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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잡음환경에서의 음성인식 성능향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 

는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에 남아 있는 잔여 잡음으로 인한 

mismatch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스펙트럼 차감법에서의 

flooring factor를 사용하는 대신에 target 잡음레벨을 이용하여 

잡음 마스킹을 적용하는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낮은 SNR에서 개선되지 

않는 기존의 잡음 마스킹이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스펙트럼 차감법에서의 잔여 잡음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었 

다. 특히 시간/'주파수 영역 smoothing을 적용함으로써 스펙트 

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의 적용 이후에도 여전 

히 남아 있는 일부 잡음을 추가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더욱 향 

상된 인식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I .서 론

잡음환경에 서 음성 인식의 성 능향상을 위해 전처리과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는 음질개선 방식들 중에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스펙트럼 차감법이다[1}⑵. 

스펙트럼 차감법은 잡음 스펙트럼의 평균을 빼주기 때문에 

잡음의 분산이 큰 낮은 SNR에 대해서는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에도 잔여 잡음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디-. 이 문제의 해 

결을 위해 추정된 잡음레벨을 기반으로 over-estimation 

factor 및 flooring factor를 주로 사용한다.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성능향상이 이루어지지만. over-estimation factor를 

높게 할 경우에는 일부 음성부분도 손상을 받게 되고, 반면에 

over-estimation factor를 낮게 할 경우에는 잡음부분이 충분 

히 제거되지 않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잡음 마스킹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스펙 

트럼차감법에서의 flooring factor* 사용하는 대신에 targ히 

잡음레벨을 이용하여 잡음 마스킹을 적용하는 스펙트럼 차 

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을 사용한다.

잡음 마스킹 방법은 필터뱅크 출력 에너지 레벨을 target 

잡음레벨에 따라 마스킹 함으로써 환경적인 차이를 감소시 

키는 방식으로, 음성신호에 잡음이 공존시에 학습과 인식시 

의 환경이 일치될 때는 보다 높은 인식성능을 얻을 수 있 

다. 실제로 이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동차 소음 등의 

잡음환경에 대해 인식성능을 개선시킨다[3][4}. 그러나 잡음 

마스킹 방법은 SNR이 매우 낮거나 대역별로 심한 변화를 

나타내는 잡음에 대해서는 실제 잡음레벨이 target 잡음레 

벨보다 높아지게 되므로 성능개선 효과를 얻을 수 없다⑸.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레벨 마스킹의 hybrid 방식은 스 

펙트럼 차감법 적용 이후에 남아 있는 잔여 잡음으로 인한 

mismatch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잡음 마스킹을 사용함으로 

써, 낮은 SNR에서 개선되지 않는 기존의 잡음 마스킹이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스펙트럼 차감법에서의 잔 

여 잡음 문제를 완화시켰다. 특히 잔여 잡음이 target 잡음 

레벨에 의해 마스킹이 이루어지지만, 일부 잡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들에 의한 mismatch가 잔존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주파수 영역 smoothing을 적용하여 마스킹 

이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 잡음을 추가적으로 감소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인식성능이 향상되었다.

II. 잡음 마스킹

잡음환경에서 이미 구축한 인식기와 실제 인식대상 환경 

에 대한 mismatch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잡음 마스킹 방 

식이 있다. 이 방식은 식 ⑴과 같이 멜-스케일 BPF의 출력 

값을 미리 정한 target 잡음레벨과 비교하여 높은 레벨의 

값을 취하는 것이다 즉. target 잡음레벨을 이용한 잡음 마 

스킹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⑶.

J?(/) = max(y(/), TH) ⑴

여기서 TH는 targ이 잡음레벨을 나타낸다.

이러한 잡음 마스킹 방식은 계산이 매우 간단한 방식으 

로 훈련용 깨끗한 음성의 낮은 에너지 값을 미리 정해진 

실제 잡음환경의 target 잡음레벨과 유사한 레벨로 올려줌 

으로 훈련용 음성과 실제 잡음환경에서의 인식대상 음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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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잡음 마스킹 방식의 실제적인 문제는 환경잡음에 적응된 

target 잡음레벨을 정하는 것이며, 인식대상 음성의 환경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target 잡음레벨이 너무 낮 

으면 잡음에 대한 마스킹 효과가 작아지고 반면에 너무 높 

으면 음성신호 자체의 심한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즉, 낮 

은 SNR인 경우에는 잡음음성의 잡음레벨이 target 잡음레 

벨보다 높은 값을 가지므로 이러한 잡음음성에서는 잡음 

마스킹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식의 

결과는 현저히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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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성 "재무관리실에 대한 잡음 마스킹의 예 

(5dB 유색잡음)

(3)원 음성 및 잡음음성에 대한 4번째 멜-주파 

수 필터뱅크의 출력

(b) Target 잡음레벨을 50c旧로 마스킹을 한 결과

그림 1은 잡음이 없는 음성과 5dB 유색잡음이 부가된 

잡음음성에 대한 4번째 멜-스케일 필터뱅크 출력 에너지 

및 target 잡음레벨 50dB에 대한 마스킹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의 (a)에서 잡음이 없는 경우와 잡음음성간의 

동적 범위가 30dB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己d한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잡음이 없는 원 음성을 대상으로 

미리 적절한 target 잡음레벨로 마스킹을 함으로 잡음음성 

의 동적 잡음레벨과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b)는 (a)와 동 

일한 출력에서 target 잡음레벨을 50dB로 하여 잡음 마스킹 

을 수행한 이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잡음 마 

스킹 이후는 깨끗한 음성에서의 에너지 레벨은 target 잡음 

레벨로 마스킹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잡음음성에 대한 

잡음/비음성 구간에서의 마스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target 찹음레벨과는 여전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arget 

잡음레벨 범위보다 높은 잡음레벨을 가지는 낮은 SNR의 

잡윽음성에서는 마스킹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못함을 나타 

낸다.

ffl.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arget 잡음레벨을 이용한 

잡음 마스킹 방식은 낮은 SNR인 경우에는 잡음음성의 잡 

음레벨이 target 잡음레벨보다 높기 때문에 잡음 마스킹 알 

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된 잡음음성에 대해 음질개선 

의 방법을 먼저 수행한 다음 잡음 마스킹을 적용하면 입력 

음성의 동적 범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일치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높은 잡음레벨을 갖는 낮은 SNR의 찹음음성인 경 

우에서도 마스킹이 가능하여 인식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가 있다.

식 (2)에 나타낸 것고卜 같이 현재 입력에 대해서 먼저 스 

펙트럼 차감법을 수행하여 음질을 개선시키고、미리 설정한 

target 잡음레벨을 기준으로 잡음 마스킹을 수행한다. 이때, 

스펙트럼 차감법을 위해서는 본 논문의 선행연구에서 설명 

한 히스토그램 기반의 over-estimation 방식에 의해 잡음을 

추정하였다［6L 스펙트럼 차감법을 적용한 잡음 마스킹 방 

식은 다음 식고卜 같다’

幻丿「)= max(max(Y(f)- 冷恣(/)，3 冷oeGD), TH)⑵
= max(y(/)- TH)

여기서 跖)£(厂)는 히스토그램 기 반의 oveLestimahon 방식 

에서 추정한 잡음레벨을 나타내며, 8는 flooring factor 그리 

고 TH 는 target 잡음레벨을 각각 나타낸다. 기존의 스펙트 

럼 차감법에서 사용하는 flooring은 추정한 잡음을 £(《1)배 

감쇠시켜 사용한다. 이는 flooring fact이■를 0으로 할 때 진폭왜 

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flooring고！' target 잡음레 

벨은 B 馬"〈th 으' 관계가 만족한다. 따라서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은 스펙트럼 차감법 이 

후에 ta「g어 잡음레벨 77/와의 비교만으로 처리가 된다.

이 방법은 음성의 스펙트럼이 추정된 잡음의 에너지 레 

벨보다 낮은 경우에 미리 설정한 target 잡음레벨로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 음성 스펙트럼 레벨을 올려주는 것이 

다. 이러한 처리는 대부분이 비음성 구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 음성구간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잡음이 없는 음성과 잡음음성간의 동적 

범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스펙트럼 차감법에서 flooring facto「에 의해 flooring된 

결과는 잡음의 톡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여전히 

mismatch의 원인으로 남게 된다. 반면에 스펙트럼 차감법 

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에서는 일정한 target 잡음레 

벨로 대치되기 때문에 환경 차이에 의한 영향이 크게 감소 

된다.

그림 2는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마id 방식 

을 적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그림 1의 (a)와 동일한 

출력에서 스펙트럼 차감법을 수행한 결고卜이며, (b)는 그림 

2(a)의 결과에서 잡음 마스킹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 1(b)에 

비해서 그림 2(b)에서 잡음음성에 대한 잡음 마스킹이 잘 

이루어짐을 볼 수 있匚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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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법의 적 

용 예 (5dB 유색잡음)

(a) 그림 1(a)에 대한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의 결과

(b)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에 잡음 마스킹울 적용한 결과 

(50dB의 target 즈」음레벌！)

Hybrid 방식들 적용함으로써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에 남아 

있는- 잡음 에너지들의 차이를 보다 줄일 수가 있다. 이때 

target 잡음레벨보다 높은 레벨의 낮은 SNR의 잡음환경에서 

도 마스킹의 효과가 뚜렷하다. 그림 2의 결과는 깨끗한 음성 

에서의 잡음레벨과 잡음음성에서의 잡음레벨이 거의 일치하 

여 서로 다른 잡음환경에서 대해서도 mism시財를 대부분 줄 

임 罕 있음을 보여주고 있匚i.

二;리고 스펙트튿」차감법에서 flo아”g은 잡읆의 프레임긴 

편차가 m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이 음성구간레 

비하 상대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낮은 잡음구간에서 이루어 

진다、:그러나 이러한 잡음구간에서도 간혹 스펙트럼 차감법 

에서 flooring 값으로 대체되지 않는 높은 에너지를 나타내 

는 경우丿卜 있다, 그림 2에서 스펙트럼 차감법을 수행한 이 

후에도 target :잡음레벨에 의해 마스킹이 이루어지지 않는 

잡음구간의 일무 피크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잔。4 잡음 

처리를 위해서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에 시가，'주파수 영역 

smoothing 치리방식을 도입하였마. 본 논문에서는 현재 프 

레임을 기준으토. 전후의 프레임에 대해 시간이동 평균 및 

메디안 smoothing^ 적용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 잠음구간 

에서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에 남아았는 높은 에너지 레벨 

의 피크들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으며, 6후의 마스킹 처리 

에 대한 효율율 보다 높일 수 있다. 즉, 식(.3)과 같이 시간 

영역 메디 안 smoothing 처리를 하는 것이디•.

反,(/*) =肱EZX 丸."(艾).*,(/»), X+i(fQ) (3) 

여기서 汶,(/*)는 &번째 필터뱅크 출력에서 t번째 프레임 

에서의 smoothing 결과를 나타내여 MED(a, b, c)는 s 

b, c 의 중앙값(me에an) 율 의미한다.

그리고 스펙트럼 영역에서 스펙트럼 차감법 이후의 결과 

는 스펙트럼 차감법에서 flooring fact。「로 대체된 스펙트럼 

의 경우 fioonngol 없는 인접 대역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변화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스펙트럼 포락선 

의 도양을 보상하기 위해 식 (4)와 같이 인접한 전후 대역 

의 스펙트럼 에너지의 값으로 메디안 smoothing을 한다. 따 

라서 flo아甘ig으로 인해 에너지 레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율 보상할 수가 있다.

= 奁f (九a)) ⑷

여기서 爻X4 ) 는 / 번째 포레입, 炉번째 필터뱅크에서 smoothing 

된 결과를 나타낸다,

IV. 인식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12차의 MFCC 및 12 

차의 델타 MFCC 利수들을 특징 파라메터로 사용하였으며, 

상용화된 HMM 인식도구인 HTKL5를 이용하여 훈련 및 인 

식을 수행하였다〃]. 각 단5는 자신 및 다음 상태로만 천 

이를 허용하는 left-to-ngtit 연속 HMM으로 모델링 하였으 

며 . 상태 수는 단어 내 의 음소당. 2개 로 하고 상태 담 mixture 

의 갯수는 2개로 정하였다.

인식실험은 22개의 부서명율 대상으로 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부서명 음성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고립단어 형태 

의 음성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화자똑립으로 수행하였다[8]. 

22개의 부서명 을 50인 갹 "회 바싱한 것 줌에 서 35명 의 ■잡 

음이 섞 이지 않은 음성 을 모델형성 으 위 한 학습용으로 사 

용하였으，녀 나머지 巧볌외 욤성을 이식대삼으-투 사용하여 

각삭의 삽금레벨에 따라 1 f였다一

표 1은 무색집음이 부:가된 잡듬음성어서 삮耳•의 SNR에 

邙 한 인식 결과믈 나타낸 것이叫. 다양한- target 잡음레벨을 

설정하여 마스킹을 수행한 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즙F음 마스킴에 의한 잡음 환경에서의 인식 결과

표에서 SNR이 낮아짐에 따라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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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색잡음의 특성상 부가된 잡음의 

각 필터뱅크 출력값이 대역에 따라 심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잡음 마스킹은 target 잡음레벨을 일정한 레벨로 

하여 마스킹을 수행하기 때문에 target 잡음레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는 미 

리 설정한 target 잡음레벨을 올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잡음구간의 잡음은 target 잡음레벨에 의해 대부분 마스킹 

이 이루어지지만, 음성구간에서 낮은 에너지 분포를 가지는 

음성이 targ이 잡음레벨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음성 자체의 

왜곡이 발생한다. 각각의 target 잡음레벨에 대해서도 낮은 

SNR일수록 인식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낮은 SNR일수록 일부 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역 

에서 target 잡음레벨에 의해 마스킹이 이루어지지 않는 높 

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수행한 히스토그램 기반의 스펙트럼 

차감법 및 잡음 마스킹을 이용한 잡음환경에서의 유색 잡 

음환경에 대한 인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즉, 히스토n램 

기반의 스펙트럼 차감법(SS, a=1.0), 히스토二램 기반의 over- 

estimation 방식 (SS, r =0.5),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SS+NM), 그리고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에서 시간/주파수 영역 메디안 smoothing을 적용 

(SS+TFS+NM)한 각각의 인식결과를 clean을 포함하여 -5dB 

까지의 다양한 SNR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마스킹을 사용함으로써, 잡음 마스킹이 가지는 약점을 극복 

하고 동시에 스펙트럼 차감법에서의 잔여 잡음 문제를 완 

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시간/주파수 영역 smoothing을 적 

용함으로써,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 마스킹의 hybrid 방식 

이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잔여 잡음을 추가적으로 감 

소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인식성능이 더욱 향상되었다.

시불변 유색잡음 환경에 대하여 HMM 기반의 화자독립 

고립단어 인식실험을 하였으며, Clean 환경에서 -5dB SNR 

까지의 다양한 여건에서의 인식 실험결고卜, 기존의 히스토그 

램 기반의 over-estimation 방식에서의 평균 인식률이 91% 

였는데 반하여, 스펙트럼 차감법과 잡음레벨 마스킹의 

hybrid 방식을 통해 92%의 평균인식률이 얻어졌으며, 여기 

에 시간/주파수 영역 smoothing 처리를 추가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평균인식률이 94%로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히스토 

그램 기반의 스펙트럼 차감법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서도 

30% 정도의 인식 오류가 감소된 것이며, 잡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인식오류가 73%나 감소된 결과이다.

*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구축한 부서명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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