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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신호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존재하는 배경잡음을 제거하여 음성신호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음향학적으로 배경잡음을 제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인간의 청각기전이 주로 음

성의 진폭 스펙트럼의 정보에 의존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의 진폭 스펙트럼의 

추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가중 스펙트럼성형필터의 특성을 도입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경잡음으로 

중첩된 음성신호 성분 중에 이 진폭 스펙트럼 정보를 추출하여, 위너 필터법과 음향학적인 모델에 의한 주파수가중 

스펙트럼성형필터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실험에서는 스펙트럼 왜곡률(SD)에 의하여 제안한 알고리즘

의 출력 SD가 기존의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약 5.28 dB 이상 개선되었다.

ABSTRACT

In the area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peech signal after removing the 
background noise which exists in a various real environments. The important thing to consider when removing the 
background noise acoustically is that to solve the problem,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of the human auditory 
mechanism is mainly the amplitude spectrum of the speech signal. This paper int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a 
frequency-weighted spectrum shaping filter for the extraction of the amplitude spectrum of the speech signal with the 
primary purpos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algorithm using the methods of a Wiener filter and the 
frequency-weighted spectrum shaping filter according to the acoustic model, after extracted the amplitude spectral 
information in the noisy speech signal. The spectral distortion (SD) output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experimentally 
improved more than 5.28 dB compared to a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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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년, 디지털신호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존

재하는 배경잡음에 의해 오염된 음성신호로부터 이러

한 배경잡음을 제거하여 음성신호의 품질 및 음성의 명

료도를 개선시키는 것은 실제 환경의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배경

잡음에 중첩된 음성신호에 사용되는 필터로서는 위너

필터(Wiener filter), 정합필터(Matched filter), 칼만필터

(Kalman filter), 청각필터 등이 알려져 있다[1-4]. 그러

나 음성신호에 배경잡음이 부가된 조건과 그 목적 등의 

이유로부터 이러한 필터를 그대로 잡음 중의 음성신호

에서 음성신호를 추출하고 필터링 처리하는데 사용하

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2, 3].

잡음 중의 음성신호 중에서 배경잡음을 제거한다는 

것은 먼저 배경잡음의 특징 및 종류 등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5]. 배경잡음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력 스펙트럼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상 가우스잡음 및 실제 환경에서 많

이 존재하는 많은 비정상잡음 등이 존재한다. 음성신호

처리 분야에서 청각필터 모델의 연구가 여러 가지 방법

을 사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청각

필터 모델의 연구는 인간의 음향학적인 음성신호 청취

에 관련한 분야의 공학적 응용에 공헌할 거라고 생각된

다. 특히 적절하게 설계된 청각필터 모델은 실제의 인

간 청각계에서 비선형적인 신호처리를 모의하고 있으

므로 이 청각필터 모델의 출력은 음성신호의 특징을 스

펙트럼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음성

인식 시스템의 특징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청각필터 모

델은 청각말초계의 청각기능 모델을 음성인식 시스템

의 전처리로서 사용한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잡음환경 하에서 청각필터 모델을 사용하여 배경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결과도 도출되고 있다[5-7].

음향학적으로 배경잡음을 제거할 때 고려해야 할 중

요한 관점은 인간의 청각기전이 위상 스펙트럼의 정보

에 민감하지 못하고 주로 진폭 스펙트럼의 정보에 의존

하여 문제해결의 단서로서 인간의 음성을 지각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청각기

전의 특징 및 성질을 고려하여, 음성의 진폭 스펙트럼

의 추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음성의 주파수가중 스펙

트럼성형필터의 특성을 도입한다. 이러한 필터 특성을 

도입할 때에 문턱치를 설정하고, 잡음 성분으로 추정되

는 문턱치 이하의 성분을 모두 제거하는 비선형적인 잡

음제거를 실시한다. 또한 실제의 필터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고속푸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를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필터를 구성하여, 데이터 

처리를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음절 명료도 테스트를 하기 위

하여 주관적인 평가로 알려진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펙

트럼 왜곡률(Spectral Distortion, SD)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비교 고찰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백색잡음에 대해서 약 5.28 dB 정

도의 스펙트럼 왜곡률의 개선이 달성된 것을 4장에서 

나타낸다.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음성 및 잡음 데이터의 조건, 실

험 평가방법 등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음성 및 잡음 데

이터를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기초

한 실험 결과 및 고찰을 나타낸다. 5장에서는 결론을 기

술한다.

Ⅱ. 제안한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음성신호를 청취하는 경우, 실제 환경에 

존재하는 배경잡음에 의하여 출력 음성신호의 품질이 

떨어져서 음성의 명료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스펙트럼 

차감법, 위너필터법 등과 같은 다수의 음성강조수법 혹

은 잡음차감법이 연구되어 왔다[8-13]. 이러한 방법들

은 입력신호로부터 구해진 정보가 상당히 한정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배경잡음은 정상 혹은 

준정상 상태 등의 제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제한된 정보 및 잡음의 통계적 특징만을 가지고  

배경잡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잡음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는 정보

를 단서로 하여, 음성신호 성분의 어떠한 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1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주로 진폭 스펙트럼의 

정보를 단서로 하여 음성을 지각하고 있는 인간의 주파

수가중 스펙트럼성형필터의 특징을 이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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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배경잡음에 중첩된 음성신호 성분 중에 

이 진폭 스펙트럼 정보를 먼저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

하 본장에서는 배경잡음을 부가한 음성신호에 대하여 

음향학적인 모델인 주파수가중 스펙트럼성형필터와 위

너 필터법에 의한 알고리즘의 고찰을 실시한다.

음성신호 는 잡음신호 에 의해서 오염된

다고 가정하면, 이 결과에 의해서 잡음에 오염된 음성

신호 가 구해진다. 이 관계를 다음식과 같이 정의

한다. 여기에서 는 시간을 나타내며, 는 음성신

호 와 비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청각기전의 특징을 응용하여 

음성의 진폭 스펙트럼의 추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청

각 가중 필터의 특성을 도입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향학적인 모델에 의한 주파수가중 스펙

트럼성형필터(Frequency-weighted spectrum shaping 

filter)와 위너 필터법에 의한 알고리즘의 구성을 나타낸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먼저 백색잡음으로 오염된 음성

신호를 각 프레임에 대해 해밍창을 통과시킨 후에 잡음

신호의 진폭 스펙트럼을 추정하기 위하여 음성신호가 

결여된 프레임에서 잡음추정 방법을 채택한다[8]. 각 

프레임에 대해서 선형예측 부호화(Linear Predictive 

Coding, LPC) 켑스트럼 계수의 음성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한 후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잡음의 스펙트럼을 

차감하는 위너필터에 의하여 백색잡음을 제거한다[그

림 1의 좌측 블록]. 여기에서 위너 필터법은 잡음이 중

첩된 원래의 음성신호와 위너 필터에 의해 필터링된 신

호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1, 9, 10]. 그림 1

의 우측 블록에서 음성 데이터를 복소 고속푸리에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한다. 다음으로 식 (1)

을 사용하여 식 (2)의 전력 스펙트럼  를 구한다. 

식 (2)에서 RE(f)와 IM(f)는 각각의 음성 데이터를 복소 

FFT한 결과로부터 구해진 단시간 스펙트럼의 실수부

와 허수부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에서 는 주파수를 나

타내며,  는 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나타

낸다.

   
                  (2)

본 논문의 실험에서 잡음 제거에 유용한 이동 진폭 

평균 필터에 의한 3점 평균화를 이용하여 잡음 스펙트

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합성된 음성신호는 청각 가

중 필터에 의하여 합성된다.

Fig. 1 Proposed algorithm using frequency weighted 
spectrum shaping filter and Wiener filter

신경생리학에서 측면 억제는 한 영역에 있는 신경 세

포가 상호 간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신경 세포가 활성

화되면서 주위의 신경세포는 억제되고, 가운데의 신경

세포는 활성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억제

에 의한 처리는 전처리로부터 출력되는 각 프레임의 스

펙트럼에 대하여 주파수 축방향에 흥분성 및 억제성을 

조합한 가중치 계수를 컨볼류션(Convolution)하여, 스

펙트럼의 차이를 강조하는 처리를 한다. 이 측면억제 

처리에 의해서 음성인식의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

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4, 6, 7].

본 논문에서 사용한 측면억제 의 처리는 식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는 그림 2에 나타낸 음

성가중 필터와 합성된 음성신호 의 컨볼류

션 결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입력된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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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성분을 강조하여 배경잡음을 억제한다.

  


 

   ⋯   (3)

여기에서 여기서 는 잡음으로 오염된 음성신호

의 FFT 출력의 진폭 성분이며, 는 주파수 영역에

서 흥분성 측면억제 및 억제성 측면억제의 성분을 조합

한 가중치 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N은 한 프레임의 FFT 

표본 수를 나타내며, 본 실험에서의 M은 32로 한다.

Fig. 2 Proposed speech weighting filter 

Ⅲ. 실험환경 및 실험 평가방법

본 논문에서는 배경잡음 억제 알고리즘 구현을 목표

로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환경은 Intel Core i7-2600K 3.80GHz CPU와 

16GB RAM이 장착된 IBM 호환 컴퓨터에서 Windows 

7 OS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상용 Microsoft VC 

2008을 사용한 컴파일 환경을 이용하여 본 알고리즘을 

테스트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음성신호는 8 kHz의 샘플링 주

파수의 음성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인 단어 데이

터베이스의 26 단어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임의적으로 선택한 남성

화자에 의한 단어("bizen(D1)", "shimonoseki(D2)")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잡음데이터는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작성된 

가우스 백색잡음(White noise, W)의 배경잡음을 사용

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잡음제거의 평가척도로는 

음성 명료도와 관계가 깊은 스펙트럼 왜곡률(Spectral 

distortion, SD)를 사용한다. 이 SD는 각 주파수 대역에

서 입력신호의 대수 스펙트럼(dB)와 출력신호의 대수 

스펙트럼(dB)의 차를 측정구간의 프레임 수에 대하여 

구한다[7].

Ⅳ. 실험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3장에서 기술한 음

성데이터와 백색잡음을 사용하여 잡음제거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잡음제거 실험결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백색잡음을 음성신호에 부가하였

다. 그림 3은 실험에 사용된 원 음성신호 “D2”의 파형

을 나타내고, 그림 4는 백색잡음이 음성신호에 부가된 

잡음 음성신호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5는 제안한 알

고리즘을 사용할 때의 강조된 음성신호의 파형을 나타

낸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들은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

할 때 배경잡음이 상당히 제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은 기존 방법과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청각필터[10]에 의한 

방법을 비교한 실험결과이다. 표에서 백색잡음으로 오

염된 음성신호의 입력 SD 값(Input SD values[dB])이 

각각 20.77 dB, 18.76 dB일 경우에, 제안한 알고리즘

(Prop. Alg.)의 출력 SD 값은 각각 10.79 dB, 10.56 dB

이 구해졌으며, 입력 SD 값과 비교하여 각각 9.98 dB, 

8.20 dB(표 1의 Imp. Alg1.)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출력 SD 값은 기존의 청각필

터 방법(표 1의 Aud. filter)보다 각각 5.28 dB, 4.41 dB

(표 1의 Imp. Alg2.)이 개선되었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청

각 가중 필터에 의한 잡음제거를 각 프레임에서 실시함

으로써 잡음이 많이 중첩된 음성에 대해서도 SD의 값

을 경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잡

음이 중첩된 음성신호에 대해서도 본 방식에 의한 잡음

제거의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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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lean input speech signal

Fig. 4 The corrupted input speech signal with white 
noise

Fig. 5 The recovered output speech signal by the 
proposed algorithm

Table. 1 The comparison of SD values compared to a 
conventional method in the case of white noise

Noisy 
speech

data

Input SD 
values 
[dB]

Output SD values [dB]

Aud. 
filter

Prop. 
Alg.

Imp. 
Alg1.

Imp 
Alg2.

D1+W 20.77 16.07 10.79 9.98 5.28

D2+W 18.76 14.97 10.56 8.20 4.41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처리 시스템에 유용하게 사

용되는 음성의 특징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주파수가중 

스펙트럼성형필터 모델과 위너필터를 사용하여, 잡음

환경 하에서 음성 중의 배경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경잡음을 제거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인간의 청각기전이 음성의 

진폭 스펙트럼의 추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청각필터

의 특성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청각필터와 

비교하여 최대 5.28 dB 이상의 출력 SD 값이 개선된 것

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에 사용

된 입력 음성신호와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출력 음성

신호를 파형으로 비교한 결과 배경잡음이 명확하게 제

거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잡음제거에 효과가 명확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잡음, 다양한 신호대잡음비를 사용하

여 본 알고리즘의 성능향상 및 잡음제거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더욱더 발전시킴으로써 청

각실험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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