, 수

다. 자동통역

정, 생략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간투사도 수시로 삽

자동통역 기술이란 언어장벽을 허물어 서로 다른

입된다. 또한, 하실래요, 할께요, 한가요 등과 같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에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대화체에 고유한 어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

기술이다. 자동통역 기술이 실현되면 현재 진행되고

서, 기존의 음성인식 및 합성 기술에 이러한 현상을

있는 세계화가 가속되어 개인 생활이나 기업활동,

구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대화체 발화의 비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자

정형성으로 인하여 특히 문장번역 기술에서는 기존

동통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 기술이 필요

의 문법기반의 방법의 적용이 매우 어렵다. C-

한데, 먼저 사람이 발성한 소리를 문자로 나타내는

STAR에서는 대화체 문장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

음성인식 기술과, 이를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상대

로써 개념 기반의 중간언어를 통한 번역 방식에 대

언어의 문장으로 변환하는 언어번역 기술, 그리고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 대규모 대역코퍼

문자로 표기된 문장을 음성으로 읽어 주는 음성합성

스를 기반으로 통계적 번역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기술 등의 요소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적어

중간언어 기반의 번역이란 각 언어 사이를 매개

도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언

하는 중간언어를 정의하고, 이 중간언어를 통하여

어에 대하여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

언어번역을 수행하는 것이다[14],[15]. 특히, 이 방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의 결과로 그간 상상

식은 각 언어에 대하여 음성인식 기술, 음성합성 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자동통역 기술의 실현이 현실로

술, 문장해석 기술(인식결과를 해석하여 중간언어를

다가오고 있다[10].

생성), 문장생성 기술(중간언어로부터 문장을 생성)

다국어간 자동통역에 필요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을 개발하면, 중간언어를 지원하는 다른 어느 언어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 자동통역 공동연구 컨소시엄

와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Consortium for Speech Translation Advanced
Research, 이하 C-STAR라 칭함)이 결성되어 관련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문장 해석 및 생성 작업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C-STAR에는 일본의 ATR

시간이 많이 걸리고, 2) 작업영역을 확대하면서 문

연구소, 미국의 카네기멜런대학교 등 자동통역 분야

법을 증강할 경우 기존 문법과 새로 작성한 문법 간

필요한 문법의 작성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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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관성 유지가 어렵게 되며, 3) 작업 영역이 바

이스 응용제품 출시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뀌는 경우, 문법을 대부분 재작성하여야 하기 때문

현재는 기술적 한계에 의해 수십~수백 단어 수준의

에 작업영역에 대한 이식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음성명령어 상용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향후 언제

갖고 있다.

어디서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통계적인

서는 단문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3,000~5,000단어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 아이

급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어는 대역 코퍼스로부터 번역단위인 ‘구’를 통계

2010년 이후에는 음성, 펜, 마우스, 제스처 등 다양

적으로 자동 추출하고 입력 문장을 ‘구’ 단위로 자동

한 입력장치를 통합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로 발전

분할하여 이를 번역한 후, 번역된 ‘구’를 적절히 재

할 것이며, 음성인터페이스는 상황정보, 화자의 의

배치하여 상대언어에 해당하는 문장을 생성함으로

도를 파악하여 고수준의 대화체 인식이 가능하게 될

써 번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번역을 하

것으로 전망된다.

고자 하는 언어간 ‘구’의 대응관계나, ‘구’의 재배치
규칙 등을 모두 대역코퍼스로부터 통계적인 방법으
로 추출하여 사용한다. 대화체 문장에 대한 이러한

2. ETRI 음성인터페이스 개발 성과 및
향후 기술개발 계획

시도는 최근 시작되었으며, C-STAR 주도로 2004
년부터 대화체 문장번역을 주제로 한 워크샵이 개최
되고 있다[16].

ETRI는 1990년 중반부터 선도기술개발에 주력
하여 대화체 음성인식, 대어휘 방송뉴스인식, 자동

자동통역 기술이 실제 생활에서 보다 다양하게

통역 기술을 개발, 1999년 다국간(미국, 일본, 독일,

응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개발 노력이

프랑스, 이탈리아) 자동통역 국제시연을 성공적으로

필요하다. 음성인식에서는 현재 초기상태에 있는 언

수행하였다. 장애인용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국내업

어정보 활용 수준을 단순 문형정보나 n-gram을 활

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음성인터페이스 애로 기술

용하는 수준에서 의미분석을 통한 문맥정보를 활용

개발, 명령어 TTA 표준화, 표준형 공통음성 DB 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응용분야에

축 및 배포를 통해 국내 음성산업의 기반 강화에 노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도 접목되어야 할 것이

력하였으며 2004년부터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신성

다. 언어번역에서는 인식오류에 대하여 강인하게 대

장 동력산업에서 요구되는 공통핵심 기술인 음성인

처, 수용하는 기술이나 응용 영역이 변경되어도 이

터페이스 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중점 개발하고 있

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식성이 보장되는

다. 또한 음성인터페이스 실상용화 시 난제를 해결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용 리소

하기 위한 breakthrough 기술개발에도 힘을 기울

스를 감축하여 소용량 플랫폼에서도 동작하게 하는

이고 있다. 2007년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상황판단,

노력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화자의도분석 및 지식추론이 가능한 2,000단어급
단문수준의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20

V. 음성인터페이스 산업전망 및 결론

만 단어 이상의 지명을 인식할 수 있는 대용량 인식

1. 발전전망

이다. 또한 감정표현이 가능한 음성합성 기술도 개

기술을 개발하여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
발할 계획이다. 2008년 국내 기술수준을 국내시장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음성

점유율 90%,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

응용서비스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하며, 동 분야에서 세계 선도기업인 Scansoft, IBM

되며 수요고객층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음성인터페

과의 기술격차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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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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