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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강화를 위한 a priori SNR 추정기반 적응 바람소리 저감 방법
An Adaptive Wind Noise Reduction Method Based on a priori SNR Estimation for
Speech Eenhancement
서 지 훈*․이 석 필†
(Ji-Hun Seo․Seok-Pil Lee)
Abstract - This paper focuses on a priori signal to noise ratio (SNR) estimation method for the speech enhancement. There
are many researches for speech enhancement with several ambient noise cancellation methods. The method based on spectral
subtraction (SS) which is widely used in noise reduction has a trade-off between the performance and the distortion of the
signals. So the need of adaptive method like an estimated a priori SNR being able to making a high performance and low
distortion is increasing. The decision directed (DD) approach is used to determine a priori SNR in noisy speech signals. A
priori SNR is estimated by using only the magnitude components and consequently follows a posteriori SNR with one frame
delay. We propose a modified a priori SNR estimator and the weighted rational transfer function for speech enhancement with
wind noises.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estimator is better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scores (PESQ, ITU-T P.862) compare to the conventional DD approach-based systems and different noise
reduction methods.
Key Words : Noise reduction, A priori SNR, Speech enhancement

에서 음성왜곡이 심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1. 서 론

을 개선하기 위해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3. 5].
최근 음성인식 기술의 발단과 함께 스마트 폰 등의 일부 제품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잡음의 크기를 이용하여 SNR을 추

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면서 점차 음성인식에 대한 관심이

정하거나[3], 마스킹 효과를 이용하여 마스킹 임계치를 계산한

높아지고 있다. 실제 환경에서의 음성 신호는 대부분 다양한 종

후 이 임계치값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5].

류의 배경 잡음을 포함하며 이러한 배경 잡음은 음성 인식 시스

하지만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법은 파라미터 결정에 따라 결과가

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실제 환경에

크게 변하는 문제가 있다. 결정 파라미터 값을 크게 하면 잡음제

서 통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바람소리의 제거가 최근 이슈가

거 성능은 좋아져 잔류잡음은 감소하지만 음성이 왜곡 될수 있

되고 있다. 이러한 잡음 제거의 중요성으로 다양한 잡음 제거 알

다. 반대로 파라미터 값을 작게 하면 음성왜곡은 감소하지만 배

고리즘이 연구되어 왔다[1-4].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신호를 향상

경잡음 제거 성능은 저하 된다.

시키는 기술은 음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음성 인식률을 개선하고

따라서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법에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wiener filter는 잡음에 원하는 음성신

음성의 명료도를 높일 수 있다.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잡음을

호를 추정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 이다. 이와 유사한 방법에

추정하여 원신호에서 빼주는 스펙트럼 차감법(spectral subtraction,

는 Matched filter[8], Kalman filter[2], least mean square

SS)[6]기반의 방법과 음성신호를 추정하여 원신호를 갱신하는

(LMS)[9], recursive least square (RLS)[10]등이 있다. 하지만

wiener filter[7]기반의 방법이 있다. 스펙트럼 차감법은 배경잡

이러한 적응 필터는 잡음이 섞인 신호에서 음성신호를 추정하는

음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차감하는 과

것이 어렵고 불안정한 환경에는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잡음은 음성인식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며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잡음들 중에서 특히 바람소리를 제거하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발생시킨다. 또한 낮은 SNR 환경

여 통화의 품질 및 인식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펙트럼 차감법
기반의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음성왜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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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낮은 SNR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a priori SNR을 추정하여 원신호
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음성신호 추정값을 선형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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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파수별로 a priori SNR의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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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음질평가 테
스트 ITU-T P.862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PESQ)[11]를 실시하여 다양한 잡음환경에서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제안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결론에 대해 논
의한다.
그림 1 기존의 스펙트럼 차감법
Fig 1 Architecture of spectrum subtraction

2. 기존 연구 및 제안하는 방법
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기초가 되는 스펙
트럼 차감법에 대해 설명 하고, 기존의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문에서는 낮은 SNR에서도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a
priori SNR을 추정하여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제안 한다.

방법에 대해 기술 한다. 단일 마이크로폰으로 얻은 음성 신호와
잡음 신호를 각각 x(t), n(t)라고 할 때, 음성신호와 잡음 신호가
혼합된 혼합 신호 y(t)는 두 신호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t ) = x(t ) + n(t )

(1)

이 신호를 시간축으로 윈도우(Hamming window)를 씌어서
단구간 푸리에 변환(FFT)을 사용하였을 때, 입력신호와 잡음신호
가 서로 상관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혼합신호의 파워스펙트럼
Y(k)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Y (k ) |2 =| X(k ) |2 + | N(k ) |2

그림 2 제안하는 방법
Fig. 2 Proposed wind reduction method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구조도 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a priori SNR을 추정한 후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가중치

(2)

값을 계산하고, 추정된 a priori SNR과 가중치 값을 noisy 신호
에 곱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잡음

X(k)는 음성신호의 파워스펙트럼이며, N(k)는 잡음신호의 파워
스펙트럼 이다.

제거 방법에서는 a priori SNR과 a posteriori SNR을 이용한다.
a priori SNR은 음성 신호와 잡음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의 비이

스펙트럼 차감법은 잡음 추정값을 계산하는 과정과 추정 잡음
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다. 잡음 추정값을 계산

고, a posteriori SNR은 혼합신호와 잡음신호의 비로 다음과 같
이 정의 된다.

하는 과정은 목적 신호의 단구간 진폭 스펙트럼의 합을 윈도우
을 구하며,
크기 N으로 나눈 평균을 계산 하여 잡음 추정값 

식 (3)과 같이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은

목적 신호에서 잡음 추정값을 차감하여 음성 신호 추정값 

을 구하며, 식 (4)와 같다.


  




  






     


(3)

SNR prio ( p, k ) =

SNRpost ( p, k ) =

E{| X( p, k ) |2 }
E{| N ( p, k ) |2 }

(5)

2

| Y( p, k ) |
E{| N ( p, k ) |2 }

(6)

X(p, k), N(p, k) 그리고 Y(p, k)는 음성신호, 잡음신호, 혼합
신호의 p번째 프레임의 k번째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고, E{}는 평

(4)

균값 계산을 나타 낸다. instantaneous SNR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에 입력 신호의
식 (4)로부터 계산된 음성 신호 추정값 

위상을 부가하여 역 푸리에변환을 수행함으로써 향상된 음성신호
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스펙트럼 차감법에 대한 구조도를 그림

SNRinst ( p, k ) =

| Y ( p, k ) |2 − E{| N ( p, k ) |2 }
E{| N ( p, k ) |2 }

(7)

1에 나타낸다.
기존의 방법은 낮은 SNR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힘

instantaneous SNR은 SS기법에 기반하여 짧은 순간의 a

들며, 잡음 추정값이 고정됨으로써 변화하는 잡음에 적응하기 어

priori SNR을 추정할 수 있으며, a priori SNR 추정 방법을 평

음성 강화를 위한 a priori SNR 추정기반 적응 바람소리 저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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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a

가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우리는 혼합 신호 X(p, k)만 관측할 수 있으며, 음성
신호와 잡음 신호는 알지 못하므로 a priori SNR과 a posteriori

priori SNR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되며, 이전 a priori SNR의 형
태를 따르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SNR을 추정해야 한다. SS방법에 따르면 혼합신호의 앞쪽 단구간

그 후, 추정한 a priori SNR을 이용하여 잡음 제거 필터를

을 잡음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잡음스펙트럼은 추정

계산 하고, 잡음 제거 필터와 혼합 신호를 곱해 잡음을 제거 한

할 수 있다. 이 추정값을 통해 우리는 a posteriori SNR은 쉽게

다. 잡음 제거필터 H(p,k)는 다음과 같다.

추정 가능하다. 식 (2), (5), (6)을 이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 ( p, k ) =

E{| Y ( p, k ) | − | N ( p, k ) | }
E{| N ( p, k ) |2 }
= SNR post − 1
2

SNR prio ( p, k ) =

SNR prio * μ
1 + SNR prio * μ

(12)

2

(8)

μ는 가중치 파라미터 이고, μ의 값은 추정된 a priori SNR값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하지만 a priori SNR을 식 (6)과 같이 추정을 하게 되면 a
priori SNR이 a posteriori SNR의 형태를 따라가게 되는 문제점

μ=

( SNR prio ) 2 + | SNR prio |

이 발생하게 되며, 고정된 값 1을 차감하게 되어 기존의 SS의

| SNR prio |

(13)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a
priori SNR을 추정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

A priori SNR의 값이 크게 추정이 되면 음성신호 크기가 크

decision directed(DD) 접근법이다[4]. DD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고 잡음신호는 작기 때문에 가중치 값도 커져야 하며, a priori

나타낸다.

SNR 값이 작으면 음성신호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중치 값도 작
아져야 한다.
잡음제거 필터를 곱하여 구한 향상된 음성 신호는 다음과 같

SNRprio ( p, k )
= E{α *

ˆ
| X(p,k)
|
+ (1− α )*SNRinst ( p, K )}
E{| Nˆ ( p, k ) |2}
2

(9)

이 계산 된다.

Sˆ ( p, k ) = Y ( p, k ) * H ( p, k )

(14)

하지만, 위 식의 표현은 실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식 (8)과 같이 재귀적으로 근사하여 a priori SNR을 계산한다.

식 (14)를 이용하여, 역 이산 푸리에 변환(IDFT)을 하여, 음성
이 강화 된 신호를 복원 할 수 있다.

SNRprio ( p, k)
∧

=α *

| S( p −1, k) |2
+ (1−α)*max(SNRpost ( p, k) −1,0)
E{| N( p −1, k)|2}

(10)

   
α는 가중치 파라미터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은 이전 프레임에서 추정된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 값이다. 기존
DD 접근법을 이용한 방법은 이전 프레임에서 추정된 음성 신호
의 스펙트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프레임의 시간지연을 가지며,
a posteriori SNR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a posteriori SNR 추정값 합리적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a priori SNR을 추정하고, 추정한 a priori
SNR을 이용하여 가중치 값을 계산하여 잡음제거 정도를 조절하
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 priori SNR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음질 평가방법인 PESQ를 사용 하였다. 음성 데이터는 TIMIT 데
이터베이스[12]에서 SA타입으로 발음하는 남녀 20명의 데이터와
core test set 192개를 사용 하여 총 232개를 사용 하였다. 잡음
데이터는 녹음한 바람소리 데이터 10개를 사용 하였다. 합성한
신호는 샘플링 레이트16kHz, 16bit, 윈도우 크기는 1024로 하여
50% 오버랩 하였고, SNR에 따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SNR
-10에서 10dB까지 5dB씩 증가시키며 진행하였다.
그림 3은 바람소리잡음, 합성신호 그리고 처리 후 신호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이다. (a)는 비교 실험에 사용한 바람소리 잡음 중
하나 이다.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1000Hz 이하의 대역에서 큰 에

SNRprio ( p, k)

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를 보면 본 논문에서

∧

p−1
| S( p −1, k) |2
=α *
+ ∑(1−α )n *max(SNRpost (p− n, k) −1,0)
2
E{| N( p −1, k) | } n=1

3. 실험 결과

(11)

제안한 방법으로 바람소리 저감을 하였을 때, 저대역에 있던 잡
음이 많이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 신호가 더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식 (11)과 같이 계산하면 시간축 상에서 가까운 프레임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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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실험을 진행한 모든 SNR 환경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은 음질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바람
소리에 대한 실험결과도 유사한 향상량을 보였다.

4. 결 론
실제 환경에서의 음성 신호는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배경 잡

(a) 바람 소리 잡음

음을 포함하며 이러한 배경 잡음은 음성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통화의 품
질을 높이기 위해 바람소리의 제거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람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a priori SNR
을 추정하고 추정한 a priori SNR값으로 가중치값을 계산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기존의 스펙트럼 차감법과 PESQ을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 비교하였고,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스펙트럼
차감법, STSA기반 방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PESQ 향상

(b) 합성된 noisy 신호

량을 보았을때 큰 향상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SNR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 바람소리 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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