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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Brain-computer interface (BCI)를 이용해 휠체어를 제어하거나 단어를 입력하는 등,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뇌파를 이용한 음성인식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무음
통신 등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electroencephalogram (EEG) 기반의 언어 인식 시
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국제음성기호에 기반을 둔 모음들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건장한 세 명의 남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개의 모음을 제시하는 첫 번째 실험 과정과 두 개의 연속된 모음을 제시
하는 두 번째 실험 과정으로 두 단계에 나누어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습득된 64개의 채널중 선택적으로 32개의 채널만을 사용해 특
징을 추출하였으며, 사고 활동과 관련된 전두엽과 언어활동에 관련된 측두엽을 기준으로 영역을 선택하였다.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서 특징으로는 신호의 고유 값을 사용하였고,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첫 번째
단계의 실험을 통해서, 언어의 뇌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0차원 이상의 특징 벡터를 사용해야 됨을 알게 되었고, 11차원의 특징 벡
터를 사용할 경우, 평균분류율은 최고 95.63 %로 /a/와 /o/를 분류할 때 나타났고, 가장 낮은 분류율을 보이는 모음은 /a/와 /u/로
86.85 %였다. 두 번째 단계의 실험에서는 두 개 이상의 모음을 발음하는 것이 단일 모음 발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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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s using brain-computer interface, the new interface system which connect human to macine, have been maded
to implement the user-assistance devices for control of wheelchairs or input the characters. In recent researches, there are
several trials to implement the speech recognitions system based on the brain wave and attempt to silent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how to extract features of vowel based on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PA), as a foundation step
for implementing of speech recognition system based on electroencephalogram (EEG). We conducted the 2 step experiments
with three healthy male subjects, and first step was speaking imagery with single vowel and second step was imagery with
successive two vowels. We selected 32 channels, which include frontal lobe related to thinking and temporal lobe related to
speech function, among acquired 64 channels. Eigen value of the signal was used for feature vector and support vector machine (SVM) was used for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first step, we should use over than 10th order of feature vector to
analyze the EEG signal of speech and if we used 11th order feature vector, the highest average classification rate was 95.63
% in classification between /a/ and /o/, the lowest average classification rate was 86.85 % with /a/ and /u/. In the second
step of the experiments, we studied the difference of speech imaginary signals between single and successive two vow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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