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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nhanced voice recognition algorithm using adaptive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and neural network.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extract voice data from the raw data to enhance the voice recognition ratio, conventional 

algorithms are subject to deteriorating voice data when they eliminate noise within special 

frequency band.  Differently from the conventional MFCC, the proposed algorithm imposed bigger 

weights to some specified frequency regions and unoverlapped filterbank to enhance the 

recognition ratio without deteriorating voice data. In simulation results,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better performance comparing with MFCC since it is robust to variation of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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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과정인 음성 

인식 기술은 IT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이동 통신

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항법장치, 로봇 등에 적용되

어 인간의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음성 인식법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려는 음성 신호와 인식하기 위해 입력해 놓

은 음성신호를 비교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이상적인 경우에는 임

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인식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성신호에 잡음이 섞이게 되면 

미리 인식해 놓은 데이터와 잡음만큼의 오차가 발

생하게 되므로, 오차인 잡음을 최대한 줄여서 인식

률을 높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음성신호 자체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음성 강화 기법 (speech enhancement), 

[1-5] 잡음의 영향으로 손상된 모델을 보상하는 방

법(model compensation)[6-7] 그리고 잡음에 강

한 특징벡터를 추출하는 방법(inherently robust 

speech feature) [8][9] 등이 있다.  배경잡음이 

섞인 음성데이터에서 잡음을 제거하여 음성인식의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음성강화법에는 Spectral 

Subtraction[1], MMSE(Minimum Mean Square 

Error)[2], Wiener filtering[3], Adaptive noise 

Cancelling[4], Microphone Array[5] 등의 방법이 

있다. 잡음 손상 모델 보상법에는 HMM 

decomposition[6], PMC(Parallel Model 

Compensation)[7], 그리고 잡음에 강한 벡터 특징

추출 방법에는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PLP (Perceptual Linear 

Prediction)[8], SMC(Short-time Modified 

Coberence)[9], Cepstral Compensation[10]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MFCC 방법이 상대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MFCC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청각적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 필터뱅크

(Filterbank)의 대수(log) 에너지를 DCT(Discrete 

Cosine Transform)하여 구한다. 이 방법은 음성인

식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많이 사용되지만 낮

은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지는 신호에서는 인식 성능

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

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잡음제거용 filter는 음성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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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DFT하여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dB(decibel) 

이상인 주파수 대역을 추출하며, 추출한 주파수 대

역들에 각각 상이한 가중치를 주어 다른 대역보다 

두드러지게 한다. 또한 Filterbank에서는 triangle 

bandpass filter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MFCC는 n

번째 bandpass filter의 중앙값이 n+1번째 필터의 

처음값이 되나,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필터가 겹치

지 않고 n번째 필터의 마지막 값이 n+1번째 필터

의 첫번째 값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잡음을 제거하

여 켑스트럼을 추출하여 음성인식을 하게 된다. 또

한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통해 얻은 

켑스트럼 값을 신경망 회로 중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시킴으로써 인식률을 향상시켰다.

Ⅱ. MFCC 법

1MFCC의 기본 원리는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인간의 청각구조를 따라 만든 알고리즘인 

Mel-scale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귀가 음성에 잡음이 섞인 상황에서도 인식을 잘하

는 원리를 이용하여 비선형적인 주파수 스케일인 

log 스케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잡음환경에서도 

성능이 뛰어나다. 식(2-1)은 입력된 음성신호를 잡

음에 강인한 Mel-scale로 변환시켜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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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 는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은 Mel-scale과 선형 주파수의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성신호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한번에 처리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음성신호를 25ms ~ 30ms 정도의 크기의 프

레임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Window를 사용한다. 

이 경우 시작과 끝의 연속성을 위해서 식(2-2)와 

같이 Hamming Window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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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은 창함수(Window function)의 길이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Mel-scale과 선형 주파수의 상관관계

Fig. 1. The relation between mel-scale and 

linear frequency

그림 2는 Hamming Window의 특성곡선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2. Hamming Window의 특성곡선

Fig. 2. Characteristic curve of hamming window

MFCC법에서는 Hamming Window를 이용하여 

나눈 프레임들을 Triangle bandpass filter로 이루

어진 Filterbank에 넣어서 잡음을 걸러준다. 이 경

우에는 Mel-scale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등 간격으

로 나누어도 높은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주파

수 대역의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그림3은 MFCC에

서의 Triangle bandpass Filterbank의 특성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filter끼리 겹치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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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ilterbank 특성곡선

Fig. 3. Characteristic curve of filterbank

 

또한 필터로 걸러진 신호에서 켑스트럼을 추출

하기 위해서 DCT로 변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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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은 필터의 개수, k는 특징벡터의 차

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또한 x(n)은 n번째의 필

터 값이다.

Ⅲ. 환경의 변화에 강인한 개선된 MFCC

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인식률이 높은 

MFCC법을 개선하여 MFCC의 단점인 특정주파수 

대역에서는 잡음이 제거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개선된 MFCC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는 

잡음의 평균 진폭이 음성데이터보다 평균적인 크기

가 작아야 하며, 또한 입력 신호 중 Smooth를 이용

하여 작은 크기의 신호를 없애준다. 입력되는 음성

신호에서 잡음은 음성데이터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Smooth를 통해서 크기가 아주 작은 잡음을 제거해

준다. 식(3-1)은 Smooth를 위한 식으로서 입력 신

호를 임계값인 Value의 크기를 정해주어 음성신호

에서 Value값보다 작은 값들을 제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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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과 value는 각각 자료의 개수 및 임

계값을 나타내고 있다.

개선된 MFCC에서는 음성신호를 Hamming 

Window를 이용하여 30ms 간격으로 나누어 주며, 

나누어진 신호를 잡음에 강한 Mel-scale 영역으로 

바꾸어 신호를 잡음에 강인하게 변환한다. 또한 

DFT를 이용하여 time domain을 frequency 

domain으로 변환하며, 약 50개의 각 주파수 대역에

서 값이 높은 순으로 추출하여 평균과 분산을 구해

준다. 이 경우 데이터의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각 영역의 가중치를 표준정규분포 

값으로 주어서 각 영역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게 된

다. 특히 Triangle bandpass filter로 이루어진 

Filterbank는 주파수 간격을 각각의 주파수 대역이 

겹치지 않게 설계해서 만들어 준다. 기존의 MFCC

에서의 Filterbank는 n번째 filter의 통과 주파수 대

역이 500~600Hz이면 n+1번째 filter의 통과 주파

수 대역은 550~700Hz와 같이 각각 주파수 대역이 

겹치게 필터를 설계한다. 그러나 개선된 MFCC 알

고리즘에서는 n번째 filter의 통과 주파수 대역이 

500~600Hz 였다면 n+1번째 filter의 통과 주파수 

대역은 600~750Hz가 되도록 설계를 하여 각각의 

filter들 상호간에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보다 더 효

율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림 4는 기존의 MFCC에서 Filterbank가 겹치

게 설계되는 것과는 다르게 겹치지 않게 설계하여 

만든 수정된 Filterbank의 filter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4. 수정된 Filterbank

Fig. 4. The modified filter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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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역전파 알고리즘 순서도

Fig. 5. Flow chart of back propagation

그림 6. 수정된 MFCC의 순서도

Fig. 6. The flowchart of the modified MFCC

또한 Filterbank를 통해서 잡음이 제거된 데이터

를 DCT변환을 통하여 켑스트럼을 구할 수 있으며,  

[11-14, 18] DCT를 통해 얻은 켑스트럼 값을 이

용하여 신경망 회로를 이용하여 학습시킨다. 신경망 

회로는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을 사

용하는데 역전파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중 하나로서 

delta학습을 이용한다. 그림 5는 본 과정에서 사용

된 역전파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그림 6은 수정된 MFCC의 전체흐름을 알 수 있

는 flowchart이다.

IV.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

험에서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잡음 환경하에서 

MATLAB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효

율적인 음성인식을 위해서 신경망 알고리즘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역전파 신경망에서는 일정한 개수의 입력에 대하여 

10개의 은닉층을 이용한 실험하였으며, MFCC는 

13차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1초인 단어 

30개를 녹음하여 이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Hamming Window를 이용하여 30ms의 크기로 

frame을 나누어주었다. 그림7은 일반적인 연구실 

환경에서 녹음된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의 음성신호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안녕하세요’의 음성데이터

Fig. 7. Voice data for ‘annyunghas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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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el-scale로 변환된 음성신호

Fig. 8. Voice signal converted by mel-scale

그림 9. 신호의 DFT변환

Fig. 9. DFT conversion of the original signal

 본 실험에서는 ‘안녕하세요’의 음성신호를 잡음

에 강한 Mel-scale로 변환한 후, DFT를 이용하여 

Time domain인 신호를 Frequency domain으로 바

꾸어서 Triangle bandpass filter로 이루어진 

Filterbank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그림8과 9

는 녹음된 음성신호를 Mel-scale로 변화시킨 후의 

음성신호와 DET변환된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

고 있다.

DFT로 변환된 신호는 Mel-scale Filterbank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여 주며, 그림 10은 

Filterbank를 각 대역 필터를 통과한 신호들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0. Filter bank를 통과한 DFT신호

Fig. 10. DFT signal passed through filterbank

Filterbank를 통하여 구해진 신호들을 이용하여 

각각 켑스트럼을 구해주기 위하여 DCT변환을 해준

다. 그림 11과 12는 Filterbank를 통해서 잡음이 

제거된 신호 및 Filterrbank를 통해 잡음이 제거된 

신호의 DFT 변환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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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ilterbank를 거친 음성신호

Fig. 11. Voice signal passed through filterbank

그림 12. 필터된 신호의 DFT변환

Fig. 12. DFT conversion of filtered signal

그림 13. MFCC로 구현한 켑스트럼

Fig. 13. Capstrum by MFCC

본 과정에서는 13차 MFCC를 구하기 때문에 20

개의 Filterbank에서 구해진 계수를 이용해 DCT 

계수들을 낮은 순서대로 13개를 사용하면 13차 

MFCC가 된다. 그림 13은 MFCC를 이용하여 구한 

켑스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에서는 입력된 원신호와 MFCC를 이용

하여 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비교하였다.

원신호 잡음 제거된 신호

그림 14. 원신호와 잡음제거된 신호

Fig. 14. The original signal and filtered signal

개선된 MFCC를 이용한 잡음 제거를 위하여 우

선 ‘안녕하세요’의 음성신호를 Mel-scale로 변환을 

하여 30ms의 크기로 frame을 나누어 준다.  

Frame을 나누어 준 상태에서 smooth를 수행하며, 

이 경우 잡음은 원래 음성 데이터에 비해서 약 

1/50보다 작은 신호이므로 smooth를 통하여 아주 

작은 잡음들을 제거해 준다. 그림 15와 16은 원신

호에 Smooth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잡음을 제거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크기가 큰 순서대로 50개의 주파수값 평균

값 및 분산은 각각 819.68Hz, 269320이다.

그림 15. Smooth된 원신호

Fig. 15. Smooth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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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mooth한 신호의 DFT변환

Fig. 16. DFT conversion of smoothed signal

표 1은 실험에서 이용되는 음성신호에서 크기가 

큰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구해진 평

균과 분산으로 각 필터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위에서 구해진 평균과 분산 을 이용하여 표

준정규분포를 사용해 각 주파수 대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었다.

 

표 1. 크기가 큰 주파수 값 50개

 Table 1. The 50 set of high frequencies

68Hz 73 Hz 77 Hz 95 Hz 101 Hz

106 Hz 131 Hz 132 Hz 133 Hz 178 Hz

256 Hz 421 Hz 422 Hz 423 Hz 479 Hz

613 Hz 622 Hz 645 Hz 673 Hz 742 Hz

803 Hz 804 Hz 805 Hz 835 Hz 836 Hz

852 Hz 853 Hz 869 Hz 870 Hz 884 Hz

911 Hz 912 Hz 944 Hz 948 Hz 980 Hz

981 Hz 1058 Hz 1059 Hz 1067 Hz 1272 Hz

1275 Hz 1289 Hz 1462 Hz 1543 Hz 1546 Hz

1693 Hz 1695 Hz 1847 Hz 1849 Hz 1852 Hz

 

그림 17과 18은 수정된 Filterbank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신호의 원신호와 DFT로 변환한 그

림이다.

그림 17. Filterbank를 통해 필터 된 신호

Fig. 17. The filtered signal through filterbank

그림 18. 필터된 신호의 DFT 변환

Fig. 18. DFT conversion of the filtered signal

그림 19는 개선된 MFCC로 잡음을 제거한 후 

DCT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그림 19. 수정된 MFCC로 구현된 켑스트럼

Fig. 19. The capstrum by modified M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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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feedback 신경망인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식하였다. 기본적인 

수행 과정은 입력에 가중치를 곱한 다음 은닉층에

서 더하고 곱하는 과정을 은닉층마다 수행해주면 

출력층에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출력값과 참값의 

오차를 통해서 각 은닉층마다 가중치를 갱신해주면

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16][17]. 표2는 30

개의 단어를 각각 200번씩 반복하여 MFCC와 수정

된 MFCC의 인식률을 비교한 것이다. MFCC가 잡

음이 없는 신호에서는 인식률이 약간 더 높았지만 

잡음이 있을 때는 수정된 MFCC가 인식률이 더 높

게 나왔다.

 

표 2. MFCC와 수정된 MFCC 인식률 비교

Table 2. Comparison between MFCC and the 

modified MFCC

음성신호 MFCC 수정된 MFCC

깨끗한 음성신호 96.5% 95%

잡음이 있는 음성신호 92.3% 94.6%

 

표 3은 동일한 화자가 다른 환경에서 30개의 단

어를 각각 50번씩 반복하여 MFCC와 수정된 

MFCC의 인식률을 비교한 것이다.

 

표 3. 다른 환경에서의 인식률 비교

Table 3. Recognition ratio in different conditions

음성신호 MFCC 수정된 MFCC

연구실 92.1% 94.8%

공원 88.7% 90.5%

가정 93.2% 95.5%

IV. 결론

음성인식법에는 마이크나 특정한 입력장치를 통

해서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이용하여 기존의 

Database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데이터

를 찾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잡음이 

제거된 데이터가 Database에 있으므로 입력 받은 

음성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음성인식을 하

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MFCC를 개선하여 환경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위한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한 후 

Neural Network를 통하여 인식을 하였으며, 그 결

과를 인식률로 비교하였다. 특히 인식률 향상을 위

하여 Smooth와 적응필터를 통하여 데이터에 손상

을 주지 않으면서 잡음을 제거하였다. 기존의 

MFCC는 특정 대역의 잡음이 잘 제거되지 않는 단

점으로 인하여 인식률이 저하되었지만 개선된 

MFCC는 음성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대역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Smooth를 통하여 

1차적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잡음을 제거해주었다.  

또한 주파수 대역과 무관하게 어떠한 잡음이라도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력되

는 신호의 각 주파수 대역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약 50개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평균과 분산을 구해

서 각 필터마다 가중치를 주어서 특정 잡음이 인식

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응필터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MFCC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잡음이 

제거되지 않아서 인식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된 

MFCC를 통하여 잡음에 의해 인식률이 저하되는 경

우가 없도록 하였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된 방

법은 기존의 MFCC보다 계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식 알고리즘도 보다 더 인간과 비슷한 알고리즘

인 자율학습으로 인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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