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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화자 인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성음 및 무성음에 대한 별도의 확률분포 모델링을 사용하

였다. 또한, 종래의 멜-주파수 캡스트럼 계수 이외에 유성음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왜도, 첨도, 하모닉 대 잡음비 등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화자 인식을 위한 스코어는 유성음 및 무성음 확률분포 모델에서 각각 구해지는데 전수 조사 

방식에 의해서 최적의 스코어 결합 가중치가 결정되었다. 제안된 방식의 화자인식기의 성능은 종래의 멜-주파수 캡

스트럼 계수 및 화자당 하나의 혼합 가우시안 기반 확률분포 모델링을 사용한 방식과 비교되었으며 실험 결과 제안

된 방식이 가우시안 혼합의 수가 낮아질수록 더 큰 성능 향상을 얻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separate probabilistic distribution models for voiced and unvoiced speech are estimated and utilized to 
improve speaker recognition performance. Also,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skewness, kurtosis, and harmonic-to-noise ratio are extracted and used for voiced speech intervals. Two kinds of scores 
for voiced and unvoiced speech are linearly fused with the optimal weight found by exhaustive search.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peaker recognizer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recognizer which uses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and a unified probabilistic distribution function based on the Gassian mixture 
model.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lower the number of Gaussian mixture, the greate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by the proposed algorithm.

키워드 : 화자인식, 유/무성음 구분, 왜도, 첨도, 하모닉 대 잡음 비

Key word : speaker recognition, voiced/unvoiced classification, skewness, kurtosis, harmonic-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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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삶의 편리성을 위해 음성을 기

반으로 통제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TV, 핸드폰, 자동차 

등 많은 분야로 확산·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로인

해 개인의 인터페이스를 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

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음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보안방법으

로 화자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화자인식이란 사람

에 의해 발성되는 음성이 고유한 특색을 갖는다는 성질

을 이용하여 각 화자의 음성신호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

하여 화자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화자인식 기술은 

일반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인 신분증, ID 카드 

보다 편리하며,  생체기반의 보안방법이므로 분실할 위

험이 없어 매우 안전하다[1]. 기존의 화자인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징 파라미터로서 선형 예측 계수(LPC: 
linear predictive coefficients)와 멜-주파수 캡스트럼 계

수(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특징 파

라미터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FCC 특징 파

라미터에 화자의 음성신호를 특징지을 수 있는 왜도, 
첨도, 하모닉대 잡음비(HNR: harmonic-to-noise ratio)
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인식 성능 개선을 도모하

였다. 
화자가 갖는 파라미터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기 위

하여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코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음성신호를 유성음

과 무성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파라미터를 GMM으로 

모델링 하였다. 입력된 음성에서 계산되는 유성음 및 

무성음에 관한 평균 스코어는 실험적으로 최적화된 가

중치를 이용하여 선형 결합되어 최종적인 후보 화자의 

스코어가 계산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하여 기존의 MFCC를 이용한 GMM 기반의 화자인식 

성능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GMM

기반의 특징 파라미터를 이용한 화자인식과 관련된 기

존의 연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 4장
에서는 제안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분석

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MFCC 추출 과정

Fig. 1 Process of MFCC extraction

Ⅱ. 관련 연구

2.1. MFCC 특징 파라미터 추출

주파수 축에서의 응답의 인지적 변화도를 나타내는 

MFCC는 음성 신호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특징 파라미

터이다. MFCC 파라미터는 잡음환경에서 강하며 비 균

일한 스케일로 주파수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화자

인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MFCC 특징 벡터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1의 블록다이어그램과 같다.
입력 신호를 식 (1)로 주어지는 선강조(pre-emphasis)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성분을 높여주고 창함수를 씌

워서 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준다. 

   ≤ ≤          (1)

나누어진 분석 프레임은 각각 이산 푸리에 변환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의 응답으로 변환되며 응답의 절대치를 멜-주파수 

필터뱅크로 적분하여 인간의 청각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즉, 멜-주파수 필터뱅크는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갖는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블록이다. 식 (2)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멜-주파수 변환을 나타

내었다.

  × log

  (2)

식 (2)에 의해서 변환되는 선형 주파수에 대한 멜 응

답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 후, 로그를 취한 응답에 

대해서 역 이산 코사인 변환(IDCT: inverse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취하여 최종적으로 MFCC 특징 파

라미터를 추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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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멜 주파수 변환

Fig. 2 Mel-frequency transform

2.2. 왜도 및 첨도

인간의 음성은 성대의 떨림 여부에 따라서 유성음 및 

무성음으로 구분된다. 무성음의 경우 성대가 열린 상태

에서 진동 없이 발성기관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발생된

다. 따라서, 무성음의 경우에는 시간 영역에서 신호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유성음의 경

우 기본적으로 성대의 진동음이 발성 기관을 통과하여 

소리가 발생한다. 즉, 유성음의 근원에 해당하는 음파

는 주기적인 펄스 형태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생성되는 

유성음은 시간 영역에서의 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뾰족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유성음과 무성음

의 시간영역에서의 분포를 예시하였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무성음의 표본 값은 평균치가 0에 가깝고 어떤 분

산 값을 갖는 정규분포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3]. 일반

적으로 분산의 의미는 신호의 크기 정보에 불과하므로 

화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파라미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유성음의 분포는 

그림 3에서 예시하였듯이 무성음에 비해서 조금 더 뾰

족하며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다

고 알려져 있다[4]. 이러한 유성음의 분포 특성은 성대

의 떨림 특성과 관련이 있겠고 개개인 목소리의 음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화자 인식

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

한 분포의 왜도 및 첨도의 정도에 관한 파라미터는  각

각 3차 혹은 4차 모멘트로부터 추정이 가능하다[5]. 식 

(3), (4)에서 주어진 표본 집합의 분포가 갖는 왜도와 첨

도의 측정 방법을 나타내었다.

그림 3. 유성음과 무성음의 분포 특성 예시(실선: 유성음(/ah/), 
파선: 무성음(/sh/))
Fig. 3 Examples of sample distributions of voiced and 
unvoiced speech (solid: voiced(/ah/), dashed: unvoiced 
(/sh/))

 








 (3)

 








  (4)

여기서, N 은 표본의 총 개수, 는 주어진 표본 집합

의 평균, 은 n 번째 표본의 값, 는 표본 집합이 갖

는 표준편차이다. 식 (3)의 왜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

본 집합의 분포가 대칭일 경우에 0,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 양수, 왼쪽으로 치우칠 때 음수 값을 갖는다. 식 (4)
의 첨도는 표본 집합의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

낸다. 정규분포일 경우에 0의 값을 가지며 분포가 상대

적으로 뾰족해질수록 더 큰 양의 값을 가진다.

2.3. 하모닉 대 잡음비

2.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의 성대는 화자마다 고

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대가 진동하는 

주기도 다르며, 음성신호에 포함되어있는 잡음의 비율

도 다르다. 이 때, 잡음이란 주기성이 없는 신호를 말한

다. 인간이 유성음의 경우 완벽한 주기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현상은 잡음이 섞여 있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주적인 신호에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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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파라미

터로서 HNR이 있다[6]. HNR의 측정은 신호의 자기상

관도 함수의 계산에서 시작된다. 식 (5)에 자기 상관도

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5)

여기서, 은 입력 신호,  는 자기상관도 지연을 

나타낸다.  는 입력 신호의 특성에 상관없이 가 0

일 때 전역 최대이다. 만약, 가 0이 아닌 곳에서  

에 근접하는 값이 존재한다면 신호가 유성음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그 때의 자기상관도 지연치를 피치(pitch)
값 , 혹은    로 두어 피치 주파수로 정의한

다. 주기 신호의 HNR 측정을 위한 수식을 유도하기 앞

서서 유성음을 식 (6)과 같이 표현한다.

     (6)

여기서, 은 주기 를 갖는 완벽한 주기 신호

이며 은 과 상관없는 백색 잡음으로 간주

한다. 식 (6)을 식 (5)에 대입하여 식 (7)을 얻어낸다.

       

      

(7)

이때,     으로 간주하였다. 자기상

관도 지연  가 0일 때에는 식 (7)은 식 (8)과 같이 표현

이 가능하다.

      (8)

여기서,   및  는   및 의 전력

과 같다. 만약, 지연  가  가 된다면 식 (7)은 식(9)로 

표현이 가능하다.

          (9)

여기서, 은 백색 잡음으로 간주하였으므로 

   를 0으로 간주하였고, 의 주기는 라 하

였으므로   로 두었다. 식 (8) 및 (9)를 이

용하여 유성음의 주기 성분의 전력은   , 잡음 성

분의 전력은   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는 유성음 내에서 잡음의 전력이 주기 신호의 전

력에 비해서 낮다는 가정 하에 식 (5)를 최대화시키는 

지연 max를 구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

탕으로 HNR을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log max 
 max   (10)

2.4. 가우시안 혼합모델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
은 구조가 간단하고 광범위한 음향학적 특성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화자를 모델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GMM은 식 (11)와 

같이 M개의 가우시안 확률 분포들의 가중된 합으로 구

성된다[7].

   




 
  (11)

는 확률분포를 구성하는 파라미터 집합, 는 D차 

특징 벡터, 는 번째 가우시안 혼합의 가중치, M은 

가우시안 혼합의 개수를 의미하며,  
는 D차원의 

가우시안 분포로서 식 (12)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12)

는 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벡터, ∑는 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공분산행렬이다. 각 화자를 모델링하

기 위하여 사용된 GMM의 훈련방법으로 최대 우도함

수 추정(Maximum Likelihood)방법을 사용하여 가우시

안 분포가 최대화되는 를 추정한다. 이 때, 가우시안 

분포가 최대화되는 매개변수를 추정하기위해 GMM의 

파라미터를 벡터 양자화를 이용하여 추출된 파라미터

를 초기치로 입력하여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에 의해 매개변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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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EM 알고리즘은 초기 모델 를 설정하고 새

로운 모델 를   ≥  를 이용하여 추정한

다. 새로운 모델은 다음 반복의 초기 모델이 현재모델

과 초기모델의 차가 특정 수렴 값에 도달하거나 최대 

반복 횟수를 만족 할 때까지 반복된다[8].

그림 4. 제안된 화자 인식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4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peaker recognition 
system

Ⅲ. 제안된 화자 인식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화자 인식 시스템에서는 스코

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화자를 모델링할 때 

유성음 및 무성음에 대한 확률 분포 모델을 별도로 만

든다. 또한, 유성음 구간에 대해서는 제 II장에서 설명한 

왜도 및 첨도에 관한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화자 인식에 활용하여 화자 인식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다. 그림 4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자인식 시스템

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주요 블록에 대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3.1. 유/무성음의 분류

유성음과 무성음은 식 (8)과 식 (9)의 자기상관도 영

역에서 구분된다. 구분을 위해서  max  
로 주어지는 비를 생각해본다면, 유성음 구간의 값이 

무성음 구간의 값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떤 단구간 신호의 자기 상

관도 값이 갖는 전역 최대값의 위치 max가 정해진 피치

주기 구간 내의 값일 때,  R 값이 어떤 임계치 RTH 높으

면 유성음으로 선언한다. 유무성음 분리를 위해서 영교

차율, 입력 신호대 선형예측 잔차 신호 에너지 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NR 측
정을 위한 과정에서 유/무성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

으므로 상기와 같이 수행하였다.

3.2. 특징 파라미터의 구성

특징 파라미터의 구성은 유성음과 무성음에 대하여 

다르게 구성되어있다. 3.1절을 토대로 신호가 무성음일 

경우 특징 파라미터는 2.1절의 MFCC 특징 파라미터 

추출 과정에서 추출된 파라미터와 2.2절의 식 (3),(4)을 

이용하여 구한 왜도와 첨도를 파라미터로 추가 구성된

다. 신호가 유성음일 경우 특징 파라미터는 무성음과 

같이 MFCC 파라미터와 왜도, 첨도를 특징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별도로 2.3절의 식 (10)을 이용하여 구한 

HNR 파라미터가 추가되어 구성된다.

3.3. 스코어 계산

각 화자의 발성으로 만들어진 GMM에 대하여 임의

의 화자의 발성에서 구해진 특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스코어가 식 (13)과 같이 계산된다. 

  


log     (13)

는 t 번째 단구간 분석 프래임에서 추출된 특징 벡

터, T는 입력된 발성에서 추출된  특징벡터의 총 개수,  

 는 번째 화자의 모델 파라미터,     는 번째 

화자가 를 발생시킬 확률이며 식 (14)와 같이 구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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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화자인식 시스템에서 특정 화자의 

입력이 들어올 확률이므로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

고, 

는  {, ..., 

}를 수신할 확률이므

로 화자인식 스코어의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값

이다. 따라서 그 비를 상수 c 로 두었다. 제안된 방식에

서는 화자의 유성음 성분에 대한 스코어와 무성음 성

분에 대한 스코어를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반영하여 식 (14)를 식 (15)와 같이 변형한다. 이 때, 유
성음 및 무성음 특징 파라미터는 상호간에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15)

 ′

  



  


각 기호에 대한 설명은 식 (14)의 것과 동일하다. 다
만, 위첨자 ‘V’는 유성음, ‘U’는 무성음에 관한 특징벡

터 및 모델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은 식 (1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 입력에 대한 확률과 모델 파라미터의 

비로서 상수값을 의미한다. 식 (15)의 물리적 의미는 유

성음과 무성음 특징 벡터의 스코어를 로그 영역에서 단

순 가산하여 최종적인 스코어를 얻어낸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음성인식이나 화자 인식의 경우 무성음보다 유성

음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옳으

므로  단순 가산에 의한 스코어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

으로 식 (16)로 주어지는 유성음 및 무성음 스코어의 결

합 방식을 제안하였다.

    
 

log       
 

log   
(16)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베이스 및 실험 조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화자 당 16 
kHz/16 bit로 녹음된 고립어 160개이며, 화자는 남자 15
명, 여자 15명로 구성되어있다.화자는 20대 ~30대의 한

국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성당 지속시간은 1~2초 사이

의 3~5음절 고립어였다. 화자와 고품질 마이크간의 거

리는 30cm 미만의 근거리였으며 36m2 크기의 일반 사

무실환경에서 DB 수집이 수행되었다. 화자 당 120개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모델을 훈련하는데 사용되었으

며, 모델을 훈련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40개의 음성 데

이터베이스는 테스트 DB로 사용 되었다. 본 논문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을 분류하는 기준인 RTH 는 0.4로 두었

다. 분류된 무성음 유성음 파라미터는 공통적으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2.1절의 식 (1)에서 a = 0.97로 프리 엠

파시스 필터를 통과시켜 고주파 성분을 높여주고, 30 
msec 프레임 크기의 해밍 윈도우를 사용하여 10 msec
씩 이동하며  MFCC 12차, 밴드 에너지의 평균값 1차, 
delta-cepstral 13차, delta-delta-cepstral 13차, 왜도, 첨
도를 포함한 총 41차의 음성 특징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유성음일 경우에만 HNR을 포함한 총 42차의 음성 특

징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이종적 파라미터는 별도의 

정규화 과정 없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식 그대로 추

정하여 사용되었다. 베이스라인 화자인식 시스템은 

MFCC 12차, 밴드 에너지의 평균값 1차, delta-cepstral 
13차, delta-delta-cepstral 13차 총 39차의 특징 파라미

터를 이용하였다. 화자 모델링을 위하여 GMM 혼합수 

8, 16, 32, 64개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GMM은 2.4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modified K-means(MKM)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초기치를 입력하고 EM 훈련의 반복횟수

를 10번으로 하여 최적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4.2. 성능 평가

전체 GMM 가우시안 혼합 개수에 대하여 유성음과 

무성음의 가우시안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화자인식률

을 비교하였다. 화자인식률을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나

타내었다. 이때, 화자 훈련 DB에서의 유/무성음 분리 

성능은 평균적으로 77.2%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의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어진 총 GMM 혼합 수를 유지

하면서 유성음 GMM 혼합수의 비를 5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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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90%에 근사화 되도록 증가시켰으며 각 조합에 대

해서 식 (17)에서 유/무성음 스코어 결합을 위해서 제안

한 값을 0에서 1사이에서 0.01 단위로 전수검사하여 

최적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표 1. 유성음과 무성음의 가우시안 혼합 수에 따른 최적 화자 

인식률 

Table. 1 Optimal speaker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voiced/unvoiced Gausian mixtures

가우시안 
혼합수

유/무성음 
혼합수


인식률

(%)

8

(4,  4) 0.87 85.91
(5,  3) 0.96 87.17
(6,  2) 0.97 85.25
(7,  1) 0.74 91.83

(베이스라인) 8 54.25

16

(8,  8) 0.68 92.41
(10,  6) 0.75 93.83
(11,  5) 0.83 94.41
(13,  3) 0.99 93.67
(14,  2) 0.99 93.58

(베이스라인) 16 92.67

32

(16,  16) 0.62 96.83
(19,  13) 0.65 96.50
(22,  10) 0.67 97.08
(25,  7) 0.75 96.92
(28,  4) 0.98 97.00

(베이스라인) 32 95.33

64

(32,  32) 0.57 98.92
(38,  26) 0.62 98.42
(45,  19) 0.61 97.92
(51,  13) 0.59 98.42
(58,  6) 0.63 97.75

(베이스라인) 64 98.23

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째, 유성음 파라미

터만을 이용하여 화자인식을 하였을 때 보다 유성음과 

무성음  파라미터를 모두 사용하여 화자인식을 할 때 

인식률이 더욱 상승한다는 것이다. 둘 째, 전체 GMM 
가우시안 혼합 개수가 많아질수록 무성음에 가해지는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우시안 혼합의 개수가 많아지면 유성음 파라미터만

으로 화자를 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
우시안 혼합 개수에 따른 제안된 방법과 베이스 라인의 

최대 인식률을 그림 5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5. 베이스라인 시스템과 제안된 방식(최적 인식률 조건)
의 성능 비교(채움: 베이스라인, 빗금: 제안된 방식)
Fig. 5 Comparative performance between the baseline and 
the proposed method at best recognition rate condition 
(filled: baseline, slashed: proposed) 

제안된 방법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우시안 혼

합 8, 16, 32, 64일 때, 제안된 방식은 베이스라인 보다 

37.58%, 1.74%, 1.75%, 0.69% 더 높은 인식률을 나타

내었다. 가우시안 혼합 개수가 일정개수 이상 증가하면 

제안된 방법과 베이스 라인의 화자인식률이 거의 99%
에 도달하므로 더 이상 혼합개수의 증가에 대한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제안된 방식에서 왜도, 첨도, HNR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유성음 및 무성음 분리

만을 활용하였을 때의 제안된 방식에 의한 인식률은 가

우시안 혼합수가 각각 8, 16, 32, 64 일 때, 84.48%, 
94.05%, 96.67%, 98.78% 였다. 이 때, 표 1에서 구한 최

적의 유/무성음 혼합수를 변동없이 활용하였다. 즉, 제
안된 방식의 화자 인식 시스템에서는 이종적 특징 파라

미터가 인식 성능 향상에 다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

지만, 유/무성음 분리 기법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자인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성의 특징 파라미터를 유성음과 무성음의 파라미터

로 분류하고, 사람의 성대가 갖는 성질을 이용하여 특

징 파라미터로 왜도, 첨도, HNR을 추가하여 파라미터

를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무성음 스코어의 최적 

가중치를 살펴봤을 때 혼합의 수가 낮을수록 유성음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화자인식률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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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 혼합의 수  8일 때, 즉 낮은 혼합일 때, 제안된 

방식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최대 37.58% 더 높은 성

능을 보였다. 향후,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100명 이상

의 화자에 대한 화자인식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화

자인식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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