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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ble voice recognition method based on an adaptive MFCC and deep learning for embedded 

systems. To enhance the recognition ratio of the proposed voice recognizer, ambient noise mixed into the voice signal has to be 

eliminated. However, noise filtering processes, which may damage voice data, diminishes the recognition ratio. In this paper, a filter 

has been designed for the frequency range within a voice signal, and imposed weights are used to reduce data deterioration. In 

addition, a deep learning algorithm, which does not require a database in the recognition algorithm, has been adapted for embedded 

systems, which inherently require small amounts of memory. The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sed deep learning 

algorithm and HMM voice recognizer, utilizing the proposed adaptive MFCC algorithm, perform better than conventional MFCC 

algorithms in its recognition ratio within a nois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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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음성 신호를 인식기를 통하여 문자나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음성인식 기술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이동 

통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등에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음성 인식 방법은 

마이크 등의 입력장치에서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미리 학습

된 음성신호나 DB에 저장해놓은 데이터를 비교하여 인식하

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음성신호에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 미리 학습하거나 저장해

놓은 데이터와의 오차가 생겨 인식률 저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오차의 잡음을 제거하여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

여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음성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음

성 강화법, 잡음으로 손상된 신호를 보상하는 모델 보상법 

그리고 잡음에 강한 특징벡터를 추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잡음이 섞인 음성신호의 잡음을 제거하는 음성강화법[1-3]

은 FIltering Techniques에 해당하는 SSM (Spectral Subtraction 

Method) [4,5], Wiener Filtering [6], SSA (Signal Subspace Approach) 

[7] 방법과 Spectral Restoration에 해당하는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8,9]와 MMSE-STST (Minimum Mean Square 

Error Short Time Spectral Amplitude Estimator) 등이 있으며 모델 

보상법에는 HMM decomposition [10,11], PMC (Parallel Model 

Compensation) [12]가 있다. 그리고 음성신호에서 특징을 추출

하는 알고리즘[13]으로는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14-16], PLP (Perceptual Linear Prediction) [17], SMC 

(Short-time Modified Coherence) [18], Cepstral Compensation [19] 

방법 등이 있다. 

최근 음성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잡

음을 제거하는 방식이 음성데이터의 고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잡음에 강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MFC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

간의 청각적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 필터뱅크(Filterbank)의 대

수 에너지를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하여 구한다. 하지

만 MFCC 알고리즘은 낮은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지는 신호에

서는 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

성신호를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하여 일정 dB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가중치를 주어 음성데이터가 포함된 대역을 

두드러지게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잡음이 포함된 신호를 잡음을 제거

하고 DNN (Deep Neural Networks)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킨

다. D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시켜 별도의 DB를 구축

하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적은 메모리의 임

베디드 환경의 시스템에서도 음성인식이 가능한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II. 제안하는 알고리즘 

MFCC는 음성처리에서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식률이 높은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본 논문에서는 특정주파수 대역에서 잡음이 제거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여 Adaptive MFCC 알고리즘을 제안한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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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인간의 청각구조를 모델링한 Mel-scale이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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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서 Amplitude의 크기가 큰 주파수 대역에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 (6)과 같이 가중치가 0이 아

닌 필터를 거친 신호의 Amplitude의 평균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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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6) 

 

식 (7)에서 가중치가 0이 아닌 주파수 대역의 평균을 주파

수 대역의 Amplitude와 나누어준 값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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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f < 20kHz               (7) 

 

계산된 가중치 ����를 식 (8)과 같이 Filterbank의 주파수 f

에 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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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곱한 필터 신호를 학습기의 학습데이터로 사용

하기 위해서 신호를 더해준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DCT과정

을 통하여 신호를 양자화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오

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습데이

터로 사용한다.  

분류기는 Deep learning 알고리즘 중 DNN (Deep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Deep Learning 알고리즘은 복

수개의 은닉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 알고리즘인데 기존의 

신경망 알고리즘과 같이 비선형 모델링을 할 수 있어 많은 

용도의 분류기로 사용이 된다. 이 방식은 기존의 신경망 알

고리즘의 과학습(Over Learning)의 문제점을 해결한 알고리즘

으로 신경망 알고리즘보다 더 적은 노드만으로 비선형 모델

링을 할 수 있어 기존의 신경망 알고리즘보다 학습시간도 적

게 걸리며 연산량도 줄어들었다. 학습이 잘된 DNN은 잡음이 

섞여 있는 데이터도 인식률이 높다.  

여기서 Adaptive MFCC를 이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신호

를 DNN의 학습데이터로 이용한다. 그림 5와 같이 DNN 알

고리즘의 구조는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나뉘

는데 입력층은 잡음이 제거된 데이터를 넣어주며 히든층은 

6개의 층으로 설계하였다. 히든층은 (11520×13000×10000× 

7000×3000)으로 구성되었다. 알고리즘은 역전파 알고리즘

(Backpropagation Algorithm)의 Deep Learning 버전으로 오차

의 출력은 식 (9)와 같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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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 학습기는 일부의 데이터가 손상되어 있거나 잡음이 추

가가 되어 있어도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식 (10)을 이

용하여 학습기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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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임의의 정해진 임계치보다 에러값이 줄어들면 학습

을 종료하게 된다. Deep Learning 알고리즘에서 학습을 하는 

동안 중요한 것이 학습데이터의 개수이다. 학습 데이터가 충

분하지 못하면 학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음성데

이터를 이용하여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얻기가 불가능하므로 

임의의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준다. 초기에 Adaptive MFCC를 

이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음성데이터에 랜덤한 노이즈를 추

가해 준다. 작은 잡음은 음성데이터만 손실되지 않는다면 

Deep Learning 알고리즘의 인식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학습에 좋은 데이터의 조건을 가지므로 Adaptive 

MFCC의 결과에 랜덤한 주파수 대역에 노이즈를 포함하여 

학습데이터로 이용한다.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이 완료된 가중치 정보만을 이용하여 메모리가 작은 임베디

드 환경에서 음성인식기가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III. 실험 

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에서도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하기 위하여 실제 다이나믹 마이크로 많이 사용중인 

Sennheiser e835s 마이크와 녹음 환경은 에어컨과 PC가 동작

하고 여러잡음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연구실 환경에서 이루

어 졌으며 알고리즘은 i5 2.80GHz, 32bit window운영체제, 

RAM 4GB 그리고 Matlab R2013 버전에서 실험하였다. 

그림 6은 ‘Hello’, ‘Turn On’, ‘Turn Off’, ‘Up’, ‘Down’, ‘Good 

bye’ 여섯 단어를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입력한 원신호이다. 

2. MFCC와 Adaptive MFCC의 DNN 인식률 비교 

그림 6에서 보이는 원신호를 Adaptive MFCC 알고리즘과 

MFC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여 DNN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각 단어의 인식률을 비교한다. 

그림 7은 원신호를 Mel-scale로 변환한 신호이다. 

Mel-scale로 변환된 신호를 Hamming window를 이용하여 

프레임을 나누고 filterbank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그림 

8과 같이 필터에서 음성신호가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

을 추출한다.  

필터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어지는 신호들을 학습기에 사

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합쳐준다. 이 데이터가 

Adaptive MFCC 알고리즘으로 잡음이 제거된 데이터이다. 

학습데이터를 위하여 랜덤한 주파수의 0.1dB, 10dB, 50dB의 

노이즈를 더하여 Adaptive MFCC 알고리즘과 MFCC 알고리

즘을 실험하였다. 각 알고리즘의 인식률은 여섯 단어를 학습

시켜 각 단어를 10000번 이상 인식시켜 확인하였다. 

 

 

그림 5. DNN의 구조. 

Fig.  5. The structure of DNN. 

 

Input

Hidden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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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llo. (b) Turn on. 

 

(c) Turn off. (d) Up. 

(e) Down. (f) Good bye. 

그림 6. 단어별 입력 원 신호. 

Fig.  6. Original signals.  

 

 

(a) Hello. (b) Turn on. 

 

(c) Turn off. (d) Up. 

 

(e) Down. (f) Good bye. 

그림 7. 단어별 Mel-scale 신호. 

Fig.  7. Mel-scale signals. 

 

 

 

그림 8. 음성신호가 포함된 필터. 

Fig.  8. Filtered include voice data. 

 

표 1에서는 각 단어별 Adaptive MFCC와 MFCC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이용하여 랜덤한 노이즈

를 추가하여 동일한 분류기를 이용하여 학습을 시킨다. 각 

단어별 10,000개의 샘플단어를 인식하여 인식률을 확인하였

다. 실험 결과로 Adaptive MFCC의 인식률은 최소 96% 그리

고 MFCC는 최소 92.1%의 인식률을 보여준다. 기존의 

MFCC보다 Adaptive MFCC를 이용하여 Deep learning을 하는 

것이 인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Adaptive MFCC와 MFCC의 HMM 인식률 비교 

현재 음성인식기의 분류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MM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Adaptive MFCC와 

MFCC의 인식률을 비교하였다. 

실험은 위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식

기 만 DNN에서 HMM으로 변경하였다. 

표 2는 Adaptive MFCC와 기존의 MFCC의 출력값을 근거

로 HM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식률을 비교한 것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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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를 HMM을 이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MFCC보다 

Adaptive MFCC를 이용한 것이 약 2%의 인식률이 향상한 것

을 볼 수 있다. 

4. Adaptive MFCC를 이용하여 HMM과 DNN의 인식률 비교 

제안하는 Adaptive MFCC를 이용하여 DNN과 HMM 두 인

식기를 이용하여 인식률을 비교한다. 두 인식기에서 사용하

는 데이터는 동일하며 DNN에서 학습하는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를 똑같이 HMM에서 사용하여 인식률을 비교하였다. 

표 3에서 Adaptive MFCC의 출력값을 이용하여 두 인식기 

DNN과 HMM의 인식률을 비교하였다. 두 인식기 모두 높은 

인식률을 보였지만 Adaptive MFCC 알고리즘의 결과값을 사

용한 인식기는 HMM 알고리즘보다 DNN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식기가 인식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음성인식기는 마이크나 다른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이용하여 기존의 Database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

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잡음이 

제거된 데이터가 Database에 있으므로 입력받은 음성신호에

서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음성인식을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MFCC를 개선하여 환경에 강인한 음성인식

을 위한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한 후 Deep Learning을 통하

여 인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인식률로 비교하였다. 특히 

인식률 향상을 위하여 Smooth와 적응필터를 통하여 데이터

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잡음을 제거하였다. 기존의 MFCC

는 특정 대역의 잡음이 잘 제거되지 않는 단점으로 인하여 

인식률이 저하되었지만 개선된 MFCC는 음성데이터를 손상

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대역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Smooth를 통하여 1차적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잡음을 제거

해주었다. 또한 주파수 대역과 무관하게 어떠한 잡음이라도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신호의 

각 주파수 대역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약 50개 정도의 주파

수 대역을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각 필터마다 가중치를 주어

서 특정 잡음이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응필터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MFCC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잡

음이 제거되지 않아서 인식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된 

MFCC를 통하여 잡음에 의해 인식률이 저하되는 경우가 없

도록 하였다. 또한 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모

리가 작은 임베디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HMM 보다 Deep Learning 알고리즘에 조금 더 높은 인식

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MFCC보다 계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시

간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제품에 적합

한 화이트 노이즈를 제거하기에 더욱 적합한 음성인식기에 

적합한 적응형 필터를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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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잡음이 제거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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