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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음성인식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음
성을 입력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야 하는 Push-To-Talk (PTT) 방식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거리에서 음성을 입력하는 경우처럼 PTT 방식 자체가 용이하지 못 한 음성
인식 응용분야에서는 Non-Push-To-Talk (NON-PTT)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NON-PTT 방식의 
음성 전처리를 위해서는 입력신호로부터 음성신호만을 구분해내는 음성판별기술이 필수적이다. 하
지만 일상적인 잡음환경에서 음성신호만을 구분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논
문에서는 일상적인 가정잡음환경에 강인한 음성판별방식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음성판별을 위해서 
음성의 유성음 특성을 이용하였다. 즉, 일정구간 이상의 음성신호에는 일정구간이상의 유성음 구간
이 존재하며 만약 잡음환경에서도 유성음 구간을 잘 검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음성의 특성을 이용
하여 검출된 신호가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가정잡음환경에서도 
유성음을 잘 검출할 수 있도록 11 가지 유성음 특징들과 이를 이용한 음성판별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음성의 끝점검출방법과 통합하여 음성/비음성 판별 테스트를 수
행하였으며 테스트 수행결과 열악한 잡음환경에서 80%이상의 비음성을 거절하는 성능을 보였다. 

 

1. 서론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는 많은 잡음원들이 존재하며 이
러한 잡음원들로부터 발생되는 잡음들은 일반적은 비정적
(non-stationary)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라든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같이 음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잡음환경에서 에너지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음성의 끝점검출 
방법[1]을 사용할 경우, 비음성 잡음을 사용자 음성으로 검
출하는 현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피치[10] 혹은 엔트로피[2] 기반의 끝점검출 방법
이 제안되었으나 가정환경과 같은 복잡한 잡음환경에서 음
성만을 검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통
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비음성 판별 방법[11]은 각종 파라
미터 기반의 음성검출 방법[1][2][10]에 비해 그 성능이 우수
하나 음성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잡음환경하에서 그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음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잡음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정환경에서는 그 성능을 발휘하
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의 유성음 특성을 이용한 음성/비음성 

판별 방법을 제안한다. 즉, 음성의 유성음 특징을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잡음에 강인한 11 가지 유성음 특징을 이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성음을 판별해 낸다. 그런 다음 유성음 프
레임 수의 비를 이용하여 검출된 신호가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내게 된다. 

서론에 이은 2 장에서는 제안된 전체 음성전처리 시스템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제안된 음성/비음성 
판별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 평가 및 
테스트 결과는 4 장에서 그리고 결론은 5 장에서 각각 설명
한다. 
 
2. 음성 전처리 시스템 

제안된 음성전처리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일채널음질향상기법, TF 파라미터[1]
와 EE feature[2]를 이용한 음성의 끝점검출법 그리고 유성음 
특징을 이용한 음성/비음성 판별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GSAP 파라미터[3]를 이용하여 
보다 세밀한 음성의 시작점과 끝점을 검출하게 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음질을 향상시킨 입력신호를 이용하여 음성
구간만을 판별한 후, 두 번째 음성전처리 단계에서 음성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다 세밀하게 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3. 음성/비음성 판별법 

음성과 비음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신호에서 음
성의 유성음 구간만을 정확히 검출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음
성의 유성음 구간 검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11 가지 유성음 
특징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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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ified TF 파라미터 
2. High-to-Low Frequency Band Energy Ratio (HLFBER) 
3. Tonality[4] 
4. Cumulative Mean Normalized Difference Valley 

(CMNDV) based on YIN algorithm[5] 
5. Zero Crossing Rate (ZCR)[6] 
6. Level Crossing Rate (LCR)[6] 
7. Peak-to-Valley Ratio (PVR) of autocorrelation function 
8. Adaptive Band Partitioning Spectral Entropy (ABPSE) 
9. Normalized Autocorrelation Peak (NAP) 
10. Spectral Entropy[2] 
11. Average Magnitude Difference Valley (AMDV)[8] 

 
위와 같은 11 가지 유성음 특징들을 추출한 후, 현재 프레임
이 유성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성음 
임계값 혹은 경계값과 추출된 유성음 특징 파라미터들을 비
교하는 방식으로 음성신호의 유성음 구간을 검출하였다. 음
성의 유성음 구간의 경우 TF 파라미터와 NAP 는 잡음구간
에 비하여 큰 값을 가지는 반면 CMNDV 파라미터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리고 그외 특징 파라미터들은 일정구간의 
값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징 파라미터들
과 유성음 임계값 혹은 경계값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프레임
이 유성음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단계 
끝점검출을 통해 검출된 음성구간과 유성음 구간의 비를 이
용하여 검출된 신호가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즉, 유성음 구간의 비가 임계값 보다 작으면 비음성으로 그 
반대의 경우 음성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구간 
이상의 무성음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음성의 
끝점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비정적 잡음에 의해 음성
의 끝점검출 방법이 오동작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4. 성능평가 및 결과 

제안된 음성/비음성 판별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NON-PTT 모드에서 비음성 거절 성능을 측정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49 명의 화자로부터 시뮬레이션 가정환경에서 
음성을 녹취하였다. 다양한 가정환경잡음을 시뮬레이션 하
기 위하여 20 여종의 가정환경 잡음을 녹취하고 화자의 음
성발성 시 5 종 이상의 잡음을 마이크 주변에서 스피커를 
통해 재생하면서 음성을 녹취하였다. 녹취된 신호는 16kHz, 
16bits 로 디지털화되었고 발성된 발화는 가정자동화 영역의 
50 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발성 사이에 10 초간
의 간격을 두어 발성 시뿐만 아니라 발성 사이 사이에도 다
양한 가정잡음들의 간섭 현상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였다. 
사용자가 원거리에서 발성하는 경우 나타나는 형상을 음성
데이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각각 네 가지 거리
(30cm, 50cm, 1m, 1.5m)에 마이크를 배치하여 사용자의 음성
을 녹취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의 Signal-to-Noise Ratio 
(SNR)은 -5~10dB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아래 표 1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비음성 거절 성능을 테스
트한 결과이다. 
 

<표 1>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비음성 거절 성능 

Mic. 
Distance 

Correct 
Rejection 

False 
Rejection 

30 cm 85.2 % 0 % 
50 cm 84.6 % 0.2 % 
1 m 80.4 % 5.6 % 

1.5 m 78.7 % 9.8 % 
Total 82.2 % 3.9 % 

 
위의 Correct Rejection은 음성/비음성 판별 기능이 없는 2단

계 음성전처리 시스템에서 검출된 비음성 신호들의 개수를 
기준으로 음성/비음성 판별 기능이 있는 경우 검출된 비음
성 신호들이 얼마나 줄어 들었는가를 보여준다. False 
Rejection 은 음성/비음성 판별 기능 때문에 사용자 음성이 
검출되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가정잡음환경에서 음성의 유성음 구
간만을 세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11 가지 유성음 특징을 제
안하고 이를 이용한 음성/비음성 판별 방법에 대해 설명하
였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다양한 시뮬레이
션 가정환경잡음 속에서 음성검출 성능의 열화가 거의 없이 
80%이상의 비음성을 거절 할 수 있었고 향후, 정확한 성능
평가 위하여 실제환경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향후 제안된 방식의 유성음 특징벡터들이 통
계적 모델기반의 신호 판별 방식 혹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호 판별 방식과 결합될 경우 성능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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