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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  환경에서 독립벡터분석  주 수 역 빔형성 
알고리즘에 의한 혼합잡음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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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잡음이 포함된 4채 의 음원신호를 주 수 역의 독립벡터분석 알고리즘에 의하여 깨끗한 

음성신호와 혼합잡음신호를 분리하는 기법을 먼  제안한다. 제안한 독립벡터분석 알고리즘에 의하여 분리된 

음원신호를 주 수 역 지연합 빔형성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독립벡터분석으로부터 분리된 출력신호 간의 

상호 상 성을 이용하여 향상된 출력음성신호를 구한다. 본 실험에서는 백색잡음이 포함된 0dB, -5dB의 SNR

의 입력 혼합잡음음성에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주 수 역 지연합 빔형성기 알고리

즘만을 사용하 을 때 보다 최  10.90dB의 SNR  10.02dB의 Segmental SNR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알고리즘 기법이 주 수 역 지연합 빔형성기와 비교하여 음성품질이 향상된 것을 실험  

고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first proposes a technique to separate clean speech signals and mixed noise signals by using an 

independent vector analysis algorithm of frequency band for 4 channel speech source signals with a noise. An improved 

output speech signal from the proposed independent vector analysis algorithm is obtained by using the cross-correlation 

between the signal outputs from the frequency domain delay-sum beamforming and the output signals separated from 

the proposed independent vector analysis algorithm. In the experiments, the proposed algorithm improves the maximum 

SNRs of 10.90dB and the segmental SNRs of 10.02dB compared with the frequency domain delay-sum beamforming 

algorithm for the input mixed noise speeches with 0dB and -5dB SNRs including white noise, respectively. Therefore, it 

can be seen from this experiment and consideration that the speech quality of this proposed algorithm is improved 

compared to the frequency domain delay-sum beamforming algorithm.

키워드

Frequency Domain Delay-Sum Beamforming, Independent Vector Analysis, Mixed Noise Signal, Speech Signal

주 수 역 지연합 빔 형성기, 독립 벡터 분석, 혼합 잡음 신호, 음성 신호

* 교신 자: 신라 학교 스마트 기 자공학부

ㆍ   수  일 : 2019. 07. 25

ㆍ수정완료일 : 2019. 09. 04

ㆍ게재확정일 : 2019. 10. 15

ㆍReceived : Jul. 25, 2019, Revised : Sep. 04, 2019, Accepted : Oct. 15, 2019

ㆍCorresponding Author : Jae-Seung Choi

　Division of Smart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Silla University

  Email : jschoi@silla.ac.kr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811-816, vol. 14, no. 5, Oct. 31. 2019, t. 97,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19.14.5.811



JKIECS, vol. 14, no. 05, 811-816, 2019

812

Ⅰ. 서 론

근년 여러 형태의 배경잡음으로 오염된 음성신호 

에서 음성신호와 잡음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

일채 의 마이크로폰 어 이에 의한 분리, 마이크로폰 

어 이를 사용한 다 채  음원분리, 독립성분분석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독립벡터

분석의 암묵  음원신호분리 등이 연구되고 있다. 마

이크로폰 어 이를 사용한 다 채  음원분리에 해

서는 지 까지 많은 수법이 제안되었으며, 범 하게 

사용된 수법 의 하나로 ICA를 로 들 수 있다[1]. 

이러한 ICA는 다 채 [2, 3]의 입력 혼합음원신호의 

통계 인 독립성을 가정함으로써 분리행렬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배경잡음으로 오염된 음성신호  복수화자

에 의하여 동시에 발성된 혼합 음성신호를 분리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ICA가 근래에 주목받는 주된 

이유는 음원의 분리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러나 입력 혼합 음원신호를 주 수 역의 선형

조합 모델 형태로 용할 때 ICA의 출력신호에서 원

래의 음원신호로 분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수 역 

성분의 색인의 순서가 뒤바 는 순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독립벡터분석(Independent Vector Analysis, 

IVA)이 제안되었다[5-7]. 일반 으로 IVA는 각 주

수 역 신호의 빈 간의 상호 의존성 계를 이용하여 

ICA에서 나타나는 순열 문제를 해결하여 혼합음원신

호를 분리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잡음성분이 포함된 혼합잡음음성으로부터 음성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마이크로폰 어 이를 이용한 방

법, 은닉 마코  모델, 스펙트럼 차감방법, 필터, 청

각필터, 응필터링 방법, 신경회로망 등의 여러 연구 방

법이 제안되고 있다[5-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방법 에서 다  마이크로폰 어 이의 입력을 사용하여 

잡음이 혼합된 음성신호에 용하는 알고리즘을 검토한

다. 먼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폰에서 구해지는 4채  

입력 잡음음원신호의 문장 체를 주 수 역에서 분석

하여 분리행렬을 구한 후에 제안한 IVA를 임 단

로 용하여 음성신호와 잡음음성신호를 분리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이 후에 IV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마이크

로폰 어 이의 주 수 역 지연합 빔형성기 (Frequency 

Domain Delay-Sum Beamforming, FDDSB)[8]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IVA로부터 분리된 출력신호 간의 상  

의존성을 이용하여 향상된 출력음성신호를 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입력 음원신호에 

하여 백색잡음으로 오염시킨 4채 의 잡음음원신호

를 사용하여 기존의 알고리즘에 하여 SNR  

Segmental SNR을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에 의한 방법이 우수함을 실험을 통하여 나타

낸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는 2장에서는 기존의 음원분

리 방법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IVA와 

FDDSB 알고리즘에 의한 혼합잡음제거 방법을 제안

한다. 4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백색잡음 하의 음성신호에 한 실험결과를 

나타내며,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기존의 2채  음원분리 방법

암묵  음원신호분리는 입력 음원신호원에 하여 

독립성이 최 로 보장되도록 분리행렬을 추정하여 원

래의 음원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암묵  음원신호

분리에는 시간계열 신호를 사용하는 시간 공간 역

의 ICA 방법과 신호를 주 수 역으로 바꾸어 각 

주 수 성분에 하여 분리행렬을 구하는 주 수 

역의 ICA에 기 한 2종류의 방법이 있다.

그림 1은 기존의 ICA에 의한 음원분리 모델을 나

타내며 주로 암묵  음원신호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며, 혼합 신호를 분리하고 음원을 추정한다. 그

림 1에서는 두 개의 마이크로폰으로 수신되는 두 개

의 음원을 사용하며 각 음원은 서로 결합되어 각 마

이크로폰에서 혼합 신호를 생성한다[5, 7].

그림 1. 기존의 ICA 음원분리 시스템의 기법
Fig. 1 Conventional technique of ICA source 

sepa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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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를 사용하면 원래의 각 음원신호를 식 (1)과 

같은 혼합신호에서 분리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수신된 혼합음원 신호,    는 원래의 음

원 신호이며 는 알 수 없는 혼합 행렬이다.

  








 

 
 












          (1)

혼합 신호로부터 음원 신호를 분리하기 해 식 

(2)와 같이 분리행렬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과 

는 분리된 신호이고 행렬 는 분리 행렬이다. 그

러므로 식 (1)과 (2)에서 분리된 음원신호는 원래의 

음원신호와 유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명의 화자에 의한 음성 신호에 하여 마이크로폰 

     에 의한 녹음은 식 (3)의 음성 신호

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다.

      

      
        (3)

여기에서 는 스피커에서 마이크로폰까지의 거리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마이크로폰에서 녹음된 

     만을 사용하여 원래의 두 음원 신호 

     를 복구한다. 따라서 측정된 혼합신

호에서 원래의 숨어 있는 음원 신호를 복구한다.

Ⅲ.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혼합잡음제거

근년 독립성을 주 수 역 성분의 색인뿐만 아니

라 체 역의 정보신호를 기 으로 평가하는 IVA

가 제안되고 있다. IVA에 의한 음원분리의 기본 인 

방법은 주 수 역 독립성분 분석(Frequency Domai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DICA)[8]을 이용

하여 독립성을 기 으로 원래의 음원신호를 분리한다. 

이 경우에 FDICA에서는 주 수 빈마다 개별 으로 

구한 음원신호는 ICA의 순서 부정합 때문에 주 수 

스펙트럼성분의 색인에 의한 음원신호의 순서가 변화

하는 순열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여, IVA에서는 

정확한 분리행렬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순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음원신호가 정확하게 복원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IVA 알고리즘을 마이

크로폰의 음성신호와 잡음신호를 분리한다.

마이크로폰에서 수신된 부가 잡음으로 손상된 음성 

신호 는 식 (4)와 같이 나타낸다. 여기에서 는 

이산시간 색인이고, 는 깨끗한 음성 신호이며, 

은 부가잡음이다. IVA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

는 수신된 신호 를 시간 역 창으로 분할하고 

segment를 행렬의 열 성분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4)

여기에서 를 알 수 없는 혼합 행렬이라고 하

며, 음원 는 목 으로 하는 원래신호의 화자를 

나타내며 통계 으로 독립 이라는 조건을 가정한다. 

혼합 신호 는 혼합 행렬 를 이용하여 

에 의해 만들어 진다. 는 부가 잡음이며 알 

수 없는 신호로 가정된다. 식 (4)에서 는 찰 

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이며, , , 은 

미리 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을 사용하

여 추정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식 (5)와 같이 잔향을 고려하지 않

은 IVA에 의한 혼합 문제를 취 하지만, 일반 으로 

실제 상황에서 녹음된 마이크로폰 신호에는 상당한 

양의 잔향신호가 포함되어 있다.

  
 



            (5)

여기서 는 합성곱(Convolution)의 순서이며 환경 

음성신호에 따라 달라진다.

IVA에 의하여 최종 분리된 신호는 음원신호 

를 추정하기 하여 혼합신호 와 행렬 를 이

용하여 식 (6)처럼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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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기서 는  의 추정신호이며,    

라면 를 사용하여 소스 를 구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분리된 음원신호 는 ×의 실수행렬 

를 사용하여 최종 으로 독립 인 를 구할 수 

있으며, 식 (6)의 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7)

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와 잡음신호를 분리하기 

하여 IVA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FDDSB 알고리즘을 

용하여 향상된 음성신호를 복구한다. 먼  마이크로

폰에서 구해지는 4채  입력 잡음음원신호를 국소 퓨

리에변환을 용하여 시간 역의 혼합 신호를 주 수 

역으로 변환한 다음 IVA 알고리즘의 분리행렬을 

사용하여 잡음신호와 음성신호를 분리한다. 이후에 역 

국소 퓨리에변환을 용하여 주 수 역으로 분리된 

신호를 시간 역으로 변환하여 분리된 음원신호를 

추정한다. IVA로부터의 출력  FDDSB의 출력에 

한 상호 상 의존성을 이용하여 두 신호 에서 상호 

상 성이 더 높은 신호를 백색잡음이 제거된 향상된 

출력신호로 한다.

Ⅳ. 실험 결과  고찰

제안하고 있는 IVA 알고리즘  FDDSB를 사용한 

향상된 출력음성신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백색

잡음으로 첩된 0dB, -5dB의 혼합잡음음성에 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16kHz의 표본주

수를 가지는 음성신호에 백색잡음을 첩시켰으며 

4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한 음성신호를 사용하 다. 

0dB  -5dB의 SNR에 하여 IVA 알고리즘을 실행

하 으며 국소 퓨리에변환의 한 임은 512 샘 이

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는 

MATLAB을 사용하 으며, 출력 SNR  Segmental 

SNR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IVA  

FDDSB 알고리즘의 성능을 본 실험에 의해서 테스트

하 다.

그림 2와 그림 3은 깨끗한 음성신호에 하여 0dB 

 –5dB의 입력 SNR이 되도록 백색잡음을 첩하

여 만든 혼합잡음음성에 하여 제안한 IVA 알고리

즘에 의하여 분리된 출력신호  FDDSB 알고리즘[6]

의 출력 형을 나타낸다. 그림 2(c)  3(c)는 FDDSB 

알고리즘에 의한 출력신호, 그림 2(d)  3(d)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IVA  FDDSB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임 단 로 혼합잡음음성 에서 잡음성분을 

제거한 음성신호의 출력 형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그림 2(a)  3(a)의 깨끗한 원래의 음성신호와 비교

하 을 때 원래의 음성신호에 근 하게 출력되고 있

는 것을 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잡음신호

가 음성신호에 첩되어도 충분히 음성신호를 향상시

킬 수 있다는 것을 형에 의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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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0dB의 잡음음성에 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음성향상, (a) 잡음이 없는 음성신호, (b) 0dB의 

잡음음성신호, (c) FDDSB에 의한 출력신호, (d)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음성향상

Fig. 2 Speech improvement by proposed algorithm for 
noisy speech with 0dB, (a) speech signal without noise, 
(b) mixed noisy speech signal with 0dB, (c) output signal 
by FDDSB, (d) speech improvement by proposed 

algorithm

그림 3. -5dB의 잡음음성에 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음성향상, (a) 잡음이 없는 음성신호, (b) -5dB의 

잡음음성신호, (c) FDDSB에 의한 출력신호, (d)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음성향상

Fig. 3 Speech improvement by proposed algorithm for 
noisy speech with -5dB, (a) speech signal without noise, 
(b) mixed noisy speech signal with -5dB, (c) output signal 
by FDDSB, (d) speech improvement by proposed algorithm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출력 SNR  Segmental SNR을 사용한 향상

된 음성신호의 객 인 평가를 표 1과 2에 나타낸다. 

표 1의 출력 SNR을 비교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이 FDDSB 알고리즘만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

여 최  10.90dB의 SNR(-10dB의 SNR)이 향상되었

다. 한 표 2의 출력 Segmental SNR의 성능평가와 

비교하면, 제안한 알고리즘이 FDDSB 알고리즘만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최  10.02dB의 Segmental 

SNR(-10dB의 SNR)이 향상되었다. 체 SNR을 사용

하 을 때에 표 1  표 2의 객 인 평가방법 이외

에 실제로 출력 형의 음질을 평가하 을 때에도 제

안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처리된 음성의 음질이 상당

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으로 원래의 깨

끗한 음성신호에 잡음이 더 많이 첩될수록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FDDSB 알고리즘만

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음성의 향상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백색잡음에 한 출력 SNR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output SNR for 

white noise

Input SNR 

(dB)

Output SNR (dB)

FDDSB Prop.
Impr. from 

FDDSB

0 8.13 11.38 3.25

-5 3.13 9.91 6.78

-10 -1.87 9.03 10.90

표 2. 백색잡음에 한 출력 Segmental SNR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output segmental 
SNR for white noise

Input SNR 

(dB)

Segmental SNR (dB)

FDDSB Prop.
Impr. from 

FDDSB

0 3.23 8.67 5.44

-5 -1.10 7.15 8.25

-10 -4.78 5.24 10.02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되는 4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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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음원신호를 주 수 역에서 분석하여 분리행렬을 

구한 후에 제안한 IVA 알고리즘에 의하여 음성신호와 

잡음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IVA 알고리즘

에 의하여 분리된 음원신호를 FDDSB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IVA로부터 분리된 출력신호 간의 상호 상 의

존성을 이용하여 향상된 출력음성신호를 구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백색잡음

으로 오염시킨 잡음음원신호를 사용하여 SNR  

Segmental SNR에 의한 측정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IVA  FDDSB 알고리즘이 FDDSB 알고리

즘만을 사용할 때 보다 최  10.90dB의 SNR이 향상

되었으며, 최  10.02dB의 Segmental SNR이 향상되

었음을 확인하 다. 특히 꺠끗한 음성신호에 많은 잡

음이 첩되어도 충분히 음성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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