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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잡음 또는 반향 환경에 강인한 음성인식을 위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

요 약

실세계 환경의 원거리에서 녹음된 음성은 가산 잡음이나 반

향 성분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음성인식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다. 따라서 음성 전처리 과정은 실세계 환경에서 강인한 음성인

식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은 전처리 

방법 중 하나로 특징 영역 데이터의 적절한 동적 범위(dynamic 

range)와 차원 수로 인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깨끗한 음

성의 선험적 정보를 모델링하기에 용이하다. 또, 인식을 위한 

최종 특징 입력에 가까운 단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인식

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략적인 왜곡 

요인 관련 파라미터 추정 때문에 음성인식 성능이 하락되는 단

점이 있다. 최근에 기존 모델 기반 특징 향상의 단점을 개선하

여 가산 잡음이나 반향 환경에 적합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글에서는 특징 향상 방법을 소개하고 개선된 방법의 음성인식 

강인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Ⅰ. 서 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기기가 편리하고 다채로운 기능을 가지

면서 음성인식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는 음성이 간편하고 자

연스러운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이다. 최근 IoT 시

대의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용자와 마이크로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원거리 음성인식의 비중이 이전(사용자와 마이크로

폰의 거리가 가까운 개인 모바일 기기 음성인식에 집중했을 때)

보다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원거리에서 마이크로폰에 입력된 녹

음된 음성은 가산 잡음이나 반향 성분에 의해 왜곡된다. 이와 같

은 왜곡요인이 있는 실전 환경은 음성인식 모델을 위한 깨끗한 

학습 환경과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성인식 성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1][2]. 따라서 잡음에 대한 강인성은 음성인식 분

야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위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서 많은 음성인식 전처리 방법들이 왜곡된 신호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조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뿐, 대

부분의 방법이 다양한 비정상 잡음이나 매우 복잡한 반향을 수

반하는 실세계 환경에서 높은 인식성능을 얻는 데에 실패한다.

한편, 독립성분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은 뛰어난 암묵 음원 분리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데 이 독립성분분석 기반 전처리 기법들이 가산 잡음에 강인

한 전처리 방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4][5]. 그러나, 기

존 독립성분분석 기반 전처리 기법들을 실 세계 환경에 적용하

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분리하고자 하

는 음원의 개수가 마이크로폰의 개수보다 많은 비결정 상황

(underdetermined case)에서 분리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많은 마

이크로폰 신호를 획득하여 독립성분분석을 수행하면 분리 시스

템의 느린 수렴과 방대한 계산량이 문제가 된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blind spatial subtraction array (BSSA) 방법이 연구

되었다[4]. BSSA방법은 음성인식 환경에서 사용자가 잡음원

보다 마이크로폰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하였다는 것을 가정

하고 사용자 음성이 제거된 신호를 가산 잡음 추정에 활용하였

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해 적은 수의 분리 필터 탭과 마이크

로폰의 수로 잡음 추정을 하여 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

나, BSSA 방법은 여전히 비결정 상황에서 관찰 신호 중 사용자 

음성 성분과 잡음 성분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사용자와 마이크로폰 사이의 반향 채널에 의해 불일

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간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 반향 제거

를 수행하는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었다[6][7]. 비록 이 방법들

을 이용하여 상당한 반향이 수반되는 환경에서 반향이 제거된 

신호로 복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향 채널 필터는 매우 복

잡하기 때문에 추정해야 할 많은 양의 필터 계수 또는 파라미터

와 이를 위한 많은 양의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 과

정을 실세계 음향환경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음성인식 

적용에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이 있

는데 가산 잡음이나 반향 성분에 의해 왜곡된 음성특징을 로그 

SEPTEMBER·2016 | 17

인텔리전트신호처리 편집위원 : 장준혁(한양대)



멜-주파수 파워 스펙트럼 영역에서 향상하는 방법이다[8][9]

[10]. 로그 멜-주파수 파워 스펙트럼 영역에서는 결정해야 할 

파라미터 수가 시간이나 주파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관찰 모델이 가산 잡음이나 반향 채널 필터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따라서, 단순히 반향 시간(RT60) 하나로 생성될 수 있

는 방 충격 응답(room impulse response; RIR) 파라미터를 대

략적인 모델링(coarse modeling)으로 구하거나[8], 잡음이 정

상적이라는 가정 하에 음성이 없는 짧은 구간에서 평균과 분산

을 취해 가산 잡음 파라미터를 모델링 할 수 있다[9][10]. 그러

나, 위 방법으로 생성된 반향 채널 필터는 실제 혼합 환경의 주

파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11]. 또, 실세계 가산 잡음

은 다양한 종류의 비정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웃한 음성이 없

는 구간을 통해 추정하더라도 해당 음성 구간의 잡음 특성을 정

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최근 위와 같은 기존의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산 잡음 혹은 반향 환경에 적합

한 특징 향상 방법을 서술하려 한다. 독립벡터분석을 적용한 은

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 HMM) 기반 특징 

향상 방법[12]은 비정상적 가산 잡음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잡

음추정과 1차적인 신호 향상을 위해 독립벡터분석을 기존 특징 

향상에 도입하였다. 단순히 추정된 잡음을 차감하는 BSSA방법

에 비해 추정된 잡음과 향상된 음성으로 관찰 모델을 만들고 은

닉 마르코브 모델로 학습된 선험적 음성 모델을 이용해 사후확

률 분포를 추정한 후 최소평균제곱 추정 방법을 취해 향상된 음

성 특징을 추정하였다. 반향 파라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

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13]에서는 반향 채널 파라미

터를 관찰 모델 변수로 도입하여 깨끗한 음성 특징뿐 아니라 반

향 채널 파라미터도 추정하였다.

이 글의 나머지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을 설명한다. 그 뒤, 독립벡터분석을 적

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12]과 반향 파라미

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13]

에 대해서 서술하고 정성적인 스펙트럼 그림 결과와 정량적인 음

성인식 결과를 보며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1. 기존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

실세계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에 입력된 신호는 가산 잡음이나 

반향 성분에 의해 왜곡되는데 이를 로그 멜-주파수 파워 스펙

트럼 영역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 는 i 번째 멜-주파수와 k번째 프레임에

서 각각 입력신호, 깨끗한 신호, 가산 잡음이나 반향 관련하여 

추정해야 하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또, 는 관찰 모델 비

선형 함수이다. 수식을 용이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식 (1)에 1차 

테일러 시리즈 (Taylor series) 전개를 통해 선형화시키면

               (2)

로 표현할 수 있다. 입력 신호 가 주어지고 적절한 가 추

정되면 사후확률 분포를 추정하고 최소평균제곱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된 음성 특징을 얻을 수 있다.

        (3)

여기서, 와 는 각각  , 벡터 시퀀스 

를 나타낸다.

식 (3)의 사후확률 분포 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음성의 선험적 모델을 상태 당 한 개의 정규분포를 관

찰 확률분포로 갖는 ergodic 은닉 마르코프 모델로 모델링한다.

 (4)

여기서, , 와 는 각각 번째 프레임에서 은닉 

상태 색인, 상태의 총 개수, 그리고 m번째 대각행렬의 요소를 

로 갖는 대각 행렬을 나타낸다. 이제, 식(3)의 사후확

률 분포 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림 1. 기존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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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지막으로, 식 (2)의 가산 잡음 혹은 관찰 확률 모델의 에러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베이지안(Bayesian) 법칙에 의

해 식 (5)의 오른쪽 두 번째 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왜

곡 관련 파라미터 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기존 연

구에 의하면 가산 잡음이 정상적이라는 가정 하에 특징영역에

서 발성이전의 몇 프레임을 이용하여 평균과 분산을 취해 단일 

정규분포로 모델링한다[9][10]. 반향 채널 파라미터 역시 시간 

축으로 지수함수 형태로 감쇄하는 특성을 이용해 모델링하고 

복잡한 특징 영역 변환 식과 통계적 가정으로 평균 에너지 값을 

추정한다[8]. 그러나 이런 대략적인 추정은 실제와 관찰모델의 

불일치를 발생시켜 최종 강화된 음성특징의 성능을 떨어뜨린

다. 따라서 파라미터를 좀 더 정교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

그림 2>는 각각 왜곡이 없는 음성 특징, 가산 잡음에 의해 왜곡

이 발생한 음성 특징, 기존 방법에 의해 향상된 음성 특징을 나

타낸 것인데 대략적인 잡음 추정으로 인해 50 혹은 150 번째 시

간 프레임에서 왜곡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림 

3>을 보면 반향 환경에서 실제 반향 필터는 각 주파수마다 감쇄

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8]의 방법으로 추정한 반향 필터는 이런 

특성을 얻을 수 없다[11]. 따라서 가산 잡음이나 반향 필터 파라

미터를 정밀하게 추정하여 특징 강화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

2.  가산 잡음 환경에서 강인 음성인식을 위한 독립벡
터분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
상 방법[1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특징 향상 방법에서 가산 잡음 파

라미터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편, BSSA 방

법[4]은 독립성분분석으로 사용자의 음성신호를 제거한 다수의 

출력을 만든 뒤, 이 출력에 역투사(projection back; PB)를 적

용해 지연합(delay and sum; DS) 신호에 함유된 잡음을 추정

한다. 특히, 이 방법은 지연합에 의해 향상된 신호와 추정된 잡

음을 단순 차감하여 비결정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음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잡음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추

출된 사용자의 음성 신호에 잡음 성분이 상당히 섞여 있어서 사

용자 신호 향상 경로에 지연합 출력보다 잡음 억제능력이 뛰어

난 독립성분분석 출력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림 2. 배블 가산 잡음 환경에서 기존 방법에 의한 특징 향상 결과

그림 3. 반향 필터의 실제 및 추정 결과

가. 깨끗한 음성 특징

가. 특징 영역에서 도시된 실제 반향 필터 

나. 가산 잡음에 의해 왜곡된 음성 특징

다. 기존 방법에 의해 향상된 음성 특징

나. 대략적인 모델링[8]의 방법으로 추정한 반향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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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파수간 상관성 및 순서(permutation)을 고려했을 때 독

립벡터분석 기반 사용자 음성 향상 출력을 지연합 출력에 대체

하였다.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M개의 관찰 신호로 이루어진 

와 N개의 독립적인 음원들이 선형 결합

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l번째 주파수, k번째 프레

임에서 추정된 음원을, 은 l번째 주파수에서 분리 행렬을 나

타낸다. 자연경사법(natural gradient)을 적용한 독립벡터분석 

기반 분리 행렬 학습 식은 다음과 같다.

              (8)

여 기 서 ,  는  단 위 행 렬 이 고 ,  다 변 수  점 수  함 수 

는 추정하려는 음원의 확률 밀도 함수 q 가 

 이라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9)

     (10)

또한, 주파수간 크기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에 의 

대각 성분을 요소로 갖는 대각 행렬을 곱하는 최소 왜곡 원리

를 적용한다. 비록 독립성분분석은 주파수간 순서 바뀜은 없지

만 전체 신호에 대해 다수의 출력에서 사용자의 향상된 음성에 

해당하는 성분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인식 시스템

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마이크로폰 배열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고 사용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가

정하고, 추정된 분리 필터 의 각 행은 음원의 위치와 관계되

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위치에 대응하는 적절한 출력을 선택하

여 향상된 사용자의 음성을 얻을 수 있다[4][12]. 또, 왜곡된 추

정 잡음을 야기하는 역투사 과정을 생략하고 사용자 향상 음성

의 앞 몇 프레임을 이용해 사용자 음성이 제거된 출력과 크기를 

조정한다.

<그림 5>는 독립벡터분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12] 수행 결과를 독립벡터분석, BSSA등과 비교

한 것이다. 이 때, 마이크로폰에 입력된 신호는 <그림 2>와 같

다. 독립벡터분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의 결과 신호는 기존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보다 왜곡이 적고 독립성분분석, BSSA 보다 더 많이 잡음

을 없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벡터분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

법의 음성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URORA2[14] 데이터와 

HTK[15]를 이용하였다. 이 때, 비결정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폰은 2개로 고정하고 최대 3개의 배블 잡음원을 임의의 

다른 위치에 배치해 두었다. <그림 6>은 반향 시간 0.35초, 입

력 신호 대 잡음 비 0 ~ 15 dB일 때 기존 방법들과 독립벡터분

그림 4. 독립벡터분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12] 블록도

그림 5. 배블 가산 잡음에 전처리 수행 후 음성 특징 결과

가. 독립성분분석 수행 후 음성 특징

나. BSSA 수행 후 음성 특징

다. 독립벡터분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 수행 후 음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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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의 단어 오

인식율(word error rate; WER)을 나타낸다. 모든 입력 신호 대 

잡음 비에서 독립벡터분석을 적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이 단어 오인식률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반향 환경에서 강인 음성인식을 위한 반향 파라미터 재추
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13]

대락적인 모델링으로 생성한 반향 채널 파라미터는 실제 주파

수간 종속 특성을 갖지 못하며, 이 불일치 때문에 기존 특징 향

상 결과의 성능이 떨어진다. 좀 더 세밀한 반향 채널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를 고정된 값이 아닌 변수로 두면 새로운 사후확

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는 로 쓸 수 있다. 이제, 식 

(11)의 오른 변 두 번째 항을 베이지안 법칙에 따라 전개하면

       (12)

가 되고, 가 평균과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의 갱신식을 구할 수 있다. 

  (13)

여기서, 는 관찰 모델 오차를 정규분포로 모델링

할 때 정해지는 평균과 분산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음성 특징  

그림 6. 가산 잡음 환경에서 특징 강화 후 단어 오인식률

그림 7. 반향 파라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13] 블록도 그림 8. <그림 3>의 반향 필터로 왜곡된 신호에 전처리 수행 후 음성 특징 결과

가. 깨끗한 음성 특징

나. 반향에 의해 왜곡된 음성 특징

다. 기존 방법에 의해 향상된 음성 특징

라. 반향 파라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 수행 후 음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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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반향 채널 파라미터 를 반복적으로 추정한다.

<그림 8>은 각각 깨끗한 신호, 반향 필터에 의해 왜곡된 신

호, 기존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 반향 파라

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

법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

반 특징 향상 방법와 반향 파라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

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의 향상된 음성 특징 모두 반향

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많이 감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

그림 9>에 표시한 반향 파라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

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으로 추정된 반향 필터를 보면 <그

림 3>의 실제 반향 필터와 매우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향 파라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의 음성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산 잡음 환경과 

마찬가지로 AURORA2 데이터와 HTK를 사용하였다. 이 때, 여

러 가지 반향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 Real World Computing 

Partnership (RWCP) [16]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약 0.3 ~ 0.7

초 정도의 반향 시간에 해당하는 측정된 방 충격 응답 필터로 

깨끗한 음성 신호에 왜곡을 주어 관찰 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10>을 보면 모든 환경에서 반향 파라미터 재추정을 이용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의 인식성능이 기존 방법에 

비해 더 적은 단어 오인식률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이 글에서는 강인한 원거리 음성인식을 위한 전처리 기법으

로서 향상된 특징 추출을 위해 개선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 

특징 향상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개선된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

해 잡음이나 반향 채널 파라미터를 좀 더 세밀하게 추정하여 사

용자 음성 향상 성능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원거리 환경에서 인

식성능을 강인하게 하였다. 특히, 가산 잡음 환경에서 개선된 

특징 향상 방법은 비결정 상황이나 비정상적 잡음 환경에서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또, 반향 환경에서 개선된 방법은 음

성 특징뿐만 아니라 반향 채널 파라미터를 변수로 도입하여 두 

변수를 반복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최종 인식 성능을 높였다. 비

록 개선된 특징 향상 방법의 목적은 음성인식을 위한 전처리이

지만 음질 개선이나 음성 데이터 외 다른 신호 전처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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