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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원분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으나 그 에서도 주 수 역 두 귀 모델(Frequency 

Domain Binaural Model : FDBM)은  연산량과 울림 제거에 효과 이다. FDBM에 의한 두 귀 보청 시스템

은 SNR이나 기여도 함수(Coherence function)에 의한 평가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청취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질의 문제 해결을 하여 FDBM의 음원분리 성능평가를 하 다. SNR, 기여도 함수, 

PESQ의 세 가지 수법을 이용하여 기본 특성에 하여 시뮬 이션을 통하여 확인하 다. 모든 결과가 FDBM

에 의해 좌우 채 간 평가치의 차가 작게 되었고, 좌우 채 이 거의 같은 벨까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음원방향을 바꾸고 음원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도 일정한 개선이 보 다. SNR과 기여도 함수, PESQ

의 결과를 비교하면 PESQ의 평가에서는 입력 SNR를 변동시킨 경우에도 거의 모든 조건에서 분리에 의한 

평가가 개선되었다.

ABSTRACT

Various approaches for sound source segregation have been proposed. Among these approaches, frequency domain binaural 
model(FDBM) has the advantages of low computational load and effective howling cancellation. A binaural hearing assistance 
system based on FDBM has been proposed. This system can enhance desired signal based on the directivity information. Although 
FDBM has been evaluated in terms of signal-to-noise ratio (SNR) and coherence function, the evaluation results do not always 
agree with the human impressions. These evaluation methods provide physical measures, and do not take account of perceptual 
aspect of human being. Considering a binaural hearing assistance system as a one of major applications, the quality of segregated 
sound should keep level enough.

In the paper, signal segregation performance by means of FDBM is evaluated by three objective methods, i.e., SNR, coherence 
and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PESQ),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 of FDBM on the sound source segregation 
performance. The simulation's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FDBM improves the quality of the left and right channel signals to an 
equivalent level. And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ESQ provides a more useful measure than SNR and coherence in 
terms of the segregation performance of FDBM. The evaluation results by PESQ show the effects from segregation parameters and 
indicate appropriate parameters under the conditions. In the paper, signal segregation performance by means of FDBM is evaluated 
by three objective methods, i.e., SNR, coherence and PESQ,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 of FDBM on the sound source 
segregation performance. The simulation's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FDBM improves the quality of the left and right channel 
signals to an equivalent level. And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ESQ provides a more useful measure than SNR and 
coherence in terms of the segregation performance of FDBM. The evaluation results by PESQ show the effects from segregation 
parameters and indicate appropriate parameters under th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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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표 인 음원분리 방법으로는 마이크로폰 배열을 

이용한 빔 포 [1]이나 독립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 ICA)[2, 3] 등이 있다. 빔 포

은 마이크의 치나 음원 치 등을 고정 조건으로 주

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  정보의 제약이 있다. 일반

으로 개의 마이크로폰의 배열에서 제거되는 잡음 

수의 상한은 개이므로 복수 음원에서는 마이크의 

규모가 크게 되며, 연산량도 증가한다. ICA에서는 사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나 선형변환이므로 분리되는 

음원 수는 배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폰 수 이하가 된

다. 따라서 빔 포 과 마찬가지로 복수 음원에서는 시

스템의 규모가 커지며, 연산량도 증가하는 문제 이 생

긴다. 이러한 수법 에서도 주 수 역 두 귀 모델

(Frequency Domain Binaural Model : FDBM)은 2 소

자라는 소수 소자에 의한 복수 음원분리나 효과 인 

울림 제거를 가지는 에서 뛰어나다[4, 5]. 그리고 이 

모델은 시간 역 두 귀 모델에 하여 주 수 역에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연산량으로 실  가능성이 있

으며 실재 장착에 있어서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6, 

7].

FDBM에 의한 음원분리의 응용으로서는 두 귀 보

청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8]. 음원에서 나온 음은 인

간이 좌우 귀에 도달할 때까지 안면에 의한 회 , 감

쇠 등의 향을 받아 시간차나 강도차가 생긴다. 인간

은 이 두 귀 정보를 수단으로 음상정 를 하며 험

감지나 선택  청취를 한다. 일반 으로 보청기를 장

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 귀용 보청기

를 두 귀에 장착하는 경우, 두 귀로 도달하는 음에서 

한 두 귀 정보가 얻어지기 때문에 음상정  보조

에 효과가 기 되나, 동시에 주 의 잡음까지 증폭되

기 때문에 소음환경하에서 청취는 곤란하다.

두 귀 보청시스템은 장착자가 청취를 쉽게 하기 

해 고려한 것이므로 실용화에서는 청취음의 음질이 

고려된다. 즉, FDBM에 의한 음원분리 후의 음질 하 

문제이다. 음원분리에 의한 잡음 억제에 어느 정도 효

과가 얻어지고 있으나,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잡음 추

정오차에 의한 음원분리가 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잡음신호의 잔류나 신호성분의 손실에 의한 왜곡이 

생긴다. FDBM 음원분리에 의한 음원 하는 해결해

야 할 문제이다. FDBM의 음원분리 성능을 음질의 

면에서 평가하고 문제 을 명확하게 하기 한 

한 평가방법에 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분리음의 평가수법은 주  평가와 객  평가가 

있으나 청취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해서는 청취실험

에 의한 주  평가가 필요하다[9]. 그러나 주  

평가는 조건에 따라 결과차가 생기며 시간이나 노력

이 필요함으로 많은 시스템에 한 평가는 쉽지 않고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어렵다. 따라서 객 이며 

인간의 청취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청취특성을 고려한 화 역 음성

의 객 음성 품질평가 방법인 음성 품질의 지각평가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 PE-

SQ)[10]를 이용한 평가를 하 다. 종래의 연구나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를 해 리 이용되고 있는 신호  

잡음 비(Signal to Noise Ratio : SNR)와 기여도 함

수를 이용한 평가도 병행하 다. 이러한 세 가지의 방

법을 이용하여 FDBM의 음원분리에 한 기본 특성

에 하여 검토를 하 다.

Ⅱ. FDBM과 음원분리 방법

2.1 주 수 역 두 귀 모델

FDBM은 인간의 청각기능을 모델화 한 것으로 두 

귀간 정보를 이용한 2소자만으로 복수 음원의 방 각 

 앙각(귀와 지평선상이 0°로 기 )방향을 추정하여 

얻어진 방향 추정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복수 음원분리

를 가능하게 하는 2입력 2출력 모델이다. FDBM의 개

요는 그림 1과 같다. FDBM은 두 귀 입력신호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 FFT)하여 두 

귀간 상차(Interaural Phase Difference : IPD), 두 귀

간 벨차(Interaural Level Difference : ILD)[11]를 계

산한 후, 미리 구하여 둔 IPD, ILD 데이터베이스와 비

교함으로서 음원방향 추정정보를 얻어 이 추정정보를 

근거로 음원분리를 한다.

개의 목표신호를   ⋯이라고 

하면 좌우 귀의 입력신호   , 는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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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여기서,  ,은 번째 음원의 방 각·

앙각 조합에 응하는 좌우 귀의 머리 달함수(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s : HRTFs)이다[12]. 두 

귀 입력신호 , 을 FFT에 의해 스펙트럼 

 , 로 변환함으로서 역분할을 한다. 두 귀 

입력신호의 스펙트럼  , 에 의해 크로스 스

펙트럼  은 식(2)와 같이 나타난다.

   
 (2)

입력신호   , 의 IPD  는 식(3)에 의해 

구하여진다.

   tan 
 

 (3)

그리고 입력신호   , 의 ILD  는 식(2)

에서 얻어진 크로스 스펙트럼  와 워 스펙트

럼 의 비에 의해 식(4)와 같이 구하여진다.

   log
 

 (4)

입력신호로부터 얻어진 IPD, ILD를 HRTF에 의해 

작성된 IPD, ILD의 데이터베이스[13]와 비교하는 것

에 의해 음원방향 추정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IPD에 의한 음원방향 추정을 보면 식(3)에서 

얻은 주 수 성분마다의 IPD  와 HRTF에 의해 

얻어진 주 수의 두 귀 상차 정보 데이터베이스

(IPD-DOA map) 의 차인 ∆를 
구한다. 여기서 는 방 각, 는 앙각을 나타낸다. 

∆에 의해 IPD에 근거한 음원방향 추정정보
는 식(5)와 같이 얻어진다.

  


∆


(5)

여기서, 는 주 수 의존의 가 함수이며  , 

은 분리 필터의 지향성에 응하는 변수이다.

ILD에 의한 음원방향 추정은 식(4)에서 얻은 ILD

를 IPD와 마찬가지로 HRTF를 이용하여 얻어진 주

수마다의 벨차 정보인 데이터베이스(ILD-DOA 

map) 와 차분 ∆를 구하면 식
(6)과 같이 ILD에 근거한 음원방향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6)

식(5), 식(6)에 의해 구한 주 수마다의 음원방향 

추정정보로부터 음원추정을 한다.

음원분리 처리에 해서는 신호분리 필터 

는 번째 음원 치 
′ , ′ 에서 식(7)과 같이 얻어

진다.

 
′ ′  (7)

여기서, 
′ ′ 은 번째 음원에 한 방향

정보 추정정보이며, 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식(8)

과 같이 정의한다.

     
′ ′≠

 
(8)

분리신호    는 입력신호 스펙트럼 

 ,  , 신호분리 필터 에서 역 푸리에 

변환을 하면 식(9)와 같이 얻어진다.

  ·
  ·

(9)

그리고 측신호 스펙트럼    에 하

여 같은 필터를 이용하여 분리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

리신호의 IPD  ILD는 측신호와 같다. 따라서 분

리신호도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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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DBM 개요도
Fig. 1 FDBM diagram

2.2 신호  잡음비

신호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 SNR)는 

음원분리 성능의 평가에 리 사용되는 일반 인 수

법이다. 음원분리 후의 SNR을 비교하여 개선량을 구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하는 신호  , 잡음을 포

함한 측신호를  , 분리 후의 신호를 이

라고 하면 분리 후의 SNR은 식(10), 식(11)과 같이 

된다.

  log



 (10)

  log



 (11)

음원분리 후의 SNR를 비교하기 해서는 측

신호와 분리신호에 포함된 신호성분이 일치할 필요가 

있으나 많은 음원분리에 있어서 완 히 일치하는 것

은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신호가 분리신호와 거의 손

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한다. 식(11)에서의 잡

음 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하는 신호성분의 손실과 

잡음성분의 잔존을 구별할 수 없어 같은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그리고 스펙트럼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경

우에는 원하는 신호와 분리신호의 시간차나 강도차를 

잡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성

분의 왜곡에 해서도 지각 가능한 왜곡과 같은 잡음

으로서 취 하고 있다. 이와 같이 SNR은 신호의 물

리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나 인간의 청각특성 등

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NR가 동일 벨에 

있어도 청각상의 인상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으며 평

가치도 인간의 인상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2.3 기여도 함수

기여도 함수는 여러 가지 역에서 달계의 동정

이나 선형성의 평가 등에 이용되고 있다. 신호  , 

의 기여도 함수 
 는 식(12)와 같이 나타낸

다.


  




(12)

는  , 의 크로스 스펙트럼이며, 

는 의 워 스펙트럼이다. 기여도 함수는 

주 수의 함수로서 리 사용되는 신호의 유사 척도

로 ≤  ≤ 의 범 로 표시되며 
   이면 

신호  , 가 일치하고, 
   이면 신

호 의 성분 80%가 신호 에 근거한 성분이

며 나머지 20%는 외부잡음 성분이나 비선형 왜곡 성

분을 나타낸다. SNR와 비교하면 신호간의 정상 인 

시간차나 강도차에 의한 향은 받기 어려우나 특정

의 주 수에 있어서는 SNR에 향을 받기 쉽다. 그

리고 기여도 함수도 청취시의 심리 음향효과를 고려

하지 않고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잡음까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여도 함수도 인간의 청각 인 

인상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2.4 음성품질의 지각평가

SNR, 기여도 함수의 항으로 청각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SNR, 기여도 함수의 물리척도에서는 실제 청취

자의 인상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간

의 청각에 근거한 심리 음향모델을 고려한 화 역 

객  음성품질 평가방법인 음성품질의 지각평가(Per-

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 PESQ)를 

FDBM의 평가수법의 하나로 채용하고 있다.

지각모델은 IRS 필터를 용시킨 신호에 하여 

지연에 따라 임을 움직이면서 FFT를 한다. 각각

의 신호는 인간의 청각특성을 고려한 Bark 척도[14]

를 근거로 주 수로 변환시켜 보정처리를 한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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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같은 인간의 청각특성을 고려한 Sone 척도[15]

에 근거하여 라우드네스 스 일로 변환시켜 인간의 

지각에 따른 표 으로 나타낸다. 이 신호의 차에서 인

간이 청취시 느끼는 왜곡이 구하여진다. 왜곡에 한 

신호손실보다도 가산 인 잡음을 지각하기 쉬운 인간

의 비 칭 인 지각특성을 반 하는 처리를 함으로서 

비 칭 왜곡을 구할 수 있다. 청취시 느끼는 왜곡과 

비 칭 왜곡  지각되기 쉬운 참조신호에 있어 무음

구간에 생기는 왜곡을 강조하고 주 수 축으로 통합

함으로서 임 왜곡  비 칭 임 왜곡을 구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시간축으로 통합한 평균왜곡과 

평균 비 칭왜곡을 최  평가치 4.5에서 감산함으로서 

PESQ값을 구할 수 있다[10]. PESQ값은 -0.5~4.5의 

범 로 표시되며 참조신호와 평가신호가 같은 음질이

라면 4.5를 나타낸다. 

Ⅲ. 두 귀 모델의 음원분리 성능평가

3.1 평가방법에 의한 시뮬 이션

SNR, 기여도 함수, PESQ의 세 가지 객 평가 수

법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하 다. 시뮬 이션 조

건으로서는 샘 링 주 수 16kHz, 양자화 비트수는 

16비트로 하 다. FDBM용 데이터베이스의 도출  

측신호의 FFT 처리의 임 길이는 512 샘 로 

하 다. 임마다 해닝창(Hanning window)을 

용하 고 임 시 트는 1/4 임으로 하 다. 

기 이 되는 입력 SNR는 목표음원과 잡음의 워 

비로 정의하고 -30～30dB의 범 에서 10dB마다 변

화시켰다. 음성자료는 일본 음향학회 연구용 연속음

성 데이터 베이스[16]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 다. 1

개의 목표음원과 1개 혹은 2개의 잡음원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더미헤드와 목표음원, 잡음원의 배치를 

나타내었다. 방 각 는 정면을 , 오른쪽을 +방향

으로 하 고 앙각 는 수평면을 , 의 방향을 +

로 하 다. 목표음원은 남성 음성으로 제시하고, 방

각과 앙각을 로 배치하 다. 잡음원의 종류와 

배치는 표 1과 같다.

그림 2. 목표음원  잡음원의 배치
Fig. 2 Arrangement of a target and noise source

표 1. 잡음원의 종류  치
Table 1. A class and position of noise source

elevation

angle
term

 noise

 source

bearing angle, 

elevation angle 



A female  , 

B male  , 

C
female

male

 , 

 , 

 , 



A' female  , 

B' male  , 

C'
female

male

 , 

 , 
 

3.2 평가 결과  고찰

음원을 앙각 에 배치한 경우, 그림 3은 조건 A, 

그림 4는 조건 B, 그림 5는 조건 C의 결과를 나타내

었다. 모든 그림에서 (a)는 입력신호의 SNR인 SNRin

이 좌우로 다르며 입력 SNR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SNRin이 HRTF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머리 임펄스 응답을 시간 역으로 계산하 을 때 좌

우 채 에 SNR로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의 (a)에서 입력 SNR 5dB부근에서는 SNRin_r과 

SNRout_r이 교차하고 있다. 이 교차 에 의해 입력 

SNR가 낮은 범 에서는 SNRin_r에 하여 SNRout_r의 

값이 높고 FDBM 처리 후의 SNR 개선이 보인다. 그

러나 교차  보다 입력 SNR가 높은 범 에서는 

SNRin_r에 하여 SNRout_r가 낮고, FDBM 처리에 의

해 SNR가 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DBM 

입력신호의 SNR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FDBM 처리

에 의해 잡음성분이 생겼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왼쪽 채  신호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이나 오른쪽 채

에 비하면 교차 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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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입력 SNR 10dB 부근에서 교차하고 있다. 이것

은 잡음원이 왼쪽 방에 치하고 있으므로 입력신

호에서는 왼쪽 채  쪽이 낮은 평가치가 되고 있으나 

방향정보에 근거한 음원분리를 한 결과, 좌우 모두 같

은 평가치로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b)의 기여도 함수의 결과에 있어서도 SNR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Cin_l과 Cout_l의 교차 이 보인다. 입력 

SNR가 낮은 범 에서의 평가 하와 입력 SNR가 높

은 범 에서의 평가 개선도 같다. 그림 3의 (c)에서의 

PESQ의 평가에서는 입력 SNR가 좌우 채  모두 평

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력 SNR

가 높은 조건에서 SNR과 기여도 함수에 의한 평가에

서는 분리처리에 의한 신호 왜곡이 생기는 결과가 나

타났으나 같은 입력 SNR에서의 PESQ의 평가에서는 

분리 처리에 의해 음질은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

림 4에서는 잡음원의 방향, 종류가 그림 3과 다르나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4의 (c)에서는 입력 SNR

가 -30dB인 경우, 입력 평가치 -20dB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으나 이것은 PESQ가 정상 인 SNR가 낮게 

되는 환경을 가정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가 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림 5에서는 음원 

수가 3개이며 좌우에 음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신호에 있어서 좌우 평가치의 차가 다. 그림 3, 

4에 비하면 개선 정도가 하되고 있으나 좌우의 신

호를 같은 벨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해서는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 4에 나타나고 있는 입력 SNR가 높게 되면 

처리 후의 평가가 하하는 에 해서는 그림 5에

서는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원방향 추정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음원 

수가 2개의 경우와 비교하면 음원분리 시, 목표 음 이

외의 성분을 축출하는 가능성이 높게 된다. 입력 

SNR가 낮은 범 에서 잔류잡음이 많으나, 입력 SNR

가 충분히 높은 범 에서는 과도한 잡음억제가 생기

지 않기 때문에 신호의 왜곡이 다고 생각되어 진다. 

표 1에서의 음원 치를 앙각방향으로 변화시킨 경우

(조건 : A', B', C')의 경우에서도 음원분리 성능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평가결과로부터 FDBM에서는 음원의 배치

를 변화시킨 경우에도 한 하는 없으며 같은 성

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잡음원 방향의 의존성은 낮음

을 확인하 다. 음원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한 성

능 하가 보이지 않았으며 일정한 성능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하 다. 그리고 입력 SNR가 충분히 높은 조

건하에서 SNR나 기여도 함수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음질의 하가 보이나, PESQ에 의한 평가에서는 같

은 음질, 혹은 음질의 개선이 나타남에 따라 PESQ에 

의한 평가가 인간의 청감에 가까운 것이며 분리음의 

평가에 용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a) SNR 
(a) SNR

(b) 기여도 함수
(b) Coherence function

(c) PESQ
(c) PESQ

그림 3. SNR, 기여도 함수, PESQ의 평가결과(조건 A)
Fig. 3 Result of SNR, coherence, PESQ(ter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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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NR
(a) SNR

(b) 기여도 함수
(b) Coherence function

(c) PESQ
(c) PESQ

그림 4. SNR, 기여도 함수, PESQ의 평가결과(조건 B)
Fig. 4 Result of SNR, coherence, PESQ(term B)

(a) SNR
(a) SNR

(b) 기여도 함수
(b) Coherence function

(c) PESQ
(c) PESQ

그림 5. SNR, 기여도 함수, PESQ의 평가결과(조건 C)
Fig. 5 Result of SNR, coherence, PESQ(term C)

Ⅸ.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 수 역 두 귀 모델(Frequency 

Domain Binaural Model : FDBM)에 의한 음원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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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리음의 음질 하를 개선

하기 하여 FDBM의 성능평가를 하여 한 평가

수법의 검토와 기본 인 특성에 하여 검토를 하

다. 음질개선을 한 한 성능평가에는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SNR이나 기여도 함수는 

물리척도이며 평가치가 인간이 청취한 경우의 인상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청 시스

템 장착자를 고려한 음질개선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FDBM의 평가에는 인간의 청감특성이나 물리

음향효과를 고려한 수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조

건을 만족하는 화 역의 음성의 객  음질 평가방

법으로서 PESQ를 평가에 사용하 다. 음질의 문제 

해결을 하여 FDBM의 음원분리 성능평가를 하 으

며 SNR, 기여도 함수, PESQ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

하여 기본 특성에 하여 확인하 다. 모든 결과가 

FDBM에 의해 좌우 채 간 평가치의 차가 작게 되었

고 좌우 채 이 거의 같은 벨까지 개선되었음을 확

인하 다. 그리고 음원방향을 바꾸고 음원 수를 증가

시킨 경우에도 일정한 개선이 보 다. SNR과 기여도 

함수, PESQ의 결과를 비교하면 PESQ의 평가에서는 

입력 SNR를 변동시킨 경우에도 거의 모든 조건에서 

분리에 의한 평가가 개선되었다. SNR와 기여도 함수

는 입력 SNR가 높게 되면 분리음원에 의해 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 귀 보청시스템의 음질개선 목

으로 FDBM의 음원분리 성능평가를 한 결과, PESQ

를 이용한 평가가 SNR이나 기여도 함수를 이용한 평

가보다 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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