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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신호 대 잡음비 환경에서의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

이기현†, 이윤정††, 조진호†††, 김명남††††

요 약

음성구간 검출은 음성과 잡음이 섞인 신호에서 음성과 잡음이 섞인 신호에서 음성구간을 찾는 과정으로 

잡음제거나 음성 향상을 위한 신호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음성구간 검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낮은 신호 대 잡음비 환경에서 문장형태의 음성신호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엔트로피를 이용한 초기 VAD과정을 거친 후,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

링 방법을 이용해 주 VAD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VAD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백색잡음의 다양한 신호 대 잡음비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Voice Activity Detection Algorithm using Fuzzy Membership
Shifted C-means Clustering in Low SN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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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ice activity detection is very important process that find voice activity from noisy speech signal

for noise cancelling and speech enhancement. Over the past few years, many studies have been made

on voice activity detection, it has poor performance for speech signal of sentence form in a low SNR

environment. In this paper, it proposed new voice activity detection algorithm that has beginning VAD

process using entropy and main VAD process using fuzzy membership shifted c-means clustering. We

conduct an experiment in various SNR environment of white noise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and confirmed goo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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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성구간 검출(VAD, voice activity detection) 알

고리즘은 음성인식, 잡음제거기 등의 다양한 음성처

리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시스템 성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1]. 최

근 휴대용 IT기기 등에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이 발표되면서 정확한 음성인식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음

성구간 검출은 음성인식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성 인식기는 잡음 제거 기

반의 위너필터(Wiener filter)와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상성(statio-

nary)잡음에서 높은 잡음제거 성능과 함께 좋은 음

성인식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음성인식 전처리 단계

에서 잡음제거 단계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여야 하며 

비정상성(nonstationary)잡음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

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2]. 비정상성잡음에서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특징추출 방식을 사용한다. 기

존의 특징추출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인 신호

의 에너지와 영교차율(zero crossing rate, ZCR)을 

이용한 방법들은 작은 연산량과 높은 음성인식 성능

을 보이지만 신호의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은 낮은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 환경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영교차율을 

이용한 방법은 잡음의 종류에 따라 무성음과 구분되

지 않는 단점을 보였다[3]. 잡음에 더 강인한 특징 

추출을 위한 우도비(likehood ratio, LR), 엔트로피

(entropy) 등과 같은 통계적 특징들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4]. 이러한 통계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

들의 경우, 잡음의 특징 추출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연산량이 많거나 음성과 통계적 특징이 

비슷한 잡음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4-8]. 또한 Asgari[9]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엔트로

피를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단

음절의 음성구간 검출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낮

은 SNR환경에서 문장단위의 이어지는 음성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표준 음성 코덱

으로 상용 통신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는 ITU-T의 

VAD알고리즘인 G729B는 잡음이 거의 없는 환경에

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SNR이 낮은 환경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엔트로피를 이용한 초기 

VAD과정을 거친 후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

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해 주 VAD과정을 거치는 새로

운 VAD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초기 VAD과정에

서 시간에 따른 엔트로피를 이용해 음성구간과 잡음

구간을 구분한다. 여기서 잡음으로 판단된 구간을 퍼

지 소속도 천이과정을 거친 신호의 엔트로피와 에너

지, 두 종류의 특징들을 퍼지 소속도로 활용해 음성

구간과 잡음구간의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 최종

적으로 음성구간과 비 음성구간을 결정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강한 잡음환

경에서 실험하였으며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좋은 성

능을 보여주지 못한 낮은 SNR환경과 문장형태의 음

성신호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음성구간 

검출 그래프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어 기존의 알

고리즘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

의 방법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제안하는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의 개요

2.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잡음이 섞인 음성신호에서 음성구

간을 검출하기 위해 fuzzy c-means 클러스터링에 

기반한 새로운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의 전

체적인 흐름도이다.

먼저, 잡음이 섞인 음성 신호가 입력되면 입력신

호의 엔트로피를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엔트로피

를 이용하여 초기 음성구간 검출을 수행한다. 초기 

음성구간 검출을 통해 잡음으로 판단된 신호를 퍼지 

소속도 천이 기법을 거친 후, 제안하는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링으로 주 음성구간 검출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음성과 잡음이 분리된 음

성구간 검출 신호를 얻게 된다.

2.2 엔트로피 음성구간 검출

엔트로피는 역열학적 통계으로 ‘통계적 무질서도’

를 의미하며 정보통신이나 신호처리 분야에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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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의 브록선도

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10]. 음성신호에서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

는 통계적 특징을 시간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로 나타

내어 추출할 수 있다. 시간 영역에서 특정지점 i에서

의 신호 x(i)의 확률 p[x(i)]은 음성신호 전체에서 신

호 x(i)의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어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max


(1)

여기서 max(x)는 프레임 내 x(i)의 최대치이며, 주

어진 음성신호의 특정 프레임 k에서 엔트로피 H(k)

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10].

   
    

  

log (2)

여기서 은 엔트로피 계산을 위한 프레임의 길이

이다. 또한 식 (2)를 이용해 연속된 데이터에 대해 

신호의 엔트로피를 나타내고 프레임 내의 평균엔트

로피와 엔트로피의 표준편차에 대한 엔트로피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식 (2)에서 계산한 

시간에 따른 엔트로피 E(t)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전개하였다[11].

 

  
(3)

여기서 M(H)는 H의 평균, S(H)는 표준 편차이

다. 식 (3)을 통해 얻은 음성신호의 엔트로피와 실험

에 사용된 음성신호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a)와 (b)는 각각 백색잡음이 SNR 5 dB로 

섞인 음성신호와 그 음성신호의 엔트로피이다. (a)와 

(b)를 비교하여 볼 때 신호의 엔트로피로 나타낸 (b)

에서 음성구간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잡음구간은 

감쇄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

을 이용하기위해 엔트로피를 이용한 초기 음성구간 

검출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식 (4)에 따라 수행 

된다.

      
 ≤  

(4)

여기서 음성구간 검출의 문턱치는 0으로 설정하

여 초기 음성구간 검출을 수행하였다.

2.3 FCMC(Fuzzy C-Means Clustering)

일반적인 FCMC알고리즘은 퍼지 집합 이론과 최

소자승 에러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속도와 

명기된 정보에 따라 각 데이터 점을 소속 정도에 따

라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데이터 분류 알고리즘이다

[12,13]. n개의 벡터    의 집합을 c개의 퍼

지 집합으로 나누고 각 집합의 클러스터들의 중심을 

찾는다[12]. FCMC에서 소속도 는 0과 1사이의 값

을 나타내며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소속정도의 합은 

1이 된다[11]. n개의 집합의 벡터와 클러스터의 

중심인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유클리드 거리와 

그 목적함수는 식 (5)와 같이 일반화 된다[12,13].

   
  



  
  











 (5)

여기서     는 j번째 데이터와 i번째 클러

스터 중심값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로써 식 (6)과 같

이 정의되는 정규화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또

한 m은 ∈∞인 가중치이다.

      



  






  
(6)

여기서 r은 입력공간의 차원이고 
은 l번째 변수

의 분산이다. 정규화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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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음성신호의 엔트로피 (a) 잡음이 섞인 음성신호, (b) 잡음이 섞인 음성신호의 엔트로피

유는 큰 값을 갖는 입력변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 입

력변수보다 클러스터의 중심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3]. 그리고 

식 (6)이 최소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식 (7)과 같다

[12].

    
  



 
  



  

 
  











  
  



 
  



  

(7)

여기서 는 라그랑지(lagrange)곱셈자이며, 식 

(7)이 최소가 되기 위한 클러스터의 중심과 퍼지 소

속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12].

 


  






  


  






(8)

 


  






  


(9)

FCMC은 반복 처리로 식 (8)과 식 (9)을 갱신시킨

다.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을 때까지 반복처리를 하

여 식 (8)과 식 (9)의 조건이 만족하도록 하여 소속행

렬 U와 클러스터 중심 를 결정한다. 그리고 식 (9)

는 거리에 기반한 소속도를 계산하며 그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한다[12,13].

2.3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링

앞서 설명과 같이 기존의 FCMC알고리즘은 입력

벡터들과 각 군집의 중심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

된 유사도에 기초한 목적 함수의 최적화 방식을 사용

한다[12]. 그러나 음성구간 검출에 사용될 경우, SNR

이 낮은 환경에서는 군집공간상의 거리만을 이용한 

FCM알고리즘은 음성과 크기가 큰 잡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에너지와 엔트로피 

두 가지 특성을 퍼지 소속도로 사용하였으며, 음성과 

잡음으로 구분되는 2개의 클러스터의 중심을 업데이

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속도를 가중시키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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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x(t))

Compute signal 
entropy (E(t))

E(t) < 0

Fuzzy membership 
shift

Noise

X(t) > 0.5

Calculate center of 
cluster using fuzzy 
c-means clustering

Voice

No

No

Yes

Yes

Voice activity 
smoothing

(X(t))

그림 3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 계산과정의 흐름도

로운 퍼지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의 순서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입력된 음성신호 x(t)를 앞서 설명한 엔트로

피를 이용하여 초기 VAD과정을 거친다. 초기 VAD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단된 구간은 음성으로 결정하

고 잡음으로 판단된 구간에 대하여 제안하는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이 적용되는 

주 VAD과정을 거친다. 먼저 초기 VAD결과에서 음

성으로 판단된 구간의 퍼지 소속도를 천이시키고 퍼

지 c-means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

로 분류하여 음성구간과 비 음성구간을 검출한다. 검

출된 음성구간 결과를 평활화과정을 거쳐 최종 음성

구간 검출을 한다.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링에는 신호

의 엔트로피와 에너지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사용하

여 퍼지 소속도를 결정한다. 주어진 신호의 특정 시

간(t)에서 두 가지 퍼지 소속도 함수는 다음 식(10)과 

식(11)을 통해 계산된다.

   (10)

   (11)

여기서 는 입력신호의 에너지이며 이것을 

첫 번째 퍼지 소속도로 사용한다. 그리고 는 

식(3)에서 계산된 입력신호의 엔트로피이다. 이것을 

두 번째 퍼지 소속도로 활용한다. 그리고 식 (10)과 

식(11)을 이용하면 앞서 설명한 식 (8)과 (9)의 일반

적인 FCMC알고리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형하

여 나타낼 수 있다.

 


  






  


  






(12)

 


  






  


  






(13)

 


  






  


(14)

 


  






  


(15)

그리고 초기 음성구간 검출법에서 검출된 음성구

간과 잡음구간의 클러스터 중심을 각각 와 으로 

나누어 클러스터 중심을 계산한다. 다음의 과정을 거

쳐 제안하는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링

의 소속도를 천이시키고 천이된 소속도로 음성구간

과 잡음구간의 클러스터 중심을 계산하여 음성구간 

검출을 수행한다.

Seed weighted fuzzy c-means clustering

Given the cluster number c = 2
Choose initial estimate of cluster centers  , 

REPEAT

IF  > 0

    

    

END

Determine , , according to Eq

(14), (15)

Update the cluster centers  ,  , according

to Eq (12), (13)

UNTIL no change in the cluster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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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개수와 음성구간의과 잡음구간의 클러

스터 중심을 초기화 시킨 후 입력신호의 엔트로피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소속도 와 를 현재시간까

지의 평균값으로 바꾸어 음성구간의 소속도를 천이

시킨다. 천이된 소속도 값으로 인해 음성구간의 소속

도가 평균값에 가까운 곳으로 밀집되어 소속도 간의 

유클리드 거리가 줄어들어 음성구간의 클러스터를 

결정할 때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식 (14),

(15)를 통해 소속도를 결정하고 음성구간의 클러스

터 중심과 잡음구간의 클러스터 중심을 식 (12), (13)

으로 클러스터의 중심이 변화가 없을때까지 갱신시

켜 나누어진 두 개의 클러스터로 음성구간과 잡음구

간을 검출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장을 말할 때 

음성은 음성구간끼리 모여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음성구간 검출 성능을 높일 수 있

다. 특정 시점(t)에서 200ms 전후로 음성 클러스터와 

잡음 클러스터의 개수를 확인하여 클러스터의 개수

가 더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음성구간 평활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음성구간 검출을 한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분석을 위한 실험 데이터

로써 TIMIT 데이터베이스의 음성신호 샘플과 

NOISEX-92의 잡음신호 샘플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샘플은 16kHz 샘플링레이트(sampling rate)와 32비

트(bit)를 가지며 다양한 SNR에 대한 알고리즘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 SNR을 

0 dB, 5 dB, 10 dB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의 음성구

간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비교에 많이 쓰이고 있는 

ITU-T의 G729B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과 Asgari

[9]가 제안한 EVAD(entropy voice activity de-

tection)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백색 잡음을 섞어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이용해 음

성구간을 검출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는 잡음이 비교적 약한 SNR 10 dB에서의 

음성구간 검출 결과이다. (a)는 G729B의 음성구간 

검출 결과로 약한 잡음에도 많은 잡음구간을 음성구

간으로 검출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b)는 

EVAD의 결과로 대부분의 음성구간을 잘 찾아내고 

있지만 이어지는 음성구간을 모두 분리하여 검출하

여 문장형태의 음성구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c)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결과로 모든 음성구간을 잘 검출했으며 (b)에서 보여

주는 문장형태의 음성구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을 앞서 설명한 음성구간 평활화 과정으로 보정하였

기 때문에 이어지는 음성구간을 넓은 음성구간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5는 비교적 잡음이 강한 SNR 5 dB에서 음성

구간 검출을 한 결과이며 그림 6은 잡음이 상당히 

강한 SNR 0 dB에서의 음성구간 검출 결과이다.

G729B의 경우 잡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잡

음구간을 음성구간으로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

으며 EVAD의 경우는 잡음구간을 음성구간으로 잘

못 인식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SNR 10 dB에서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음성구간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잡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크기

가 큰 음성구간만을 음성으로 인식하여 많은 음성구

간을 잡음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보인다.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위

해 음성구간 적중률(pause hit rate, PHR)과 비음성

구간 오류율(false alarm rate, FHR)을 통해 수치적

으로 나타내었다. PHR은 음성구간 내에서 음성을 음

성으로 정확하게 찾아낸 비율을 나타내며 FAR은 잡

음구간 내에서 잡음을 음성으로 잘 못 찾아낸 오류율

을 나타낸다. PHR은 높을수록 FAR은 낮을수록 음

성구간 인식에 좋은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이다. 세 

가지 알고리즘의 다양한 SNR환경에 따른 PHR,

FAR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서 G729B의 경우 PHR에서 매우 높은 검출

율을 보인다. 하지만 FAR 역시 매우 높은 오류율을 

보여 잡음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의 잡음을 음성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EVAD의 경우 SNR환경에 따라 55∼63%정도의 

PHR을 보였으며 FAR은 모두 0을 나타내었다. 이것

은 잡음구간에서 모든 잡음을 잡음으로 판단하였고 

음성구간에서 음성을 검출하는 성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매우 높은 

PHR을 보이며 12∼14%정도의 FAR을 보여 음성구

간에서 대부분의 음성을 잘 찾아내고 잡음구간에서

는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잡음으로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PHR과 FAR로는 

음성구간과 잡음구간 모두의 객관적인 성능을 알 수 



(a)

(b)

(c)

(d)

그림 4. SNR 10 dB에서의 음성구간 검출 결과 (a) 입력신호 (b) G729B, (c) EVAD, (d) 제안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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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SNR 5 dB에서의 음성구간 검출 결과 (a) 입력신호 (b) G729B, (c) EVAD, (d) 제안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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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SNR 0 dB에서의 음성구간 검출 결과 (a) 입력신호 (b) G729B, (c) EVAD, (d) 제안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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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성구간 검출율 [%]

SNR

(dB)

Algorithm

G729B EVAD Proposed

PHR FAR PHR FAR PHR FAR

0 99.53 94.9 53.93 0 92.48 5

5 98.83 91.92 58.8 0 94.83 5.05

10 99.3 92.83 64.51 0 96.34 4.49

15 100 96.04 69.75 0 96.94 5.63

표 2. 상대적 오류율 [%]

SNR (dB)
Algorithm

G729B EVAD Proposed

0 48.08 22.84 6.25

5 34.24 20.43 5.11

10 47.15 17.59 4.49

15 48.42 15.00 4.36

없기 때문에 신호 전체에서 음성구간 검출 성능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상대적 오류율 (relative

error, RE)을 이용하여 세 가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려고 한다. RE는 잡음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음성신호에서 수동으로 음성구간을 찾아 표시한 데

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을 나타낸다. RE는 다음

의 식 (16)과 식 (17)을 통해 계산된다.

   if    

 
(16)

 


  





× (17)

여기서 은 수동으로 찾은 음성구간이며 

은 알고리즘을 통해 찾은 음성구간이다. 그리

고 L은 음성신호의 전체 샘플 개수이다. RE는 백분

율로 수치가 나타나며 낮을수록 음성구간 검출 성능

이 좋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알고리즘의

음성구간 검출 상대적 오류율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G729B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40% 후

반대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EVAD는 높은 SNR

환경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낮은 SNR

환경에서는 20%이상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SNR이 낮아질수록 약간의 오류율 

상승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7% 미만의 매우 우수한 

음성구간 검출 성능을 보여주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퍼지 클러스터링에 기반한 새로운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FCMC 알고

리즘을 개선한 퍼지 소속도 천이 c-means 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성구간 검출을 하였다. 기

존의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은 잡음이 심한 환경에

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기본적인 퍼지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역시 낮은 SNR환경

에서 많은 오류를 보였다. 제안하는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 음성

구간 검출에서 음성으로 검출된 구간의 퍼지 소속도

를 천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음성구간 검출 성능

을 높이고 퍼지 c-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 음성구간과 비음성구간

을 검출하였다. 그리고 낮은 SNR환경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음성구간 검출결과를 평활화

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높은 음성구간 검출 성능을 

가지도록 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낮은 SNR환경에서 좋은 

음성구간 검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

된 음성구간 검출 알고리즘은 잡음에 매우 강하며 

음성통신을 위한 음성코딩이나 음성인식, 잡음제거,

음성향상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잡음이 

심한 환경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잡음이 강

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서 음성명령을 내릴 때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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