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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스트럼 정규화와 켑스트럼 거리기반 묵음특징정규화

방법을 이용한 잡음음성 인식

최숙남†, 신광호††, 정현열†††

요 약

일반적인 음성인식 시스템은 보통 실내 환경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잡음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의 영향으로 그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잡음환경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위하여

훈련 환경과 실제 환경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켑스트럼 거리기반 묵음특징 정규화(CSFN: Cepstral

distance based SFN) 방법에 켑스트럼 정규화 방법(CMVN:cepstral mean and variance normalization)을

결합한 CSFN-CMVN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켑스트럼 특징의 분포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켑스트

럼 유클리디언 거리를 결합하여 음성/묵음 분류에 사용하여 묵음특징을 정규화하는 CSFN 방법에 켑스트럼

정규화 방법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Aurora 2.0 DB를 이용한 실험결과, 제안한 CSFN-CMVN은 기존의 대표

적인 묵음특징 정규화 방법인 SFN-I 과 비교했을 때 모든 테스트 세트에 대한 평균 단어인식 정확도에서

약 7%의 인식률 향상을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SFN-II, CSFN에 비해서도 약 6%, 5% 향상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Cepstral Normalization Combined with CSFN

for Noisy Speech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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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anghu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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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eech recognition system works well in general indoor environment. However, the recognition

performance is dramatically decreased when the system is used in the real environment because of

the several noises. In this paper we proposed CSFN-CMVN to improve the recognition performance of

the existing CSFN(Cepstral distance based SFN). The CSFN-CMVN method is a combined method of

cepstral normalization with CSFN that normalizes silence features using cepstral euclidean distance to

classify speech/silence for better performance. From the test results using Aurora 2.0 DB, we could find

out that our proposed CSFN-CMVN improves about 7% of more average word accuracy in all the test

sets comparing with the typical silence features normalization SFN-I. We can also get improved accuracy

of 6% and 5% respectively in compared tests with the conventional SFN-II and CSFN, showing the

effectiveness of our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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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성인식 시스템은 잡음이 없거나 비교적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잡음 요인들에

의하여 인식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이것은 잡음으

로 인해 훈련 조건과 인식 조건 사이의 불일치를 가

져오기 때문이다[1]. 따라서, 잡음에 강인한 음성 인

식기 구현을 위해서는 잡음으로 인해 야기된 훈련

조건과 인식 조건 사이의 불일치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은 음성강

화(Speech Enhancement), 잡음에 강한 특징추출

(Robust Feature Extraction), 잡음에 강한 거리측정

(Robust Distance Measure), 모델에 기반을 둔 보상

방법(Model-based Compensation) 등이 있다[2]. 잡

음환경에 강인한 특징 추출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는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PLP(Perceptual Linear Prediction), SMC(Short-

time Modified Coherence) 방법과 켑스트럼 영역에

서 수행되는 켑스트럼 보상방법 등이 있다.[2] 이때

이용되는 음성의 특징으로는 주로 주파수 기반의 켑

스트럼 특징과 에너지 기반의 로그에너지(Log-

Energy)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음성인식에 사용되

는 중요 특징 파라미터로서 로그에너지 성분은 유무

성음을 구분시켜 주고, 타 음소를 구분 짓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음성인식에서 널리 쓰이는 파라미터

이다. 기존의 로그에너지 정규화 방법은 로그에너지

동적범위 정규화 (ERN:log-Energy dynamic Range

Normalization), SFN-I(Silence Feature Normali-

zation-I), SFN-II(Silence Feature Normalization-

II) 등의 방법이 우수한 인식성능을 나타내고 있

다.[3] 그러나 이 방법들은 로그에너지의 성분만을

이용하여 음성과 묵음의 분류를 수행하므로 해서, 높

은 SNR 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반면, 낮은

SNR에서는 로그에너지의 분별력이 떨어져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4]. 이러한 로그에

너지특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켑스트럼 거

리와 로그에너지를 결합하여 음성/묵음을 분류하는

정규화 방법을 이용하여 음성/묵음 분류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5]. 한편, 켑스트럼 정규화(Cepstral

Mean and Variance Normalization; CMVN)는 음성

신호로부터 추출한 켑스트럼 특징을 정규화 하여 훈

련 환경과 인식 환경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켑스트럼 평균 정규화(CMN:

Cepstral Mean Normalization)과 켑스트럼 평균 및

분산 정규화(CMVN: Cepstral Mean and Variance

Normalization) 등이 있다[6].

그러나 켑스트럼 거리기반 묵음특징 정규화 방법

(CSFN: Cepstral distance Silence Feature Normali-

zation)은 불안정한 잡음, 채널 왜곡 등의 환경에서는

묵음 구간의 켑스트럼 특징의 분포 분산값이 증가하

여 켑스트럼 거리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

하여 성능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CSFN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통산잡음환경의 정규화에

장점을 가진 CSFN과 불규칙 잡음의 정규화에 우수

한 CMVN을 추가하여 켑스트럼 거리의 정확도를 높

이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의 성능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법은 추출된 켑스트럼 특징을

잡음 차감법을 통하여, 잡음에 강인한 켑스트럼 특징

으로 만든 후, 정규화 시키면 특징간 유클리드 거리

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연구

2.1 SFN-I(Silence Feature Normalization)

SFN 방법은 기준 값 이하의 작은 로그에너지를

갖는 구간을 작은 값으로 정규화를 하는 방법이다[7].

log  


log log (1)

필터의 출력값 log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처럼

정규화된 로그에너지 log를 얻을 수 있다.

  


  

 log (2)

log  log if log 
log if log ≤

(3)






  총프레임수
   

  평균값 분산값 





식 (2)를 이용하여 식 (1)에서 얻은 log의 평균

값을 구하여 묵음/음성 분류의 기준 값 T로 설정하

여, log이 T보다 큰 값을 가지면 음성구간으로

분류하여 원래 로그에너지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T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묵음으로 분류하여 작은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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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규화를 시킨다. 그림 1에서 음성구간으로 판별

된 큰 로그에너지 값을 가진 프레임은 로그에너지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묵음구간으로 판별된 작은 로

그에너지 값을 가지는 프레임은 작은 상수  으로

정규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SFN의 처리과정

2.2 SFN-II(Silence Feature Normalization-II)

SFN-II 방법[9]은 SFN-I 방법으로부터 개선된

방법이다. 즉, 잡음에 오염된 음성구간은 잡음만 포

함된 구간에 비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

으며[2], 그리고 큰 값을 가진 음성구간일수록 잡음

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이론[1, 2]에 근거하여 로그에너

지 값의 크기에 의존하는 weighting을 식 (4)와 같이

해주는 방법이다

log · log (4)

weighting 함수  는 식 (5)와 같이 정의한다.

  exp log  i f log 

exp log  i f log ≤
(5)

여기서  는 SFN-I에서와 동일한 기준 값이며, ,

는 각 log  log  log  log ≤ 구간의 로

그에너지 특징의 표준편차이다. (  )

2.3 ERN(log-Energy dynamic Range Norm-

alization)

잡음 환경에서 발성된 음성 신호는 큰 에너지 값

을 가지는 음성 구간에서는 부가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나 작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구간에서는

큰 영향을 받는다. 이점에 착안하여 ERN은 음성 신

호의 특징 파라미터 중에서 에너지 특징을 그림 2와

같이 처리한다[8]. 즉 작은 값을 가지는 로그에너지

특징의 구간에서는 큰 에너지를 가지는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그에너지 값을 더 많이 키워서 잡음이

포함한 음성신호의 로그에너지 특징의 크기와 비슷

하게 하여 훈련과 인식 환경의 불일치를 줄여준다.

이를 위하여 각 음성 신호의 로그에너지가 동일한

변화 범위를 갖기 위한 D.R(dynamic range)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log 

log 
    (6)

여기서 log 는 개 프레임에서 최대의 로

그에너지 값, log 는 최소의 로그에너지 값을

나타낸다. D.R의 값이 정해지면 식 (7) 또는 식(8)을

이용하여 각 음성 신호에 대한 로그에너지 특징의

최솟값  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 ERN의 처리 과정

  

log 
(7)

  log  (8)

ERN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N개의 프레임 중에서 로그에너지의 최대값

과 최소값을 찾는다.

 
maxlog

  
 

min log

  
(9)

그 후, Target Minimum T_Min=a*Max 을 정한

다. Target Minimum이 정해지면, N개의 프레임 중

에서 로그에너지의 최소값이 T_min 보다 작으면 식

(10)또는 식(11)을 이용하여 정규화 된 로그에너지

log를 얻는다. 이때 정규화 된 로그에너지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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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SFN 방법의 블록다이어그램

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 Linear 방식:

log log 


 log  (10)

• Non-Linear 방식:

log 

log log log


×log loglog 

(11)

여기서 식(10)의 Linear 방식은 그림 2의 실선 부

분을 식 (11)의 NON-Linear 방식은 그림 2의 점선

부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보다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NON-Linear 방식의 ERN을

적용한다.

2.4 CSFN (Cepstral distance based SFN)

CSFN은 SFN이 로그에너지 특징 대신 켑스트럼

특징의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묵음/음성 구간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잡음의 켑스트럼 특징은 음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분산 값을 가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켑스트럼 특징의 유클리드 거리로 묵음/음성 분류의

기준 값을 정할 경우, 로그에너지를 사용하는 SFN

방법에 비해 특히 낮은 SNR에서의 묵음 특징 정규

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12)

  
  



 
 (13)






  음성의시자구간묵음프레임수 

   번째프레임의번째차수캡스트럼특징벡터




먼저, 식(13)의 Cepstral distance를 계산하기 위하

여 식(12)를 이용해 음성의 시작 묵음구간의 첫 30프

레임을 이용하여 각 차수에 대한 평균 켑스트럼을

구한다.

번째 프레임에서 음성 시작구간의 평균 켑스트

럼과의 유클리드 거리 은 식(14)와 같이 구한다.

여기서 는 켑스트럼 특징 벡터의 차수이다.

  
  



 
 (14)

나머지 절차는 기존의 SFN의 방법과 동일하다.

즉, 식 (15), (16), (17)을 이용하여 묵음 특징의 정규

화를 수행한다.

  


  (15)

  


  


 (16)

log  log if  

log if  ≤

(17)

2.5 CMVN(Cepstral Mean and Variance

Normalization )

켑스트럼 정규화는 음성신호로부터 추출한 켑스

트럼 특징을 정규화 하여 훈련 환경과 인식 환경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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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SFN-CMVN 방법의 블록다이어그램

스트럼 평균 정규화(CMN: Cepstral Mean Normali-

zation)과 켑스트럼 평균 및 분산 정규화(CMVN:

Cepstral Mean and Variance Normalization) 등이

있다. CMN은 식 (18)과 같이 켑스트럼 특징의 각

차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뒤 이를 차수별로 빼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켑스트럼 특징의 각 차수에 대한

평균값 는 식 (1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8)

  


  



  (19)

CMVN은 켑스트럼 특징의 분산을 감소시키기 위

해 제안된 방법으로 CMN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유

도 과정은 식 (20)와 같다. 즉, 전체 프레임에 대하여

각 차수별로 켑스트럼 특징의 분산값을 식 (21)과 같

이 구한 뒤, 이를 켑스트럼 특징에 차수별로 나눠주

어 평균값이 , 분산값이 이 되도록 한다.

       (20)

   


  



  (21)

여기서  는 켑스트럼 특징에서 번째 차수의

성분들에 대한 분산값을 나타낸다.

3. 제안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SFN은 불안정한 잡음,

채널 왜곡 등의 환경에서는 묵음 구간의 켑스트럼

특징의 분포 분산값이 증가하여 켑스트럼 거리의 분

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성능향상에 어려

움이 있다. 이러한 CSFN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

여 통상적인 잡음환경의 정규화에 장점을 가진

CSFN에 불규칙 잡음의 정규화에 우수한 CMVN을

추가하여 켑스트럼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의 성능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

다. 이 방법은 추출된 켑스트럼 특징을 잡음 차감법

을 통하여, 잡음에 강인한 켑스트럼 특징으로 만든

후, 정규화 시키면 특징간 유클리드 거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CSFN 과 CMVN을 결

합하여 제안한 방법을 그림 4에 보인다. 즉, 먼저 켑

스트럼 거리를 기준으로 음성과 비음성으로 구분한

후 켑스트럼정규화를 수행한다. 켑스트럼 정규화를

수행한 음성을 로그에너지를 이용하여 묵음 정규화

를 수행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인식실험 및 평가를 위하여 Aurora 2.0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한다.[8] Aurora 2.0에는 2가지의 훈련환

경이 있는데, 8440개의 clean 발성으로 구성된 clean-

condition과 동일한 발성을 20개의 잡음환경으로 나

눈 후 각 422개의 발성으로 구성한 multi-condition

이 있다. 잡음환경은 4종류의 잡음(subway, babble,

car, exhibition)과 이들 각각에 대해 5종류의 잡음

레벨(clean, 20dB, 15dB, 10dB, 5dB)로 구성되어 있

다. 테스트 데이터는 세 종류의 sub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 시 이용한 4종류 잡음을 포함하는 Set

A와 훈련 시 이용되지 않은 새로운 4종류의 잡음

(restaurant, street, airport, station)을 포함하는 Set

B, 그리고 Set A와 Set B에 나타난 2종류의 잡음

(subway, street)에 훈련환경과 다른 채널특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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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방법에 대한 인식성능 비교

method SET A SET B SET C Avg.

baseline 52.44 47.73 57.03 52.40

ERN 62.68 59.09 57.58 59.78

CMVN 53.74 53.61 58.59 55.31

sfn-I 61.50 61.28 56.90 59.89

SFN-II 63.09 65.27 53.07 60.48

CSFN 63.79 62.77 59.35 61.97

표 2. SFN-I 방법에 대한인식성능 비교

　 Set A Set B Set C avg

20dB 96.83 96.90 94.79 96.17

15dB 93.78 94.09 88.55 92.14

10dB 84.20 84.72 73.66 80.86

5dB 60.38 60.88 49.02 56.76

0dB 25.77 26.39 24.18 25.44

(-)5dB 8.03 4.73 11.25 8.00

Avg. 61.50 61.28 56.90 59.89

표 3. SFN-II 방법에 대한 인식성능 비교

　 Set A Set B Set C Avg

20dB 96.69 96.95 93.75 95.80

15dB 93.22 94.43 85.28 90.97

10dB 83.54 86.34 67.88 79.25

5dB 62.33 66.64 41.50 56.82

0dB 31.38 35.95 19.80 29.04

(-)5dB 11.39 11.30 10.22 10.97

Avg. 63.09 65.27 53.07 60.48

표 4. CSFN 방법에 대한 인식성능 비교

　 Set A Set B Set C AVG

20dB 95.26 94.89 93.95 94.70

15dB 92.18 91.65 89.00 90.94

10dB 82.93 82.54 76.84 80.77

5dB 62.78 61.57 55.20 59.85

0dB 34.44 32.65 27.88 31.66

(-)5dB 15.16 13.32 13.21 13.90

Avg. 63.79 62.77 59.35 61.97

표 5. CSFN-CMVN 방법에 대한 인식성능 비교

　 SET A SET B SET C Avg

20dB 94.44 94.14 94.46 94.35

15dB 90.84 91.30 91.29 91.14

10dB 82.72 84.13 83.02 83.29

5dB 67.46 68.51 69.33 68.43

0dB 42.19 41.82 46.37 43.46

(-)5dB 19.22 18.62 21.82 19.89

Avg. 66.14 66.42 67.71 66.76

함한 Set C의 총 10종류 잡음으로 구성된다. 또, 이들

은 각각 -5dB에서 20dB까지 5dB 간격으로 구분된

7가지의 잡음 레벨로 구성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clean condition에서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성능 평가에서는 Set A, B, C 의 각 잡음에

대해 20dB에서 -5dB까지의 평균 단어인식 정확도

(word accuracy)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4.2 실험 결과

표 1은 기존의 여러 묵음특징 정규화방법들 (ERN,

SFN-I/II, CSFN, CLSFN)과 켑스트럼 정규화에 대

한 인식실험 결과이다. 기존의 로그에너지를 이용하

는 묵음특징 정규화 방법(ERN, SFN-I/II)들은 Ba-

seline에 비해 Set A, B에서 인식 성능이 현저히 향상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Set C와 같이 채널

왜곡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이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그에너지 특징만을

사용하여 음성과 묵음을 분류하므로, 잡음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켑스트럼 거리를 이용하여 음성과 묵음을 구분하

는 방법(CSFN,CLSFN) 방법은 Set A, C에서는 기

존의 방법(ERN, SFN-I/II)에 비해 향상된 인식결과

를 나타내었다. 특히 성능향상이 주로 낮은 SNR에

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켑스트럼 거리의 분별력이

로그에너지에 비해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Set B에서는 SFN-I/II 방법의 성능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Set B에서의 airport 잡음과

같이 사람의 말소리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잡음이 존

재하는 불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켑스트럼 거리만을

이용한 음성/묵음 분류 방법도 여전히 부족함을 의

미한다. 이때, Set C에서의 성능향상은 음성의 주파

수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켑스트럼 특징에 대한 유클

리디언 거리를 이용하여 음성/묵음을 분류하였으므

로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SFN-CMVN 방법의 실

험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를 표 2, 3 ,4와 비교

하면, 제안한 CSFN-CMVN 방법은 낮은 SNR에서

CSFN 방법에 의해 음성/묵음 분류의 분별력을 개선

에 따른 성능향상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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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SNR에서도 SFN-I/II 방법의 우수한 성능을 유

지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Set C에서 기존의 에너지 정규화 방법과

CSFN에 비해 높은 인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Set C 에는 채널 왜곡잡음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에너지 정규화 방법과 CSFN 방법으로는 이

를 보상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CMVN 방법이 채널

왜곡을 완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안방법 CSFN-CMVN은 기존의 대표적인 묵음특

징 정규화 방법 SFN-I에 비해 Set A, B, C에서 평균

단어 정확도가 각각 약 4%, 5%, 11%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 세트에 대한 평

균 단어인식 정확도에서도 제안한 CSFN-CMVN은

기존방법 SFN-I, SFN-II, CSFN에 비해 약 7%, 6%,

5%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훈련 환경과 인식 환경의 차이는 음성인식 성능저

하의 주요요인이다. 이러한 환경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묵음특징 정규화 방법이 제안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묵음특징 정규화방법 중

로그에너지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법은 낮은 SNR에

서는 음성과 묵음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켑스트럼 특징

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결합한

CSFN은 채널 왜곡이 존재하는 SET C 에서는 로그

에너지 정보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

로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켑스트럼 특징의 분포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켑스트럼 유클리디언 거리를 결합

해서 음성/묵음 분류에 사용하여 묵음특징을 정규화

하는 CSFN 방법에 켑스트럼 정규화(CMVN) 방법

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식실험 결과 기존

의 SFN-I/II, CSFN 방법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인식성능을 얻을 수 있어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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