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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arried out some expoiments on 

the Korean vowel recognition using the fractal 

dimension of the speech signals. We chose the 

Mincowski-Bouligand dimension as the Eracta] 

dimension, and computed it using the morphological 

covering method. For our experiments, we used both 

the fractal dimension and the LPC cepstrum which is 

conventionally known to be one of the best parameters 

for speech recognition, and examined the usefulness of 

the fractal dimension. From the vowel recognition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sonant contexts, we 

achieved the vowel recognition error rates of 5.6% and 

3.2% for the case with only LPC cepstrum and that 

with both LPC cepstrum and the fractal dimension,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orporation 

of the fractal dimension with LPC cepstrum gives more 

than 40% reduction in recognition errors, and indicates 

that the fractal dimension is a useful feature parameter 

for speech recognition.

I.서론

프랙탈 기하학은 아주 뷸규칙하고 복잡하계 보아는 자연현 

상 내에서도 고속의 어떤 법칙과 가척성올 발견하여 그러한 

사연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하문분야 중외 하나로서, 1970년대 

중반 Mandelbrot'%) 의해 재창되고 이후 Bam血产둥 다른 

여러 사감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프랙탈은 부분의 모습이 전 

체와 듊은 모습을 가지는 형상으로서 닮은 정도률 나타내는 

네 프랙탈 차원을 이용하며 프랙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래에 믈어 음성신호처리 분야에서도 음성의 프랙탈 특성 

올 이용하려는 연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叫 음성 

의 발생 과정에는 공기 흐름의 비선형적인 역학성으로 인한 

어떤 크立 작은 정도의 혼란이 존재한다户 이러한 복성이 음 

성신호예 반영되어 음성신호의 여러 배율(ma砸nification)의 

크기에서 서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음성신호는 

프랙탈로 해석둴 수 있으며 프랙탈 차원올 섀로온 파라메타 

로서 옴성인식올 비롯한 음성신호처리 분야에 이용할 수 있 

다.

이暑 거】•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삭에 프랙탈 차원을 

이용하였다. 기존에 가장 우수한 음성특징 파라메타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는 LPC 컵스트럼(cepstrum)에 프랙탈 차원을 

추가로 사용하여 VQ(Vectcr Quantization)-!- 이용한 화자종 

속 모윰인식 실헙울 하였다. 실험결과 인식을이 개선뇜을 화 

인하였으며, 이로써 프랙탈 차원이 음성인삭에 있어서 하나의 

훌흄한 파라메타가 돨수 있음올 보였다. 본 논문애서는 옴성 

신호의 프랙탈 차원율 구하는 방법으로서 다론 프랙탈 차원 

보다 구현이 간단하고 강인한 뽁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진 

Minkowski-Bouligand 차왼을 사용하고 이를 형태학적 커버 

^(Morphdogical Covering)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⑸

II. 음성신호의 프백탈 차원 계산

음성신호의 프랙탈 차원을 구하기에 아서, 본 장애서는 먼 

처 프랙탈 차원중 계산이 간단하면서도 강인한 특성올 갓는 

것으로 알려진 Minkowski - Bouligand 차원에 대혜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이산신호 형태의 음성신호의 프랙탈 차왼올 구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Maragos와 Sun이 재안한 형태학적 커 

버랑 방법에 의해 Minkowski-Bouligand 차원올 계산하는 과 

정올 살펴본다.

1. Minkowski -Bouligand 차왼

핑면상의 한 프랙탈 곡선 X의 길이를 a기 £의 측정차로 

서 셸 때 길이 L(。은 £이 영으로 수렴함예 따라 다음 수 

식으코 근사화 될 수 있다㈤

L(上) * (상수-) X £ ° , £ 一» 0. (1)

여기서 상中 D는 X의 프랙탈 차원울 나타내며 일반적으 

로 잘 알려져 있는 프렉탈 차원들은 모두 (1)식에 기초를 두 

고 있다. (1)식에서 길이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프랙탈 차원이 있으며 중에서

Minkowski-Bouligand 차원이 구현이 간단하고 강인한 튝성 

울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nkowski-Bouligand 차원은 프랙탈 곡선「X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혜 X의 Minkowski 덮개(cover)를 사용한다. 

X의 Minkowski 덮개는 X룰 반경 c의 원으로서 형태학 

(morfhoiogy) 에서의 팽창 (dilation} 을 한 것과 같나. 

Minkowski 덮개 면적을 라고 할 떄 (1) 식의 개념으 

호 부터 Minkowski-Boulifiand 차원 I사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띠

玖，= 蚣 ( 丄叫숂醫丄 )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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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신호의 형태학적 커버링 방법

형태학적 커버링 방법은 Minkowski-Bouligand 차원 Dm올 

구하는 과정에서 원 대신에 다른 임의의 형태의 평현내 집합 

율 이용한 형태학적 덮개〔morphological cover)릁 사용한 것 

으로 연속신호 뿐 만 아니라 이산신호에 대해서도 食과적으 

로 적용됳 수 있다.

f[n], n = Q 1, … NT 을 유한한 길이의 이산신호라고 

하자. 그리고 B를 블룩(convex)하고 x, y축에 대해 대창적인 

평면내와 이산집합이라고 하면 £욜 1, 2, • , • 의 정수로 

둘때 cB = ｛다> ： b e B｝ 로 나타낼수 있다. 이때 형태학적 

팽창 연산자인 ® 을 사용한 fin]의 형태학적 떺개 CbI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B 住]eB ⑶

여기서 만약 日가 원이라면 Cb[e]는 앞서-설명한 
Minkowski 덮개와 같다. 다음으로 Cb[e]의 포락선喜 이용하 

여 Cb"]의 면적인 A[£]을 구한다. g[n]을 明 상위 포락 

선이라 하고 座[以을 £B의 상위 포락선이라 할때 G"]의 상 

위 포락선은

f 9 g£- f & = ( (/ ® ® ^ • • • ) ® ⑷

이며 하위 포락선은

•f 6 织=/3，广=((/§ £)e g …)& g (5)

1— £ 번 ——1

이다. 二리고 일반적으호 日가 크면 헝태학적 덮개가 f[n]의 

파형의 변화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게 되므로 B는 (x，y) 

어산좌표상에서 3x3 그기의 점됼로 구성된 집합의 부분집 

합을 갖도록 권장된다註

이돌 상위 포락선과 하위 포락선을 이용하여 Cb"]의 면 

적 A[e]은 다옴과 같이 了해질 수 있다.

A [£] == S1 ((/® g«) - ( /e g")) [»] (6) 

M= 0

끄리고 마지막으로 식 (6)에서 구한 A[e]를 삭 ⑵에 적용함 

으로써 Dm옴 구하게 푀며, 이와 같이 프랙탈 차원 以을 구 

하는 것을 훵태학적 커너링 방법이라고 한다. 참고적으로 £이 

10, 30일때 g[n] = 0 (n-l,0,D 을 사용하여 음성신호의 상위 

포락선과 하위 포락선우 구한 에를 끄림 [에 나타내었다,

그런데 위의 방법으로 프래탈 차윈 Dm홀 구할때 고려 해 

아될 사항은 ⑹식올 ⑵식에 적용할때 £을 무한히 0으로 보 

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쟤로는 어떤 임의의 £범위에 

서 log(A[£V£2) 대 1%(1加의 二래프를 그리고, 최소 자숭빕 

올 사용하어 그래프롤 직선으로 맞춘 다음 ：! 직선의 기울기 

를 프랙탈 차원의 근사적인 값으로서 사용한다.

£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때 두가지 변牛가 존재하는데 첫 

째는 어떤 £의 값에서 시작하는가 이며, 둘제는 C 범위의 크 

기뤓" 얼마로 잡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임의의 £ 

범위를 ｛Eo, 4+2.…, £°+m-l｝이라고 놓았오떄 어떤

과 m와 값올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다. 貽의 경우 £。 

의 값이 m면 형태학적 덮개류 사용하는 콰정에서 지나친 

smoothin职이 이루어져서 신호파형의 변화톡성을 잘 살리지 

吴하는 경향이 있게 되므로, 의 값을 작게 하는 것이 善다. 

二리고 m값의 결정은 경험젹인 문쟤로서 이전의 많은 면구 

자들이 경험적으로 결정해왔다 앞의 제한된 £의 범위애서 구 

한 프랙탈 차원을 국부적 프랙탈 차원 (Local Fractal 

Dimension. LFD)⑶이라고 하며 본 논문에서는 m의 값에 따 

라 mLFD이라고 이吾올 볼였다. 본 논문의 옴성인식 실함에 

서는 给흘 1로 둔 10, 20, 30 새 값의 이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에 대해 인식결과昼 비교하였다. 참고적으로 그림 1의 음성신 

호에 대해 氏이 1이고 m이 20일때에 대해 line fitting 한 예 

를 그렴 2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1. 음성 신호 '아' 시선에 대한 포락선(점선｝외 예

(a) E = 10. (b) £ = 30.

그림 2. 직선 맞춤데 의해 프랙탈 차원을 구하는 얘 

(&> = 1, m = 20인 경우-).

III. 프랙탈 차왼을 이용한 모옴인식

이 장에서는 옴성신호의 프랙탈 차원을 초성자옴과 모음으 

로 구성된 한국어 CVCConsonant-Vowel) 단옴걸에서의 모옴 

인식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음성인식에 있어 

서 가장 효과적언 음성특징 파라메타의 하나로 알려진 LPC 

쳅스트럼과 프래탈 차원 각각에 대해 백타 양자화(vector 

quantization^ 이용한 인식 음성인식 실험을 하고 이들 두 

가지쁠7 함께 사成- 하였올 때 어느 정도 안식올이 중가 하는 

지를 조사하여 프랙탈 차원의 음성인식에 있어서의 유용성읍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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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可발 차気욜 이융한 모윰인식

1. 실헙애 시용한 음성 데이타

한국전자 통신연구소(ETRI)에서 구성한 611 고립단어 음성 

대이다⑺ 중 두 사람외 남자 음성 데이타로서, 한 사람당 126 

개의 CV 단윰절Q8게의 자음 X 7게의 모음)올 두 번씩 발음 

한 것올 사용하였다. 음성 데이타는 20 kHz 로서 샘플링 

(san申ling) 되었으며 한 샘퓰sample)당 12 비트(8t)로 양자 

화되었다.

다음은 실험에 사응한 자옴과 모음이다.

자옴" ： 7, 匸, E, X, 口, ■, 皿, 人, X, 7., 긋,

보음 : 卜 , 1, 丄，丁, —, ], 1 

2 인삭 방법

단일 프레임 모음 인식 방법囿올 이용한 화자 종속(speaker 

dependent) 인식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둑 사람의 첫번재 

발음한 126개의 각 음성 데이타에 20ms릎 한 프래임으로 하 

는 사각형 창(rectangular window)울 씌워 중첨없이 이동시 

켜 각 프레임당 에너지를 구하여 가창 큰 에너지를 가지는 

프레임으로 부터 양쪽으로 6(©까지 벌어지는 프레임둘을 모 

음 부분의 안정된 영역으로 간주하여 이들올 추출한다. 이따 

6 dB라는 값은 실험적으로 구하였다. 그리고 한 모음당 18개 

의 선행자음이 오드로 동일한 모음을 가긴 18개의 음성 데이 

타애서 추츨한 모음 프레임됼을 모두 모아 n 모음에 대한 

LTC 렙스트럼과 프랙탈 차원이 코드북(codebook)을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타로서 사용하였다. 이따 각 모음의 학습 테이 

타들은 250에서 600프레임 사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LTC 

쳅스트럼은 각 모음의 학습 데이타를 먼저 preemphasis 하고 

각 뜨례임당 혜밍창(Hamming window)올 씌워 10ms씩 중첩 

시키면서 LPC 계수릍 먼저 구하여 LPC 렙스트럼올 구하였 

다 LPC 게수를 구할 따 자기상과 함수(autocomlation 

function)를 이용혀는 Durbin 알고리즘⑼올 사용하였다. 프랙 

탈 차원은 preemphasis와 혜밍창올 사용하지 않고 단지 각 

프레임율 10ms씩 중첩시키면서 구하였다. 이때 프랙탈 차원 

온 앞에서 언급했듯이 L =1언 10, 20, 30LFD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각의 코드북은 LBG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성하였 

다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코드북을 사용하여 인식실험올 수행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각 사람의 두 번째 발음한 126개의 옴 

성 테이타(코드북울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은- 데이타)에서 가 

장 높은 에너지롤 갖는 한 프헤임을 추츨하여 역시 LPC 컵 

스트럼을 구할 때는 preemphass 하고 허빙창올 씌워 LPC 

켑스트럼욜 구하고 프래탈 차원은 앞애서와 같이 

preempha应s와 허밍창을 사8'하지 않고 上 니인 10, 20, 

30LFD물 구하였다. 다음으로 126개 각각에서 구한 LPC 켑 

스트럼과 프랙탈 차왼을 각 모음(7걔 모음)의 LPC 켑스트럼 

과 프래탈 차원 코드북과 비교하여 LPC 켑스트럼과 프랙탈 

차원 각각의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각 거리에 서로 다른 가 

종치(weight)브 주어 더한 전체거리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 

논 코드북와 모음올 인식된 모음으로 결정한다. 혼 논문에서 

LPC 켑스트럼의 차수 i＞와 각각외 코드북 크기는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LPC 켑스토람과 프랙탈 차원, 그리고 전 

세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i) 프레얌 A와 B외 LPC 켑스트럼올 각각 G(i) , Cb(i) (1 s 

i « p )라고 할때 A와 B외 LPC 쳅스트럼 거라 

。혀/伐田는 다음과 같이 주어친다.

DaK(A.B) = £ [Ca(i)-Ct(0] 2 (7)

1-1

(ii) 프레임 A와 B의 프래탈 차원을 Fa, Fb라 할바 A와 日의 

프랙탈 차원거리 Dg(AB)는 다읍과 같이 주어진다.

WA.B) = [Fa-F.1 2 (8)

(iii) Dc”(AB외 평균올 EU(・,，)]라 하고 DeMAB의 

평균울 라 할때 프레임 A와 日에 서로 다른

비중올 둔 전체 거리 na/A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Dtota^A, B) _ 3 瓦，(•，•)]

+ UF,顽瓜(•：：)]

(9)

여기서 a가 1일 때는 LPC 컵스트럼 거리만을 사용한 경우이 

며, a가 0일 때는 프랙탈 차원이 거리만을 사용한 경우이다. 

LPC 켑스트럼 저리 및 프랙탈 차원의 거리에 대한 평균값됼 

은 실험용 음성 데이타로부터 추정하였다

실험에서 각 a에 따른 인식결과를 조사하여 가장 높은 인식 

율율 가지는 a값을 구한다. 지금까지 설형한 인식 시스템의 

구성을 二丄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LPC켑스트럼과 프랙탈 차원율 이용한 모움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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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결과 및 검토

먼저 LP(： 컵스트럼과 프랙탈 차원 각각을 사용할때 가장 

좋은 인식 결과를 나타내뉸 조건을 구하였다. LPC 컵스트럼 

을 사용할때 코드무 크기와 LPC 켑스트럼 차咛를 각각 1에 

서 32까지, 16차에서 26차까지 비•꾸어 실험하였다. 이때 두 

사람 모두 코드북 m기가 4, LPC 컵스트럼 차수가 我일떄 가 

장 좋은 인식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프랙탈 차원도 1Q 20. 

30LFD 각가에 대해 코드북 m기를 1에서 32까지 변화 시키 

면서 실험하였다. 이떄도 두 사람 모두 】0 20, 30LFD외 전 

경우에 대해 코드북 크기를 1로 하였을때 가장 좋은 결과뷸 

보였으며 二l 중 20LFD를 사용했을떕가 가장 좋은 성농을 보 

였다. 다음으로 식 (9)에 의거하여 LPC 켑스트럼과 프랙탈 

차원올 같。】 사용하여 인식 실험을 하였으며, 이 결과를 표 1 

에 나타니었다 여기서 a가 1일때는 LPC 컵스트럼만올 사용 

한 경우이며, 0일때는 프랙탈 차원만을 사용한 경우이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LPC 켑스트럼과 

프랙탈 차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오인식율의 감소롦 보였으 

며, LPC 컵스트럼만을 사용했울 때 5伊。외 평귤 오인식올 

올 얻은 데에 비해 프랙탈 차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평균 

3.2%의 오인식율을 얻어, 오인식 되는- 경우가 40%이상 감소 

됨율 알 中 있다. 또한, a가 0.9와 0.5 사이의 비교적 넓은 범 

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인식율이 증가 했다는 사실은 방식 

구현의 측편에서 유리한 점으로 사료된다. 그리卫 평壮적一으로 

는 a가 0.5 일때 가장 높은 인식율을 보였는데 이는 식 (9)에 

서 가각의 저리둘에 대해 평균값으로 정开화 시킨 것이 합리 

적임율 시사한다.

이상으로서 프랙탈 차원은 음성 인식에 있어서 하나의 좋 

은 파라메다가 뇔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Ji리고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화자종속 단어 인식실험 안시율에 비해 본 논듀에 

서의 모음 인식율이 비교적 낮은데 이는 모든 초성■자음 환경 

에서의 모옴인식, 즉 문맥 독랍(context independent)인식 실 

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L a의 변화에 따른 모음 오인사율 (LPC 컵스트럼 고七•무 m

기 = 4 23LFD 코드북 m 기 = 1, LTC 컵스트림 차수 끼 )

一倾

PCK 전 체

>0 .. 4.8 % 6.4 % 5.6 %

0.9 4.0 % 5,6% 4.8 %

0.8 4.0 % 4.8 % 4.4 %

0.7 4.8 % 4.8 % 4.8 %

0.6 4. 0 % 3.2 % 3.6 %

0.5 3.2 % 3.2 % 3.2 %

0.4 7.1 % 3.2 % 5.2 %
---- -- ----- —■- ..........—------ -- …一

0.3 7.9 % 5.6 % 6.8 %

0.2 11.9 % 7.9 % 9.9 %

0.1 22.2 % 11.9 % 17.1 %

0.0 40. 5 % 30.2 % —35 으% _

해 LPC 켑스트럼과 프랙탈 차원을 같이 사용한 화자 종속 

인시 실험을 한 결과, 넓은 범위의 LPC 켑스트럼 거리 및 프 

랙탈 차원 거리의 조합에 대해 인식율이 증가하였다. :工리고 

LPC 컵스트럼과 还랙날 차원에 대한 정규화된 가중치가 동 

일한 경우 가장 우个한 인식 성능을 나다냈으며, ■두 사람의 

화자에 대한 평균 모옴 오인식율이 5.6% 에서 3.2。点 감소 

되었다. 이로써 买랙탈 차원은 음싱의 인식에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륵징 파라메다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보 

다 많은 샤람눌의 옴성에 대한 인식 실험，깇 화자 독랍 인식 

실험_으로의 확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호 보이며, 프랙탈 치- 

원의 봉계적인 모델링올 이용하여 Hidden Markov 

Model(HMM)에 의한 단어 인식 실험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한 음성 데이타는 한국전자통신연 

구소의 자동통역 연구실에서 구성하여 제공한 것이며, 이 지 

면올 빌어 음성 데이타를 사용하도록 해주신 지동봉역연구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참 고운 헌

[1] B. B. Mandelbrot, The FiactaL GeomeUT of Nature, 

W. H.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1983.

[2] M. Barnsley, Fractals Everywhere. Acadmic Press, 

INC, New York, 1988.

[3] P. Maragos, "Fractal Aspects of Speech 

Signals : Dimension and Interpolation", in Proc. 

IEE£LJCASSEt91, Toronto. Canada, pp. 417-420. 

May 1991.

[4] C. Pickover and A. Khorasani, " Fractal 

Char 간 cierizaiion of Speech Wavefonn Graphs". 

ComDUk..&_Grapliics. Vol. 10, No. 1, pp.51-61, 1986.

[5] P. Maragos and E. K Sim, '"Measuring the 

Fractal Dimension of Signals : Moipholtigical 

Covers and Iterative (派>iiniizaHon”, IEEE Trans, 

on.. Signal .R-Of't'ss.iiig, Vol. -11, No. 1, pp. 1 OS-121, 

January 1993.

[6] J. Feder, Fiaciills, Plenum Pivss. New York, 1988.

[7] 이용주, 임연자, 한남凱 최준혁, 정유현, “ETRI의 음성 

및 텍스트_ 데이다 베이스의 吁축 현홤“, 세」희更工田 

음성*언어. 및…음햤젔払처리 위크샴, PP. 161T77, 1993.

⑻ L. R. Rabincr and F. K. Siwng, " Single- Frame 

Vowel Re<:ognit.ion Using V'cctor Quanli如ion With 

Several DisUmce •二 AT&‘匸一工也血 ical

Jounial Vol. No. 10, fip. '.^19-2330. December 

1985.

[9] I, R. Rabiner and R W. Schafer. DigiLaL Processing 

of Sneech Signals, Prentice-IIall, 1978.

[10] Y, Linde, A. Buzo, and R. M. Gray, "An

Algorithm for Quantizer Design", IEEE

Trans. _on Communications. Vo]. Com-28, No. 1, pp. 

8-1-95, Junumy 198().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형태학적 커버링 방법으로 구한 

Minkowski-J3ouligar)d 차원을 프■랙탈 차원으로 사용채서 한 

국어 모음의 인식 실험울 个행하였다. 두 사람의 화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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