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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코더-디코더 GAN을 이용한 

음성 명령 인식
(A Method of Speech Commands Recognition with 

Transferred Encoder-Decoder GAN)

김 진 †      조 성 배 ††

                               (Jin-Young Kim)        (Sung-Bae Cho)

요 약 음성 인식은 화자의 음성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말했는지 분석하는 기술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그 에서 음성 명령 인식은 짧은 명령이 담겨있는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로, 

근제어, 지능형 로 제어 등에서 범 하게 응용될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 데이터의 다양성에 처하기 해 Transferred encoder- 

decode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TED-GAN)을 이용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TED- 

GAN을 이용하여 가상의 음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을 학습에 사용하여 분류 가능한 도메인의 범 를 

확장하 다. 음성 데이터 자체의 특징과 시계열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해 STFT알고리즘으로 데이터

를 처리하고 분류 모델에 사용하 다. 학습 데이터에서의 화자와 다른 화자의 음성 데이터로 구성된 검증 

데이터로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은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성능보다 우수하 음을 검증하 다.

키워드: 음성 명령 인식, 딥러닝, 오토인코더, 이 학습,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Abstract Speech recognition that analyzes what a speaker says from speech data is technology 

that has attracted attention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commands recognition which 

recognize voices including short commands can be widely used in fields such as security access 

control and intelligent robot control, but it needs to deal with different speech data for personalization. 

In this study, a speech recognition model, transferred encoder-decode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ED-GAN) are proposed to cope with various voice data. Virtual voice data was generated using 

TED-GAN and the range of domains expanded to a point that it can be categorized with the generated 

data. Speech data with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 were reprocessed to consider the features 

of data itself and the time series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The proposed model outperformed 

other conventional machine learning algorithm with test data composed of speakers not included in the 

training data.

Keywords: speech commands recognition, deep learning, autoencoder, transfer learn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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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은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됨에 따

라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

은 개인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여 작업을 처리해주는 것

으로 근제어, 지능형 로  제어 등에서 범 하게 응

용될 수 있다. 음성 명령 인식은 주변의 환경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강건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1].

음성 명령 데이터는 짧은 명령이 담겨있는 음성 데이

터로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개인마다 다양한 주 수 

역, 음성의 세기와 같은 소리자체의 특징과 주 수 변

동, 음성의 높낮이와 같은 발화하고 있는 단어에 따른 

특징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복잡한 특징을 잘 모델링

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하다. 그러나 음성 

명령 데이터를 처리 없이 딥러닝모델의 입력으로 사

용하면 입력 값의 차원이 크기 때문에 차원의 주(curse 

of dimensionality)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음

성 명령 데이터 자체의 특징과 시계열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원을 축소하기 해 STFT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음성 명령 데이터를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음성 이미지로 처리하 다.

본 논문에서는 TED-GAN 모델을 구축하여 GAN의 

생성 모델로 가상의 음성 명령 데이터를 생성하여 실제 

음성 명령 데이터와 함께 GAN의 분류 모델을 학습하

고 이 것을 음성 명령 인식 모델로 이 학습하여 인식

가능한 음성 명령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안정 인 GAN의 학습과

그림 1 음성 명령 데이터

Fig. 1 Raw speech commands data

 

그림 2 STFT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음성 명령 데이터

Fig. 2 Speech commands data preprocessed by STFT 

algorithm

효과 인 특징 추출을 해 데이터를 압축하고 재구축

하는 구조를 가진 오토인코더를 먼  학습하고 데이터 

재구축 능력을 학습한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를 GAN의 

생성모델로 사용하 다.

2. 련연구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인식하기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계열 데이터인 음성 데이터를 처

리 하기 해 표 인 시계열 분석 모델인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음성 인식을 

하는 시도가 있었다[2]. 그러나 원 형만을 이용하여 

음성 인식 모델을 구축하기에는 유효한 특징을 추출하

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우시안 혼합모델(Gaussian Mixture 

Model) 알고리즘이나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 뒤

에 순환신경망을 사용하여 음성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경에서는 개인에 따라 음

성 데이터의 특징이 모두 다르고 주변의 소음에 의해 

음성 인식 성능이 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음성 데이터를 잘 인식하는 것뿐만 아

니라 잡음이 섞여 있어도 음성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인

식하는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표 으로 합

성곱 신경망이나 주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성 데이터만을 추출하고 인식하는 

연구가 있었다[4,5]. 표 1에서 음성 인식 모델과 련된 

연구를 정리하 다.

그러나 에 소개된 방법으로는 재까지 학습하지 

못하 던 음성데이터에 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은 연구되지 못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

한 화자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직  가상의 음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특징을 학습하여 분류가능한 음

성 도메인의 범 를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화된 음

성 명령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3. 방 법

3.1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 아키텍쳐

그림 3은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의 체 구조

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진다.

첫번째 행에서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

하고 재구성한다.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는 압축된 데이터

를 원본과 같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되고 디코더는 압축된 데이터를 재구성

하고 GAN의 학습 안정성을 해 두번째 행에 있는 

GAN의 생성모델로 사용된다. 생성모델과 세번째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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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성 명령 인식 특징 추출 방법  모델

Table 1 Methods of features extraction and models of 

speech commands recognition

Author Feature extraction Model

Graves [2] - LSTM

Amodei [3] CNN GRU

Rodomagoulakis [1] GMM SVM

Gouda [4] CNN Deep CNN

Chan [5] Attention mechanism LSTM

분류모델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학습한다. 생성모델은 분

류모델이 가상의 음성 명령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로 분

류하도록 학습되고 분류모델은 음성 명령 데이터를 가

상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분류하도록 학습된다. 최종

으로 분류모델의 음성 명령 데이터의 특징 추출 능력

은 음성 명령 인식 모델로 이 학습되어 다양한 화자

의 음성 명령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3.2 특징 추출을 한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는 데이터를 압축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입

력된 데이터와 같도록 학습되는 모델이다. 입력된 데이

터 x는 인코더 함수 f에 의해 y로 압축되고 이것은 다

시 디코더 함수 g에 의해 x'으로 재구성하도록 입력 

데이터 x와 재구축 데이터 x' = g(f (x)) 사이의 차이 H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1)

데이터를 잘 재구성하기 해서는 데이터 특징이 손

실없이 압축되어야 하며 압축된 데이터의 특징을 이용

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오토

인코더의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특징을 효과 으로 

추출할 뿐만 아니라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GAN의 

생성모델의 가 치의 기화에도 도움을 주어 불안정한 

GAN 학습문제를 해결하여 가상의 음성 명령 데이터를 

안정 으로 생성할 수 있다.

3.3 가상 데이터 생성을 한 GAN

GAN은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모델과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분류모델로 

구성되어 실제 데이터와 구분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생

성하는 모델이다[6]. 생성모델은 사  확률을 입력으로 

받아 3.2 섹션에서 사  학습된 가 치를 가지고 가상의 

음성명령 데이터를 생성해낸다.

(2)

이 과정에서 분류모델은 지속해서 생성모델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되므로 

음성 명령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출하여 분류가능한 음

성 명령 데이터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다.

그림 3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의 아키텍쳐

Fig. 3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speech commands 

recognition model

3.4 음성 명령 인식을 한 모델

GAN 학습과정을 통해 충분히 학습된 분류모델은 음

성 명령 인식 모델로 이학습된다[7]. 우리는 분류모델

을 나타내는 함수 fD 에 포함된 음성 명령 데이터의 특

징을 추출하는 합성곱 신경망(CNND)과 추출된 음성 명

령 데이터의 특징을 분류하는 완 연결 네트워크(fully- 

connected network) 에서 CNND만 음성 명령 인식을 

한 모델에 재사용하고 새롭게 FCNc을 연결하여 학

습한다:

(3)

4. 실험결과

4.1 데이터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을 검증하기 해 1692

명이 녹음한 30가지 클래스를 가진 약 58,000개의 음성 

명령 데이터를 사용하 다.1) 우리는 30개의 클래스 에서 

10가지를 분류하고 나머지를 “silence”와 “unknown” 

클래스로 구별하 다. 한, 학습과 검증데이터에 있는 

음성 명령 데이터의 화자가 다르도록 학습에는 1503명, 

검증에는 189명의 화자로 약 9:1로 분할하 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클래스와 수는 표 2에 나타냈다.

4.2 정확도

제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표 2의 데

이터를 분류해보았다. 96.48%의 정확도를 보 으며 이

1) Kaggle: TensorFlow Speech Recognition Challenge. https:// 

www. kaggle.com/c/tensorflow-speech-recognition-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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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성 명령 인식 실험 결과

Fig. 4 Results of speech commands recognition

그림 5 (좌) CNN 모델 (우) TED-GAN을 이용한 음성 명령 인식 실험 결과에 한 혼동 행렬

Fig. 5 Confusion matrix analysis of results of speech commands recognition using (left) CNN (right) TED-GAN

표 2 음성 명령 인식 모델에 사용된 음성 명령 데이터

Table 2 Speech dataset used in speech commands recog-

nition model

class # class # class #

yes 2116 no 2105 up 2115

down 2095 left 2111 right 2106

on 2134 off 2112 stop 2110

go 2101 silence 547 unknown 36818

것은 동일 데이터셋으로 합성곱 신경망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한 다른 연구(92.61%)보다 높은 결과를 가진다[4]. 

GAN을 통해 가상의 음성 명령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학습된 분류 모델이 기존 데이터만 사용한 모델에 비해 

상 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 기 때문에 좋

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비교하 을 때도 제

안하는 음성 명령 인식 모델은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

인다. 우리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합성곱 신경망과 

TED-GAN에 한 정량  평가를 표 3에 나타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F1-score도 높은 성능을 가졌다.

우리는 그림 5에 나타난 혼동행렬을 통해서 주어진 

10개의 클래스들은 잘 분류하 으나 “unknown” 클래스

와의 분류는 잘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모델보다 오인식 데이터의 수

가 으며 “unknown” 클래스도 상 으로 잘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합

성곱 신경망 모델보다 “unknown”클래스를 “off”로 약

간 더 많이 분류하 으나 합성곱 신경망에서 “no” 클래

스로 분류되었던 데이터가 “off”클래스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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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NN모델과 TED-GAN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CNN and TED-GAN

Precision Recall F1-score Accuracy

CNN 0.8780 0.7967 0.8283 0.9053

TED-GAN 0.9539 0.9370 0.9451 0.9645

그림 6 음성 명령 데이터의 t-SNE 시각화

Fig. 6 t-SNE visualization of speech commands data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t-SNE알고리즘[8]을 

통해 음성 명령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출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왼쪽은 제안하는 

모델로 특징을 추출하기 의 t-SNE그림이고 오른쪽은 

특징을 추출하고 나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색은 각 클래스를 의미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음성 명령 데이터

의 특징을 인식하기 해 TED-GAN을 구축하여 가상

의 음성 명령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에 이용해 분류가

능한 음성 명령 데이터의 범 가 확장된 음성 명령 인

식 모델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은 다

른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 고 t-SN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을 

효과 으로 추출하고 있음을 검증하 다.

향후 연구로는 랜덤하게 가상의 음성 명령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클래스의 음성 명령 데이

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TED-GAN에 추가 인 입력을 

주어서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고 잘 분류하지 못했던 

클래스에 해 집 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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