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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신호의 주 수 역별 자기 공분산 기울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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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the Slopes of Autocovariances of Speech Signals in Frequency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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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기 공분산 기울기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 신호를 구분할 때 구분 가능성을 높이기 해 주 수 

역에서 음성 신호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를 최 화하는 주 수 역을 찾아내었다. 디지털 샘 링 된 음성 신호를 

일정한 개수의 신호로 이루어진 블록으로 나  후 각 블록에 고속푸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하여 

주 수 역으로 변환한 다음 임의의 주 수 역에서 각 블록에서의 공분산을 구하고 이 공분산 값들을 연결하는 

직선 근사를 한 후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자기 공분산 기울기로 사용하는데 이 값은 음성 신호의 특성 상 주 수 

역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느 주 수 역에서 자기 공분산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는지 200개의 남성 음성 일

을 이용하여 주 수 역별로 비교 분석하 다.

ABSTRACT

The frequency bands were discovered which maximize the slopes of autocovariances of speech signals in frequency domain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egregation between speech signals and background noise signal. A speech signal is divided into blocks which include multiples 

of sampled data, then those blocks are transformed to frequency domain using Fast Fourier Transform(FFT). To find linear equation by Linear 

Regression, the coefficients of autocovariance within blocks of some frequency band are used. The slope of the linear equation which is called 

the slope of autocovariance is varied from band to ba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ech signal. Using speech signals of a man 

which consist of 200 files, the coefficients of the slopes of autocovariances are analyzed and compared from band to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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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시간 음성 인식에는 메인 임 컴퓨터 의 계

산  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컴퓨터를 휴 하

거나 작은 공간에 설치한다는 것이 공간 문제나, 비용 

문제로 불가능해서 실시간 활용이 어려웠으나 최근 

통신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으로 음성 신호

를 압축하여  메인 임 컴퓨터에 송하고 메인 

임 컴퓨터가 방 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음성

을 인식한 후 그 결과를 송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기술이 발 하고 막 한 양

이 보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손끝에서 음성 인식의 

열매를 맛보는 시 가 되었다. 하지만 음성 인식은 아

직도 잡음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음성이 원래 잡음

에 취약하므로 사람의 경우에도 배경잡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 방의 화 내용을 다 알아 듣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면 잡음을 제거하는 기

술을 용하여 사람보다 더 잡음에 강한 인식기를 만

들 수도 있다.

음성을 하나의 신호원으로 보고 배경 잡음을  다

른 신호원으로 본다면 BSS(Blind Source Separation) 기

술을 이용할 수 있다[1]. BSS에서는 신호들이 서로 독

립 이라는 제하에 최 한 독립 인 방향으로 분리

해 내는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2-4], 신

호들의 상 계가 최소가 되도록 변환하는 CC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5,6] 등이 있다. 하지만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을 각각 독립된 하나의 신호원

으로 보고 앞에서 언 한 방법으로 각 신호를 성공

으로 분리해 내었을 경우에 둘 의 어느 것이 음성 신

호인지 단순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음성 인식 

기능을 자동차에 구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자동

차 배기음이 배경 잡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7-8] 이 경우, 자동차 소음과 

음성이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10].

분리된 두 신호  음성 신호를 구분해 내기 해서는 

신호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Block)로 나 고 각각의 블

록에 FFT를 용하여 주 수 성분을 분석한 후 각 주

수 역별로 체 신호에 한 자기 공분산을 구하고 이 

공분산 값들을 그래 로 나타내면 각 값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음

성 신호와 배경 잡음을 구분해 낼 수 있다[11].

Ⅱ. 주 수 역에서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

분리된 시간 역 음성 신호   를 FFT가 가능한 

 (p는 임의의 자연수)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블록

으로 나 어 다. 신호   를 행렬로 나타내면 식(1)과 

같다. 식(1)과 같은 행렬에서 각 열, 즉   ⋯ 이 이 

블록에 해당된다. 물론 마지막 열의 데이터 수가  개에 

못 미칠 때에는 0을 넣어서 맞추어 다. 따라서 총 m 개

의 블록이 생기게 된다.






  ⋯
  ⋯
⋮ ⋮ ⋯ ⋮
  ⋯






   ⋯ 

 (1)

식(1)에서  번 째 행벡터   는


   ⋯ 

 (2)

이고  는 1부터   이다.

각 에 해 FFT를 구하면 식(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시간 역의 신호이지만    는 주 수 

역에서 각 블록의 주 수 성분을 나타낸다. 






  ⋯
  ⋯
⋮ ⋮ ⋯ ⋮
  ⋯






   ⋯ 

 (3)


   ⋯ 

 (4)

이고  는 1부터 이다.

식(3)에서


    ⋯  (5)

이고  는 1부터 일 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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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6)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각 블록의 특정 

주 수 역을 나타낸다. 

그림 1. F 행렬의 3차원 도표
Fig. 1 Three Dimensional Graph for F Matrix

16㎑로 샘 링한 신호에 해 3차원 그래 로 를 그

리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축의 Block Num.은 식(3)의 에 해당된

다. 축의 Frequency는 식(3)의 에 해당되는데 이를 0

에서 8㎑의 주 수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축은 FFT

의 값이다. 주로 주  쪽에 큰 값이 나타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행벡터   각각에 해 자기 공분산을 구하면 식(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7)

여기서   는


   ⋯ ⋯  (8)

이고  는 1부터 까지의 정수이다. 여기서 

  
 

 

 
 (9)






  



 (10)

이며 =0 일 때 1 이 되도록 정규화 하 다.

 는 자기 공분산을 구할 때 데이터가 어 나는 정도

이다. 신호가 주기성이 있다든지 하는 음성일 경우에  

가 커지면 공분산값이 작아지게 되나 자동차 배기소음

과 같은 신호는 에 상 없이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경향

을 갖는다[9][12]. 이 값은 좌우 칭으로 나타나고 정규

화하면  는 항상 1이므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식(8)에서 와 그 오른쪽 값들을 제외하면 식

(1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 ⋯ ⋮
  ⋯






 

′


′ ⋯ 

′   

(11)

여기서 
′  는 식(12)와 같다.


′   ⋯  (12)


′에 Linear Regression[13]을 용하면 식(13)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와 편 를 구할 수 있다. 

   (13)

그림 2에서  ,    일 때 의 그래 와 
′

을 이용해 Linear Regression으로 구한 직선의 방정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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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의 역에서 자기 공분산 

, 그리고 




′을 이용한 직선 근사,  

Fig. 2 Autocovariances 

 and Linearly Regressed 

Line using 


′  at a band,  

그림 3. 임의 역에서 자기 공분산 

, 그리고 




′을 이용한 직선 근사,  

Fig. 3 Autocovariances 

 and Linearly Regressed 

Line using 


′  at a band,  

이 게 구한 기울기 를 자기 공분산 기울기라고 하

자.  일 경우 음성 신호에서는 의 증가에 따라 

자기 공분산 계수가 서서히 감소하는데 비해서 자동차 

배기음과 같은 잡음에서는 의 변화에 따른 자기 공분

산 계수의 변화가 미미하다. 따라서 두 종류의 신호 사

이에서 자기 공분산 기울기가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임의 역에서 자기 공분산 

, 그리고 




′을 이용한 직선 근사,  

Fig. 4 Autocovariances 

 and Linearly Regressed 

Line using 


′  at a band,  

하지만  이거나   일 때는 그림 3과 그

림 4처럼 음성 신호의 자기 공분산 분포 형태가 비선형

인 모양을 더 강하게 띠게 된다. 이는 의 크기가 커질

수록, 즉 블록의 크기가 커질수록 블록과 블록 사이의 거

리가 멀어지는 셈이므로 블록간의 주 수 특성이 더 많

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공

분산 값들의 분포에서 비선형 인 특성이 더 두드러지

게 되어 직선 근사를 통한 기울기 값을 유용한 특성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음성 신호 내의 가까운 데이터끼리의 

공분산이 자동차 소음등과 같은 배경 잡음과 큰 차이를 

갖는 특성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큰 장애물이 됨을 알 수 있다.

Ⅲ. 주 수 역별 자기 공분산 

기울기 분포

음성 신호에서 기 할 수 있는 정보는 낮은 주 수 

역은 성도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 수가 낮은 역에서는 자기 공분산 기울기가 크고 

높은 주 수 역에서는 이 값이 상 으로 작을 것이

라는 측이 가능하다. 그 다면 자기 공분산 기울기가 

큰 주 수 역을 찾아 이 역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를 

이용해 배경 잡음과 구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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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이고    일 때 각 주 수 

역에서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를 계산하 다.     이

상으로 해도 계산량만 늘어나고 성능의 개선은 기 할 

수 없어   으로 정하 다[9]. 

사용된 데이터는 남성 뉴스 앵커의 뉴스 음성신호를 

16㎑로 샘 링한 것이다. 총 200개의 음성  일  각 

100개씩에 해 자기 공분산 기울기의 분포를 구하여 그

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 5. 자기 공분산 기울기 분포(그룹 1)
Fig. 5 The Distribution of the slopes of 

Autocovariances(Group 1)

그림 6. 자기 공분산 기울기 분포(그룹 2)
Fig. 6 The Distribution of the slopes of 

Autocovariances(Group 2)

그림 7. 200개 음성 일에 한 자기 공분산 
기울기(600㎐∼900㎐)

Fig. 7 The Slopes of Autocovariances for 200 
Speech Signal Files(600㎐∼900㎐)

그림 8. 200개 음성 일에 한 자기 공분산 
기울기(∼4㎑)

Fig. 8 The Slopes of Autocovariances for 200 
Speech Signal Files(∼4㎑)

 100개를 한 그룹으로 나타내면 그림 5는 총 두 그룹 

 첫 번째 그룹, 그림 6은 두 번째 그룹에 한 분포도이

다. 두 그룹 다 4㎑ 이내의 역에서 평균 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에서도 600㎐에서 900㎐  사이

에서 큰 값들이 찰된다. 이를 확인하기 해 개별 음성 

신호의 각 주 수 역별 자기 공분산 기울기를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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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개의 음성 일에 해서 그래 로 도시하 다.

그림 7은 자기 공분산 기울기가 가장 큰 역인 600

㎐에서 900㎐ 사이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의 평균을 구

한 것이다. 총 200개의 음성 일을 상으로 하고 200

개 일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의 평균과 표  편차도 

구하 다.

자기 공분산 기울기를 구하는 주 수 구간을 600㎐

에서 900㎐로 했을 때는 그림 7과 같고 200개 음성 일

의 평균 자기 공분산 기울기가 0.0923이며 표  편차는 

0.0088이다. 주 수 구간 4㎑ 이내인 그림 8에서는 평균

값이 0.0782이고 표 편차가 0.0062이다. 체 주 수 

구간에서는 평균값이 0.0735이고 표  편차는 0.0051이

다. 상한 로 600㎐에서 900㎐ 역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 까지, 체 

구간의 순서이다. 표  편차는 상 데이터 수가 많아

질수록 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림 7의 경우를 보면 자

기 공분산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도 0.05보다 큰 값을 유

지하지만 그림 8을 보면 나머지 그 지 못한 것을 찰

할 수 있다. 

Ⅳ. 결  론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을 구분할 때 자기 공분산 기

울기를 구하는 주 수 역에 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

어야 어느 역의 자기 공분산 기울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없이 주  역이 기울기가 클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역을 설정해서 사용하 다[12]. 이번 연구를 통해 자

기 공분산 기울기가 비교  큰 역을 찾아 배경 잡음

과의 여유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배경 잡음과 음성 

신호를 분리해 낼 때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음성 데이터는  데이터

의 양은 많지만 한 사람의 것이다. 사람에 따라 성도의 

모양도 다르고 따라서 성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  역도 약간 씩 다를 수 있다. 한 여자와 남자는 

그 구조가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여성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음성 데이터를 확보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

가 남아있다.  배경 잡음은 음성 신호보다 더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므로 다양한 배경 잡음을 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 신

호를 구분하는데  자기 공분산 기울기가 유용한 수단임

을 확고히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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