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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화는 폐의 날숨을 시작으로 성대의 진동 유무와 성도의 조음을 통해 발생하는 일련의 작동 과

정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자 감정 표현의 매개체이다. 이러한 발화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 및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화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외부와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발화 의도를 인지할 수 있는 두경부 멀티 센서 기반 웨어러블 기술 동향을 알아보

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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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ech production, which is the intricate operating procedure consisting of exhalation

from the lungs, voicing features of the vocal folds, and articulations in the vocal tract, is one of

essential elements for expressing and insisting own opinion while we live as human being. There

are cases of dysphonia, for examples, by accidents, by disease, by medical surgery on vocal tract,

by abuses of vocal cords, and by aging. These cases cause to severely endanger one’s ‘Qu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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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to seclude the patients from society. In this paper, we survey on derencephalus interface

technologies, which are the hand-and-neck version of body-machine interfaces, for assisting speech

production and its volitional control, and find a way to develop the wearable technologies based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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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화(Speech production)는 날숨을 시작으로 성대

의 진동에 의한 발성(Phonation), 원하는 자모음을 생

성하는 성도에서의 조음, 그리고 공명에 이르는 인체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감정 표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써, 직업적, 사회

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된다[1].

발화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서는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

한 언어 및 발음 교육은 정확한 의사 표현을 위한 필수

적인 과정이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발음 교수법을 살펴보면, 교

수자가 발화를 하고 이를 학습자가 청각적 입력으로,

반복하여 연습하는 의존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발

음 평가에 있어서, 교수자는 학습자 발화를 직접 청음

함으로서 그 발음의 정확성을 판단해왔다. 이러한 기존

의 발음 교수법은 만약 교수자가 부정확한 발음으로 학

습자를 지도할 경우, 학습자는 더욱 부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학습자의 부정확한

발음의 고착화를 초래하여 언어 입력 활동인 읽기 및

듣기 뿐만 아니라, 출력 활동인 말하기 및 쓰기에 있어

서 전반적 언어 학습 성취도 저하 및 더 나아가 현업에

서의 학습 언어 활용을 통한 업무 수행의 실패를 야기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 환경오염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외상 및 수술과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의 과도한 후두 사

용으로 인해 후두가 손상되어, 음성을 소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음성을 소실할 경우 단순 발음의 문제

보다는, 원천적으로 의사 전달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

니라,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존감 상실, 심리적 불안정

및 생존의 위협을 불러 일으키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타인과의 깊은 단절, 직업의 제한 등을 불러 일으켜, 전

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경부 측면에 멀

티 센서 기반 웨어러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인지할 수 있다면, 음성 소실 및 발음 교육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경우 수집, 분석, 개발의

단계로 처리 되며, 3V(Volume, Velocity, Variety)의

특징을 가지는 빅데이터 형태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에 따른 적절한 특징 추출 및 머신 러닝 기법

이 적용되어야 하며, 신경망 이론 및 텐서 분석 기법을

통해 인식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발화 의도 인지를 위한 센서 및 웨

어러블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관련 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센서 및

웨어러블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관련 특허 동향

2.1. EMG(Electromyography)

EMG 기반의 기술 및 특허는 미국NASA 및 IBM와

일본의 NTT가 주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ASA는 2003년 6월 5일에 미국 공개 특허 US

Figure 1. US Patent 8200486 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