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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음향잡음 제거를 한 
사  훈련된 생성자를 사용하는 

 생성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Using Pre-trained 

Generator for Effective Auditory Noise Suppression)

임 경 †     조 성 배 ††

                                (Kyunghyun Lim)      (Sungbae Cho)

요 약 Speech enhancement GAN (SEGAN)은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적대적 생성망을 기반으로 음

향잡음을 제거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매우 넓은 분포를 가지는 비정적 잡

음을 하나의 생성자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성자는 쉽게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학습된 생성자를 활용한 적대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오토인코더와 동일한 방식

으로 기학습된 생성자의 출력을 적대학습 생성자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축소된 데이터를 

활용해 분포 매칭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학습의 안정성을 높인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으로 모델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scale Invariant Signal to Noise Ratio (SI-SNR)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실험결과 잡

음 음성 대비 SI-SNR이 약 4.08 상승하여 제안 방법이 잡음을 제거하는 것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딥러닝, 음향잡음 제거, 사전훈련, 적대적 생성망

Abstract Speech enhancement GAN (SEGAN) is one of the models showing good performance in 

removing acoustic noise based on the genrative adversarial network, which is one of the deep learning 

model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generator is easily unstable while learning non-stationary 

noise with a very wide distribution with one genrator. In this paper, to improve this problem, we 

propose an adversarial learning method using a pre-trained generator. The output of the learned 

generator in the same way as the autoencoder is used as the input of the adversarial learning generator. 

It improve stability and alleviate the difficulty of the problem, through the primary reduced noisy 

signal.In this paper, the Scale Invariant Signal to Noise Ratio (SI-SNR) evaluation index was used to 

objec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SI-SNR increased 

by about 4.08 compared to the noisy speech, confirming that the proposed method is useful for 

removing noise.

Keywords: deep learning, auditory noise suppression, pre-train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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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잡음제거는 타겟 목소리 이외의 잡음을 음성신호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잡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때문에 잡음 데이터는 매우 넓

은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원하는 타겟 음성의 분포

로 맵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동일

한 잡음에 대해서도 dB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형태가 달

라진다. 이러한 복잡한 잡음과 타겟 음성 분포를 맵핑하

는 모델로 mean square error (MSE)를 기본으로 학습

하는 auto-encoder와 같은 지도학습 생성모델은 음성 

신호 벡터의 동일 인덱스 값의 차이를 평균내어 학습을 

진행한다. 정규화 되어있는 음성 신호에서는 작은 값도 

음성으로 변환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잡음 

제거의 성능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도학습과 더

불어 판별자의 피드백을 받아 학습하는 적대적 생성망

이 잡음제거 분야에서 그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1].

대부분의 적대적 생성망을 기반으로 하는 잡음제거 모

델들은 잡음 데이터의 분포와 타겟 데이터 분포를 1:1 매

칭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적게는 10개에

서 수십개의 잡음을 사용한다. 각각의 잡음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잡음들 

사이에서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2]. 적대적 생성망기반 모델들은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도 어느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불규칙한 잡음으로 

분포의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성능이 저하 및 불안정 해

지는 문제를 보여주었다[2,3]. 불안정한 학습은 생성자로 

하여금 그림 1과 같은 망가진 음성을 생성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포를 가진 잡음 데이터를 타

겟 음성분포와 매칭시키기 위해서 2단계의 학습 과정을 

제안한다. 먼저 사전학습을 통해 생성자에게 일차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도록 유도해 분포의 다양성을 축소한다. 

그리고나서 축소된 분포를 띄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

대학습을 진행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그림 1 불안정 학습 결과로 인한 오출력 예시

Fig. 1 Examples of incorrect output due to unstable learning 

results

위해 약 90가지 잡음을 포함한 잡음 데이터를 훈련과 

테스트데이터로 적절히 나누어 구성하였다.

2. 련 연구

Pascual et al.은 잡음제거 분야에 SEGAN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모델로서 적대적 생성망의 유용

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1]. SEGAN은 일반 GAN의 

학습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least square GAN 

(LS-GAN)의 구조와 L1 손실 함수를 생성자의 페널티

로 도입하였다. 또한 임의의 분포에서 타겟분포로 매칭

하는 것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conditional GAN 

(cGAN)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제시한 데이터 안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반면에, 비정적 잡음의 개수를 늘린 

데이터 셋에서는 불안정한 학습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는 문제를 보여주었다. 또한 갑자기 등장하면서 원본 

음성과 동일 한 크기 등과 같은 비정적 잡음에 대해서

는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4]. SEGAN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oni et al.은 원본 신호

에 비해 비교적 특징이 추출하기 쉬운 스펙트로그램으

로 변환하여 접근하였다[5].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었지

만, 전처리 비용이 생겼고, 원본 신호를 변환 및 복구하

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생긴다는 한계를 보였다. 

Baby et al.은 SEGAN의 적대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판별자 학습 과정에서 실제와 생성된 데이터의 확률 분

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판별자 학습에 실제와 가짜의 상대적인 확

률 값을 사용하는 Relativistic GAN (RGAN) 구조를 

도입하였다. 또한,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별자

와 생성자에 각각 학습 패널티를 부여하였다[6]. 하지만 

Baby et al. 또한 SEGAN과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사

용하였고, 비정적 잡음이 많이 섞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규칙하고 다양한 분포

를 가지는 비정적 잡음에 대응하기 위해 Lim et al.은 

잡음 음성과 원본과의 잔차를 이용해 타겟뿐만 아니라 

잡음의 분포를 동시에 맵핑에 강건성 및 안정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와 같이 학습한 생성자를 

이용해 잡음의 분포를 축소하여 1차적으로 완화시킨 잡

음 음성을 적대 학습의 입력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잡음 

제거 성능을 높임과 축소된 분포로부터 적대학습을 진

행해 안정성을 학보하기 위해 2단계 학습과정을 제안하

고 실험을 통해 유용성을 평가한다.

3. 방 법

3.1 생성자 사  학습

적대학습과정에서 매우 넓은 분포에 대해 서로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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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기 위해 학습할 때 쉽게 불안정성 문제를 일으킨다 

[6]. 불안정성 문제는 생성자가 학습데이터 안에서 판별

자를 속이기 쉬운 매우 작은 부분만 데이터를 재구성해 

실제 타겟 음성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 나오는 문제이다. 

오토인코더는 MSE를 기반으로 동일한 인덱스의 값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샘플

에 대해 각 차이의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구간에

서는 값의 차이가 매우 적을 수 있지만, 다른 한 구간에

서는 차이 값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음성 신호에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벡

터로부터 샘플링되어 재생되는 음성 신호에서 아주 작

은 차이가 불편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토인코더 기반의 사전학습된 생성자는 재구성 성능이 

낮지만 완전 지도학습관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

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림 2에서처럼 (a)단계에서 구성

된 잡음 음성데이터를 랜덤으로 샘플링 하여 배치 크기

로 나눈 다음, (b)단계에서 생성자를 사전훈련 시킨다. 

데이터의 랜덤 샘플링은 기본적인 방법인 수식 (1)에 기

초한다. 은 샘플의 크기이다. 는 신뢰도의 수준을 의

미하고, 와 는 변화성으로 일반적으로 0.5의 값을 취

한다. 는 샘플링 오류의 수치를 의미하고 3%로 가정

하였다. 신뢰도의 수준은 95%로 하여 샘플링을 진행하

였다. 안정적으로 학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잡음을 제거한 데이터는 통해 잡음의 분포를 축소시켜 

적대학습에 이용한다. 수식 (2)는 손실 함수를 의미한다.

그림 2 모델 전체 구성도. (a)는 데이터 구성 단계, (b)

는 사전학습단계, (c)는 적대학습 단계이다. R은 

임의선택을 나타낸다.

Fig. 2 Overall architecture. Data organization step(a), 

Pretraining step(b), Adversarial learning step(c). 

R mean random select

은 MSE를 의미하며, 출력과 원본 음성의 차이를 줄

이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는 타겟 음성, 는 잡음 음

성을 의미한다. 은 사전학습 생성자의 수렴상태를 의미

한다. 실제 학습에서는 MSE 감소를 모니터링하여, 7번

째 번복상황에서 학습을 종료하였다.

 ⋅⋅⋅

⋅⋅⋅
(1)

′  min  (2)

3.2  학습

그림 2에서 (c)단계는 적대학습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전 단계에서 학습된 생성자가 생성한 잡음 음성 샘플

들을 활용하여 두개의 판별자와 적대학습을 진행한다. 

적대적 생성모델의 구조는 Lim et al.의 모델을 활용하

였다[4]. Lim et al.은 잔차를 이용해 잡음 음성에 대해 

타겟과 잡음 두가지 분포를 동시에 맵핑함으로서 잡음 

제거의 성능 향상을 유도했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판

별자를 가지고 있다. 음성 판별자()는 〈〉를 true 

샘플로 학습하고, 〈〉를 fake 샘플로 학습한다. 여기

서 는 생성자에 의해 생성된 잡음이 제거된 샘플을 의

미한다. 는 단순히 true와 fake를 구별하는 것이 아

니라, 페어 샘플을 통해 로부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를 학습한다. True 샘플에서는 와 가 2차원 배열로 

구성되어 입력으로 들어간다. 컨볼루션 층을 통해 두 백

터사이의 특징을 학습하며, 이 과정은 생성된 샘플이 얼

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생성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게 한다. 잡음 판별자( )은 와 를 각각 

true와 fake 샘플로 학습한다. 은 잔차에 대해 학습

을 진행해, 생성자가 잡음을 얼마나 잘 추출했는지, 즉 

잡음을 제거하고, 원본을 얼마나 잘 생성했는지에 대해 

생성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피

드백들과 함께, 생성자 자체의 MSE 손실함수를 통해 

학습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MSE만을 사용해 

학습한 사전 생성자보다 원본과 더 유사한 음성을 생성

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기본적인 학습과정은 기존의 적

대학습 모델들과 동일하다. 수식 (3)은 적대학습의 손실 

함수를 Jensen-Shannon divergence(JSD)를 통해 보여

준다. 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이며, 는 사전 훈련된 

생성자르 의미하고, 는 사전훈련된 생성자로부터 생성

된 샘플을 나타낸다. 는 적대학습을 진행하는 생성자

이다. 수식 (4)는 적대학습의 손실함수를 나타낸다. 수식

과 같이 는 생성된 음성과 잠음 음성 페어로부터 개

선 정도를 판별하고, 은 생성자가 인식한 잡음이 원

본 잡음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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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잡음을 제거해 원본을 재구성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으로 생성된 벡터를 

의미한다. 수식 (5)는 L1 정규화를 나타내며, 생성자의 

패널티로서 손실 함수에 추가되어 재구축 되는 음성이 

더욱 타겟 음성 신호와 유사하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minmax 
  

 
(4)

‖‖ (5)

  (6)

4. 실 험

4.1 데이터 셋  평가지표

학습 및 평가를 위해 타겟 음성으로 화자 30명, 한명

당 400개의 발화, 총 1.2K개로 구성된 데이터 셋을 활

용하였다. 잡음으로는 19가지 카테고리(군중, 기계, 알람 

및 사이렌, 교통, 물, 바람, 생리현상, 감정표현, 전화벨

소리 등)로 분류되어 있고,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것처

럼 총 90개의 서로 다른 패턴이 불규칙한 음향잡음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각 잡음들을 통해 자기상관 분석

을 진행한 것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잡음들이 시간에 따

라 뚜렷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타겟 음

성의 경우 화자 20명을 훈련군으로, 10명을 평가군으로 

구성하였다. 잡음의 경우 9:1의 비율로 나누어 훈련 및

그림 3 잡음 데이터 자기상관 분석

Fig. 3 Noise data autocorrelation analysis

평가군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잡음의 종류는 동일한 카

테고리이지만 훈련에는 사용되지 않은 잡음으로 구성하

였다. 또한 재구성 및 잡음의 제거에 대한 평가를 체계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A 

시나리오는 훈련군에 포함된 화자의 발화와 잡음을 사

용해 구성하였다. B 시나리오는 훈련군에 포함된 화자

와, 평가군에 포함된 잡음으로, C 시나리오는 평가군의 

화자와 훈련군의 잡음 마지막으로 D 시나리오는 평가군

의 화자와 잡음으로 구성하였다. 훈련군의 화자의 경우 

동일 화자의 발화이지만 훈련에는 포함되지 않은 발화

를 사용하였다. 평가지표로는 음성의 크기(amplitude)에 

상관없이 파형의 유사함, 즉 잡음의 제거 정도를 알 수 

있는 Scale Invariant Signal to Noise Ratio (SI-SNR)을 

사용하였다. SI-SNR은 수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7)

   log‖‖
‖‖ 

4.2 잡음 제거 성능 평가  분석

그림 4의 실험 결과는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SI-SNR 

평가 수치를 나타낸다. 각 시나리오 별로 잡음의 크기

(dB)를 변경시켜서 진행했으며, +0이 기본 크기를 의미

하고, +5, +10은 숫자만큼 잡음의 크기가 증가했음을 나

타낸다. dB가 동일하면 같은 색을 가진다. 동일 색상 안

에서 왼쪽이 잡음 음성, 오른쪽이 제안한 모델이 생성한 

음성의 평가 결과이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평가 잡음군

을 사용한 시나리오 이외에서는 우상향 그래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0dB의 경우 잠음 음성의 평가 결과가 

높은 샘플들이 존재하는데, 이 샘플들은 원본 음성을 윈

도윙 하면서 생긴 무잡음 구간과 소음이 매우 작아 원

본과 거의 동일한 샘플이 주를 이룬다. 즉 원본과 완전

히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게 나온 것으

로 확인했다. 또한 딥러닝 모델을 통과하면서 생겨난 또 

다른 잡음으로 인해 평가 수치가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잡음이 뚜렷하게 들어나도록 크기를 키운 경우, 

표 1과 같이 모델이 잘 적응하고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안하는 2단계 학습 구조가 잡음의 분

포를 축소시키고 적대학습 안정화를 통해 잡음 제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비정적 잡음의 매우 넓은 분포로 인해 

적대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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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나리오 별 잡음제거 성능평가 결과

Fig. 4 Noise suppression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for each scenario

표 1 SI-SNR 평가 결과(SNR+10)

Table 1 Evaluation result with SI-SNR(SNR+10)

A B C D

Noise -2.09 0.13 -4.91 -2.68

Enhanced 2.01 3.29 0.54 0.67

제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적대적 생성망에 비해 재구축 성능은 떨어지지만 안정

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오토인코더 기반의 생성자를 

이용해 1차적으로 잡음을 제거해 잡음 음성의 분포를 

축소시킨다. 분포가 축소된 잡음 데이터로 적대학습을 

진행하여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재구축 성능, 

즉 잡음이 제거된 원본 신호를 생성하는 성능을 개선한

다. 실험결과는 제안한 모델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향후연구로는 소음이 작아 원본과 거의 동일한 경우 

모델로 인한 왜곡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 분

석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잡음제거 연구에서 인위적으

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 

및 기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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