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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음향 특성을 이용한 음성 향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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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ech Enhancement Algorithm based on Human Psychoacoust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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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speech system, for example hearing aid as well as speech communication, speech quality is degraded 

by environmental noise. In this study, to enhance the speech quality which is degraded by environmental speech, we 

proposed an algorithm to reduce the noise and reinforce the speech. The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MCRA) 

algorithm is used to estimate the noise spectrum and spectral weighting factor is used to reduce the noise. And partial 

masking effect which is one of the human hearing properties is introduced to reinforce the speech. Then we compared 

the waveform, spectrogram,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PESQ) and segmental Signal to Noise Ratio 

(segSNR) between original speech, noisy speech, noise reduced speech and enhanced speech by proposed method. As a 

result, enhanced speech by proposed method is reinforced in high frequency which is degraded by noise, and PESQ, 

segSNR is enhanced. It means that the speech quality is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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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음성 시스템의 경우 음성의 질을 하시키는 요한 원인 

 하나는 주변 잡음이다. 그 기 때문에 주변의 잡음을 추

정하고 제거하는 알고리즘이 요하며, 재까지 많은 알고

리즘들이 개발되어 왔다. 단일 마이크로폰에서의 잡음 추정 

알고리즘  2002년 Cohen [1]에 의해 개발된 최소값 제어 

재귀평균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MCRA) 알고리즘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개발된 이후 개선

되고 [2-3], 음성 신호처리에 응용되어 왔다 [4-6]. 최소값 

제어 재귀 평균 기법은 스무딩 라미터 (smoothing 

parameter)를 이용하여 입력된 신호를 스무딩 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잡음의 스펙트럼(spectrum)의 추정하는 기법이다. 

입력 된 신호는 스무딩 라미터에 의해 스무딩 되고 각 주

수에서의 최소값과 재 입력값의 비율을 이용하여 각 주

수 밴드에서 음성이 존재 하는지를 단한다. 비율이 특

정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형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단하여 음성이 없다

고 단하고, 반 의 경우는 음성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 

결과 으로 입력 신호에서 잡음 유무에 한 확률을 계산하

고 일정한 확률 이상인 경우 재 입력은 음성이라고 확정

하고 다음 단에서 음성 향상에 사용되기도 한다[5]. 한 최

소값 제어 재귀 평균의 최  단 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

는 잡음을 추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

기 해 이  2 임의 음성 존재와 부재에 한 조건을 

부여해 재 임의 음성 신호 존재 확률을 수정하는 방

법이 연구되었다[6].

잡음을 추정한 후 잡음을 제거 하기 한 가장 일반 인 

방법  하나는 스펙트럼 차감법 (spectral subtraction)이다

[7-8]. 한 잡음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잡음 성분은 남아 

있을 수 있어 잔여 잡음을 제거하거나[9-11], 음성 부분의 

질을 향상 시키는 [5][12]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1997년 Moore [13]에 의해 수식화 된 부분  마스킹 

(partial masking)을 이용하여 음성을 강조한 연구다. Partial 

masking이란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의 음성 인지 강도가 잡

음이 없을 때 보다 어드는 인간의 청력 특성  하나로 

Shin [12]은 잡음이 있을 때의 음성 인지 강도를 잡음이 없

을 때의 음성인지 강도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음성을 강화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제어 재귀 평균 기법과 스펙트럼 

비 값 (spectral weighting factor) 계산을 통해 잡음과 음

성의 스펙트럼을 추정하고 partial masking 특성을 이용하여 

음성을 강화하여, PESQ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segSNR (segmental SNR)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

능을 평가하 다.

2 . 음성 향상 기법 (speech enhancement method)

2 .1 . 잡음 추정 (noise estimation)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잡음이 섞인 음성을 입력 

받아 주 수 분석 후, 입력 신호에서 잡음의 크기를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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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잡음 추정 (noise estimation) 과정과 심리음향 특성을 

반 하여 음성 성분을 강화 시키는 음성 강화 (speech 

reinforcement) 과정을 거쳐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을 강화 

시킨다. 본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제안된 시스템 체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잡음이 섞인 입력 신호를 일정 길이(256-point, 32ms)로 

잘라 windowing 하고, FFT 하여 스펙트럼을 계산한 후 재

귀 평균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 스펙트럼을 평균화한다. 

  ⋅    ⋅

   (1)

는 스무딩 된 입력 스펙트럼,  는 입력 스펙트

럼, 와 은 각각 주 수 색인 (frequency bin index)과 

임 색인 (time frame index)이다. 

MCRA 기법의 최종 잡음의 스펙트럼은 식 (2)와 같이 스

무딩 라미터인 ′을 이용하여, 과거의 잡음 스펙트럼과 
평균으로 결정된다. 

  ′⋅   ′⋅    (2)

잡음의 스펙트럼을 결정하기 해서 사용되는 라미터 

′는 상수 와 음성 존재 확률 (speech presence 
probability), 에 의해 결정된다.

′     ⋅                  (3)

한 음성 존재 확률은 각 주 수에서 음성이 존재하는지

를 나타내는 음성 존재 지표 (speech presence indicator), 
에 의해 식 (4)와 같이 결정된다. 음성 존재 확률은 상수 

를 이용해 음성 존재 지표를 스무딩 하는 형식으로 결정

되며, 0과 1로 결정되는 음성 존재 지표를 확률로 결정하기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4)

음성 존재 지표 I는 입력 신호의 각 주 수에서의 에 지

와 그 최소값의 비율이 특정 문턱값 보다 큰 경우 그 주

수에서는 음성에 있는 경우라고 하고, 값이 1로 결
정되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된다. 

각 주 수에서 에 지의 최소값은 재 입력된 스펙트럼 

성분과 이  임에서 결정된 최소값을 비교해서 결정되

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5)로 표 할 수 있으며, 임시값 

 한 식 (6)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임시값은 일정 

임 간격 L에서 지역 최소값 (local minimum)을 찾기 

해 계산되며, 임 색인 이 L이 되는 경우 식 (7)과 식 
(8)에 의해 최소값과 임시값이 업데이트 된다. 

                (5)

                (6)

                (7)

                                   (8)

MCRA 기법에 의해 잡음 스펙트럼이 추정되었고 잔여 

잡음도 추정하기 해 MCRA 기법에 의해 추정된 잡음 스

펙트럼과 입력 스펙트럼 사이의 SNR을 이용하여 차감값 추

정 (subtraction factor estimation)을 수행한다. 그 이후, 음

악 잡음 (musical noise)를 이기 해 스펙트럼 flooring을 

수행하여 최종 스펙트럼 비 값 Q를 결정한다. 입력 스펙트

럼과 Q를 곱하여 음성 스펙트럼으로 결정하고, 1-Q를 곱하

여 잡음 스펙트럼을 최종 결정하 다.

그림 2  MCRA  스펙트럼 비 값 계산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MCRA & spectral weighting factor 

computation

 

2 .2 . 음성 강화 (Speech R einf orcement)

Partial masking 이란 잡음에 의해 음성의 인지되는 강도

가 어드는 청력 특성으로 Moore [13]에 의해 수식화 되었

다. Moore는 잡음과 음성의 강도 계에 따른 여러 조건에

서의 partial masking을 정의하 다. 

그림 3은 Moore에 의해 수식화 된 partial masking을 음

성의 자극 강도 (excitation level)에 한 함수로 나타낸 그

림이며, 그림 3의 실선과 식 (9)는 잡음이 없는 경우의 자극 

강도에 따른 인지 강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의 선과 

식 (10)은 잡음이 존재하고, 음성의 자극 강도가 잡음에 의

해 만들어진 역치 (threshold) 강도보다 크고, 음성의 자극강

도와 잡음의 자극강도의 합이 1010보다 작은 경우에서의 인

지 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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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잡음이 없을 때(실선)와 10dB~80dB의 잡음이 있을 

때( 선)의 자극 강도에 따른 인지되는 강도

Fig. 3 Specific loudness as a function of signal excitation 

level when the noise is absent or present at 

10dB~80dB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음성 강도와 잡음 강도 사이의 계

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식 (9)와 식 (10)을 사용하여 

음성을 강화 시켰다.

 ′                      (9)
 ′   ＋     
             

           

 



      (10)

       if     &    


 ′는 잡음이 없을 때 음성의 인지 강도,  ′
은 잡음이 있을 때 음성의 인지 강도, 는 입력된 음성

의 자극 강도, 는 입력된 잡음의 자극 강도, 

는 청각 역치 강도, 은 잡음이 있을 때의 

청각 역치를 나타내고,  ,  ,  , 는 주 수 의존 인 상

수를 나타낸다.

만약 음성 자극 강도가 30dB이고 잡음이 없는 경우 인지 

강도는 0.1235이고, 30dB의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 강도는 

0.0525로 하된다. 잡음이 있는 경우의 하된 음성 인지 

강도를 잡음이 없는 조건에서의 음성의 인지 강도와 같게 

만들기 해 식 (10)의 를 입력된 자극 강도의 증폭된 

형태인 로 치환하고, 계산된  ′이 식 (9)의 
 ′와 같도록하여 를 계산하면 음성에 가해질 이득
은 식 (11)과 같은 형태가 된다.

 

      



         (11)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은 음성 강화 기

법을 제안하 다. 인간의 청력 특성을 반 하기 해 잡음 

추정 알고리즘에 의해 분리된 음성 스펙트럼과 잡음 스펙트

럼에 각각  역치 (absolute threshold)[14]를 용하 다. 

주 수 성분을 1/3-옥타  밴드 (octave band)로 각 밴드의 

주 수 성분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밴드의 자극 

강도를 계산하 다. 계산된 음성과 잡음의 자극 강도를 식 

(11)에 입하여 음성을 증폭한다. 하지만 MCRA에 의해 추

정된 음성에는 잡음이 완벽히 제거 되지 않아 그 로 증폭

을 하는 경우 음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잡음이 증폭되게 된

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 VAD (voice activity detection) 

기법을 도입하여 음성 자극 강도가 10dB 이하인 경우는 증

폭을 하지 않고, 10dB를 과 하는 경우에서만 증폭하도록 

했다. 한 자극 강도가 10dB를 과한다고 하더라도 잡음

이 큰 경우를 비해 잡음 추정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은 음

성 존재 지표 I의값을기 으로 재 임에음성이존재하는

지를검사한다. 음성이 존재하는지의 기 은 한 임에서 I

값의합이 10보다 큰 경우로 하고, 만약 I값의합이 10이하이

거나 음성 스펙트럼의 크기가 10dB 미만인 경우는 음성이 

없는 경우로 가정하여 이득을 1로 결정하 다.

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된 각 밴드의 이득을 이용하

여 각 주 수 성분에 용될 이득을 선형 보간 (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이득을 음성 스펙트럼

에 곱하여 출력하 다. 

그림 4 음성 강화 기법 블럭도

Fig. 4 Block diagram of speech reinforcement method

 

3. 알고리즘 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백

색 잡음 (white noise), 음성 유사 잡음 (babble noise), 자동

차 잡음 (car noise)를 -5dB, 0dB, 5dB SNR로 각각 섞은 

후,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을 강화 

시켰다. 평가에 사용된 음성은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된 2음

 한국어 30개이며, 각 음성은 3번 반복하여 발음하도록 했

고, 8kHz로 샘 링 (sampling) 되었다. 평가는 형 

(waveform)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 을 찰하고, 

PESQ [15]와 segSNR [16]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진행되었

고, 잡음이 섞인 음성 (noisy speech, NS), MCRA와 스펙트

럼 차감법에 의해 잡음이 제거된 음성 (noise reduced, NR),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향상된 음성 (proposed method, 

PM)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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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isy speech (white noise)      (b) noised reduced (white noise)    (c) proposed method (white noise)

   (d) noisy speech (babble noise)     (e) noised reduced (babble noise)    (f) proposed method (babble noise)

      (g) noisy speech (car noise)        (h) noised reduced (car noise)      (i) proposed method (car noise)

그림 6  각 잡음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 잡음이 제거된 음성, 제안된 방법으로 향상된 음성의 형

Fig. 6  Waveforms of noisy speech, noise reduced speech and enhanced speech by proposed method with each noise 

condition

3.1 . 형  (w av ef orm)  스 펙 트 로 그램 (spectrogram)

그림 5는 형  스펙트럼 비교를 해 사용된 30가지의 

음성  선택된 샘  음성인 /육군/의 형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5  원본 음성 /육군/의 형

Fig. 5  Waveform of original speech /Yuk-goon/

 

그림 6은 원본 음성에 각 잡음을 0dB SNR로 섞인 음성, 

MCRA와 스펙트럼 차감법에 의한 잡음제거 후의 음성, 제

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향상된 음성의 형을 나타낸다. 그

림 6 (b), (e), (h)에서, 잡음 제거에 의해 잡음이 확연히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음성 성분 한 본 음성(그림 5)

에 비해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

해 음성 부분을 향상한 음성의 형인 그림 6 (c), (f), (i)에

서 음성 유사 잡음의 경우는 음성 사이 간격의 잡음이 잡음 

추정 알고리즘에 의해 음성으로 인지되어 증폭 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백색 잡음과 자동차 잡음의 경우 잡음 제거  

음성 강화가 성공 으로 수행되어, 잡음 성분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잡음 제거에 의해 어든 음성의 크기가 

다시 증가 하여 원본 음성 이상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음성 원본 음성 /육군/, 백색 잡음 0dB SNR 잡

음이 섞인 음성, 잡음이 제거된 음성,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

해 향상된 음성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원본 음성

에 잡음 제거만으로 복구가 불가능했던 고주  성분이 향상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a)                      (b)

            (c)                      (d)

그림 7 원본 음성(a), 잡음이 섞인 음성(b), 잡음이 제거된 

음성(c)과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음성(d)의 스펙트

로그램 

Fig. 7 Spectrogram of original speech (a), noisy speech (b), 

noise reduced speech (d) and result speech by 

proposed algorithm (d)

3.2 . 객 인  평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객 으로 평가하기 해서 PESQ와 

segSNR을 계산하 다. PESQ는 음성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화기나 네트워크, 무선 음향 통신 등에 일반 으로 

사용된다. PESQ는 사람을 상으로 평가되는 MOS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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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ESQ score (white noise)       (b) PESQ score (babble noise)        (c) PESQ score (car noise)

  

     (d) segSNR (white noise)           (e) segSNR (babble noise)            (f) segSNR (car noise)

그림 8  각 잡음 환경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 (NS), 잡음을 제거한 음성 (NR), 제안된 방법으로 강조된 음성 (PM)의 PESQ 

score와 segSNR 비교

Fig. 8 Comparison PESQ score and segSNR between noisy speech (NS), noise reduced speech (NR), reinforced speech 

by proposed method (PM) in each noise environment

opinion score)를 데이터를 분석하여 측하는 것으로, -0.5

부터 4.5의 범 를 갖는다. segSNR은 식 (12)과 같이 한 

임에서의 SNR을 계산하여 체 임에서의 SNR 평균

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



 






 



 

             (12)

그림 8은 30개 음성에 3종류의 잡음을 3가지 SNR로 섞

고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처리했을 때의 SNR에 따른 

segSNR  PESQ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의 (a), (b), 

(c)는 각 잡음에서 입력 SNR에 따른 PESQ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자동차 잡음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 (NS)과 잡음이 

제거된 음성 (NR)으로의 PESQ 향상이 가장 크고, 백색 잡

음에서 잡음이 제거된 음성 (NR)과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

한 음성 (PM)의 PESQ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고, 자동차 잡

음, 음성 유사 잡음의 경우는 음성 강화에 의한 PESQ 향상

이 크지 않았다. 한 그림 8의 (d), (e), (f)는 각 잡음에서 

SNR에 따른 segSNR을 나타낸 것으로 백색 잡음과 자동차 

잡음에서와 음성 유사 잡음의 낮은 SNR에서 잡음 제거  

음성 강화에 의한 SNR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음성 유

사 잡음이 섞인 음성에서는 잡음 제거  음성 강화 알고리

즘의 성능이 다른 잡음 환경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PESQ나 segSNR이 향상 되어 음성의 질은 향

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잡음 추정 알고리즘인 최소값 제어 재귀 

평균 알고리즘과 스펙트럼 비 값 계산 과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고, 인간의 청각 특성  하나인 부분  마스킹 특성

을 이용하여 음성 부분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음성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

능을 평가하기 해 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의 신호의 모

습을 찰하 고, PESQ와 segSNR을 계산하여 객 인 성

능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음성 유사 잡음에서 제안

된 알고리즘이 잡음 제거  음성 강화에 효과가 있지만 크

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백색 잡음과 자동차 잡음의 경우

는 PESQ와 segSNR 향상을 보 다. 음성 유사 잡음의 경우

는 음성과 비슷하게 특성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잡음 추정 

알고리즘이 음성으로 추정하 다. 하지만 음성 강화를 통해 

음성이 충분히 증폭되어 PESQ  segSNR 향상을 보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음

성 활성도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잡음을 추정하고 스펙트럼 

차감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시스템보다 복잡할 것

이다. 하지만 간단한 기존 알고리즘보다 음성의 질을 더욱 

높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추후 기존 알고리즘과의 비

교를 통해 본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평가할 것이다.

본 알고리즘은 음성 통신뿐 아니라 보청기와 같이 잡

음 제거  음성 향상이 필요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 추후 알고리즘의 복잡성 

(complexity)를 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Trans. KIEE. Vol. 59, No. 6, JUN, 2010

만성스트 스 검출을 한 멀티 센서시스템 연구                                                                    1125

감사의  

이 논문은 2009년 정부(보건복지가족부)의 재원으

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과제번호 A091039)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  고  문   헌

[1] Cohen I., "Noise estimation by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for Robust Speech Enhancement,"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 Vol. 9, no. 1, 2002, 

pp.12-15.

[2] Cohen I., “Noise spectrum estimation in adverse 

environments: improved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IEEE Transactions on Speech and Audio 

Processing, vol. 11, no. 5, pp. 466-475, Sept. 2003.

[3] N. Fan, J. Rosca, R. Balan, “Speech noise estimation 

using enhanced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in Proc. ICASSP, Honolulu, Hawaii, U.S.A., pp. 

581-584, Apr. 2007.

[4] V. Stouten, H. V. hamme, P. Wambacq, “Application 

of minimum statistics and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methods to estimate a cepstral noise model 

for robust ASR,”in Proc. ICASSP, Toulouse, France, 

pp. 765-768, May. 2006.

[5] Young Woo Lee, Sang Min Lee, Yoon Sang Ji, Jong 

Shill Lee, Young Joon Chee, Sung Hwa Hong, Sun I. 

Kim, In Young Kim, "An Efficient Speech Enhancement 

Algorithm for Digital Hearing Aids Based on Modified 

Spectral Subtraction and Companding," IEICE 

Transactions on Fundamentals of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Computer Sciences, Volume 

E90-A, Issue 8, pp.1628-1635, August 2007

[6] Jong-Mo Kum, Yun-Sik Park and Joo-Hyuk Chang, 

"Speech Enhancement Based on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Incorporating Conditional Maximim 

a Posteriori Criterion," ICASSP Proceedings of the 

200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pp. 4417-4420, 2009

[7] Boll S., "A spectral subtraction algorithm for 

suppression of acoustic noise in speech,"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ASSP '79., Vol.4, pp.200-203, 1979

[8] Hu H.T. Yu C., "Adaptive noise spectral estimation for 

spectral subtraction speech enhancement," Signal 

Processing, IET, Vol.1 , No.3, pp.156-163 , 2007

[9] Zheng Wentao, Cao Zhigang, "Speech Enhancement 

Based On MMSE-STSA Estimation And Residual Noise 

Reduction," TENCON '91.1991 IEEE Region 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3-Energy, Computer, Communication 

and Control Systems, Vol.3, pp.265-268, 1991

[10] Udrea R.M., Ciochina S., "Speech enhancement using 

spectral over-subtraction and residual noise reduction," 

Signals, Circuits and Systems, 2003. SCS 2003. 

International Symposium on , Vol.1, pp.165-168, 2003

[11] Hasan T., Hasan M.K., "Suppression of Residual 

Noise From Speech Signals Using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Signal Processing Letters, IEEE, 

Vol.16, No.1, pp.2-5, 2009

[12] Jong Won Shin and Nam Soo Kim, "Perceptual 

Reinforcement of Speech Signal Based on Partial 

Specific Loudness,"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14, NO.11, pp.887-890, NOVEMBER 

2007

[13] B. C. J. Moore, B. R. Glasberg, and T. Baer, "A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resholds, loudness, and 

partial loudness," J. Audio Eng. Soc., vol.45, no. 4, pp. 

224–240, Apr. 1997

[14] ISO 226 2003 Acoustics - Normal equal-loundness- 

level contours /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nd ed. Geneva: ISO, 2003.

[15] Beerends, John G., Hekstra, Andries P., Rix, Antony 

W., Hollier, Michael P.,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PESQ) The New ITU Standard for 

End-to-End Speech Quality Assessment Part II: 

Psychoacoustic Model," J. Audio Eng. Society Volume 

50 Issue 10 pp. 765-778; October 2002

[16] Quackenbush, S.R. “Objective Measures of Speech 

Quality,” Prentice-Hall, NJ, 1988 

   자   소   개

 유 용 (全 庾 鏞)

2006년 북 학교 생체정보공학부 졸업, 

2009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석사 학 , 

2009년~ 재 인하 학교 자공학과 박사과정

Tel : 070-8258-1549, Fax : 032-868-3654

E-mail : nicejyy@gmail.com

이 상 민 (李 相 旻)

1987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학사 졸업, 

1989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석사 졸업, 

2000년 인하 학교 자공학과 박사 졸업, 

1989년 1월~1994년 7월 LG이노텍 선임연구

원, 1995년 1월~2002년 3월 삼성종합기술원 

책임 연구원, 2002년 4월~2005년 2월 한양

학교 의공학교실 연구교수, 2005년 3

월~2006년 8월 북 학교 생체정보공학부 

조교수, 2006년 9월~ 재 인하 학교 자

기공학부 부교수

Tel : 032-860-7420, Fax : 032-868-3654

E-mail : sanglee@inha.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8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8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Flate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