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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FT 소리맵을 이용한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화자식별 방법

(Speaker Identification Method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ith STFT Sound-Map)

부 석
†
      조 성 배

††

                                 (Seok-Jun Bu)        (Sung-Bae Cho)

요 약 화자식별은 개인 성도의 음성학  특징을 모델링하고 분류하는 기술로 음성 인식 분야의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화자식별 기술은 보안인증, 근제어, 개인화, 지능형 로 제어 등의 분야에서 범

하게 응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환경 요소로 인한 잡음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불

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잡음 강건성을 해 컨볼루션-풀링 연산을 반복 으로 

용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정  신호가 아닌 시계열 특성을 지니는 스피치 데이터의 특징을 

보다 잘 모델링 하기 해서 STFT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소리맵을 생성하여 분류하 다. 제안하는 화자식

별 시스템은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인식 성능을 크게 상회하 고, 단계별로 잡음을 삽입하는 실험의 

결과로 잡음 강건성을 검증하 다.

키워드: 딥러닝, 컨볼루션신경망, STFT알고리즘, 화자식별, 잡음 강건성

Abstract Speaker identification which models and classifies th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areas of speech recognition. While speaker identification can 

be widely applied in fields such as security authentication, access control, personalization and 

intelligent robot control, a solution needs to be found for the inconsistency between training and test 

data caused by noise due to real environment facto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eaker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convolution-pooling operation for noise robustness. To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speech using the time series characteristics, a sound map was generated using the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 algorithm. The proposed speaker identification system 

outperforms recognition performance of othe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nd the robustness of noise 

is verified as a result of the noise insertion at incremental steps.

Keywords: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 Algorithm, Speaker Identification, Noise Robu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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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성 인식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편화로 음성 

데이터에 한 근과 확보가 용이해 짐에 따라 지난 몇 

년간 크게 발 하 다. 화자식별(Speaker Identification)

은 개인 성도의 음성학  특징을 모델링하고 분류하는 기

술로 음성 인식 분야의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화자

식별 기술은 보안인증, 근제어, 개인화, 지능형 로  제

어 등의 분야에서 범 하게 응용 가능하다.

화자식별 시스템을 해서는 단기  주 수 변동, 음

의 높이와 같은 수  특징과 단음, 단어, 음 이나 장

기  주 수 변동과 같은 고수  특징 등의 풍부한 음

성학  특징을 모델링하기 때문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하다.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화자식

별 시스템은 Gaussian Mixture Model (GMM)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 것이 주도 이었으나, 환경요소에 한 

잡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에 민감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실제 환경에서

는 많은 잡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화자식별 시스템에는 

잡음 강건성이 필수  요소이다[1].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풀링연산과 STFT알고리즘

에 기반하여 잡음이 큰 실제 환경에서도 화자 간의 음

성학 인 특징을 모델링할 수 있는 실용 인 화자식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STFT알고리즘에 기반하여 화자 별 

스피치 고유의 소리맵을 생성하고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학습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이 잡음이 큰 환경에서도 다

른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10겹 

교차검증으로 검증하 다. 오분류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소리맵을 정성 으로 비교하 고, 잡음 강건성을 검

증하기 해서 단계별로 가우시안 잡음을 포함시켜 생

성한 데이터에 해 화자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 다.

2. 련 연구

화자식별 분야에서 잡음 강건성을 한 기계학습 

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번째로 시

계열 신호로부터 잡음을 제거하고 유효한 특성을 보다 

잘 추출해 내고 모델링 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Feature enhancement 근 방법에서는 스피치로부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유효한 특징을 추출하

고 선택하는 것이 목 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 추출 

단계에서 Short-time Fourier 변환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스피치를 시간-주 수 도메인에서 국부 인 상

계를 내포하는 소리맵으로 추출하 다.

두번째로 인식기가 잡음을 제외하고 음성만을 잘 모

델링 하도록 내부 라미터를 갱신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Model adaptation 근 방법에서는 분류나 인식을

표 1 음성 인식 특징 추출,모델링 방법

Table 1 Methods and features of speech recognition

Author Method Feature

Hinton[2] DBN MFCC Features

Graves[3] Bi-LSTM Raw waveform

Seltzer[1] Pre-trained DNN Raw waveform

Graves[4] Bi-LSTM Spectogram

Chan[5] Seq2seq LSTM Raw waveform

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본 논문에

서는 잡음 강건성과 일반화 성능이 검증된 컨볼루션-풀

링연산을 사용하여 학습과 테스트 시의 불일치가 빈번한 

문제에 처하 다. 표 1에서 2010년 이후의 Feature 

enhancement, model adaptation 시도를 정리하 다.

3. 방 법

3.1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1에서 제안하는 컨볼루션-풀링연산을 사용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도식화하 다. 실제 생활 

잡음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하도록 컨볼루션-풀링연산

을 사용하여 잡음 강건성에 목 을 두고 설계되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화자 다수의 스피치 샘

이 필요하다. 입력된 스피치 샘 은 크게 세 단계의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친다. 스피치 고유의 소리맵을 생성하고 정

규화한 뒤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정 구

간으로 샘 링 하 다. 처리가 완료된 도우는 잡음 강

건성 확보를 해 여러 층 쌓은 컨볼루션 신경망의 내부 

가 치를 갱신하고 화자 별 일반 인 패턴을 모델링한다.

인식 단계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의 내부 가 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출력된 활성화 함수 값으로 각 도

우의 화자를 분류한다.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에서 

도우 별로 분류하는 화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

습 단계와는 달리 분류된 결과를 산술평균 내어 최종

으로 화자를 분류한다.

그림 1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 아키텍쳐

Fig. 1 Proposed speaker identification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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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피치 데이터 처리: 소리맵, 도우

스피치 데이터는 정  신호가 아닌 시계열 특성을 지

니고 있어 각 스피치에 한 단일 특징이 무의미한 경

향을 보인다[6]. 따라서 시간, 주 수와 음량간의 상

계를 손실하지 않고 특징을 추출해 내기 해서 시간 

구간별로 Fourier transform연산을 수행하는 STFT알

고리즘을 용하 다.

시간에 한 신호 함수  와 도우 에 해 

STFT알고리즘은 식 (1)으로 정의된다.

 
 ∞

∞

 ′  (1)

실제 스피치 데이터는 불연속 함수이므로 STFT 계

산시에는 번째 불연속 신호  와 시간 측정치  , 

주 수 측정치  , 도우 의 길이 에 해 식 (2)

의 변환을 수행한다.

   
  ∞

∞

  (2)

그림 2에서 STFT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소리맵 샘

을 화자 별로 비교하 다. 소리맵은 가로축을 시간으

로, 세로축을 주 수로, 픽셀강도를 크기로 갖는 3차원 

벡터로 정의한다. 생성된 소리맵은 시간-주 수가 국소

으로 높은 상 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컨볼루션-풀

링연산의 Local connectivity 속성으로 모델링하기에 

하다. 생성된 소리맵은 스피치의 길이 별로 크기가 다

르고 그 차원이 매우 높아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균일한 구간으로 샘 링 하여 도우로 분할

하 다.

그림 2 화자 별 소리맵 비교

Fig. 2 Sound map comparison by speaker

3.3 잡음 강건성을 한 컨볼루션-풀링 연산

학습과 테스트 시의 데이터 간에 불일치가 큰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잡음 강건성이 가장 요한 요소이다.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에는 컨볼루션-풀링연산을 반

복 으로 용하여 잡음 강건성을 확보하 다. 컨볼루션 

연산의 일반화성능은 개인의 음성학  특징의 변산 요

소 모델링에 하다[7].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은 

컨볼루션-풀링 모듈, Dropout층과 3겹의 완 -연결층으

로 이루어져 있다.

번째 컨볼루션층에서 출력되는 벡터  
 은 × 크

기의 가 치벡터 와 이  층 출력값    에 해 수

식 (3)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여 이미지를 왜곡하거

나 강조한다. 컨볼루션 연산의 학습은 특징 간의 공간  

계를 보존하며 상 계를 추출하는 필터 의 가

치를 찾는 과정이다.

    
  

  

  


  

  

    
  (3)

번째 풀링층에서 출력되는 벡터 
 은  × 크기의 

입력벡터  × 역을 상으로 풀링거리 에 해 

식 (4)의 풀링연산을 수행하고 해당 역의 최 값을 출

력한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풀링 연산은 왜곡되거나 강

조된 특징들로부터 가장 분류에 유의미한 특징을 추출

하는 방식으로 계산복잡도를 감소시키는 차원 감소과정

을 의미한다.

   
  max∈  × 

  (4)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컨볼루션 모듈은 총 3개

층으로 각자 64개의 필터 수와 × 필터 크기를 사용

하 다.

4. 실험  결론

4.1 CHiME 스피치 데이터셋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검증을 해 12명의 화

자가 5장소별로 본을 녹음한 CHiME-4 데이터셋을 

사용하 다. CHiME 데이터셋은 각 6명의 남성, 여성 

화자가 녹음 부스, 카페, 길거리, 버스, 도로에서 녹음한 

총 57,653개의 .wav 일을 포함하고 있다[8]. 실제 환경 

잡음이 포함되어 기존 비 실 인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을 해서 190,837개의 도우를 생성하 고 학습 

70%, 검증 10%, 테스트 20%로 분할하 다.

4.2 도우 크기 별 성능

시스템의 하이퍼 라미터  하나인 도우 크기 변수

는 화자의 음성학  특징을 포함할 정도를 결정한다는 

에서 화자 인식 성능에 큰 향을 끼친다. 그림 3에서 

도우의 크기에 따른 화자식별 성능을 정리하 다. 

그림 3 도우 크기 별 화자식별 성능

Fig. 3 Classification accuracy by window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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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테스트데이터에 한 혼동행렬분석

Table 3 Confusion matrix analysis of test data

Predicted

Actual

F01 F02 F03 F04 F05 F06 M01 M02 M03 M04 M05 M06

F01 4316 97 39 37 9 7 54 38 4 11 18 7

F02 2 2871 13 5 0 0 0 6 3 14 0 0

F03 0 12 2946 6 1 2 7 8 0 1 2 1

F04 82 48 42 8053 2 5 21 7 24 34 6 3

F05 21 9 6 12 2623 11 3 5 4 19 6 5

F06 34 25 6 10 18 2912 5 6 7 20 7 9

M01 2 26 7 17 1 1 2570 16 0 4 2 3

M02 0 7 6 0 0 1 11 2287 0 2 2 1

M03 48 35 16 23 9 2 41 8 8212 71 3 5

M04 56 28 3 29 17 2 18 3 21 8451 1 3

M05 38 7 4 12 16 24 11 32 3 13 8451 11

M06 34 9 3 10 14 26 22 8 22 36 6 2638

도우 크기 9에서 최고 95.18% 테스트 정확도를 기록

하 고, 도우 크기가 9 후로 증감함에 따라 성능이 

감소하 다. 따라서 최 의 도우 크기를 9로 가정하고 

타 실험에서 고정하 다.

4.3 특징추출 방법 별 비교

STFT알고리즘으로 생성한 소리맵에 기반하여 컨볼

루션신경망을 학습하 을 때 음성학 인 특징이 충분히 

모델링되는 것을 정량 으로 검증하기 해 표 2에서 

다른 특징추출 방법과 10겹 교차검증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딥러닝기반 분류모형인 3층의 컨

볼루션-풀링연산 이후   사이즈의 얕은 

다층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컨볼루션 신경망을 공통 으

로 사용하여 특징추출 방법의 효과만을 비교하 다.

STFT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시간-주 수 도메인의 국

부 인 상 계를 모델링하는 경우에 분류정확도가 

95.02%로 가장 높았고 특징추출을 거치지 않은 경우와

표 2 특징추출 방법 별 10겹 교차검증 비교

Table 2 10-fold cross validation comparison by feature 

extraction method

STFT MFCC Raw Waveform

1 0.9542 0.9209 0.9126

2 0.9492 0.9211 0.8945

3 0.9544 0.9243 0.8986

4 0.9389 0.9287 0.8973

5 0.9531 0.9233 0.9128

6 0.9513 0.9264 0.9038

7 0.9436 0.9079 0.8839

8 0.9491 0.9171 0.9055

9 0.9612 0.9286 0.9155

10 0.9472 0.9138 0.8988

Average 0.9502 0.9212 0.9023

Coefficient 0.7115 0.6211 -

비교하여 5%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 다. 이때의 피어

슨 상 계수는 0.7115로 성능면에서 뚜렷한 양의 상

계가 있다.

4.4 분류 방법별 비교

그림 4에서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분류모형의 

성을 검증하기 해 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10겹 

교차검증 분석 결과를 박스 롯으로 시각화하 다.

제안하는 방법이 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크게 상회

하 고 k-NN알고리즘이 약 70%의 분류 성능을 보

다. 시계열 특성을 효과 으로 모델링하기 한 LSTM 

신경망은 약 80%의 분류 성능을 보 다. 스피치로부터 

시간-주 수 간의 국부 인 공간  특징을 주로 모델링

하는 소리맵 특징추출의 방법이 Local-connectivity 속

성을 가지는 컨볼루션 연산에 합하다.

그림 4 기타 기계학습방법과의 10겹 교차검증 비교

Fig. 4 10-fold cross validation comparison with other 

machine learning methods

4.5 오분류 이스 분석

표 3에서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혼동행렬분석 

결과를 시각화하 다. 총 38,168개의 도우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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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01화자와 기타 화자의 소리맵 비교

Fig. 5 Comparison of STFT sound-map between speakers

테스트데이터에 해 F01 클래스로 표기된 첫번째 여성

화자가 가장 빈번하게 오분류되었다.

그림 5에서 F01 화자의 소리맵과 타 화자의 소리맵을 

시각화하여 정성 으로 비교하 다. F01화자의 시간-주

수-세기로 이루어진 3차원 소리맵은 타 화자의 소리

맵에 비교하여 세기 변화가 평이하 고 타 화자의 발언 

구간에서 발생하는 도우와의 유사성을 발견하 다.

4.6 잡음 강건성 검증

그림 6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잡음 강건성 검증을 

해 단계 으로 잡음을 삽입한 테스트데이터의 분류성능

을 비교하 다. 잡음 의 분포   는 평균   , 표

 편차    에 해 식 (5)와 같다.

  







   

(5)

잡음 요인 에 해 삽입하는 잡음의 강도를 

로 증가시키며 LSTM신경망, k-NN알고리즘과 비교하

다.   증가량에 따라 타 알고리즘의 성능이 폭 감

소함에 비해 제안하는 컨볼루션 화자식별 시스템은 잡

음 강건성을 확보하 다.

그림 6 잡음 세기별 인식 성능 비교

Fig. 6 Identification performance by noise intensity

4.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잡음 강건성을 확보하기 해서 컨볼

루션-풀링연산을 사용한 화자식별 시스템을 제안하 다. 

스피치 데이터의 특징 추출을 해 각 스피치 별로 ST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소리맵을 생성하 고 슬라이딩 

도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하 다.

실험을 통해 도우의 최 의 크기를 결정하 고 기

타 기계학습 비 최고의 인식 성능을 획득하 다. 컨볼

루션-풀링연산을 반복 으로 용하여 타 알고리즘 

비 강력한 잡음 강건성을 확보하 다.

향후 연구로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번째로 시간-공간  특징을 모두 가지는 소

리맵 데이터를 효과 으로 모델링하기 해서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과 LSTM 신경망을 직,병렬 으로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컨볼루션 신경망을 변

형하여 원본 데이터 분포와 유사한 가상의 데이터를 생

성할 수 있는 GAN 알고리즘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

다. 생성  모델의 측면에서 가상의 음성학  특징을 생

성해 내고 모델링 하는 GAN알고리즘은 화자식별시의 

잡음 강건성 분야에 도입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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