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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한 스펙트럼 보상 방법

( A Spectral Compensation Method for Noise Robust Speech 

Recognition )

조 정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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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 인식 시스템의 용용에서 실제 문제 의 하나는 음성신호의 왜곡에 의한 인식성능의 하이다. 음성신호의 왜곡에 가장 

요한 원인은 부가 인 잡음이다. 이 논문은 잡음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하여, 스펙트럼 피크 향상 기법과 효과 인 잡음 차

감 기법에 기 한 스펙트럼 보상 방법을 기술한다. 제안한 방법은 음성 스펙트럼의 포먼트 구조를 향상시키고 스펙트럼 기울

기를 보상하면서도  역폭 스펙트럼 요소는 그 로 유지한다. 백색 가우스 잡음, 자동차 잡음, 음성 잡음 는 지하철 잡음

에 의해 왜곡된 음성을 이용한 인식실험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방법은 스펙트럼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SNR(Signal to Noise Ratio) 환경에서는 평균 오인식율을 약간 으며, 낮은 SNR(10 dB) 환경에서는 평균 오인식율을 1/2 

로 크게 다.

Abstract

One of the problems on the application of the speech recognition system in the real world is the degradation of the 

performance by acoustical distortion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acoustical distortion is the additive noise. This paper 

describes a spectral compensation technique based on a spectral peak enhancement scheme followed by an efficient noise 

subtraction scheme for noise robust speech recognition. The proposed methods emphasize the formant structure and 

compensate the spectral tilt of the speech spectrum while maintaining broad-bandwidth spectral components. The 

recognition experiments was conducted using noisy speech corrupted by white Gaussian noise, car noise, babble noise or 

subway noise. The new technique reduced the average error rate slightly under high SNR(Signal to Noise Ratio) 

environment,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 average error rate by 1/2 under low SNR(10 dB) environment when compared 

with the case of without spectral compensations.

      Keywords : speech recognition, spectral compensation, noise subtraction, spectral tilt.

Ⅰ. 서  론

최근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 폰 등의 

일부 제품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면서 차 음성

인식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술의 실용화

에 문제가 되는 것은 채 의 잡음이나 주변의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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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잡음에 의한 음성신호의 왜곡 상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잡음이 존재하는 실제의 인식 환경에서, 잡음의 

에 지가 커질수록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격히 

떨어진다. 잡음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학습된 음성인식 

시스템은 잡음이 존재하는 환경의 음성신호를 제 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잡음 음성(noisy speech) 인식은 잡음으로 인해 하

된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다

양한 방법으로 잡음의 향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발표

되고 있다. 잡음에 강인한 음성인식기 시스템을 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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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잡음에 강인한 특징추출(noise robust feature 

extraction)[1～3], 모델 라미터 보상(model parameter  

compensation)
[4～5]
  잡음 차감(noise suppression)

[6～

10] 등의 방법이 있다. 잡음에 강인한 특징추출 방법은 

부 역 기반 특징(sub-band based feature)[1] 벡터, 

PLP(Perceptual Linear Prediction)
[2] 

는 RASTA
[3] 
등

을 특징벡터로 쓴다. 모델 라미터 보상은 HMM 

(Hidden Markov Model)의 라미터를 주변 잡음의 특

성을 반 하도록 보상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

록 HMM의 라미터를 응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로그 스펙트럼 역(log spectral domain) 는 스트

럼 역에서 동작하는 병렬 모델 보상(PMC: Parallel 

Model Compensation)[4], 벡터 Taylor 수 근사(vector 

Taylor series approximation)에 기 한 모델 보상[5] 등

이 있다. 

잡음 차감은 잡음 음성인식의 표 인 방법  하나

로서, 잡음이 섞인 음성에서 잡음을 필터링하거나 깨끗

한 음성의 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Wiener 필터

링[6], Kalman 필터링[7], 스펙트럼 차감(spectral 

subtraction)[8]  스트럼 평균 차감(CMS: Cepstral 

Mean Subtraction)
[9]
 등의 방법이 있다

[10]
. 특히 스펙트

럼 차감은 배경 잡음의 차감에 효과 이며 음성인식, 

음성 향상(speech enhancement)  화자인식(speaker 

verification)에 리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잡음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하여 잡

음이 섞인 음성신호의 스펙트럼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잡음으로 인해 왜곡된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상

하기 하여, 스펙트럼의 피크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스

펙트럼의 기울기를 보상하는 제시한다. 제안한 방법은 

잡음의 크기에 따라 스펙트럼 피크 향상과 기울기 보상

의 강도를 다르게 하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쉽게 

응하여 효과 인 스펙트럼 보상이 가능하다. 제안한 방

법의 타당성은 화자독립 고립단어 인식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선형 측 

스트럼(linear prediction cepstrum)에 해 소개하고, 

Ⅲ장과 Ⅳ장에서는 제안한 스펙트럼 피크 향상과 스펙

트럼 기울기 보상에 해 설명하며, Ⅵ장에서는 인식실

험의 결과를 보이며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여 Ⅶ장에

서 요약한다.

Ⅱ. 선형 예측 켑스트럼(linear prediction 

cepstrum)

잡음이 섞인 음성신호 은 깨끗한 음성신호 

과 주변 잡음 의 부가 인 합으로 표 된다.

   (1)

음성신호와 잡음이 상 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주

수 역에서 의 워 스펙트럼 도(power 

spectral density) 는 다음과 같이 근사 으로 추

정할 수 있다[12].

    (2)

여기서 와 는  과 의 워 스

펙트럼 도를 각각 나타낸다.

식 (2)의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3)

이다. 여기서 ,    는 ,    

의 자연 로그 값이다. 의 식을 스트럼 역으

로 표 하기 하여, 스트럼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y = IDFT {   } (4)

s = IDFT {  } (5)

w =IDFT {  } (6)

여기서 IDFT는 역 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나타낸다. 식 (3)의 양변에 역 푸리에 변

환을 하면

s(n)

Clean 
Speech

y(n)

Noisy
Speechw(n)

Additive
Noise

그림 1. 부가 잡음 모델.

Fig. 1. Additive noise model.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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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s + r(w, s) (7)

또는 

s = y - r(w, s) (8)

이다. 식 (7)은 부가 인 잡음이 섞인 음성의 스트럼 y

는 깨끗한 음성의 스트럼 s와 수정벡터(correction 

vector)인 r(w, s)의 합으로 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

여 다. 여기서

r(w, s) = IDFT {ln(1+exp( DFT[w-s] (9)

이다. 수정벡터 r(w, s)은 잡음의 스트럼 w와 깨끗

한 음성의 스트럼 s 하게 련되어 있다. 

SNR(Signal to Noise Ratio)이 매우 높을 때는 r(w, s) 

≃ 0이므로 s ≃ y 이고, 반면에 SNR이 매우 낮을 때

는  s ≃ y - w 이므로 잡음차감(noise suppression) 

기능을 한다. SNR이 간 정도의 값을 가질 때 수정벡

터 r(w, s)을 구하는 것이 요한 문제가 된다. 이 논문

의 목 은 잡음이 섞인 음성 에 당한 수정벡터

를 부가하여 깨끗한 음성 에 가깝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그림 2는 성인 남성이 발음한 모음 '오'의 특정한 

임에서 스펙트럼(실선)과 10 [dB]의 백색 가우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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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성 화자가 발음한 모음 ‘오’의 음성 임에 

한 깨끗한 음성과 잡음 섞인 음성(SNR이 10 

dB인 부가 인 백색 가우스 잡음)의 스펙트럼 

시.

Fig. 2. Example spectra of clean speech and noisy 

speech(10 dB SNR with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of a speech frame of a vowel /o/ spoken 

by a male speaker.

음(white Gaussian noise)이 부가된 경우의 스펙트럼

( 선)을 비교한 것이다. 잡음이 부가된 스펙트럼은 포

먼트 주 수(formant frequency)의 역폭이 상 으

로 넓어지고 스펙트럼 기울기(spectral tilt)가 변화된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에 주목하여 신호 s와 잡음 w에 

의존되는 수정벡터를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스

펙트럼 피크 향상(spectral peak enhancement)를 통하

여 넓어진 포먼트 주 수의 역폭을 복원시키고, 주변 

잡음을 이용한 스펙트럼 기울기 보상(spectra tilt 

compensation) 방법을 제시한다.

음성신호 에 한 자기회귀 LP(autoregressive 

Linear Prediction) 모델은 다음의 차분방정식으로 표

된다. 

 
 



    (10)

여기서  과 는 각각 측오차와 측계수

(predictor coefficient)를 나타낸다. 극 LP 달함수

(all-pole LP transfer function)는


 






 




 



(11)

이다. 여기서  와 는 각각 과  의 z-

변환이다. 측계수 는 짧은 구간의 임에서 계산된

다. 이 구간에서 성도 구조는 안정된 상태(stationary)로 

가정한다. 측계수 는 다음과 같은 회귀 계로부터 

LP 스트럼  ≥ 으로 변환된다.

   
 

 



  (12)

Ⅲ. 스펙트럼 피크 향상(spectral peak 

enhancement)

그림 3은 모음 ‘오’의 특정한 임에서 LP 스트

럼의 스펙트럼(실선)과 부가 인 백색 가우스 잡음이 

섞인 경우의 스펙트럼( 선)을 비교한 것이다. 잡음이 

섞인 경우, 포먼트 주 수의 역폭은 넓어지나 포먼트 

주 수는 변하지 않는다.

LP 모델에서 단 원에 가까이 존재하는 좁은 역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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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음 ‘오’의 깨끗한 스트럼과 잡음 섞인 스

트럼의 스펙트럼 시.

Fig. 3. Illustration of spectra of clean cepstrum and 

noisy cepstrum of a vowel /o/.

의 극 (pole)들은 포먼트 주 수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채  간섭(interference)이나 잡음에 덜 민감하다. 이 극

들은 많은 음성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

이나 화자인식에 사용될 수 있다. 포먼트 극 들의 

역폭을 넓히려면 다음과 같이 측 계수에 하  값 

을 다.







 




 



(13)

여기서   ≤ 이다. 원래의 LP 극  은 새로운 극

  로 표 된다. 

음성 임 에서, 새로운 극 들의 스트럼 

  은 원래의 LP 스트럼  과 다음과 같은 

계가 있다. 

   
   (14)

그림 4는 잡음이 섞인 모음 ‘오’의 스펙트럼(실선), 잡

음이 섞인 경우의 스펙트럼( 선)    로 두고 

역폭을 넓힌 스트럼   의 스펙트럼(진한 실

선)을 비교한 것이다.

잡음으로 인해 넓어진 포만트 주 수의 역폭은 다

음의 식을 이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15)

여기서,   은 포만트 주 수에서 스펙트럼 피

크를 향상시킨 스트럼이고,  는 신호  잡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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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음 ‘오’의 깨끗한 스트럼, 잡음 섞인 스트

럼과 피크 확장 스트럼(   )의 스펙트럼 
시.

Fig. 4. Illustration of spectra of clean cepstrum, noisy 

cepstrum and peak broaden cepstrum(   ) 
of a vowel /o/.

SNR에 의존되는 하 함수이다.  식은 잡음이 섞인 

스트럼  과 포먼트의 역폭을 넓힌 스트럼 

  의 차이에 하 함수  를 곱하여 원래의 

스트럼에 더한 형태이다. 하 함수






















     

  

 

(16)

이며, 여기서  는 임 에서 음성신호 의 

평균 에 지를, 는 잡음 의 평균 에 지를 각

각 나타낸다. 은 묵음 구간에서 채취한 잡음의 임 

수이고,  는 과도한 스펙트럼 피크 향상을 막기 

한 제한 값이다. 한, 은 주변 잡음의 크기에 따라 

실험 으로 구해지는 상수 값이다. 스펙트럼 피크를 향

상시킨 특징벡터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변수    ≤ 의 값을 선정한다.

• 주변 잡음과 음성신호의 에 지로부터 하 함수  

 를 구한다.

• 원래의 스트럼  과 역폭이 넓어진 스

트럼   을 구한다.

• 스펙트럼 피크가 향상된 특징벡터   를 구

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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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어 “ 구”의 음성 형과 하 함수  의 

시. 여기서    ,     SNR=5 

dB인 부가 인 음성 잡음.

Fig. 5. Speech waveform and weighting function 

   of word "Daegu” where    , 

   and SNR = 5 dB with additive 

babbl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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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음 ‘오’의 깨끗한 스트럼, 잡음 섞인 스트

럼과 피크 향상 스트럼(   )의 스펙트럼 
시.

Fig. 6. Illustration of spectra of clean cepstrum, noisy 

cepstrum and peak enhanced cepstrum

(   ) of a vowel /o/.

하 함수  는 잡음에 비해 음성의 에 지가 큰 

임일수록 큰 값을 가지므로 포먼트 주 수 부분의 

피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는 음성신호의 에

지 변화에 따른 하 함수  의 변화를 시한 것

으로, 음성신호는 단어“ 구”에 SNR이 5인 음성 잡음

(babble noise)을 부가한 것이다.

그림 6은 피크를 향상한 스트럼   의 스펙트

럼(진한 실선)을 시한 것이다.   의 스펙트럼은 

포먼트 부분에서 피크가 향상되어 깨끗한 음성의 스펙

트럼(실선)의 것과 유사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반면, 

스펙트럼 기울기(spectral tilt)는 깨끗한 음성의 경우에 

비해 차이를 나타내며, 특히 4 kHz 이상의 주 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Ⅳ. 스펙트럼 기울기 보상 

(spectral tilt compensation)

잡음환경과 인식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스펙트럼

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7)

여기서   는 임 에서 스펙트럼 기울기가 

보상된 스트럼을,  는 묵음 구간에서 채취한 잡

음의 평균 스트럼이다. 는 SNR에 따라 달라지

는 하 함수로서




















 

     

  

(18)

이며, 여기서 는 과도한 잡음 차감을 막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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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음 ‘오’의 깨끗한 스트럼, 잡음 섞인 스트

럼  피크와 기울기를 동시에 보상한 스트럼

(   )의 스펙트럼 시.
Fig. 7. Illustration of spectra of clean cepstrum, noisy 

cepstrum and both peak and tilt compensated 

cepstrum (   ) of a vowe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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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값이고, 은 주변 잡음의 크기에 따라 실험

으로 구해지는 상수 값이다. 하 함수 는 동일한 

잡음 하에서 에 지가 큰 음성 임일수록 큰 값을 가

진다.   는 스펙트럼이 피크가 원래의 스트럼에

서 잡음의 평균 스트럼  을 차감한 형태이다.

스펙트럼 피크를 향상시킨 스트럼   의 스펙

트럼 기울기를 보상하기 해서는 식 (17)을 수정하여

            (19)

로 둔다. 그림 7은 피크 향상과 스펙트럼 기울기를 동시

에 보상한 스트럼   의 스펙트럼(진한 실선)을 

시한 것이다. 

특징벡터를 추출하는 체 인 과정은 그림 8과 같다.

y(n)

Noisy
Speech

w(n)

Noise

Cepstrum

Cepstrum

Peak 
Broaden

Cepstrum

DT(t)

DP(t)

+ +
_ _

CPT(t, k)

Spectrum 
Compensated

Cepstrum

그림 8. 잡음 환경에서 스펙트럼 보상의 블록도.

Fig. 8. Block diagram of the spectral compensation 

under noisy environment.

Ⅴ. 실험 및 결과

제안한 스펙트럼 보상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DHMM(Discrete Hidden Markov Model)에 기 한 고

립단어 인식시스템을 구 하고 인식실험을 수행하 다. 

5.1 음성데이터, 특징추출 및 인식시스템

실험에 사용한 어휘는 숫자 10가지(0∼9)와 도시 명 

20가지로 구성된 30개의 단어이다. 벡터 양자화기

(vector quantizer)의 생성과 HMM의 훈련에는 성인남

성 10명이 각 단어를 20회씩 발음한 6,000개의 데이터

를 사용하 고, 인식실험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성

인남성 5명이 각 단어를 20회씩 발음한 3,000개의 데이

터를 사용하 다. 잡음이 섞인 음성은 백색 가우스 잡

음(white Gaussian noise), 승용차 잡음(car noise), 음

성 잡음(babble noise)  지하철 잡음(subway noise)

을 인식용 음성 데이터에 부가하여 만든 것이다.

모든 음성신호와 잡음은 5.4 kHz의 차단주 수를 가

지는 역통과 여 기(LPF)를 통과하고, 12 kHz로 샘

Spectral Peak Enhancement 
&

Spectral Tilt Compensation
(in Chap. III and IV)

Feature Vectors

Speech  y(n)

Pre-emphasis

Frame Blocking & Windowing

Feature Extraction

Frequency Warping

그림 9. 특징 추출 과정.

Fig. 9. Feature extraction procedure.

링 된 후 16 bits/sample로 양자화 되어 디지털 데이

터로 장된다. 음성신호는 그림 9와 같은 처리 과정

을 거쳐 특징벡터로 변환된다. 먼  달함수 

G(z)=1-0.97z-1인 리엠퍼시스(pre-emphasis) 필터를 

사용하여 주 수 특성을 평탄하게 한다. 다음으로 음성

의 특징을 추출하기 해 음성의 해석구간을 10 ms 씩 

이동하면서 길이 20 ms인 임으로 분할한다. 각 

임의 음성신호에 해  창함수(Hamming window 

function)를 우고, 16차 선형 측(linear prediction) 분

석을 거쳐 16차 LPC- 스트럼 계수로 변환한다. 다음

으로 앞의 Ⅲ장과 Ⅳ장에서 언 한 스펙트럼 피크 향상

과 기울기 보상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1차 역통

과 필터(all-pass filter)[13～14]를 이용하여 mel-스 일

(mel-scale)의 스트럼으로 변환한다. 원래의 주 수 ω

와 멜-스 일로 변환된 주 수 의 계는 

      

   
 (20)

이고, 이 논문에서는   로 두었다.

음성 인식기는 DHMM에 기 한 고립단어 인식시스

템이며, 각 단어 HMM은 5 상태의 단순 좌우(simple 

left-to-right) 구조를 가진다. 벡터 양자화기(vector 

quantizer)는 256 벨의 코드북을 사용하 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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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자독립 음성인식 실험의 결과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인식실험

을 수행하 다. 성능개선의 기 은 오인식률(error rate)

의 감소여부이다. 스펙트럼 피크 향상에 필요한 하 함

수 와 기울기 보상에 사용되는 하 함수는 는 주

변 잡음의 에 지에 따라 실험 으로 최 의 값을 구하

여 장해두고 사용한다.(≤ ≤, ≤ ≤ ) 

주변 잡음의 평균 스트럼  는 묵음 구간에서 채

취한다. 

표 l은 백색 가우스 잡음에 한 오인식률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특징벡터로 기존의 스트럼을 사용한 기

본(baseline) 인식기의 오인식률은 5.3 %이나 SNR의 

감소에 따라 오인식률은 격히 상승한다.  SNR이 10 

dB인 경우, 피크가 강화된 스트럼   은 17.7%

를, 기울기가 보상된 스트럼   은 34.1%의 오

인식률을 각각 나타낸다. 스펙트럼 피크 향상과 기울기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진 스트럼   의 오인식

률은 16.7%로서 원래의 LP 스트럼  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1/3 정도의 낮은 오인식률을 나타내었다.

표 2∼4는 자동차 잡음, 음성 잡음  지하철 잡음

에 한 오인식률을 비교한 것이다. SNR이 20 dB 이

SNR(dB)
Feature vector

          

inf.
(clean speech) 5.3 n/a n/a n/a

  25 6.6 6.6 6.5 6.5

  20 10.6 8.8 10.3 9.0

  15 23.7 13.1 17.3 13.2

  10 54.8 17.7 34.1 16.7

   5 84.6 30.1 51.5 23.4

표 1. 백색 가우스 잡음 하에서 원래의 스트럼 

 , 피크 향상 스트럼(   ) 

  , 기울기 보상 스트럼      

피크와 기울기 동시 보상 스트럼   

의 평균 오인식률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average error rates (%) of 

original cepstrum  , peak enhanced 

cepstrum(   )   , tilt compensated 

cepstrum    and both peak and tilt 

compensated cepstrum     under white 

Gaussian noise condition.

SNR(dB)
Feature vector

          

25 8.6 8.6 7.6 7.6

20 12.2 11.3 9.5 9.5

15 20.3 19.0 14.0 13.3

10 37.1 31.7 25.6 21.5

5 55.6 50.3 46.7 35.4

표 2. 자동차 잡음 하에서 스트럼  , 

  (   ),        의 

평균 오인식률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average error rates (%) of 

cepstrum  ,   (   ),     

and     under car noise condition.

SNR(dB)
Feature vector

          

25 10.2 10.2 8.7 8.7

20 19.5 18.2 13.0 12.0

15 34.9 33.1 24.5 18.6

10 54.3 51.7 44.5 29.7

5 75.3 73.0 62.7 49.5

표 3. 음성 잡음 하에서 스트럼  ,   

(   ),        의 평균 오인

식률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error rates (%) of 

cepstrum  ,   (   ),     

and     under babble noise condition.

SNR(dB)
Feature vector

          

25 7.7 7.5 7.3 7.3

20 12.1 12.0 10.0 9.4

15 28.1 22.7 19.8 15.0

10 50.8 39.9 40.9 24.8

5 73.8 65.7 61.9 49.9

표 4. 지하철 잡음 하에서 스트럼  , 

  (   ),        의 

평균 오인식률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error rates (%) of 

cepstrum  ,   (   ),     

and     under subway noise condition.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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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높을 때, 스펙트럼 피크를 향상한   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스펙트럼 기울기를 보상

한   는 오인식률을 여주는 효과를 보인다. 

SNR이 15 dB 이하로 낮을 때,   는 오인식률을 

크게 이지는 못하는 반면, `  는 오인식률을 

1/6∼1/3 정도 인다.   와   를 함께 사

용한   는 상승효과를 보여 오인식률을 1/3∼

1/2 정도 인다. 표 1∼4에서 SNR이 10 dB인 경우, 

오인식률의 평균을 구하면  는 49.3%이고, 

  은 23.2%로서 오인식률이 1/2 정도로 감소됨

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잡음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하여 잡

음이 섞인 음성신호의 스펙트럼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잡음으로 인해 왜곡된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

상하기 하여, 스펙트럼 피크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스

펙트럼 기울기를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한 

방법은 잡음의 크기에 따라 피크 향상과 기울기 보상의 

강도를 다르게 하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쉽게 응

하여 효과 인 스펙트럼 보상이 가능하 다. 제안한 방

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백색 가우스 잡음, 자동차 

잡음, 음성 잡음  지하철 잡음에 해 인식 실험을 수

행한 결과, 제안한 방법은 원래의 LP 스트럼을 사용

한 경우에 비해 오인식률을 크게 으며, 특히 10 dB

의 잡음환경에서는 평균 1/2 정도의 낮은 오인식률은 

보 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스트럼 역에서 

스펙트럼을 보상을 하므로, 스트럼 역에서 동작하

는 부분의 음성 인식기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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