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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pre-processing methodology which 
can apply to remote speech recognition system of service robot 
in noisy environment. By combining beamforming and blind 
source separation, we can overcome the weakness of 
beamforming (reverberation) and blind source separation 
(distributed noise, permutation ambiguity). As this method is 
designed to be implemented with hardware, we can achieve 
real-time execution with FPGA by using systolic array 
architecture. 

 

I. 서론 
 

최근 지능로봇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실제

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속속 등장하면

서 어느 때 보다 로봇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드웨어와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로봇의 몸체는 

점점 사람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반해, 인공지능 분야에

서의 성과는 아직 미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인간을 닮

은 로봇’ 휴머노이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

히 인간과 로봇의 인터페이스에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인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제

한된 환경(주위 잡음이 없고, 유무선 마이크를 통한 근

                                                           
  .  

접한 발화 환경)에서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낼 뿐, 

정작 일상적인 환경(일상적 잡음 환경에서 마이크가 로

봇에 장착된 원거리 음성인식)에 있을 때에는 그 인식

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성 인식의 전처리 단계에서 

Beamforming 기법과 Blind Source Separation 기법을 이용

해 잡음 환경에서의 원거리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II. 본론 
 

마이크 어레이를 이용해 Adaptive beamforming 과 

BSS 를 혼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꾸준히 있어 왔다. 

[1] 하지만 지금까지의 접근들은 대부분 frequency 

domain 에서 이루어져, 실시간으로의 구현이 어려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eamforming과 BSS를 time domain

상에서 연결하여 Beamforming 의 약점인 reverberation 문

제와 BSS 의 약점인 distributed noise 에 대한 처리와 

permutation ambiguity 를 상호 보완하려고 하였다. Time 

domain에서의 BSS는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실의 연구 

결과[3]를 활용했으며, 그림 1의 adaptive beamforming[2]

을 통해 얻어진 enhanced signal과 noise signal을 BSS의 

input 으로 넣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BSS 

지능로봇에 적합한 잡음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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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Source 의 개수와 마이크의 개수가 같아야하

는 제약 조건이 있었고, 또한 계산량의 증가로 인해 2

개 이상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앞 단에 

beamforming 을 넣어줌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BSS 의 문제점이었던 distributed noise 를 

beamforming을 통해 point source로 바꿀 수 있으므로[4]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 Block diagram of 4-Channel 

    Griffiths-Jim adaptive beamformer 
 
 
 
 
 
 
 
 
 

그림 2. Block diagram of 2-Channel BSS 

 using systolic array 
 

위의 그림 1 은 4 개의 마이크 어레이에서 입력이 

들어와 맨 위의 mic0 쪽에서는 4 개의 입력을 delay-

sum 방식을 이용해 향상된 output 을 구하고, 아래쪽 3

개의 마이크에서는 들어오는 signal 은 이웃한 마이크 

간에 delay-subtraction 방식을 이용해 그림 3 과 같이 

원하는 신호를 제외한 노이즈 신호를 얻어내게 된다. 

Beamforming 을 통해 얻어진 enhanced signal 에도 

distributed noise 는 섞여 있으므로, 이를 noise signal

과 BSS 를 수행함으로써 distributed noise 의 감쇠 효

과를 얻을 수 있다.[4] 또한 일반적인 BSS 에서 생기

는 permutation ambiguity 를 Beamforming 의 결과로 

얻은 signal 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림 3. Noise signal from beamforming 

 

IV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Adaptive Beamforming 과 BSS 를 

이용하여 잡음 환경에 강인한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들

기 위한 전처리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real 

time 실현을 위해 time domain 에서 구현하여, 실제 음

성 인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speaker 가 

이동하는 경우나 위치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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