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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환경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IMCRA 기반의 
음성 향상 기법

Speech Enhancement Based on IMCRA Incorporating noise classifi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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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 Song․Gyu-Seok Park․Hong-Sub An․Sang-Min Lee)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ho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improved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IMCRA) in non-stationary noisy envrionment. The conventional IMCRA algorithm efficiently 

estimate the noise power by averaging past spectral power values based on a smoothing  parameter that is adjusted by 

the signal presence probability in frequency subbands. Since the minimum of smoothing parameter is defined as 0.85,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robust estimates of the noise power in non-stationary noisy environments that is rapidly 

changed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such as babble noise. For this reason, we proposed the modified IMCRA, which 

adaptively estimate and updata the noise power according to the noise type classified by the Gaussian mixture model 

(GMM).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method are evaluated by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PESQ) and 

composite measure under various environments and better result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a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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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 생활의 편의를 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

고, 그  음성 검색, 음성 인식기와 같이 음성 신호를 이용

하는 기술이 많은 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음성 시스템에

서 배경 잡음의 존재는 시스템의 성능 하를 발생시키는 가

장 큰 요인으로 이를 제거하기 한 음성 향상 기술 연구가 

진행되었다 [1]-[3].

음성 향상 기술은 크게 잡음 력을 추정하는 부분과 이

를 이용하여 각 주 수에 한 이득을 추정하는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신호의 잡음 력이 원 잡음 력 보다 크게 

추정되면 잡음 신호 뿐만 아니라 음성 신호 한 제거되어 

왜곡이 발생하고, 이와 반 로 잡음 력이 원 잡음 력보

다 작게 추정되면 잡음 신호가 덜 제거되어 음성의 명료도

가 감소하게 되므로 정확한 잡음 력 추정은 음성 향상 시

스템에서 요한 요소이다 [4],[5]. 이러한 잡음 력을 추정

하는 기술로 코헨에 의해서 제안된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MCRA) 방법과 improved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IMCRA) 방법이 우수한 성

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6],[7]. MCRA 방법은 음성 신

호와 잡음 신호가 통계 으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잡음이 

부가된 신호의 력값이 자주 잡음 신호의 력 값까지 감

소한다는 찰을 기반으로 한다. 한 도우 내에서 최

소값을 구하고 구해진 최소값과 입력된 신호의 비를 정해진 

문턱 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음성의 존재 유무를 단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잡음 력의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스무

딩 라미터의 값이 결정되어 잡음 력이 추정된다. 

IMCRA 방법은 MCRA 방식을 변형한 알고리즘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 을 볼 수 있다 [7]. 첫 번째,  

MCRA 방법의 음성 유무를 단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성 특성이 강한 음성 구간의 주 수 스펙트럼을 이  

임의 잡음 주 수 스펙트럼의 스무딩 된 값으로 체하고, 

다시 한 번 MCRA 방식을 실행하여 잡음 력을 추정한다. 

즉, 강한 음성 구간의 서  밴드에서 잘못된 잡음 력 업데

이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정확한 잡음 력을 

추정하게 해 다. 두 번째는 MCRA에서 음성 유무를 단

하는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특징벡터의 추가 이다. 기존의 

도우내의 최소 력과 재 입력된 력의 비율 외에 도

우내의 최소 력과 시간축-주 수 축으로 스무딩된 력의 

비율을 추가로 이용하 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기존의 MCRA 방식에 비해서 견실한 잡음 력을 추정한

다. 하지만 잡음 력 업데이트에 사용 되는 스무딩 라미

터의 경우   ∼의 범 를 갖기 때문에 비정상 잡음

과 같이 주 수 특성이 상 으로 빠르게 변하는 구간에서

는 성능 하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인 잡음 환경에서 IMCRA의 보다 

정확한 잡음 력 추정을 해서 Gaussian mixture model 

(GMM) 기반의 잡음 환경 알고리즘을 이용한 향상된 음성 

향상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 으로, IMCRA 알고리즘에 의

해서 잡음 구간이라고 단될 경우 잡음 환경 알고리즘을 

통해서 잡음 환경이 분류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잡음 력 

추정에 사용되는 스무딩 라미터를 비정상  잡음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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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재 래임의 잡음 력에 더 큰 가 치가 용되게 

하고, 정상  잡음 환경에서는 이  임의 잡음 력에 

더 큰 가 치가 용되도록 하 다. 즉, 잡음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응 으로 잡음 력 추정에 사용되는 스무딩 라

미터의 값이 변하도록 하여 보다 견실한 잡음 력을 추정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객 인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객 인 음질 평가 방법인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PESQ) 와 

composite measure 테스트를 하 고, 실험 결과 다양한 잡

음 환경에서 향상된 음질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IMCRA, 3장에서는 잡음 환경 분류 

알고리즘 기반의 제안된 알고리즘에 해서 살펴본다. 그리

고 4장에서 실험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하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IMCRA (Improved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개요 

음성 신호 에 가산 잡음 신호 가 인가된 오염된 

음성 신호 는 음성 존재  와 음성 부재 에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주 수 인덱스,   은 시간축 인덱스를 나타

낸다. 의 가설을 기반으로 잡음 력 추정 방식은 VAD를 

이용하여 잡음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잡음 력을 추정하고 

업데이트 하는 hard decision 방식과 음성 존재 확률을 스무

딩 라미터로 이용하여 잡음 력을 추정하는 soft 

decision 방식으로 나  수 있다. IMCRA 알고리즘은 후자

인 음성 존재 확률을 스무딩 라미터로 이용하여 잡음 

력을 추정하고, 다음과 같이 잡음 력을 추정한다. 먼 , 

VAD를 이용한 잡음 추정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시간축 스무딩 매개 변수를 나타내고, 

 는 잡음 력을 나타낸다. IMCRA 에서는 식(2)에 음

성 존재 확률 (′   )을 용하여 다음과 

같이 잡음 력을 추정한다. 

        
′            ′  

             


  

      (3)

여기서 ′  는 a posteriori  SNR의 조
건부 음성 존재 확률을 나타내고, 는 음성존재확률에 

의해서 변화되는 스무딩 매개 변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4)

여기서   는 고정된 스무딩 변수를 나타낸다.  재 

임의 음성 존재 확률이 작을 경우 이  임에서 추정

된 잡음 력에 가 치 ≈   를 주고, 반 의 경

우 재 임에서 추정된 잡음 력에 가 치  

 ≈ 를 다. 만약 주 수 스펙트럼이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정상 인 잡음 상황에서는 잡음 

력 추정의 느린 업데이트에 의해서 음질 하가 발생하게 

될 여지가 존재한다. 

a posteriori  SNR의 조건부 음성 존재 확률은 다음과 같

이 구해진다. 

′   
 


exp



 

   (5)

여기서 는 사  음성 부재 확률을 나타내고,

   , 은 각각 a 

posteriori SNR과 a priori SNR을 나타낸다. 

사  음성 부재 확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해

진다. 먼  입력된 신호 를 주 수-시간 축으로 스무

딩을 한다.

   
 



 

    

        (6)

여기서 는   길이의 해 도우를 나타내고, 

  는 시간축 스무딩 변수를 나타낸다. 입력 신호

를 주 수-시간축으로 스무딩 해주는 이유는 임에서 

력의 최소값 추정시 무 작은 값으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

기 해서이다. 정의된 도우 길이 (D 임) 내에서 스무

딩된 입력 신호의 최소값이 구해지고, 이를 이용하여 각 주

수 밴드에 해서 다음과 같이 개략 인 VAD가 수행된다. 

min minmin 


minmin 


      (7)

  min   and   
 

         (8)

여기서 min 는 최소값 추정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최
소값을 나타내고, min은 구해진 최소 잡음 력을 보상하

기 한 변수이다. 는 개략 인 VAD 결과로 음성의 

부재시 1, 음성의 존재시 0의 값을 갖는다.

식(8)의 결과에 따라서 재 임에서 강한 음성 성분

이 다음과 같이 제거 된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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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스무딩된 신호 를 이용하여 정해진 도우 내에서 

최소값을 추정하고 식(7)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min, 
가 구해지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사  음성 부재 확률 

이 구해진다. 

 










 min ≤and  
 
min  



min and 


     (11)

3. 잡음 환경 분류 기반의 제안된 음성 향상알고리즘

코헨에 의해서 제안된 IMCRA 음성 향상 알고리즘은 강

인한 음성 성분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잡음 력 최소값 

추정과 향상된 음성 존재 확률 계산에 의해서 향상된 잡음 

력 추정 성능을 보여주었다 [7]. 하지만 식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무딩 라미터의 값이  ∼와 같기 

때문에 비정상 잡음처럼 주 수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

경에서는 느린 잡음 력 업데이트에 의해서 음질 하를 

발생할 수 있고, 비교  느리게 변화하는 정상 잡음의 경우 

반 의 이유에 의해서 음질 하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

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GMM 기반의 

잡음 환경 분류 알고리즘 결과를 기반으로 잡음 력 추정

에 사용되는 스무딩 라미터가 응 으로 변화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8]-[10]. 

GMM은 복 수개의 가우시안 형태의 확률 도 함수를 

이용하여 각 클래스를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도비 검

정을 통해서 클래스를 분류 하는 패턴 인식기로서 가우시안 

확률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2)

 
 










 




  
    (13)

여기서  
는 모델 라미터    조건에서

의 조건부확률 값을 나타내고,  은 가우시안 개수, 는 각 

가우시안 도의 가 치,   는 GMM에 사용되는 특징 벡터

의 개수,   는 공분산 행렬,   는 평균 벡터를 나타낸다. 

GMM 기반의 패턴 분류기의 성능은 특징벡터의 통계  

편차에 한 구분이 뚜렷할수록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여

다. 따라서 잡음 환경 분류 알고리즘을 한 특징 벡터를 

찾기 해서 스펙트럼 기반의 특징벡터들의 통계  분류 특

성을 조사하 고, 실제로 잡음 환경 (car, white, babble)에 

해서 스펙트럼 센트로이드 (spectrum centroid) 와 스펙트

럴 엔트로피 (spectral entropy)의 통계  분류 특성이 우수

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1은 2개의 특징벡터의 통계  분류 

특성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GMM 특징벡터 히스토그램 

Fig. 1 Histogram of the GMM feature vectors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는 입력된 주 수 스펙트럼의 분포가 

1 kHz를 기 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서 분포되는지를 나

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og 


 

          (14)

엔트로피는 확률 변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한 최소 

정보량 는 무질서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무질서도

가 클수록 높은 엔트로피를 갖는다. 재 임의 주 수 

스펙트럼에 한 엔트로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og      (15)

여기서    는 각 주 수 스펙트럼에 한 확률 

값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6)

일반 으로 잡음 환경은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매 임 간 독립 인 처리 과정에 한 오류

를 보상하고 상 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엔트로피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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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기서 는 스무딩 라미터를 나타낸다. 

  선택된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EM  (expectation- 

macimization) 알고리즘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car, white, 

babble의 모델  를 만들었다. 테스트 과정에서 기훈련

된 잡음 모델에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구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를 계산하여 문턱값과 비교를 통해서 잡음 

환경을 분류 한다. 

그림 2 제안된 알고리즘의 체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그림 2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입력된 신호는 DFT를 통해서 주 수 축 신호로 변환되고, 

MCRA기반의 VAD를 통해서 강인한 음성 신호가 제거된다. 

수정된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정해진 구간 내에서의 최소 

력 값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성 존재 확률이 추출

된다. 만약 음성 존재 확률이 기 정의된 문턱 값보다 작을 

경우 (즉, 재 임이 음성보다는 잡음에 더 가깝다고 결

정될 경우) GMM 기반의 환경 분류 결과에 따라서 잡음 

력 업데이트에 용되는 스무딩 라미터가 표 1과 같이 수

정되어 잡음 력이 업데이트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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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환경 스무딩 라미터




car 0.96

babble 0.55

white 0.99

표  1 잡음 환경 분류 결과에 따른 잡음 력 추정에 사

용되는 스무딩 리미터 값 

Table 1 The smoothing parameter of the noise power     

추정된 잡음 력을 이용하여 향상된 음성 신호를 구하기 

한 이득은 Ephraim-Malah에 의해서 제안된 최소 평균 평

방 오차 (minimum mean square error, MMSE) 방식을 사

용하고, 음성 신호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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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득 함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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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나타내고,  ,는 수정된 

베셀 함수의 0차, 1차 버 이다. 

4. 실험  결과 

 제안된 음성 향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객

 음질 평가 방식인 ITU-T P.862 PESQ와 composite 

measure를 이용하 다. 테스트를 해서 8 kHz로 샘 링된 

8  길이의 NTT 데이터베이스 (남,녀 각각 100개의 문장)를  

사용하 고, 잡음은 NOISEX-92 데이터베이스의 babble, 

car, white에서 5, 10, 15 dB 의 SNR을 갖도록 만들었다. 

IMCRA에서 사용된 변수는 ,  ,  ,  ,

  로 설정하 고, 최소값 추정을 한 도우 길이는 

     로 설정하 다 [7].

표  2 다양한 잡음 환경에서 기존 IMCRA와 제안된 방법

의 PESQ 수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ESQ between the IMCRA and the 

proposed method.

Noise Method
SNR (dB)

5 10 15

Babble
IMCRA 2.384 2.715 3.014

Proposed 2.418 2.750 3.044

Car
IMCRA 3.641 3.888 4.088

Proposed 3.658 3.903 4.100

White
IMCRA 2.145 2.486 2.839

Proposed 2.176 2.511 2.860

  표 2는 제안된 방법과 기존 IMCRA 방법의 음질 성능 평

가를 해 실시한 PESQ 테스트의 성능을 내고, 테스트 일

에 한 평균 수치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babble, car, 

white 잡음에 해 평균 으로 각각 0.033, 0.015, 0.026 정도

로 모든 잡음 환경에서 향상된 수치를 보여 다. 특히, 비정

상  잡음 환경인 babble 배경 잡음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통해서 GMM 기반의 제안된 음성 향상 알고리즘이 비

정상 잡음 력을 효과 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두 시스템의 객  성능 평가를 해 실시한 

composite measure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composite 

measure 테스트는 음성 향상된 신호의 음질을 평가하는 

PESQ, 정해진 임 내에서의 인 한 주 수 밴드 사이의 

왜곡 도를 측정하는 weighted-slope spectr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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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양한 잡음 환경에서 기존 IMCRA와 제안된 방

법의 composite measure 수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composite measure between the 

IMCRA and the proposed method.

Noise Method
SNR (dB)

5 10 15

Babble
IMCRA 2.707 3.104 3.438

Proposed 2.748 3.143 3.473

Car
IMCRA 3.928 4.206 4.436

Proposed 3.951 4.225 4.451

White
IMCRA 2.336 2.726 3.114

Proposed 2.379 2.763 3.146

(), 깨끗한 신호와 잡음 처리가 된 신호의 각각에 해 

추출된 LPC를 기반으로 복원된 두 신호의 왜곡 도를 로그 

스 일로 측정한 log-likelihood ratio()로 구성되어 있고, 

식은 다음과 같다 [13]. 

           (21)

composite measure에서 사용하는 는 기존의 

에서 음성의 왜곡과 잡음의 왜곡에 한 측정치에 가 치를 

더 주도록 수정된 측정법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babble, 

car, white 잡음에 해 평균 으로 각각 0.038, 0.019 0.037 

로 모든 잡음 환경에서 향상된 수치를 보여 다. 표 3을 통

해서 음성의 왜곡도와 인 한 임간의 왜곡도 측면에서

도 제안된 알고리즘이 모든 잡음 환경에서 더욱 향상된 성

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IMCRA 음질 향상 알고리즘의 향상

된 잡음 력 추정을 해서 잡음 환경에 한 특성을 고려

한 잡음 력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구체 으로 

GMM기반의 환경 잡음 분류 알고리즘을 용하여 정상 인 

잡음 환경과 비정상 인 잡음 환경에 해서 구분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잡음환경에 합한 잡음 력 스무딩 라

미터 값이 응 으로 변화하도록 하 다. 제안된 음성 향

상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다양한 잡음 환경에서 

PESQ 와 composite measure 테스트를 하 고, 실험 결과 

제시된 GMM 기반의 향상된 IMCRA 기법이 기존의 

IMCRA 보다 PESQ (babble : 0.033, car : 0.015, white : 

0.026), composite measure (babble : 0.038, car : 0.019, 

white : 0.037)로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잡음 특

성이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정상 잡음 환경에서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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