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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배기음은 음성과 무 한 거의 독립 인 음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음과 섞인 음성 신호의 경우에 

두 음원에 한 사  정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Blind Source Separation 의 한 방법인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이

용하여 분리해 내었다. 스테 오 마이크를 통해 섞여 들어 온 두 음원을 분리해 내기 해 Maximum Likelyhood Estimation

을 이용하여 각 신호들 사이의 독립성을 최 화 하는 방향으로 분리하 다. 분리된 신호는 어느 쪽이 음성 신호인지 알 수 없

으므로 주 수 역에서 자기 공분산을 구한 후 이 공분산 값들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와 자동차 배기음 신호을 구분

하 으며 이 두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음성 신호 잡음 제거기를 구 하 다.

Abstract

The sounds of exhaust emissions of automobiles are independent sound sources which are nothing to do with voices. We 

have no information for the sources of voices and exhaust sounds. Accordingly,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which is one 

of the Blind Source Separaton methods was used to segregate two source signals from each mixed signals. Maximum 

Likelyhood Estimation was applied to the signals came through the stereo microphone to segregate the two source signals 

toward the maximization of independence. Since there is no clue to find whether it is speech signal or not, the coefficients of 

the slope was calculated by the autocovariances of the signals in frequcency domain. Noise remover for speech signals was 

implemented by coupling the two algorithms.

      Keywords : ICA, BSS, 잡음 제거, 음성 신호

Ⅰ. 서  론

음성 인식 기술은 그 동안 많은 발 을 거듭하여 오

늘날 기술 화 시 에 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스

마트폰을 켜면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한 로그램이 즐

비하고 지 도 음성 인식을 이용한 각종 응용 로그램

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인식율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는 음성 

인식기 성능의 문제이기 보다는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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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소음의 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변 소음은 사람들의 음성, 기차 지나가는 소리, 자

동차 소음, 경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기본

으로 심 상인 음성과는  연 이 없는 소음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 상인 신호가 음성 신호이

고 그 외 다른 신호가 신호의 송 에 발생하는 잡음

과 구별된 배경 잡음일 때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 사이

에는 독립 인 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 인 계는 연 성보다는 훨씬 강력한 제 조

건이 되는데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이 서로 독립 이라

고 했을 때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ICA)[1-3]

를 이용한 통계 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ICA는 

Blind Source Separation(BSS)
[4]
의 한 방법으로 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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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수의 입력 장치를 통해 신호

가 입력되면 각 신호에 한 사  정보없이도 각 신호

들을 분리해 낼 수 있다.

ICA를 이용해 신호를 분리할 때 사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인 정보를 들자면 확률 이론 의 심 

극한 정리[5]가 있다. 이에 따르면 독립 인 무작  신호

들이 합해지면 합해진 신호의 분포 특성이 가우스 분포

에 더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신

호들의 non-Gaussianity가 최 로 되도록 신호를 분리

해 낸다면 서로 독립 인 신호를 얻을 수 있다. 

non-Gaussinity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Negentropy[2]

와 Kurtosis[6] 등이 사용된다.

ICA는 독립 인 신호를 분리만 할 뿐이고 분리한 신

호 에서 어느 것이 음성 신호인지 구별해 주지는 못 

한다. 따라서 분리된 신호 에서 배경 잡음과 음성 신

호를 구분해 내어야 한다. 음원이 두 개이고 입력 장치

가 두 개일 때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을 구분해 내기 

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7～8]. 그 에 주

수 역 자기 공분산
[8]
을 이용하여 음성 신호와 배경 

잡음을 구분하 다. 주 수 역 자기 공분산의 기울기

를 이용하면 음성 신호와 비음성 신호(자동차 배기음 

등)를 구분해 내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ICA를 이용

해 분리된 신호들에 해 주 수 역에서 자기 공분산 

값들을 구하고 이 값들을 연결하여 직선에 근사시켜 기

울기를 구한 후 이를 비교하여 음성 신호를 구분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비음성 신

호가 배경 잡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음성 신호와 

비음성 신호로 분리하고 분류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고 자동차 배기음을 배경 잡음으로 사용하 다.

Ⅱ. Blind Source Separation

일반 으로 m 개의 서로 다른 음원 

   ⋯  
 (1)

가 n 개의 마이크로폰으로 입력되면 서로 첩된 신호

    ⋯  
 (2)

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와   사이에는 채  특성에 

따라

   (3)

와 같은 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4)

를 구하게 되면 

  (5)

와 같이 음원들을 분리해 낼 수 있다.

세 변수 에 만 알고 있어 를 직  구할 수 없

으므로 Kurtosis를 최 화 하거나 Negentropy를 최

화 하는 방법으로 non-Gaussianity가 최 가 되는 

를 추정한다. 각 신호들 사이의 독립성을 최 화 하는 

Maximum Likelyhood나 각 신호들의 Mutual 

Information을 최소화하는 방법
[9]
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ximum Likelyhood Estimation을 이

용하여 각 신호들 사이의 독립성을 최 화하는 를 

추정하 다. Bell-Sejnowski 알고리즘
[10]

을 근간으로 선

택하 으나 이 방법은 역행렬 계산을 필요로 해서 시간

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으므로 Natural Gradient[11인

그림 1. 인 으로 합성된 신호 1

Fig. 1. Artificially mixed signal 1.

그림 2. 인 으로 합성된 신호 2

Fig. 2. Artificially mixed sign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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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리된 음성 신호

Fig. 3. Segragated speech signal.

그림 4. 분리된 자동차 배기음 신호

Fig. 4. Segregated signal of exhaust sound.

으로 합성된12]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 다.

그림 1과 그림 2는 음성 신호와 자동차 배기음 신호

를 3㏈ 차이가 나도록 컴퓨터로 섞은 신호이다. 이 신

호들에 해 음원을 분리한 결과가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Ⅲ. 음성 신호의 구별

음성 신호는 성 를 떨어서 나오는 신호이므로 인

한 신호 사이의 주 수 상호간 상 계가 높은 반면 

자동차 배기음 신호는 그 지 않은 경향을 지니고 있다.

두 신호를 각각 128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단  블

록으로 나 었다. 16㎑로 샘 링 했으므로 8㎳ 구간으

로 쪼갠 셈이다. 각 단  블록의 FFT를 구한 후 주

 역 10 개 주 수 에서 각 단  블록의 공분산을 

구하고 각 주 수 역별로 상 계가 격히 변하는 

특이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그 향을 이기 해 공분

산 값을 평균하 다.

신호 를 블록으로 나 어 각각 FFT 처리하고 

각 블록의 FFT 처리 결과를   라고 하면 모든 블록

에 해서는

  ⋯   (6)

로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  
 (7)

모든 블록의 동일 주 수 역   은

    ⋯   (8)

여기서 은 1 부터 128 까지이고   은 의 크기

에 따라 달라진다.

의 번 째 원소  , 즉 모든 블록의 동일 주

수 역   에 해   만큼 떨어진 블록 사이의 자

기 공분산    를 구하면

   
 

 



         

(9)

여기서

      (10)

따라서 

         ⋯     


(11)

 주 수 구간에서 자기 공분산을 구하면 

     ⋯   (12)

이 에서   만큼 떨이진   개 주 수 구간의 평균

을 구하면

    
 



  

 (13)

    ⋯     (14)

  를 10으로 하고 주로 유성음이 존재 할 가능성이 

큰 주  구간을 선택하기 해   으로,     

으로 정하여 자동차 배기음 신호와 음성 신호에 한 

을 구하고     에서     까지의 값

을 이용하여 Linear Regression을 용하여 직선의 방

(64)



2012년 6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IE 편 제 2 호 27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Vol. 49-IE, NO. 2, June 2012

 (a) 음성신호 공분산        (b) 배기음 신호 공분산

그림 5. 주 수 역 자기 공분산과 직선 근사

Fig. 5. Autocovariances in frequency domain and their 

approximation to a line.

정식을 구하여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5 와 같다. 왼

쪽에 있는 음성 신호의 공분산은 가 작으면 큰 값을 

갖고 멀어지면 작은 값을 갖고 있어   가 증가함에 따

라 상 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값들

을 연결하여 근사한 직선의 기울기 값이 크고 오른쪽의 

자동차 배기음 신호는 상 계가   와 거의 상 없어

서 각 값들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작은 

값을 갖는다.

Ⅳ. 시스템 구현

입력 장치로는 Sony ECM-959A 스테 오 마이크를 

사용하 다. 두 채 을 통해 섞여 들어 온 두 신호에 

Maximum Likelyhood를 이용하여 를 구한 후 식 5

에 용시켜 두 음원을 분리해 낸다. 하지만 두 음원  

어느 것이 음성 신호이고 어느 것이 자동차 배기음 신

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 수 역 자기 공분산의 기

울기 차이를 이용하여 구별해 낸다. 실험에 사용된 자

동차 배기음 신호로는 합성된 배기음 신호를 사용하

고 스테 오 마이크를 통해 음성 신호와 합성되었다.

그림 6. 스테 오 마이크의 좌측 채  신호

Fig. 6. Signal from the left channel of stereo mic.

그림 6, 그림 7에는 스테 오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

력된 신호가 나타나 있다. “자동차 배기음과 음성을 분

리해 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를 자가 직  마이

크에 고 배경 잡음과 함께 녹음하 다. 이를 분리한 

신호가 그림 8과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이 에서 음성 

신호로 분류된 신호만 출력에 나타나도록 설계하 다.

그림 7. 스테 오 마이크의 우측 채  신호

Fig. 7. Signal from the rifht channel of stereo mic.

그림 8. 분리된 음성 신호

Fig. 8. Segragated speech signal.

그림 9. 분리된 자동차 배기음

Fig. 9. Segregated signal of exhaust sound.

그림 10. 자동차 배기음이 섞이지 않은 음성 신호

Fig. 10. Speech Signal not mixed with exhaust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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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는 음성 신호만 녹음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8과 비교해 보면 단어와 단어사이 묵음 구간이 깨끗하

게 나타나는 그림 10과 달리 분리된 음성 신호에서는 

자동차 배기음이 약간 남아 있음을 찰할 수 있다.

Ⅴ. 결  론

스테 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자동차 배기음 신호

와 음성 신호로부터 두 음원을 분리해 내고 그 에서 

어느 음원이 음성 신호인지 구분해 내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실제 달리는 자동차에서 녹음하기기 쉽지 않아 

합성된 자동차 배기음을 배경으로 해서 마이크 앞에서 

정해진 문장을 낭독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음성 신호와 자동차 배기음 신호는 서로 독립 일 수 

있지만 이를 채취할 때의 녹음 조건 등에 따라 이 조건

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통계

으로 서로 독립 인 신호라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핵심 제 조건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두 음원을 분리하 을 

때 한 쪽 신호에 다은 음원의 신호가 남아 있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스테

오 마이크롤 통해 녹음하지 않고 인 으로 3㏈ 정도 

차이나게 합성된 신호의 경우에는 각 음원의 신호가 다

른 음원의 신호에 남아 있는 양이 극히 었다. 따라서 

서로 독립 인 두 신호가 마이크를 통해 합성되어서 입

력될 때의 조건도 상세히 연구되어 최 의 조건을 유지

해야 할 것이다.

신호를 분리하 을 때 분리된 신호의 음질을 평가하

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

여 배경 잡음과 섞이기 의 음성 신호의 인식률과 섞

인 음성을 분리한 후의 인식률을 비교하는 방법[13]도 있

지만 실 으로 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장에서 응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이 큰 시스템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되는 

각 차종에 한 실제 배기음을 오르막, 내리막, 가속, 감

속, 정속 운행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채집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하드웨어로 구 하고 마

이크로 로세서 시스템에 이식하여 응 과정을 거친다

면 운행 인 자동차의 음성 인식기  단계에 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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