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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음성신호 개선을 위한 

적응 웨이블릿 패킷 기반의 스펙트럼 차감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능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사용된 

음성신호 개선 방식은 적응 웨이블릿 패킷의 불균등 

주파수 해상도와 높은 에너지 집중도로 인해 발생하는 

극대, 극소값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스펙트럼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측면의 

성능평가를 위해 주관적 평가 척도인 M0S 와 높은 

상관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log likelihood ratio, log 

area ratio, segmental SNR, weighted spectral slope 

등을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Fourier 기저를 사용한 

방식과의 비교에서 적응 웨이블릿 패킷 방식은 

segSNR 과 음성의 명료도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weighted spectral slope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음성 신호처리 응용 분야에서 배경잡음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이것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종래의 음성신호 개선 방식들은 

배경잡음을 백색 가우시안 잡음으로 가정한 것들이다.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 수학적으로는 유용한 개념이지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대부분 유색 잡음일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non-stationary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잡음에 대해서 최근 

제안된 웨이블릿 패킷 기반의 스펙트럼 차감법을 

이용하여 잡음제거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2. 스펙트럼 차감법

2.1 잡음 추정

배경잡음이 non-stationary 하거나 SNR °1 낮은 

경우 잡음에 손상된 음성 프레임의 이전 프레임에서

-43 -

mailto:kimiinho@ihanyanq.ac.kr
mailto:schanq@ihanvana.ac.kr
mailto:whkwon@hanvanci.ac.kr
mailto:svanQ@hanyanci.ac.kr


잡음을 추정하는 방식들이 Hirsh 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제안된 적응웨이블릿 패킷 기반 스펙트럼 차감법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적응 웨이블릿 패킷 계수에 적용한다.

N =. aM_|+(l-a)X*("), Xk(n)</JNk_x(n)
"~ , otherwise

(1)

여기서 X*(") 은 A: 번째 프레임 적응 웨이블릿 필터 

뱅크 ” 번째 노드의 magnitude 스펙트럼이고, 

는 추정잡음이다.

2.2 적응 스펙트럼 가중치

제안된 방식은 적응 웨이블릿 패킷의 높은 에너지 

집중도로 인해 magnitude 스펙트럼에 대해서 극대, 

극소값들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펙트럼 차감법에서 사용하는 샘플 평균을 이용하게 

되면 극한값의 영향으로 잡음 추정과 가중치 추정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극한값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하 평균을 이용하고, non-stationary 잡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응 스펙트럼 차감법 가중치를 

구한다. 각 프레임에 대해 잡음에 손상된 신호의 로그 

스케일 기하평균 NSGM 과 추정된 잡음의 로그 스케일 

기 하평 균 NGM 을 다음과 같이 정 의 한다.

£ NSGM 时

GNNR = 으르一、-------

£ NGM 애:)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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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스펙트럼 차감법의 개요도

여기서 Nframe 는 프레임의 수이다. 이 global

가중치와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다음식과 같이 각

프레임 에서의 local 가중치를 구한다.

(5

7VSGM (幻= log
\ n=0

X
node

(2)

NGM 膾=log
[nl^d

kn=0 丿

(3)

여기서 ' 는 노드의 수이다. 이 NSGM 과

NGM 을 이용하여 GNNRCgeometric noisy signal to 

noise ratio) 를 정의하고 입력음성에 대한 global 

가중치로 사용한다.

^(k) = GNNR\-3
NSGMg-NSGM(、k、)、\ 
NSGM萍-NSGM蜘丿

(5)

여기서 NSGM”” , NSGM命 은 모든 프레임 중 

NSGM 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p 는 2.0</?<3.0 

사이의 값이며 적응 웨이블릿 패킷의 높은 집중도로 

인해 local 가중치가 과다하게 설정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사용된 적응 웨이블릿 패킷은 SNR 이 

낮아질수록 음성신호 보다는 잡음의 특성에 적응하게 

되어 잡음에 대한 에너지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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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신호의 포락선에 반비례하는 의 크기를 

이용하면 잡음추정의 정확도가 증가하게 되어 잡음 

성분에 대한 에너지 집중도에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2.3 스펙트럼 차감법

적응 스펙트럼 차감법 가중치를 이용하여 k 번째 

프레 임 n 번째 노드의 gain G*（"） 을 구한다.

8參쒆 M碱

"a+'애，比（쌔2（1+川）） 网（끼 （6）
그림 4. 잡음이 제거된 신호와 원신호

3. 실험 및 결과

구해진 gain 을 이용하여 웨이블릿 패킷 계수들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음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切（，） = %⑴（負） （7）

M 를 적응 웨이블릿패킷 트리의 노드 사이즈라 했을 

때, QVkVNjsM，0<n<Nnode, 0<i<Ns 범위에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음성 데이터로는 TIMIT 데이터 베이 

스에서 추출한 각각 10명의 남녀 화자의 음성을 사용 

했으며, 웨이블릿 기저로는 Daubechies 20차 기저를 

사용하였고, Noisex-92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추출된 

F16, Factory, Pink, Volvo, White 잡음이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성능평가를 위해 log likelihood 

ratio, log area ratio, segmental SNR, weighted 

spectral slope 등을 평 가 지 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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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개의 음성에 대한 segmental SNR

그림 6. 20개의 음성에 대한 weighted spectral slope

log likelihood ratio 의 경우 pink 와 white 

배경잡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웨이블릿 패킷 기저를 

사용한 경우가 Fourier 기저를 사용할 때 보다 높은 

상관도를 보였다. log area ratio 의 경우 white 

배경잡음을 제외하고, Fourier 기저와 웨이블릿 패킷 

기저를 이용한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 

segSNR 의 경우 Volvo 배경잡음을 제외하고 웨이블릿 

패킷 기저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음성의 명료도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weighted spectral slope 즉면에서 

웨이블릿 패킷 기저가 배경잡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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