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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통계 모형에 따른 음성 왜곡량 감소를 한 
비선형 음성강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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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잡음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음성인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음성인식의 성능 열화  음성의 품질이 화

되지 않는 강건한 음성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람의 음성 스펙트럼과 

유사한 잡음 환경에서도 안정되고 높은 음성인식률이 실 되는 어 리 이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최소 평균 제곱의 오차를 기반으로 한 단시간 스펙트럼 진폭 방법인 MMSA-STSA 추정 알고리즘에 기

한 잡음억압을 처리하는 음성강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단일 채  입력에 기 한 효과 인 비

선형 음성강조 알고리즘이며, 높은 잡음억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음성의 통계 인 모델에 기 하여 음성의 

왜곡량을 이는 기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MMSA-STSA 추정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하여 입력 음

성 형과 출력 음성 형을 비교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과를 확인한다.

ABSTRACT

A robust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is required that does not degrade the performance of speech recognition and 

the quality of the speech when speech recognition is performed in an actual environment of the speech mixed with 

noise. With the development of such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lication that 

achieves stable and high speech recognition rate even in a noisy environment similar to the human speech spectrum.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speech enhancement algorithm that processes a noise suppression based on the 

MMSA-STSA estimation algorithm, which is a short-time spectral amplitude method based on the error of the least 

mean square. This algorithm is an effective nonlinear speech enhancement algorithm based on a single channel input 

and has high noise suppression performance. Moreover this algorithm is a technique that reduces the amount of 

distortion of the speech based on the statistical model of the speech. In this experimen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MSA-STSA estimation algorith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input speech waveform and the output speech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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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신호는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편리

한 통신수단 의 하나이며, 근년에는 휴 용 이동통신

화, 음성인식 화 로   TV 통신회화 시스템이라고 하

는 음성통신에 한 시스템의 이용이 확 되고 있다. 

한 디지털 보청기, 로 화  Car Navigation 시스템에 

한 음성인식 등 음성을 이용한 다양한 어 리 이션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어 리 이션에서는 실제 잡음이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도 목 으로 하는 음성의 청각 품질 

 음성인식 성능 등이 화 되는 것이 없이 강건하게 

동작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1-2].

재, 이러한 음성시스템을 실 하기 해서는 이용자

가 입력되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소음에 강한 화형 마이크로폰 

 헤드셋 마이크로폰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

어 실제 환경에 있어서는 목 음성 이외의 잡음이 많이 

존재하여 이러한 잡음이 마이크로폰에 동시에 혼입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목 으로 하는 음성의 품질을 열화시키

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핸즈 리 음성처리시스템

의 실 에 있어서 잡음을 포함한 측된 신호로부터 목

으로 하는 음성만을 높은 정 도로 추출하는 음성강조법

의 실 이 필요하게 된다[3-4].

인간은 다양한 음성이 혼재하는 에서도 목 으로 하

는 음성을 청취하여 분류할 수 있는 Cocktail Party효과는 

음원분리  잡음억압에 한 기술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법이 제안되고 있다[5]. 이

러한 기술을 이용함으로서 잡음환경 하에서도 목 으로 

하는 음성신호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고음질

인 목  음성의 청취  높은 음성인식 성능을 실  가능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실 함으로써 잡

음환경에 크게 상 없이 안정되게 동작되는 강건한 음성

인식 어 리 이션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잡음억압을 목 으로 한 음성강조수법 에는 Boll의 

스펙트럼 차감법(SS: Spectral Subtraction)[6]이 제안되

어 있다. SS는 수신신호의 진폭 스펙트럼으로부터 잡음

의 진폭스펙트럼을 추정하여 진폭 스펙트럼의 평균치를 

차감함으로써 잡음억압을 실 하는 기법이다. 백색잡음

과 같은 정상잡음만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상 인 

잡음은 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 잡음의 추정오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악성 잡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처리가 단히 간결하기 때문에 재까지도 여러 분야에

서 다양한 개량법이 제안되어 개발되고 있다[7].

통계  신호처리에 기 한 수법으로는 Ephraim과 

Malah에 의해 제안된 최소 평균 제곱의 오차를 기반으로 

한 단시간 스펙트럼 진폭(MMSA-STSA: Minimum 

Mean-Square Error Short-Time Spectral 

Amplitude)[8] 기법이 있으며, 이  MMSA-STSA는 단시

간에서 추정된 진폭 스펙트럼의 평균 제곱의 오차를 최소

로 한다. MMSA-STSA에서는 잡음환경 하에서의 음성

강조를 가능하게 하지만 비상정상잡음에 해서는 상당

히 약하다는 면도 있다. Lim과 Oppenheim에 의해 제안된 

수법에서는 Wiener가 제안한 Wiener filter를 음성에 

용하고 있다[9]. 이 수법에서는 임 간에서 추정한 잡

음의 진폭 스펙트럼에 해서 평균 제곱의 오차를 계산하

여 최 인 이득 함수를 합성한다. 이러한 수법들은 목

신호가 서로 상 이 없다는 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잔향환경 하에서는 용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MSA-STSA 추정 알고리즘에 기

하여 잡음억압을 처리하는 음성강조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특히 음성강조법 에서 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열

거되고 있는 단일 채  입력에 기 한 효과 인 비선형 

음성강조법인 MMSE-STSA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단일 채  비선형 음성강조 알고리즘인 

MMSE-STSA 측정기는 높은 잡음억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음성의 통계 인 신호처리의 사  모델에 기 한 

것이며, 스펙트럼 감산법   필터링과 비교하여 음

악잡음 발생량, 음성 왜곡량 등이 은 음성강조법이기 

때문에 제안 수법으로부터 음성품질의 개선이 기 된다. 

더욱이 MMSE-STSA 측정기에 기 한 잡음 음성강조

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하여 출력 음성 형으로 음성

강조법의 실험을 실시한다.

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존의 잡음 억압에 한 

연구를 기술하 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한 개요  실험 내용을 기술하 으며, 4장에서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Ⅱ. 종래의 잡음 억압 연구

근래에 음성강조는 음성 특징 추출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발 시켜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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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음성강조 기법을 음성의 어 리 이션  디

지털 보청기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성능

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 다.

음성신호 데이터의 품질  성능의 개량을 목 으로 

한 잡음 억제 신호처리 기법의 연구가 제안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정상 잡음을 가법성 잡음

으로 가정하면 잡음이 포함된 측신호 는 음성신호 

와 잡음신호 를 사용하여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식 (1)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한 주 수 역을 표 하

고 있다. 제  임에 있어서 임의 선두로부터 

번째 주 수의 측신호의 복소 스펙트럼 에 

해서 식(2)와 같이 계식이 구해진다.

   

음악잡음의 발생은 음질에 부여되는 향의 크기로부

터 비선형잡음 억압처리에 하여 한 문제가 되며, 

음악잡음의 발생을 억제하는 수법이 필요하게 된다. 비교

 음악잡음의 발생량이 은 음성강조법으로서  필

터링(Wiener Filtering)[10]이 제안되고 있다. 이 수법은 

스펙트럼 감산법과 비교하여 음악잡음의 발생량이 은 

장 이 있지만 사람이 청취해야 할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단일 채  비선형 

음성강조법에 있어서 음악잡음이 완 히 발생하지 않는 

잡음억압수법을 찾는 것이 지 까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필터링에 의한 잡음억제 처리는 측신호의 스펙

트럼 에 이득 함수 을 용하여,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의 추정치 을 식 (3)과 같이 구

함으로서 잡음을 억제하는 수법이다.

   

여기에서 이득 함수 는 필터이며 신호처리의 

수법에 의해서 다르게 용할 수 있다. 필터링법의 

이득 함수 는 식 (4)와 같이 구해진다.

 




여기에서 는 사  신호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SNR) 이라고 부르며 식 (5)와 

같이 SNR의 추정치로 표 할 수 있다.

 




단일 채 입력에 기 한 표 인 음성강조법으로서

의 SS는 은 감산량으로 높은 잡음억제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부터 연구된 기술이다. 그러

나 이 SS는 주로 비선형처리에 의해서 청각 으로 상당

히 불유쾌한 음악잡음으로 알려진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최소 평균 제곱의 오차를 기반으로 한 단시간 스펙트

럼 진폭 방법인 MMSA-STSA 추정법은 측신호로부

터 계산된 사   사후 SNR을 이용하여 실제의 음성진

폭 스펙트럼과 추정된 음성신호의 진폭 스펙트럼과의 평

균 자승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서 스펙트럼 이득을 구한다. 

구해진 스펙트럼 이득을 측신호의 스펙트럼에 승산함

으로서 목 의 음성신호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다[8].

독립성분분석(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에 기 한 블라인드 음원분리 기법이 제안되어 

있다[3, 11]. ICA는 복수의 음원이 통계 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 로 하여, 수신신호를 복수의 가법  

성분으로 분리하는 가산수법이다. 한 복수의 마이크로

폰 소자를 사용하여 ICA를 실시하는 수법이 제안되어 

있다. 이 수법은 분리 가능한 잡음음원의 수가 마이크로

폰 소자수와 동등 혹은 그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잡음원의 수가 미지인 실험환경에의 용을 

고려하는 경우 시스템의 규모가 규모로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잡음잔향환경 하에서 복수의 마이크 소자

를 이용한 음성강조수법은 음성시스템의 인식률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역의 주 수 역에 잡음성분

이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청취하는 것을 상정하

는 어 리 이션에의 용에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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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알고리즘  실험

MMSE-STSA 추정 알고리즘은 최소 평균의 제곱 오

차를 기반으로 한 단시간 스펙트럼 진폭에 의하여 추정하

는 기법이다. 이 MMSE-STSA는 음성  잡음 스펙트럼 

구성요소를 통계 으로 독립 인 가우스 랜덤변수로 모

델링하여 도출 할 수 있다. MMSE-STSA 추정기의 요

한 특성은 향상된 음성 신호에서 음악  잡음을 일 수 

있다는 것이다[12].

잡음에 해서 강건한 핸즈 리 음성처리시스템을 실

하기 해서 여러 음성강조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음성강조법은 잡음환경에서의 기법이기 때문에 잡음억

압을 기 로 하고 있다. 기본 인 시간신호는 

   의 계식을 사용한다. 이 시간신호

에 한 주 수 역의 스펙트럼은 

  로 표 할 수 있다. 일

반 으로 추정 입력 스펙트럼은 식 (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은 잡음이 포함된 입력혼합신호와 

잡음신호의 스펙트럼의 차를 잡음입력혼합신호의 스펙

트럼으로 나  이상 인 이득함수를 나타낸다.

  번째의 푸리에 확장 계수에 한 진폭 추정기 
은 로그 력 스펙트럼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여 

구한다. 희망하는 진폭 추정기 는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Ephraim과 Malah에서 유도 된 이득 함수 

 는 로그 스펙트럼의 평균 제곱 오차 추정을 

최소화하기 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번째 음성 스

펙트럼 성분의 추정량은 식 (7)을 사용하여 식 (8)과 

같이 구해진다. 



   

본 실험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실험결과를 

테스트하기 하여, 잡음이 혼합된 음성 데이터베이스인 

Aurora2 Database를 사용한다. 이 Aurora2 Database[13]

는 여러 종류의 잡음을 사용하여 다양한 SNR level(20dB, 

15dB, 10dB, 5dB, 0dB, -5dB)에 해서 잡음이 혼합된 음성

신호가 비되어 있다. Aurora2 Database는 깨끗한 녹음환

경에서 녹음된 숫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각 잡음조건

에 따라서 숫자를 포함한 잡음음성 일로 구성되어 있다. 

Aurora2 Database는 8kHz 표본화율에 샘  당 16bits로 

양자화된 음성신호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MMSE-STSA의 신호  잡음 력 추정에 

따른 음성개선 분석 실험에는 Aurora2 Database의 Clean 

speech 신호를 사용하며, 잡음음성으로는 babble noise를 

혼합한 잡음음성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본 실험에

서는 20dB, 15dB, 10dB의 SNR을 사용하여 입력 음성신

호를 구성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실험 결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MMSE-STSA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음성을 강조한 형을 그림에 나타낸다. 

그림 1과 그림 2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Clean speech signal

과 Babble noise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Babble noise가 Clean speech signal에 부가된 Noisy 

speech signal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SNR=20dB, 

SNR=10dB의 잡음혼합신호에 해당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MMSE-STSA 알고리즘에 의하여 강조된 출력 음성신호

(Enhanced speech signal)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의 Enhanced speech signal에서 알 수 있듯이 잡음이 

증가함에 따라서 잡음제거의 효과가 어들긴 하지만 반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MMSE-STSA 추정 알고리즘

이 유효하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람의 음성 스펙트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Babble잡음에 해서 SNR 벨이 낮은 SNR=10dB 경우에

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성능이 음성의 특징을 

왜곡시키지 않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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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깨끗한 입력 음성신호
Fig. 1 Input clean speech signal

그림 2. 바블 잡음신호
Fig. 2 Babble noise signal

그림 3. 바블잡음이 혼합된 입력 음성신호(SNR=20dB)
Fig. 3 Input noisy speech signal with babble noise 

(SNR=20dB)

그림 4. 바블잡음이 혼합된 입력 음성신호(SNR=10dB)
Fig. 4 Input noisy speech signal with babble noise 

(SNR=10dB)

그림 5. 강조된 출력 음성신호(SNR=20dB)
Fig. 5 Enhanced output speech signal (SNR=20dB)

그림 6. 강조된 출력 음성신호(SNR=10dB)
Fig. 6 Enhanced output speech signal (SNR=10dB)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잡음환경에 강인한 MMSE-STSA에 

의한 음성개선 기법을 사용하여 잡음억압을 처리하는 음

성강조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MSE-STSA 추정에 의한 음성강조 알고리즘은 높은 

잡음억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음성의 통계 인 사  모델

에 기 한 것이며 원음성의 왜곡량 등이 은 음성강조법

이다.

제안한 방법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Aurora2의 음

성 데이터베이스  babble noise를 사용하여 성능향상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MMSE-STSA 

추정 알고리즘이 음성개선에 효과 임을 볼 수 있었으며, 

더욱이 MMSE-STSA 추정 알고리즘에 기 한 잡음 음

성강조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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