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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창의자율과제명 자동차 음성 제어를 위한 Voice Trigger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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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차량 내 대화형 음성인식 환경에서 음성인식 구동을 제어하는 voice trigger 모듈이 필요하며, 본 과
제를 통해 해당 모듈을 개발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신호처리,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voice trigger 모듈을 개발함.
  o DNN 모델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하드웨어 용량을 필요로 하는 HMM 모델을 구축함.

 □ 주요내용
  o trigger keyword 선정 및 DB 구축: trigger keyword 모델 학습을 위하여 일반적인 데이터 말고 
    특정 단어를 정하여 음성 데이터를 직접 녹음하여 수집함.
  o trigger word 모델 학습: HMM, DNN 기술을 활용하여 음향 모델을 구축함.
  o 음성 입력 및 인식 모듈 개발: 음성을 입력 받아 trigger word detection을 수행하는 모듈을 개발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 구현결과

  o 실험 1,2:  실제 keyword를 녹음한 데이터로 HMM을 구현한 모델
    실험 3: google command dataset을 이용해 CNN으로 구현한 모델
  o 전체 데이터의 80%를 train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0%를 htk에서는 test set으로, 
    CNN에서는 10%를 test, 10%를 validation set으로 사용. 
  o 인식 결과: 실험 1 > 실험 2> 실험 3 
    실험2: 실험1 보다 데이터가 많고 트리거 워드를 두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옴.
  o CNN 실제 결과  
    Validation set으로만 실험 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 98%(epochs=30, batch_size=100)
    Test set으로 실험 했을 때의 정확도: 95.8%



 □ 주요실적
  o 차내 시스템 직접 구동을 위한 알고리즘 경량화를 위해 기존의 DNN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HTK를 
    사용한 HMM 모델을 구현
  o 제한된 공간과 소음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차 내부의 음성 인식 시스템 향상을 위해 트리거 워드를 
    선별하는데 기준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하나의 단어가 아닌 두 단어로 구성된 트리거 워드를 직접 
    녹음하여서 실험을 진행
  o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트리거 워드를 동시에 판별하는 모델 또한 HMM으로 구현
  o 그 결과 기존의 한 단어를 인식하는 DNN 모델 보다는 두 단어로 구성된 HMM모델의 인식률이 더 
    높았고, 더 나아가 두 가지 트리거 워드를 동시에 판별하는 HMM모델의 인식률 또한 DNN보다 
    높게 나타남.
  o 연구 목표인 알고리즘 경량화와 소음에 덜 방해받는 트리거 워드를 선별하는 것 둘 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차량 내부처럼 차량 제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제어 등 컨트롤 가능한 여러 도메인이 있는 상황에서 트리거
     워드는 서로 다른 도메인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함. 여러 개의 서로 다른 wakeup 명령어를 두고 인식하게 
    하면 각각에 대응되는 도메인에 따라 간단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 가능함. 
  □다양한 목적이 공존하는 음성인식 환경에서 업무의 도메인을 나누는 것은 태스크를 확실하면서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트리거 워드 인식기는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