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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필터와 결합된 음성 왜곡 가중 다채널 위너 필터에서의 신호 대

잡음 비에 의한 가중치 결정 방법

김 기 백a)‡

SNR-based Weight Control for the Spatially Preprocessed Speech 
Distortion Weighted Multi-channel Wiener Filtering

Gibak Kim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인 공간 필터로 전처리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음성 왜곡 가중 다

채널 위너 필터 (Spatially Preprocessed Speech Distortion Weighted Multi-channel Wiener Filter: SP-SDW-MWF)에 대해 소개하고,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SP-SDW-MWF는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으로서 마이크로폰 불일치와 같

은 오차에 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SDW-MWF는 필터 계수를 최적화할 때 음성 왜곡과 잡음 제거에 대한 기준으로 나누어 가

중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 오차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여 마이크로폰으로부

터 입력된 음성 신호와 잡음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비 (a priori SNR)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 
priori SNR에 따라 가변적인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고정된 값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Spatially Preprocessed Speech Distortion Weighted Multi-channel Wiener Filter (SP-SDW-MWF) for 
multi-microphone noise reduction and proposes a method to determine the speech distortion weights. The SP-SDW-MWF is known 
as a robust noise reduction algorithm against the error caused by the mismatch in microphones. The SP-SDW-MWF adopts 
weights which determine the amount of noise reduction at the expense of introducing speech distortion in the noise-suppressed 
speech. In this paper, we use the error of power spectral density between the estimated signal and the desired signal as the 
evaluation measure. Thus the a priori SNR is used to control the speech distortion weights in the frequency domain.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yields better result in terms of MFCC distortio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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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잡음 제거는 실제 환경에서 음성 통신이나 음성 인식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실제 환경에서는 여

러 가지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잡음 환경에 따라

서는 심각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잡음 제거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

이 연구되어 왔다
[1-6].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

어 최근에는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여 음성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잡음 제거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들

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음성과 잡음의 시간-주파수 영역의 정보만 이용하

는 반면, 여러 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신호

의 공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필터링하므로 음성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잡음 제거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는 잡음 제거 알고리즘으

로는 고정 빔포밍 (Fixed beamforming), 적응 빔포밍

(Adaptive beamforming), 포스트 필터링 (Post-filtering), 
그리고 다채널 위너 필터링 (Multi-channel Wiener filter-
ing) 등이 있다

[7]. 최근 몇 년 동안 다채널 위너 필터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GSVD (Generaliz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QR 분해 등을 이용한 구

현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8,9]. 이 방법들은 빔포밍 알고리

즘과는 달리 음성 신호의 방향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음

성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의 2차 통계 특성을 추정하여

필터를 구하기 때문에 방향 검지 오류 등에 의한 성능 저

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 제안된 SP-SDW-MWF는 어레이 마이크로폰 신

호를 필터의 입력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음성 신호의 방

향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필터링을 거친 신호를 필터의 입

력으로 사용한다
[10]. 또한 이 방법은 음성 성분의 왜곡과 잡

음 제거 정도를 가중치를 두어 조절할 수 있다. 목적 신호와

추정 신호 간의 최소 자승 오차 (Mean Squared Error: 
MSE) 가 성능 판단의 기준이 될 때는 이러한 가중치가 필

요없지만, 음성의 명료도 (intelligibility)의 향상, SNR향상, 
전력 스펙트럼 밀도 오차의 최소화 등의 다른 여러 가지

성능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음성 왜곡 가중치를 사용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가중치는 평가 척도에 따라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시간, 주파수에 따라

가변적인 가중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Spriet 등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던 SP-SDW-MWF에서는

가중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중치를 어

떻게 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잡
음 제거 성능을 더 중요시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음성 왜곡

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잔류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가

중치를 결정하여야 하겠고, 음성 인식과 응용 분야와 같이

잡음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원래 음성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음성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가중치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나 잡음

환경에 따라 최적의 가중치가 달라져서 자동으로 가중치를

정해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적 신호와 추정 신호간의 전력 스펙트

럼의 차이를 유사도 측정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음성 왜곡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력 스펙트

럼은 음성 신호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
존의 단일 마이크 잡음 제거 필터 추정에서도 전력 스펙트

럼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3,4]. 잡음 제

거 시스템에서 출력 신호 (추정신호)와 목적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오차로 성능을 측정할 경우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 고정된 가중치를 두는 것보다 각 주파수 대역

별 a priori SNR (사전 신호 대 잡음 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a priori SNR은
SP-SDW-MWF에서 전처리로 사용되는 GSC (Generalized 
Sidelobe Canceller)[11] 구조에서 고정 빔포머와 차단 행렬

(blocking matrix)의 출력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렇

게 각 주파수 대역에서 추정된 a priori SNR에 따라 음성

왜곡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P-SDW- 

MWF를 공간상에서의 전처리 (GSC)와 음성 왜곡 가중 다

채널 위너 필터 (SDW-MWF)로 나누어 살펴본다. 3장에서

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 오차를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할

때의 가중치와 a priori SNR과의 관계를 유도하고, 고정 빔

포머와 차단 행렬의 출력으로부터 a priori SNR을 추정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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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5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SP-SDW-MWF

SP-SDW-MWF는 그림 1과 같이 GSC와 SDW-MWF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GSC와 SDW-MWF
에 대해 각각 알아보고, 이 두 알고리즘의 결합인 SP-SDW- 
MWF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D

0w

1w

1M -w

1[ ]x k

2[ ]x k

[ ]Mx k

0[ ]u k

1[ ]u k

1[ ]Mu k-

[ ]z k

그림 1.  공간필터로전처리된신호를입력으로하는음성왜곡가중다채널
위너 필터

Fig. 1. Spatially preprocessed speech distortion weighted multi-chan-
nel Wiener filter (SP-SDW-MWF)

1. GSC

GSC는 고정 빔포머로부터 음성 신호의 레퍼런스를 만들

고, 이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적응 필터를 이용하여 잡음

성분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11]. 먼저 M개의 마이크로폰

신호에 대해 적절한 시간 지연을 줌으로써 모든 마이크로

폰들이 음성 신호가 위치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즉, 음성

신호 성분에 대해서는 모든 마이크로폰 신호의 위상이 동

일하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 그런 다음 고정 빔포머를 통과

하여 적응 필터의 레퍼런스 입력 신호로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될 고정 빔포머는 마이크로폰 불일치와 같은 신호 모

델 오류에서도 음성 신호 성분의 왜곡이 많지 않아야 한다. 
Delay-and-sum 빔포머는 간단하면서도 작은 개수의 마이

크를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어레이에서도 강인한 성능을 가

지므로 본 시스템의 고정 빔포머로 사용한다. 차단 행렬

(Blocking Matrix)은 M개의 마이크로폰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들여 목적 음성 신호 성분은 차단하고 잡음 성분만 통

과시켜, 잡음 제거 적응 필터의 입력으로 사용될 M-1개의

잡음 레퍼런스 신호를 추출한다. 실제의 경우에는 차단 행

렬을 통과한 잡음 레퍼런스 신호에 음성 신호가 섞여 있는

데 이를 음성 누설 (speech leakage)라고 한다. 음성 누설이

잡음 제거 적응 필터의 입력으로 들어가면 적응 필터의 출

력 신호에 음성 왜곡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음성 왜곡을 방

지하기 위해서 음성 구간 검출기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만 잡음 제거 적응 필터의 계수를 변화시키

거나, 누설 음성 신호에 비해 잡음 성분이 월등히 크도록

차단행렬을 설계하는 등의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12].

2. 음성 왜곡 가중 다채널 위너 필터 (SDW-MWF) 

최근에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

으로 최소 평균자승 오차 (Minimum Mean Squared Error: 
MMSE) 추정에 근거한 다채널 위너 필터 (Multi-channel 
Wiener Filter: MWF)가 제안되었다

[8]. 이 방법은 빔포밍과

는 달리 화자의 위치와 같은 사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 검지 오류가 미치는 성능 저하를겪지 않는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M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때 필터

의 입력 신호 u와 L차 필터 계수 w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wH  w
Hw

H⋯wMH  (1)

wi  wi wi ⋯wi LT (2)

uH k  uH kuH k⋯ uMH k (3)

u i k  ui kui k⋯ ui kLT (4)

   
 

    ⋯. (5)

여기서 위첨자 H는 행렬의 Hermitian연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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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 u u 
u 

  (10)

w u u u u 
u 

 . (11)

즉, 전치행렬을 구하고 모든 원소들을켤레의복소수로 바

꾸는 것을말한다. 식 (5)와 같이 입력 신호()는 음성 신호

성분(
 )과 잡음 성분(

 )의 합으로볼 수 있다. 추정하고

자 하는 목적 신호가첫번째마이크로폰 신호에 어떤시간

지연이 적용된 신호라고 하면, MWF를 구하기 위한 평균

자승 오차 (MSE)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wu . (6)

MSE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필터 계수는 다음과 같다.

w uu 
u

 . (7)

여기서 평균자승 오차는 다음과 같이 음성 왜곡 에너지

와 잔류 잡음 에너지로 분리할 수 있다.

  


 (8)


 

 wHus k n EwHun k . (9)

음성 왜곡을 줄이는 것과 잡음을 줄이는 것은 서로

trade-off 관계를 갖는다. 즉, 잡음을 많이줄이고자 하면 음

성 왜곡이 발생하고, 음성 왜곡을줄이고자 하면 잔류 잡음

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음성 왜곡과

잔류 잡음을 조절할 수 있는 필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위첨자 *는켤레복소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필터

를 음성 왜곡 가중 MWF (Speech Distortion Weighted 
MWF: SDW-MWF) 라 한다. 가중치 는 0보다 크거나 같

은 실수값을 갖는데, 가중치가클수록 잔류 잡음이 작아지

면서 음성 왜곡이 많이 발생하고, 가중치가 작을수록 음성

왜곡이 작아지는 대신 잔류 잡음이 커진다. 즉, 가중치가

무한대가 되면 음성 왜곡은무시되고 모든 노력이 잡음 제

거에집중되어 출력값이 0이 된다. 반대로 가중치가 0이 되

면 음성 왜곡이 최소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입력값이 그대

로 출력으로 나온다. 가중치가 1일 때는 처음에 언급한

MMSE 방법이 된다.

3. SP-SDW-MWF

앞 절에서 언급한 SDW-MWF는 어레이 마이크로폰 신

호를 입력으로 하고 음성 신호와 잡음의 2차 통계적 특성을

추정하여 필터 계수를 추정한다. 음성 신호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공간적 필터링을 거치고 난 신호를

MWF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공간 필터링의 전처리 과정은 1절에서언급한 GSC처럼 고

정 빔포머와 차단 행렬을 사용하여 1개의 음성 레퍼런스

신호와 M-1개의 잡음 레퍼런스 신호를 얻게 되고, 이를

MWF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MWF는 M개의 입력 신

호를 받아들여 음성 레퍼런스의 잡음 성분을 추정하고 음

성 레퍼런스로부터 추정된 값을 차감하여 출력을 얻는다. 
M개의 입력 신호에 대해 음성 성분과 잡음 성분의 상관 행

렬 (correlation matrix)을 추정하여 구한 최적의 필터 계수

는 다음과 같다.

III. 음성 왜곡 가중치의 결정 방법

본 장에서는 SP-SDW-MWF 필터 계수를 주파수 영역에

서 나타낸다. 코히어런스 행렬을 이용하여 상관 행렬로부

터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분리한다.

1.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 계수

SDW-MWF는 식 (8), 식 (9)와 같이 평균 자승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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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Us fUsH fUn  fUn H f
Un  fUnH fe. (12)

음성 왜곡 에너지와 잔류 잡음 에너지의 두 기준으로 나누

고 적당한 가중치를 두어 최적화하는 것이다. SP-SDW- 
MWF로 구한 필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다.
여기서 W    ⋯이고, e 

 ⋯  이다. 균일한 (homogeneous) 공간이라고 가정

하면 모든 채널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동일하며 식

(12)의 음성 성분과 잡음 성분의 상관 행렬들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이 후로는 식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기호인 f는 생략하기로 한다.

UsUsHPXs 
AHsA AHsB
BHsA AHsB




 (13)

UU 
 


AA AB
BA AB




 . (14)

여기서 A와 B는 각각 고정 빔포머와 차단 행렬을 나타내

고, 
 와 

 은 음성 신호와 잡음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며, 와   는 어레이 마이크로폰에 입력되는 음

성 신호와 잡음 신호의 코히어런스 행렬 (Coherence 
Matrix)이다. 코히어런스 행렬의 원소들은 두 마이크로폰

사이의 복소 코히어런스 함수 (Complex Coherence 
Function)이며 k번째마이크와 l번째마이크의복소코히어

런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5)

여기서   
는 상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다. 음성 신

호의 음원 전력 스펙트럼을  
, 음원으로부터 마이크로폰

어레이까지의 M채널 전달함수를 H라 하면 그림 1의 필터

계수는 다음과 같다.

W e  W (16)

W
Un 

HUPSd

PSd HU (17)

H ≡



A

B




H (18)


 ≡




A

B




 A B  (19)

≡ H
 

 
  H

 
(20)

 
  H

e . (21)

2. 음성 왜곡 가중치와 a priori SNR과의 관계

SP-SDW-MWF의 출력 신호와 목적 신호간의 평균자승

오차 (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하는 가중치의 값은 1이
다. 그러나 음성 신호처리에서는 신호간의 평균 자승 오차

보다도 전력 스펙트럼의 오차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음
성 신호처리에서 많은 경우에 유사도 측정을 위해서 켑스

트럴 (cepstral)영역의 특징 벡터를 사용하는데, 켑스트럴

영역에서의 L2-거리는 신호의 로그 전력 스펙트럼의 거리

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3].








log log′


 
∞

∞

 ′
(22)

  와  ′  는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을 나타낸것

이고, 과 ′은 켑스트럴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SP-SDW-MWF의 출력 신호와 원하는 신호의 전력 스펙

트럼 오차를 유도하여 가중치와 a priori SNR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시스템의 출력 신호는 다음과 같이 입력

신호와 필터 계수로 표현할 수 있다.

WHUWHU (23)

출력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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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WHUUHW . (24)

출력 신호와 목적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비를 구

해보면 다음과 같다.




′

′
(25)

′  HHH
(26)







. (27)

M채널 전달함수 H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손실이 없다

고 가정하였다. 식(25)에서 보듯이 전력 스펙트럼의 오차는

a priori SNR을 나타내는 , 음성 왜곡 가중치를 나타내는

, 음성 신호의 공간 전달 함수를 나타내는 H, 그리고 잡음

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코히어런스 행렬 에 의해 결

정된다. 식(26)에 나타난 ′는 그림 1에서 GSC에 의한 잡

음 제거량을 나타낸다. 가 작을 때, 즉 잡음이 많이 섞여

있을 때는 를 크게 하여 잡음 제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가클때, 즉 잡음이 별로 없을 때는 를 작게 하여

음성 왜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왜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공간상에서 상관성

이 없는 잡음인 경우는 코히어런스 행렬은 단위 행렬이 되

고, HH   이라 하면 ′  이 된다. 이 때 전력

스펙트럼 오차인 식(25)는 다음과 같이 된다.








. (28)

위의 식으로부터 최적의 가중치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29)

3. a priori SNR 추정값을 이용한 가중치 조절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GSC고정 빔포머의 출력과 차

단 행렬의 출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폰 신호의 a priori 
SNR을 추정할 수 있다. 고정 빔포머의 출력 신호와 차단

행렬의 출력 신호에 대한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다음 식으

로 구할 수 있다.

 AHxAHxsAHxn (30)

U M BHxBHxsBHxn (31)


AHPXssAAHPXnnA

 




(32)

PU  M  
BHPXssBBHPXnnB

I. (33)

이 때, 차단 행렬은 유니터리 행렬을선택한다. 위 식들로

부터 a priori SNR의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rPU  M  M





. (34)

IV.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서 im-
age method를 이용한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14]. 방의

크기를 가로 6m, 세로 4m, 높이 2.5m로 정한 후, 그림2와
같이 높이 1m 위치에 4개의 마이크를 20cm 등간격으로배

치한후정면에서 1.5m 떨어진곳에서 높이 1m에서 음성이

발성되며 잡음은 백색잡음으로서 정면과 63°의 각도를 이

루며 높이 1m, 거리 2.2m 떨어진곳에서 마이크에 도달하

게 된다. 3~4초 정도 길이의 음성데이터 20개를 입력으로

넣고 SNR이 0 dB가 되도록 잡음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여러 음성 신호처리에서 특징벡터로 널리 사용

되는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의 거리

를 평가척도로 하였다. MFCC의 차수는 음성인식에서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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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쓰이는 13차로 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신호와 가장 왼쪽 마이크로폰에 도달하는

음성 신호 (잡음이섞이지 않은)와의 MFCC 거리를 측정하

였다. 표 1에 잡음 제거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신호의

MFCC 거리, 가중치를 1로 설정한 잡음 제거 필터를 통과

한 신호와의 MFCC 거리,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가중

치를 설정한 잡음 제거 필터를 통과한 신호와의 MFCC 거
리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SP- 
SDW-MWF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목적 신호와 추정

신호간의 MFCC 거리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실험환경
Fig. 2. Simulation environment

잡음 제거 전

가중치 1을
이용한 잡음 제거

필터 통과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한 잡음

제거 필터 통과

MFCC 거리 4.29 0.753 0.686

표 1. MFCC 거리
Table 1. MFCC distance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P-SDW-MWF를 이용한 어레이 마이크

로폰 잡음 제거 시스템에서 음성 왜곡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의 출력 신호와 목적 신호의 전

력 스펙트럼 밀도 오차로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 가중치는

a priori SNR에 따라 다른 값을 가져야 함을 보였다. 고정

빔포머와 차단 행렬의 출력을 이용하여 a priori SNR을 추

정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MFCC 거리를 측

정하는 실험에서 a priori SNR 추정값에 따른 가중치를 사

용하여 보다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입력 신호의 a priori SNR 
추정의 정확도에 따라 그 성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a 
priori SNR의 추정은 여러 음성 신호 처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이면서 잡음 환경에 따라 오차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비교적 a priori 
SNR의 추정 오차가 적은 백색잡음에 대해서만 실험결과를

표시하였다. 향후 다채널 입력 상황에서 다양한 a priori 
SNR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잡음 환경에서 실험을 추

가하여 보다 실용적인 알고리즘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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