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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음성의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 검출기 (voice activity detection, VAD)의 성능 향상을 위해 2차 조건 

사후 최대 확률 (second-order conditional maximum a posteriori, second-order CMAP)기법을 적용한 우도비 테스트 

(likelihood ratio test, LRT)를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 검출기와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를 분석한 다음, 직전 2 프레임에서 음성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조건부 확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응형 문턱값을 

구하여 기하 평균한 우도비와 비교하는 음성검출 결정법 (decision rule)을 제시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비정상 

(non-stationa⑴잡음환경에서 기존의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 검출기,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와 비교하였으며,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핵심용어: 음성 검출기, 2차 조건 사후 최대 확률, 통계적 모델, 우도비

투고분야: 음성처리 분야 (2.4)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pproach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statistical model-based voic은 activity 

detection (VAD) which is based on the second-order conditional maximum a posteriori (CMAP). In our approach, 

the VAD decision rule is expressed as the geometric mean of likelihood ratios (LRs) based on adapted threshold 

according to the speech presence probability conditioned on both the current observation and the speech activity 

decisions in the pervious two fram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yields better results 

compared to the statistical model-based and the CMAP-based VAD using the LR test.

Keywords： Voice Activi切 Detection, Second-Order Conditional Maximum a Posteriori, Statistical Model, Likelihood 

Ratio

ASK subject classification： Speech Signal Processing (2.4)

I.서론

잡음 환경에서 음성이 존재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결정하는 음성 검출기 (voice activity detector, VAD)는 

음성인식, 음성 부호화 그리고 음성 향상 등 음성신호처 

리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다양한 알고리즘 

들이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다 [1]. 그중 Ephra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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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h의 연구에서 시작된 imnimum mean square error 

(MMSE) 기반의 음성 향상 기법에 사용된 음성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통계적 모델을 우도비 테스트 (likelihood 

ratio test, LRT) 에 적용한 음성 검출기의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다시 말해 위의 방법은 

음성에 대한 통계모델을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였으며 

decision-directed (DD) 기법을 적용하여 음성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LR)를 기하평균한 

판별식으로부터 음성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4],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성의 활동은 인접한 프레임들과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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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음성이 활동하는 프레임의 바로 

전 프레임이나 바로 다음 프레임은 음성이 활동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성립한다. 이러한 

조건을 음성 검출기에 적용한 것이 최근에 제안된 조건 

사후 최대 확률 (conditional maximum a posteriori, 

CMAP) 기반의 음성검출 알고리즘이며 우수한 성능을 보 

였다 [10], 또한 최근 Ra血rez의 연구에서 과거, 현재 그 

리고 미래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우도비 테스트가 고려 

되었다 [11], 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실시간 구현에는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에서 제안한 

직전 프레임의 음성 부재 확률에 따라 고정된 문턱값을 

부여하여 우도비 테스트하는 방법대신, 직전 2 프레임에 

서 음성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실시간으로 

부여한 적응형 문턱값을 적용한 우도비 기반의 음성검출 

결정법 (decision rule)을 제안한다. 제안된 음성 검출 기 

법은 비정상 (non-stationary)잡음환경에서 기존의 통 

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 검출기, CMAP 기반의 음성 검 

출기와 비교하였으며,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표 통계 모델 기반의 음성 검출기

시간 영역에서 원래의 음성신호 x(t) 에 잡음신호 d(t) 

가 인가된 입력신호를 g(t) 라 하고 여기서 t는 이산 시간 

을 나타낸다. 입력신호 讯”는 이산 퓨리에 변환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을 통해 주파수 영 역 

으로 변환 되어 아래와 같이 표현 된다.

Ytkjn') = X(k,n) + D(k,n) (1)

여기서 沥은 “번째 프레임에서의 번째 주파수 

성분이다. 음성의 부재와 존재를 가설 , 乌 統,n) 

로 표현 하면 각 주파수 채널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0(k,n) : Y(k,n) = D(k,n) (2)

: Y(k,n) = X(k,n) +D(k,n) (3)

음성과 잡음신호의 스펙트럼이 복소 가우시아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으로부터 가설 丑o(Wz), 乌 戻,“) 을 조건 

으로 한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p(Hk,n)L%(k,n))= 、" ] (4)
TrXd(k,n) I Xd(k,n)丿

卩(＞狄 w)L%(M)) =
] I imn)|2 ] (5)

찌;L (顷) + 為: (5)] exp{ & (m)+*；(m) J

여기서 My)과 M夺)는 각각 채널별 음성과잡 

음의 분산이며, 이때 化번째 주파수 밴드에 대한 우도비는 

아래와 같이 구한다.

_夙*(所0儿仏(幻儿))
””一卩(⑹ 

l+g&n) eXPl l+g(k,n) J

여기 £(如2)=& (幻几)/&(Zg) 과 了(幻几) = 丨 ¥爲, 

n)2/Xd(k,n)각각 a priori signal—to—noise ratio 

(SNR) 과 a posteriori SN旧이다 [4]. 음성 부재 구간에서 

갱신되는 잡음 신호로부터 구한 잡음 분산 을 이 

용하여 a posteriori SNR 7(%) 을 추정하며, 또한 a 

priori SNR g(/c,n)은 decision-directed (DD) 기법을 이 

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2].

£(顷) =。쁘宾으——g~+(l — 기7(从沥 一1] ⑺ 

入 d 나"，— 丄丿

여기서 氐統舛一1)1 은 이전 프레임에서 추정된 음성 

신호의 &번째 스펙트럼 성분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이며, 

MMSE에 기반하여 구한다 [4], 또한 q는 가중치 값이며, 

연산자 可 ・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如成⑻

기존의 통계적 모델 기반의 음성 검출기에 대한 결정식 

은 각각의 주파수 채널에서 구해진 우도비를 기하 평균하 

여 아래와 같이 음성 검출 여부를 판단 한다 [3-9],

1 M
log，4(n)=-務£]1。家心:，n) V顼 (9)

여기서 M은 전체 주파수 대역의 개수이며, 7?는 음성 

검출 문턱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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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된 2차 조건 Maximum A 
Posteriori (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

3.1.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

제안된 2차 조건 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를 소개하기 

전에 간략하게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에 대해 설명 

한다 우선 map 기준은 아래와 같은 결정법을 제안한다

L
 

4

>

 

V

 
%

p顷m)=氏\欢5) 

戸(応而—瓦rm,病
위식에 Bayes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우도비 테 

스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음성 검출기이다.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는 직전 프레 

임의 음성 존재와 부재 확률에 따라 고정된 2개의 문턱값 

을 부여하여 음성의 활동 여부를 판별하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10].

3.2. 제안된 알고리즘

하지만 우리는 직전 프레임만을 고려하여 고정된 문턱 

값을 사용한 CMAP 대신 직전 2 프레임에서 음성의 존재 

와 부재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적응형 문턱값을 적용한 우 

도비 기반의 음성검출 결정법을 제안한다. 음성 활동에 

서 프레임간의 강력한 상호 연관성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H{k,n) = %回Mn_l) = Hv H{k,n^2') = H0 >

R丑務，厲=珞)(13)

p( y(A;,n) =上匕)
p(Y(k,n) \H(k.n) = Hj

J/1>

RHMe) = 耳) 위의 조건을 결정식 (10)에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plHR,n) = 41 ¥也 g), H(加n — T) = = Hp
'两K商商瓦质島或瓦福瓦岳声顼

a
 

^
 >
 
<
 K
u

/
4

하지만 식 ⑷와 ⑸에서 알 수 있듯이 %의 분산은 

Xd{k,n) 이고 乌의 분산은 Xd(k,n)+Xx(k,n) 이다. 때문 

에 §쪽으로 바이어스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위의 식 

은 다음과 같이 변환 돼야만 한다 [4][10].

여기서 a는 문턱값이고 玄와 项는 음성의 존재와 부재를 

1, 0으로 각각 나타내며 식 (11)을 도출한 것처럼 위의 식 

으로부터 우도비 테스트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p( Y(k,n) \ff(k,n) = Hj 

p(Y(k,n) \H{k,n)=H^

Z/>
 

V

 
%

P(Il(k.n) = ffQ) 
成万房奸与)(12)

p(y&n)UKk,n) = —
p(Y(k,n)lH(k,n) = — 1) = HvH{kfn — 2)=与)

여기서 a> 1 이다.

위의 MAP 결정법은 고정된 하나의 문턱값으로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성의 활동은 인접 프레임 

간에 강력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음성이 활동하 

는 프레임의 바로 전 프레임이나 바로 다음 프레임은 음 

성이 활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기존의 행오버를 사용 

함으로서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VAD의 에러를 추가적 

으로 줄일 수 있다 M[10], 음성 활동 전후프레임들의 강 

력한 상호 연관성의 성질들로 인해 기존의 posterior 

probability 凡引标训 丫統,厲) 대신 현제 프레임의 관찰 

결과와 이전 프레임의 결정을 조건으로 한 a posteriori 

probability />(&(知以¥(幻几)0‘(為『2—1))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조건을 결정식에 부여한 것이 CMAP 기반의

HH&n) = 찌H&n -1) = 払間、顷 —2)= 耳) q 引
F氛扁)m珂応沱三在瓦预爲1二扁璋 [丄

여기서 표현을 간단히 하기위해 식 (15)의 우변을 a様 

로 쓴다. 비록 현재 프레임의 음성 활동이 이전프레임들 

에 의존할 지라도, 현재 프레임의 음성 활동은 현재 프레 

임에서 관찰된 음성 신호의 DFT계수의 분포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식 (15)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Y(k.n)\H(k,n)=丛)

p{Y{k,n)\H(k,n) = Hj

H1>

16)

여기서 각각의 주파수 채널에서 구해진 우도비를 기하 

평균하여 아래와 같이 음성 검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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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1' (n)=範、1。&1' (fc,n) < loga;J. (17)

여기서 〃은 전체 주파수 대역의 개수이며 직전 2프레 

임에서 음성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조건에 따른 고정된 

문턱값을 적용한 결정식이다. 이 고정된 문턱값은 기존 

의 CMAP보다 음성의 시작과 끝에서 더 정확하게 음성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전 프레임의 검출 오류 

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직전 2 프레임에 

서의 음성 존재 혹은 부재 확률을 적용하여 적응형 문턱 

값을 도입한다.

직전 2 프레임에서 음성 존재 혹은 부재 확률은 다음과 

같다 [12],

= 지 }狄，儿—1))7〔硏脸n —2)= 삐 Y{k,n-2))

(18)

우리는 식 C⑻을 가중치 凹j(n)로사용하며 가중치의 

조건은 0 < «爲(n) < 1 이다. 이 가중치를 식 (17)에 적 

용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 판별식이 주어진다.

1 1
1。&4'(沥 <、、叫.出)1。即知 (19)

,7 = 0i=0

위의 식에서 첫째로 주목할 것은 이전 두 프레임 각각 

의 음성의 존재, 부재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문턱값이 

정해지므로 이전 두 프레임의 존재 특성에 따라 현재 프 

레임에서 적절한 문턱값을 부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전 두 프레임을 기반으로 추정된 각 주파수별 음성 부재 

확률을 적용하여 시간적으로 가변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Smooth한 값을 가지는 soft decision의 이점을 

취하게 되므로, 이전 프레임 검출 오류에 덜 민감하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음성 검출이 가능하게 

된다.

3 프레 임 이상의 음성 검출 결과를 이용하여 CMAP을 

구성 하였을 경우는 성능 향상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CMAP의 효과가 큰 음성의 꼬리 (tail)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하므로 3 프레임 이 

상의 적용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다 [13],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2차 조건 사후 최대 확률 기반의 

음성 검출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적 모델 

에 기반한 음성 검출기,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와 음 

성 검줄 성능과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곡선을 비교하였다 [10],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존의 음성 검출 알고리즘에서 성능 평가 비교를 위해 

사용된 음성 데이터의 길이를 고려하여 각각 4 명의 남성, 

여성화자가 말한 총 456초의 음성을 8 kHz로 셈플링하였 

다. 또한 평가를 위해 깨끗한 음성 데이터에 음성과 비음 

성 부분을 10 ms마다 수동으로 표시하였다. 분류된 음성 

데이터의 음성 구간은 총 58.2%로 유성음 44.5%, 무성음 

13.4%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의 음성검출 평가에 사용 

된 car, street, office 잡음을 5, 10 dB 그리고 20 dB SNR 

로 부과되었다. 1。既釦의 값은 각각 log%。= 12.5, 

loga0jl =10,loga10 = 9.5, loga14 =8.5으로 설정 하였 

다. 입력 음성의 특성상 처음 0.04초를 노이즈로 가정하 

기 때문에 초기 값은 이전 프레임과 이전 2프레임이 노이 

즈인 12.5를 문턱값으로 정하였다.

표 1은 기존의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 검출기,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와 음성 검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R (probability of error), Pm (probability of

miss), P扣 (false alarm probability)를 나타낸 것이 

다. 표 1을 보면 4와 乌은 SNR이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 

지지만 /九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가 잡음구간 보다는 

음성구간이 더 많아서 P；a 보다는 乌이 음성 검출 성능 

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체 검출 

성능을 뜻하는 4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전체 성능을 올리기 위해 4°가 약간 증가하더라도 环를 

감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조건에서 기존의 음성 

검출기 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ROC 곡선이며 %와 Pd = l~Pm 

사이의 trade-off를 보여준다. 그림 1은 office 잡음 환경 

5 dB SNR에서의 ROC 곡선이고 그림 2는 street 잡음 환 

경 15 dB SN約에서의 ROC 곡선이다. 이 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음성 검출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우 

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그림 3은 CMMP, 고정된 2차 CMAP 그리고 제 

안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입력된 테스트 파일의 파형 

에 따른 문턱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에 (b)는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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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파일의 매뉴얼이며。은 노이즈, 1은 무성음 그리고 

2는 유성음을 뜻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CMAP보 

다 고정된 2차 CMAP。］ 음성의 시작과 끝에서 더 정확하 

게 문턱값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음성 중

그림 1. Office 잡음 5 dB SNR에서의 ROC 곡선

Fig.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for 
the office noise at 5 dB SNR.

그림 2. Street 잡음 15 dB SNR에서의 ROC 곡선

Fig. 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니rve for 
the street noise at 15 dB SNR. 

간의 짧은 무음 구간에서는 문턱값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고정된 2차 CMAP보다 

적응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주로 음성의 전이 구간에 

서 음성검출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실험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존의 방법보다 제안된 음성 검출 방 

법이 우수하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의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 검출 

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2차 조건 사후 최대 확률 기법을 

적용한 우도비 테스트를 제안하였다. 음성의 활동은 인

a Vi 卜■나T어jl一二

그림 3. (a) 테스트 파일의 파형 (b) 테스트 파일의 매뉴얼 결정

(c) 제안된 알고리즘의 문턱값 (d) 고정된 2차 CMAP2I 
문턱값 (e) 기존의 CMAP의 문턱값

Fig. 3. (a) Waveform of the test file (b) Manual decision of 
the test file (c) Threshold of the proposed method
(d) Fixed threshold 어 the 2nd CMAP (e) Threshold 
of the CMAP.

표 1. 기존의 통계적 모델에 기반한 음성 검출기, CMAP 기반의 음성 검출기와 제안된 음성 검출기의 성능 비교

Ta이e.1 Comparison of voice activity detection probability of error (Pe), probability of miss {Pm) and false alarm probability {Pfa) 

among the method of the statistical model-based, the CMAP-based and the proposed technique.

statistical model-based CMAP-based proposed

noise SNR(dB) Pe Pm Pf" Pe pm % Pe F扣

car

5 7.21 6.75 8.30 6.85 6.52 8.18 6.62 5.83 8.07

10 5.68 1.87 11.07 5.65 1.92 10.82 5.63 1.91 10.81

15 5.43 1.63 10.86 5.36 1.58 10.83 5.32 1.57 10.80

street

5 10.33 7.40 14.41 10.29 7.88 13.65 10.15 7.83 13.38

10 9.34 1.97 19.60 8.93 2.17 18.34 8.79 2.32 17.79

15 9.00 0.81 20.40 8.84 0.85 19.97 8.72 0.89 19.63

office

5 17.85 13.61 23.75 16.80 12.92 22.20 16.17 12.50 21.28

10 13.46 4.08 26.52 12.85 3.80 25.44 12.48 3.73 24.67

15 11.25 1.35 25.03 10.84 1.18 24.29 10.65 1.18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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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프레임 간에 강력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성질을 기 

존의 MAP 기준에 적용하여 직전 2 프레임에서 음성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적응형 문턱값을 적용한 

우도비 기반의 음성검출 결정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Pe, Pm 그리고 P}a 값을 

표 1에서 비교하였고 ROC 곡선을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여주었다. 모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음성 검 

출 방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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