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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잡음 추정과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LMS Filter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잡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LMS Filter는 잡음 추정을 위한 일정 시간 동안 적응 시간이 필요하며 신호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더 
많은 적응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프레임 단위의 AELMS Filter를 이용
한 잡음 제거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잡음 환경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고 평균과 분산을 이
용한 예측 LMS Filter를 구성하여 잡음을 제거하므로 잡음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빠른 적응 시간으로 잡음을 제거한
다. 또한 환경 잡음과 음성 신호가 혼합되어 입력될 때 잡음을 제거하여 음성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고 음성 정보 손
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프레임 단위의 AELMS Filter를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으로 잡음 제거 성능을 평가하였
다. 실험 결과 변화하는 환경 잡음을 제거하여 얻은 감쇠도가 평균 6.8dB 향상되었다.

주제어 : 음성 인식, 잡음 제거, LMS, AELMS, 프레임 단위 AELMS

Abstract  Noise estimation and detection algorithm to adapt quickly to changing noise environment using the 
LMS Filter. However, the LMS Filter for noise estim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need time to adapt. 
If the signal changes occur, have the disadvantage of being more adaptive time-consuming. Therefore, noise 
removal method is proposed to a frame basis AELMS Filter to compensate. In this paper, we split the input 
signal on a frame basis in noisy environments. Remove the LMS Filter by configuring noise predictions using 
the mean and variance. Noise, even if the environment changes fast adaptation time to remove the noise. 
Remove noise and environmental noise and speech input signal is mixed to maintai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voice is a way to reduce the damage of voice information. Noise removal method using a frame basis 
AELMS Filt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noise removal. Experimental results, the attenuation obtained 
by removing the noise of the changing environment was improved by an average of 6.8dB.

Key Words : Speech Recognition, Noise Reduction, Least Mean Square, Average Estimator Least Mean Square, 
             Frame Basis Average Estimator Least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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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신 시스템 환경에서 변화하는 신호에 한 잡음 제

거 방법은 변화하는 신호의 추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신

호의 통계  특성이 바 거나 계속 으로 변화하는 신호

에 해서는 신호의 추정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해 

신호를 추정하기 한 응 알고리즘이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응 알고리즘  LMS(Least Mean Square) 

응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1]. LMS 응 

알고리즘은 계산이 간단하며 환경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형 상태의 최종 평균 제곱 오차(MSE: 

Mean Square Error)는 사용되는 스텝 사이즈에 따라 달

라진다[2]. 일반 으로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하면 수렵 속

도는 빨라지지만 최종 MSE 값도 크게 된다. 따라서 수렴 

속도와 최종 MSE 값을 충하여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

게 된다[3]. 

잡음 추정과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LM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잡음 환경에 빠르게 응할 수 있도

록 한다[4]. 하지만 LMS 알고리즘은 잡음 추정을 한 

일정 시간의 수렴 시간이 필요하며 신호의 변화가 일어

날 경우 더 많은 수렴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을 가지고 있

다[5].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하여 임 단 의 

AELMS(Average Estimator Least Mean Square) 알고

리즘을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잡음 환경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임 단

로 분할하여 계산하 다.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측 

LMS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잡음을 제거하므로 잡음 환

경이 변화하더라도 빠르게 수렴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환경 잡음과 음성 신호가 혼합되어 입력될 때 잡음을 제

거하여 음성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고 음성 정보의 손상

을 최소화하여 인식 성능을 향상시켰다. 계산량을 이

기 해 임 단 로 나 어 임 구간 신호의 평균

량을 계산하여 측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임 단  구간의 신호에 해 평균값을 계산하고 

측에 의한 신호 수렴으로 인해 수렴 속도를 향상시켰다.

임 단 의 AE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으로 잡음 제거 성능을 평가하 다. 실험 결과 변화

하는 환경 잡음을 제거하여 얻은 감쇠도가 평균 6.8dB 향

상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에 해 언 하고 3장에서는 이동 평균 측 필터를 이용

한 반향 제거 방법에 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시스템  

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LMS 알고리즘

잡음은 환경 인 요인에 의해 수많은 변화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 인 LMS 응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표 된다[6].

[Fig. 1] General LMS Adaptive Algorithm

시간 으로 변화하는 임펄스 응답 필터는 다양한 잡

음의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수학 으로 효과 인 모

델링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

다[7].

  (1)

은 응 알고리즘에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계

수 벡터이며, 는 고정 스텝 값을 나타낸다. 은 입

력 신호 벡터 값을 나타내고 은 출력 오류 값이며 다

음과 같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은 원하는 신호 값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최  계수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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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입력 값의 측정 오류를 나

타낸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수 벡터와 최 화한 계수 벡

터의 차이로부터 오류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8].

  (4)

가변 스텝 사이즈 LMS 응 알고리즘은 고정 스텝 

를 신하여 시간의 함수인 으로 스텝을 나타내며 

식 (1)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2.2 가변 스텝 사이즈 LMS 알고리즘

일반 인 LMS 응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향상을 

한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스텝 사이즈를 

조 하여 계산량을 이는 방법이 리 사용된다. 응 

알고리즘의 오류 값을 활용하여 가변 스텝을 계산하는 

방법이 표 인 가변 스텝 사이즈 LMS 알고리즘이다

[9].

오류 값을 활용하는 가변 스텝 사이즈 LMS의 오류 값 

은 응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기에는 큰 값을 가

지며 최  계수에 가까이 가면  작아진다. 오류 값은 

가변 스텝을 측할 수 있는 좋은 변수이지만 잡음에 매

우 민감하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오류 값을 측하여 가

변 스텝 계산에 활용하기 한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되

어 왔다. 이들 방식 에서 NLMS (Normalized LMS) 

응 알고리즘은 스텝 가 입력 벡터 의 크기에 직

으로 향을 받는 일반 인 특성을 보완하기 하여 

고정 스텝 을 입력 벡터 의 크기로 정규화하여 다

음과 같이 계산하여 사용한다[10].

 ∥∥


 (6)

오류 값을 가변 스텝에 활용하는 방식 에는 오류 값

의 제곱 값  을 가변 스텝 사이즈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수식 으로 계산하여 사용한다[11].

   (7)

수식 (7)에서  의 범 에 존재하며 시간

의 함수인   스텝 사이즈 범 는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제곱 오류 값에 한 기울기 벡터를 활용하여 가변 스텝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수식 으로 계산하여 사용한다[12].

  





  (8)

3. 프레임 단위의 AELMS

3.1 AELMS 알고리즘

수렴 가 치 인자 가 커지면 안정성은 감소하고 이

와 반 로 수렴 가 치 인자 가 작아지면 안정성은 증

가하게 되므로 일반 인 LMS 알고리즘에 비해 표  검

출 LMS는 더 빠른 수렴 확률을 갖는다[13]. 

평균 측량을 이용한 LMS 필터는 선형 시불변 시스

템으로 구성되며 입력 신호 벡터 에 해서 시간 동

안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을 갱신하므로 다음과 같

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9)

은 응 알고리즘에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계

수 벡터이며 은 입력 신호 벡터 에 해서   시간 

동안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을 갱신한 입력 신호 벡

터 값을 나타낸다. 은 출력 오류 값이며 다음과 같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0)

AELMS 알고리즘은 의 개의 입력 값으로

부터 평균값을 계산하여 출력하고 다음과 같이 수식 으

로 나타낼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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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LMS 알고리즘은 시간에 라미터 벡터인 

를 평균값에 의해 갱신하여 얻을 수 있으며 다음과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

는 번째 의 라미터 요소를 추출하고 입력

된 신호로부터 잡음을 제거한다. 

3.2 프레임 단위 AELMS 알고리즘

임 단 의 AELMS 알고리즘은 입력 신호 체에 

해 수렴을 해야 하므로 수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서 3.1 에

서 제안한 평균 측 LM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입력 신

호를 임 단 로 나 어 단 구간에서 신호의 평균량

을 계산하여 신호를 측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입력 벡터 을 임 단  로 나 어 다

음과 같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3)

임 단 로 나 어진 구간의 입력 신호 벡터 에 

해서 시간 동안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을 갱신

하며 다음과 같이 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4)

신호로부터 잡음 제거를 해 신호에 수렴하여 수렴 

속도를 향상시킨다. 제안한 임 단  AELMS 알고리

즘을 이용한 잡음 제거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Fig. 2] Noise Removal using frame AELMS algorithm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 단  AE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기존의 LMS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하 다. 제안된 방법을 실험하기 해 사용된 

잡음은 유색 잡음으로 부분의 에 지가 주 수 역에 

분포되어 있다.

음성 DB는 ETRI에서 제작한 445DB를 사용하 으며 

16K, Mono, 8K로 실험하 으며, 제안한 필터의 차수는 

50이고 스텝 사이즈는 0.003을 가지고 실험하 다. 필터

의 임펄스 반응이 실제 임펄스 반응으로 수렴하고 목표 

신호를 따라가며 잡음 신호를 소거하게 된다. 잡음 제거

의 성공 여부는 목표 신호와 에러 신호의 비로 나타낸다.

그림 3에서 합성 형의 신호를 나타내었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에 입력 신호로 사용하 다. 그림 4는 제안한 알

고리즘을 수행하여 제거한 노이즈 신호를 나타내며 그림 

5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얻은 출력 신호를 나타

낸다. 원 음성 신호에 가깝게 수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Synthesized Waveform Signal

[Fig. 4] Nosie Signal

[Fig. 5] Waveform Signal Filtered by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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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라미터 측정치를 이용하여 잡음이 첨가된 음

성 신호를 필터링한 결과 원 음성 신호에 근 한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6은 기존 LMS 알고리즘의 목표 신호, 응 출력 

신호, 측 신호와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MSE는 알고리

즘이 진행됨에 따라 비용 함수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감

쇠도를 데시벨로 나타낸 것이며 평균 감쇠도는 –13.5dB

로 나타났다. 

signal

[Fig. 6] Energy Distribution of the Synthesized 
Waveform

그림 7은 제안한 임 단  AELMS 알고리즘 응 

잡음 제거 실험의 결과이며 감쇠도를 데시벨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 감쇠도는 -20.3dB로 나타났다. 두 알고리즘

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감쇠도에서 6.8dB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gnal

[Fig. 7] Synthesized Waveform Signal

5. 결 론

본 논문은 임 단 의 AE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을 제안하여 잡음 제거 성능을 평가하

다. 잡음 추정과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LM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잡음 환경에 빠르게 응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LMS 알고리즘은 잡음 추정을 한 일정 시

간이 필요하며 신호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더 많은 응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잡음 환경

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임 단 로 분할하여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AELMS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임 

단 로 신호에 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여 잡음을 제

거하므로 잡음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짧은 응 시간으로 

잡음을 제거하 다. 환경 잡음과 음성 신호가 혼합되어 

입력 시 잡음을 제거하여 음성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고 

음성 정보의 손상을 이기 한 방법이다. 

임 단 의 AELMS 알고리즘을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으로 잡음 제거 성능을 평가하 으며 실험 결과 변

화하는 환경 잡음을 제거하여 얻은 감쇠도에서 평균 

6.8dB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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