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2014년 1월 (JBE Vol. 19, No. 1, January 2014)

a) 연세대학교 전산학과(Computer Science. Dep., Yonsei Univ.)
b)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Electrcal & Electronic Eng., Yonsei Univ.)
c) 연세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Computer & Telecommunications Eng., Yonsei Univ. )
‡Corresponding Author : 박영철(Young-Cheol Park) 

E-mail: young00@yonsei.ac.kr
Tel: +82-33-760-2756・Manuscript received October 4, 2013 Revised December 13, 2013 Accepted December 13, 2013

위상 정렬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법의 강인한 스테레오 음원 분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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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레오 신호에서 방향성을 갖는 주음원 성분과 배경음 성분을 분리하는 과정은 스테레오 음원을 다채널 포맷으로 변환 하는 업믹

스 기술의 전처리 단계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방법에서는 스
테레오 음원이 진폭 패닝만 되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신호 간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 신호 간의 위상차에 의한 주성분 분석 방법의 오차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주성분 분석법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주파수 빈(bin) 단위에서 채널 간 위상차를 추정하여 보상하고 임계대역 단위로 주성분과 주변 성분을 분리
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위상차가 있는 스테레오 음원에 대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PCA 분리 성능의 저하를 방지 하며, 패닝 각도, 
PAR(Primary to Ambient energy ratio)에 영향 받지 않는 강건한 분리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rimary and ambient signal decomposition of a stereo sound is a key step to the stereo upmix.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ethods of primary-ambient signal decomposition. However, previous PCA-based 
decomposition algorithms assume that stereo sound sources are only amplitude-panned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phase 
difference. So it occurs some performance degradation in case of live recorded stereo soun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PCA-based stereo decomposition algorithm that can consider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channel signals. The proposed 
algorithm overcomes limitation of conventional signal model using PCA with phase alignment. The phase alignment is realized by 
using inter-channel phase difference (IPD) which is widely used in parametric stereo coding. Moreover, Enhanced Modified 
PCA(EMPCA) is combined to solve the problem of conventional PCA caused by Primary to Ambient energy Ratio(PAR) and 
panning angle dependency. Th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to show the improvements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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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업믹스
[1]
는 스테레오 음원을 홈 시어터 환경과 같은 5.1 

채널 서라운드 재생 환경에서 재생하기 위한 다채널 포맷

변환 기법이다. 스테레오 신호의 업믹스 과정은 흔히 두 단

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방향성이 존재하며 두 채

널간의 상관도가 높은 주(primary) 성분과 방향성이 없고

두 채널간의 상관도가 없는 주변(ambient)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분리된 음원을 재생하고자 하는 다

채널 스피커 포맷에 맞게 렌더링 하는 과정이다.
지난 수년간 주성분과 주변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2][3][4]. 적응 필터를 이용하여 서로

반대 채널을 참고하여 상관도가 높은 주성분을 찾아내는

채널 예측 방법
[2], 필터 오차 신호에 대한 최소 자승법

(Least Square Method)를 이용하여 주성분과 주변 성분을

분리 하는 방법[3], PCA를 이용하여 음원의 패닝 계수를

추정하여 주성분과 주변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4] 등이 제

안되었다. [4]에서는 실제로 스테레오 신호에 상관도가 높

은 주성분과 두 개의 독립적인 주변성분이 존재하는데

PCA로는 하나의 주변성분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

한 패닝 계수와 신호를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뒤 의사역

(Pseudo inverse)하여 두 개의 주변성분을 분리할 수 있도

록 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방법들은 스테레

오 신호에 포함된 음원들이 진폭 패닝(amplitude panning)
만

[5] 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채널 신호에 포함된 음원

성분 간의 위상차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테레오

음원은 진폭 패닝은 물론 채널 간의 시간지연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믹싱될 수 있으며, 특히 마이크로폰

을 이용하여 라이브로 녹음된 음원의 경우, 음원의 위치

에 따라 두 채널 신호 간 위상차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위상차를 갖는 음원에 기존의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적용

할 경우, 상당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6]. PCA의 분

리 성능 저하의 요인으로는 크게 위상차로 인한 패닝 계

수 추정의 오차와 다운 믹스시 동기화가 되지 못해 발생

하는 오차로 크게 두가지로 분석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6]에서는 오차의 원인을 위상차로 인하여 주성분의 상관

도가 실제보다 떨어지면서 실제로 주성분인 성분이 주변

성분으로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 영역에서 두 채널의 위상을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분리 방법들 중 PCA를 이용

하되 이러한 채널 간 음원의 위상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

려한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에서는 파라메트릭 스테레오 코딩에서 주로 사용하는 채널

간 위상차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위상을 사전에 정

렬한 뒤 PCA를 사용하여 음원을 분리한다. 참고 문헌 [6]
에서와 같이 시간영역에서 동기화 하게 되며 주성분이 하

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 동기화 시키기 어려

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음원분리

는 주파수 영역에서 임계 대역으로 나누며 임계 대역 내에

서는 하나의 주성분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분리하게 된

다
[4]. 그러나 실제로 신호의 분석은 일정 프레임 단위로 단

구간 푸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프레임 단위에서는 위상차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패닝 계수

추정의 오차를 보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패닝 계수오차가 실제로 PCA 성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운믹스시 동기화가 주요

인임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동기화를 통해 PCA 성
능이 위상차로 인해 크게 저하 되지 않고 강건하게 유지

되게 하였다. 또한 PCA가 패닝 각도 및 PAR의 따라 그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EMPCA(Enhanced 
Modifi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7]

을 적용하여 단

순히 진폭 패닝된 스테레오 음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스테

레오 음원에 대해서도 분리 성능이 강건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스테레오 신호의

모델링, 3장에서는 위상 정렬 EMPCA를 이용한 주성분과

주변성분 분리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

즘의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스테레오 신호 모델링

업믹스 기술에서 입력 스테레오 신호를 분석할 때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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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푸리에 변환(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을 이

용하여 분석한다.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된 계수

들을 사람의 청각 특성에 따라 각각 서브밴드별로 묶어 나

누어 처리한다
[8]. 스테레오 신호에서 음원은 –30°와 30°에

배치된 두 개의 스피커를 가정하고 진폭 패닝(Amplitude 
Panning, AP)을 통해 정위 되었고, 여기에 각각의 상관도가

없는 주변 성분이 더해진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모델링

된 입력 두 채널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하면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은 주성분, 은 각각의 채널에 더해

진 주변 성분이다. 또한 는 음원신호,  은 음원 패닝

계수이며 은 각 채널 음원 성분의 위상이다. 수식의

간편함을 위해 시간, 주파수 인덱스는 생략되었다. 기존의

음원 분리 알고리즘
[2][3][4]

에서는 수식 (1)의 신호의 모델링

이 다음 수식 (2)(3)(4)와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고 가정한

다.


  

   (2)

  
 (3)

 




±    (4)

수식(2)는 스테레오 신호에 포함된 주성분의 에너지가

실제 음원의 에너지와 동일함을뜻하고, 이는 채널 간의 위

상 차, 즉시간 지연이 없을 때 만족한다. 수식(3)은 각각의

주성분과 주변성분간의 상관도가 없음을 나타낸다.  수식

(4)는 패닝 된 신호가 한쪽채널에 시간 지연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여기서 는 두 채널간의 위상차이다. 추가적으

로 주변성분보다 에너지가 우세하며 두 채널 사이의 주변

성분간의 에너지는 같다고 가정한다
[9]. 또한 각 밴드 별로

하나의 주성분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Ⅲ. 위상 정렬 주성분 분석 음원 분리
알고리즘

1. PCA를 이용한 음원 분리

PCA를 이용하여 음원을 분리 할 때 스테레오 두 채널의

주성분에곱해진 패닝 계수 과 은 채널의 2x2 공분산

행렬로부터 추정할 수 있고 공분산 행렬은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된다. 

 



 


 

 
  

    . (5)

수식 (5)의 공분산 행렬로부터 고유치 분해를 통하여 다

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고유치 값이고  는 각 고유치 값에 대

응하는 고유치벡터이다. 이때 두 고유치값중 큰값을 가

지는 고유치값은   
 

 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주성분에 해당하는 성분의 에너지가 된다. 또한 이에 대응

하는 고유치벡터의 방향이 패닝 각도가 되므로 AP 계수를

수식 (7)과 같이 얻을 수 있다.

 







 







(7)

한편 기존의 PCA에서는    으로 가정하여, (즉, 수
식 (1)에서    ) 추정된 패닝 계수로 부터 주성분

과 주변성분은 수식 (1), (2)를 이용하여 다음 수식 (8), (9)
와 같이 추정된다.

   (8)



백용현 외 2인 : 위상 정렬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법의 강인한 스테레오 음원 분리 성능 67
(Yong-Hyun Baek et al. : Robust Primary-ambient Signal Decomposition Metho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Phase Alignment)




 








  

(9)

따라서 PCA가 주성분과 주변성분을직교화 하여 상관관

계가 없도록 분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식 (8)에서와

같이 PCA를 통해 추정한 주성분에는 실제 주성분뿐만 아

니라 주변 성분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식 (9)
에서도 추정한 주변 성분은 패닝 계수의 값에 영향을 받는

다. 즉, 주성분의 패닝 각도가 어느한쪽방향으로 극단적으

로 치우쳐 있을 경우 정확하게 주변성분을 분리하지 못하

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7]. 

2. 위상차에 의한 분리 성능 저하

3.1절에 설명된바와 같이 기존의 PCA를 이용한 음원 분

리 방법은 두 스테레오 채널간의 위상차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이다. 만약 채널 음원 신호 간 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경우, 오른쪽채널을 기준으로왼쪽채널 신호에 시간 지연

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수식(1)의 신호의 모델링은 아래

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왼쪽 채널 신호의 시간 지연에 의해 동기화

되지 못해 발생하는 두 채널의 음원 신호간의 스펙트럼오

차이다. 이 스펙트럼 오차 는 채널이 동기화 되었을 때의

상관도가 1이라면 시간 지연으로 인하여 두 채널에 존재하

는 주성분 사이의 상관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나타나는 오

차이다. 실제로 상관도가 있지만 시간 지연으로 인해 상관

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패닝 오차를 발생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6]. 수식 (10)으로부터 공분산 행렬은 다음식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

수식 (11)을 고유치 분해하여 구한 주성분에 해당하는 고

유치 값은 다음과 같다.


 













 (12)

수식 (12)에서 첫번째 항은 실제 주성분의 에너지, 세번

째 항은 주변성분의 에너지이다. 이것은 시간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주성분에 주변성분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

적인 주성분 분석법의 문제이다. 두번째 항은 시간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오차로 앞서언급했듯이 두 채널 사

이의 주성분간의 상관도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오차 에너지

이다. 오차가 발생한 고유치 값에 대응하는 고유치벡터를

수식 (7)을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

 



 


(13)

수식 (13)에서 보듯패닝 계수 오차 가클수록, 또는 시

간 지연이 있는 채널의 패닝 계수가클수록 패닝 계수 오차

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테레오 녹음 환경을

생각해보면 두 채널의 위상차는 2ms이내이고 이로 인한 스

펙트럼 오차는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고 문헌 [6]에서 언급한 오차 로 인한

PCA의 성능 저하는 실제로 미미하다.
PCA의 분리 성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위상차로

인한 스펙트럼오차 (즉, 상관도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오차) 
가 아니라 수식 (8)과 같이 패닝 계수로부터 스테레오 음

원을 하나의 모노음원으로 다운믹스 할 때의 두 채널간의

동기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다운믹스는 두 채널의 시간

지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지만 시간 지연이 있는

음원을 수식 (8)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추정한다면 아래와

같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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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4)에서처럼시간 지연이 있는 음원은 두 채널간의

동기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패닝 계수가 정확하게 추정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주성분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위상차이로 인해 주성분간의 상관도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스펙트럼 오차 는 패닝 계수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운 믹스 단계에서 위상차가 두

채널의 동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실제 주성분과 추정

한 주성분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3. 위상 정렬 주성분 분석법

3.2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위상차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는 PCA를 이용한 음원 분리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스테레오 채널간의 위상차를 보상해주

고 주성분 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 수식 (10)으로부터 상

호 위상차 ∆는 파라메트릭 스테레오 코딩에서 널리 사용

되는 것으로 전체 위상차(Overall Phase Difference, OPD)
를 이용한 각 채널의 위상차(Channel Phase Difference, 
CPD)를 구하여 두 채널의 위상차를 보상하여준다. 파라메

트릭 스테레오 코딩에서 각 채널의 CPD는 아래와 같은 식

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  

  tancos∆

sin∆ 
  tancos∆

sin∆ 
(15)

여기서 는 두 채널의 상호 레벨차(Inter Intensity 

Difference, IID)로부터 구해지는 레벨 계수로서 아래와 같

이 정의 된다. 

 log

  (16)

 













  









(17)

수식 (16)의 CPD를 이용하여 위상을 정렬한 뒤 PCA를

통해 구한 패닝 계수로부터 수식 (8),(9)를 이용하여 주성분

과 주변 성분을 분리한다. 그러나 3.1절에서 설명 했듯이

기존의 주성분 분석법은 패닝 각도 및 PAR에 따라 분리성

능이 저하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EMPCA를 이용하

여 분리 한다. EMPCA는 다음 수식 (18), (19) 그리고 (20)
으로 음원을 분리한다.




 (18)






  (19)


 





 


 




 
(20)

여기서 ·로 표현된 파라미터들은 위상 정렬 이후에 추

정한 패닝 계수와 주성분 주변성분을 나타낸다. 제안된 방

법은 PCA를 수행하기 전에 입력 스테레오 신호의 위상을

보상하여 주고 여기에 주성분의 패닝각도와 PAR에 따라

분리 성능이 저하되는 기존에 PCA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EMPCA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분리방법들

이 진폭만 패닝된 스테레오 신호만을 가정했던 한계를 벗

어나 입력신호의 위상차, 패닝 각도 그리고 PAR에 상관없

이 분리 성능이 강건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PCA를 적용할 때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한 임계 대역(Critical Band)으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이는

임계 대역 내에서의 대역 잡음만이 음의 마스킹(Masking)
에 기여하고 대역 외잡음은 이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며

보통 오디오 신호처리에서는 이러한 음의 라우드니스와 마

스킹 역치가 급격히 변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처리

하게 된다.  
그러나 수식 (8)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다운 믹스 할 때약

간의 위상차만 존재하더라도 원래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하

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위상 정렬을 할 경우에는 임계 대역

별로 처리하기 보다는 각 Bin별로 정확 하게 구해주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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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위상 정렬 주성분 분석법 블록도
 Fig 1. Phase aligned PCA algorithm block diagram 

그림 2. 패닝 계수 추정 결과 (주성분 패닝 각도 : 10°)
Fig 2. Panning Gain Estimation results (Primary panning angle : 10°, Conventional PCA(CPCA), 
Phase Aligned PCA(PAPCA)) 

하는 것이 위상차 추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아래 그림

1은 전체 음원 분리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Ⅳ. 모의 실험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

다. 평가 방법은 위상 정렬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주성분과 주변성분의 분리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스테레오 음원은 하나의 모노신호를 레벨 패닝을 통

해 음상을 정위시키고 이상적인 비교를 위해 상관도가 없

는 백색 잡음을 주변성분으로 하여 두 채널에 각각 더해주

었다. 입력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는 44.1Khz이고 주성분

분석은 STFT에서 프레임길이는 1024샘플단위로 처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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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패닝 계수 추정 결과 (주성분 패닝 각도 : 10°, 시간 지연 : 2ms)
Fig 3. Panning Gain Estimation results (Primary panning angle : 10°, Time delay : 2ms)

였다. 그림 2는 입력 스테레오 신호의 주성분의 패닝 각도

가 10도, 이 때 패닝 계수는      이

다. 여기에왼쪽 채널의 시간지연이 0~5ms까지 0.5ms단위

로 변할 때 패닝 계수의 MSE를 측정한 결과이고 MSE는
아래 식과 같이 구해진다.

 log     (21)

그림 2에서 보면 위상차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시간차가

길어질수록 패닝 계수오차는 증가한다. 제안된 PAPCA로

추정한 패닝 계수의 오차가 CPCA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남

을 확인 할 수 있지만 그 향상된 정도는 미미하다. 이런경

우 시간 영역에서 위상차를 보상하지 않고 주파수 영역에

서 위상차를 보상해준다는 것은 일정 프레임 단위로 나누

어 처리할 때 한 프레임 내에서는 위상차 보상이 불가능

하다. 즉, 스펙트럼오차 가 STFT로 분석 할 때부터 필연

적으로 발생되는 주어진 오차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에서 두 채널간의 위상차를 보상한 뒤 STFT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스테레오

신호에서 패닝 된 주성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

할 수 있다. 이런경우 시간 영역에서 채널 간 동기화가 어

렵고 주파수 임계 대역 내에 하나의 주성분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리하여 시

간 영역에서 처리 한다 하더라고 연산량이 매우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 시간 지연이 5ms로 제법 긴 시

간차가 나더라도 패닝 계수의 MSE는 -30dB 정도로 그 차

가작다. 일반적인 스테레오 녹음 기법에서 두 마이크 간의

시간차는 2ms이내이고 그림 2에서 시간차 2ms일때의

MSE는 -50에서 -40dB사이이므로 그 오차가 더욱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상차가 나더라도 일반적인 스테레오

녹음 환경을 고려할 때 CPCA와 PAPCA모두 패닝 계수는

거의 정확히 추정한다.   
그림 3은 특정 시간 지연 시간 2ms에서 추정한 패닝 계

수를 시간 축으로 관찰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위상 정렬을

통해 스펙트럼 오차를 줄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림 3의
결과와 같이 위상차로 인한 스펙트럼의 오차가무시 할 수

있을 만큼작기 때문에 패닝 계수를 실제와거의 동일하게



백용현 외 2인 : 위상 정렬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법의 강인한 스테레오 음원 분리 성능 71
(Yong-Hyun Baek et al. : Robust Primary-ambient Signal Decomposition Metho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Phase Alignment)

   그림 4. 주성분 신호 추정 결과 (주성분 패닝 각도 : 10°)
   Fig 4. Primary signal estimation results (Primary panning angle : 10°)

  그림 5. 주성분 신호 추정 결과 (b) 기존의 PCA (c) 제안된 위상 정렬 PCA (주성분 패닝 각도 : 10°) 
  Fig 5. Primary signal estimation results (a) CPCA (b) PAPCA (Primary panning angle : 10°)

추정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참고 문헌 [6]에서와 같이

시간영역에서 위상차를 보상하지 않고 주파수 영역에서 하

더라도 실험 결과와 같이 오차 로 발생하는 PCA 분리 성

능 저하는 미미하기 때문에 위상 정렬은 주파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알고리즘의 복잡도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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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주변 성분 추정 결과 (a) 실제 주변성분 (b) 기존의 PCA (c) 제안된 위상 정렬 PCA
     Fig 6. Ambient estimation results (a) : True ambient (b) : CPCA (c) : PAPCA

그림 4는 그림 2와 동일한 환경에서 기존에 PCA방법과

제안된 위상 정렬 PCA방법으로 추정한 주성분과 실제 주

성분과의 MSE를 추정한 결과이며 수식 (21)의 식을 이용

해 와 의 차이를 구한 것이다. 패닝 계수 오차와는 다르

게 그림 4에서 보면 위상차가조금만 발생하더라도 주성분

의 MSE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듯이

패닝 계수의 오차보다는 위상차로 인하여 동기화 되지못하

여 생기는 오차가 크며 그림 4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두 채

널을 동기화 시킴으로써정확히 주성분을 추정함을 보여준

다.
그림 5 또한 특정 시간 지연 시간 2ms에서 추정한 주성

분을 시간축으로 관찰한 것으로빨간선은 실제 주성분과

추정한 주성분과의 오차를 나타낸다. 그림 5(a)처럼비동기

화가 주성분 신호의 큰 오차를 유발하지만 5(b)의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실제와 오차가 매우 작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6은 주변성분 분리 성능을비교한 것으

로 입력 신호는 그림 2에서 사용한 신호와 동일하며 이상적

인 실험을 위해 주변성분으로 각 채널간 상관도가 없는 백

색 잡음을 사용하였다. (b)와 같이 위상 정렬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때 제대로 추정하지 못한 주성분의 오차 신호가

주변성분 신호로 분리 되어 나오는 반면 위상 정렬을 할

경우 주성분의 추정 오차가 적어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주

변 성분과 유사하게 분리해 내며 동기화가 되고 난 이후로

는 실제 위상차가 없는 신호의 모델을 사용할 때와 동일

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EMPCA를 적용하여 주성분

의 패닝 각도, PAR에무관하게 정확히 주변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주성분-주변성분 분리 알고리즘이

단순히 진폭 패닝된 신호만을 다룬 한계점을 극복하여 신

호의 위상차까지 고려한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파라메트릭 스테레오 코딩에서 널리 사

용되는 상호 위상차를 이용하여 시간지연이 있는 스테레오

두 채널을 동기화 시킴으로써 위상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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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리 성능을 향상 시켰고 더불어 기존의 주성분 분

석법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한 변형된 주성분 분석법과 결

합함으로써입력 신호의 위상차, 패닝 각도 및 PAR에 상관

없이 그 분리 성능이 강건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위상차를 보상함으로써 PCA 성능 향상을

확인 하였으며 단순히 진폭 패닝만 가정한 신호에국한 되

지 않고 위상차가 존재하는 실제 라이브로 녹음된 스테레

오 신호에 대해서도 주성분과 주변 성분을 분리 하는 성능

이 저하되지 않고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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