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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억제 신경회로망에 의한 스펙트럼의 추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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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인식  음성신호처리 분야에서 신경회로망은 음성인식의 카테고리 분류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의 입력신호로 음성의 진폭 스펙트럼  상 스펙트럼을 사용한 잡음억제

를 한 신경회로망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에 의한 진폭 스펙트럼  상 스펙트럼을 사용한 잡음억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각 임에서 FFT 

스펙트럼을 추정한다.

키워드

음성처리, 신경회로망, 스펙트럼, 잡음억제

Ⅰ. 서  론

근년, 실제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배경잡음

이 사람이 발성하는 음성의 요한 특징량의 왜

곡은 물론 음성 구간의 추출 정 도를 열화시킴

으로써 음성 인식률을 하시켜 음성인식 시스

템의 성능을 나쁘게 하고 있다[1, 2].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잡음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음

성인식을 구 하기 해서는 지 까지의 음성인

식 알고리즘에 한 잡음성능의 강건성 향상이 

필요하게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근년 이러한 

주제의 연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3, 4, 5, 6].

음성신호처리 분야에서 신경회로망[7, 8]은 음

성인식의 카테고리 분류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음성인식의 카테고리 분류에 이용되는 

신경회로망의 입력신호로는 음성의 진폭 스펙트

럼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는 진폭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상 스펙트

럼의 요성도 이용하여 잡음억제를 한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은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에 의한 진폭 스펙트럼  상 스펙트럼을 

사용한 잡음억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각 

임에서 FFT의 진폭  상 스펙트럼을 추정

한다.

Ⅱ. 제안한 잡음억제 신경회로망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림 1의 잡음억제 신경

회로망(Noise Reduction Neural Network, 

NRNN)은 FFT 진폭  상 스펙트럼 역으로 

구성된다. FFT의 진폭  상 스펙트럼을 추정

하기 하여, 본 실험에서는 오차 역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그림 2와 같은 퍼셉트론형의 

잡음억제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학습시킨다. 신

경회로망의 구성은 3층으로 구성되며, 32-64-32

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신경회로망의 학습 시

에, 학습계수는 0.1, 성계수는 0.03으로 하며, 

최  반복학습 횟수는 10,000회로 하 다. 본 실

험에서는 FFT 진폭 스펙트럼  상 스펙트럼

에 한 학습시의 신경회로망의 입력 신호는 0

부터 31샘 (0 kHz부터 3.9 kHz)이며, 타겟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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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음성신호(Clean signal)에 하여 학습신호

와 동일하게 0부터 31샘 (0 kHz부터 3.9 kHz)

이다. 

그림 1. 제안한 잡음억제 신경회로망(NRNN) 시스템

그림 2. 3층의 신경회로망의 구조

 

Ⅲ. 실험 결과

 잡음억제 신경회로망의 성능을 나타내기 

하여, Aurora-2 DB의 테스트 셋 A로부터 랜덤

하게 선택된 남성화자의 음성신호 

“MAT_32O2A.08”에 자동차잡음을 첩한 10 

임의 그래 를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낸다. 

그림 3은 SNR=5 dB에 하여 타겟 신호에 한 

FFT 진폭 스펙트럼(clean speech), 입력신호

(noisy speech), 출력신호를 나타내며, 그림 4는 

타겟 신호에 한 FFT 상 스펙트럼(clean 

speech), 입력신호(noisy speech), 출력신호를 각

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NRNN 알고리즘에 의하여 FFT의 진폭  상 

스펙트럼을 추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타겟, 입력, 출력신호에 대한 FFT 진폭 

스펙트럼의 비교

  

그림 4. 타겟, 입력, 출력신호에 대한 FFT 위상 

스펙트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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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배경잡음을 억제하기 하여, 

FFT 진폭  상 스펙트럼의 요소로 구성되는 

잡음억제 신경회로망을 제안하 다. 본 실험에서

는 오차 역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퍼셉트

론형의 잡음억제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학습시

켰다. 신경회로망의 구성은 3층으로 구성된 

32-64-32의 네트워크를 사용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고속푸리에

변환에 의한 진폭 스펙트럼  상 스펙트럼을 

사용한 잡음억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각 

임에서 FFT의 진폭  상 스펙트럼을 추정

할 수 있었다. 특히 자동차잡음에 하여 본 알

고리즘이 유효한 것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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