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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자식별은 개인 성도의 음성학적 특징을 모델링하고 분류하는 기술로 음성 인식 분야의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화자식별 기술은 보안인증, 접근제어, 개인화, 지능형 로봇제어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응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환경 요소로 인한 잡음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불일치

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잡음 강건성을 위해 컨볼루션-풀링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

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정적 신호가 아닌 시계열 특성을 지니는 스피치 데이터의 특징을 

보다 잘 모델링 하기 위해서 STFT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소리맵을 생성하여 분류하였다. 제안하는 화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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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 잡음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음성 인식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편화로 음성 데이

터에 대한 접근과 확보가 용이해 짐에 따라 지난 몇 년간 크

게 발전하였다. 화자식별(Speaker Identification)은 개인 성도

의 음성학적 특징을 모델링하고 분류하는 기술로 음성 인식 

분야의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화자식별 기술은 보안인

증, 접근제어, 개인화, 지능형 로봇 제어 등의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응용 가능 하다. 

 화자식별 시스템을 위해서는 단기적 주파수 변동, 음의 높이

와 같은 저수준 특징과 단음, 단어, 음절이나 장기적 주파수 

변동과 같은 고수준 특징 등의 풍부한 음성학적 특징을 모델

링 하기 때문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적절하다. 기존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은 Gaussian 

Mixture Model(GMM)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주도적이었

으나, 환경요소에 대한 잡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과 테스

트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에 민감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실

제 환경에서는 많은 잡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화자식별 시스템

에는 잡음 강건성이 필수적 요소이다 [1].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풀링연산을 사용하여 잡음이 큰 실

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화자식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컨

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화자식별 시스템은 잡음이 큰 환경에

서도 다른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실험

에서 검증하였다. 컨볼루션-풀링연산의 일반화 성능은 발음, 

화법에 따른 화자 별 변산의 모델링에도 적절하다.  

 

2. 관련 연구 

 화자식별 분야에서 잡음 강건성을 위한 기계학습 접근 방법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 시계열 신호로

부터 잡음을 제거하고 유효한 특성을 보다 잘 추출해 내고 모

델링 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Feature enhancement 접근 

방법에서는 스피치로부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유

효한 특징을 추출하고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는 특징 추출 단계에서 Short-time Fourier 변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스피치를 시간-주파수 도메인에서 국부적인 상관관

계를 내포하는 소리맵으로 추출하였다. 

 두번째로 인식기가 잡음을 제외하고 음성만을 잘 모델링 하

도록 내부 파라미터를 갱신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Model 

adaptation 접근 방법에서는 분류나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잡음 강건성과 일

반화 성능이 검증된 컨볼루션-풀링연산을 사용하여 학습과 테

스트 시의 불일치가 빈번한 문제에 대처하였다. 

 표 1에서 2010년 이후의 Feature enhancement, model 

adaptation 시도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표 1. 음성 인식 특징 추출,모델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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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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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법 

3.1.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1에서 제안하는 컨볼루션-풀링연산을 사용하는 화자식

별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도식화하였다. 실제 생활 잡음 환경

에서도 사용 가능 하도록 컨볼루션-풀링연산을 사용하여 잡음 

강건성에 목적을 두고 설계되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화자 다수의 스피치 샘플이 

필요하다. 입력된 스피치 샘플은 크게 세 단계의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친다. 스피치 고유의 소리맵을 생성하고 정규화한 

뒤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으로 샘플

링 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윈도우는 잡음 강건성 확보를 위

해 여러 층 쌓은 컨볼루션 신경망의 내부 가중치를 갱신하고 

화자 별 일반적인 패턴을 모델링 한다. 

 인식 단계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의 내부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출력된 활성화 함수 값으로 각 윈도우의 화자를 분

류한다.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에서 윈도우 별로 분류하는 

화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와는 달리 분류된 결

과를 산술평균 내어 최종적으로 화자를 분류한다. 

 
그림 1. 컨볼루션 화자식별 시스템 아키텍쳐 

3.2. 스피치 데이터 전처리: 소리맵, 윈도우 

스피치 데이터는 정적 신호가 아닌 시계열 특성을 지니고 있

어 각 스피치에 대한 단일 특징이 무의미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시간, 주파수와 음량간의 상관관계를 손실하지 않고 

특징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시간 구간별로 Fourier transform

연산을 수행하는 STFT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시간 t에 대한 신호 함수 f(t)와 윈도우 η(t)에 대해 STFT알

고리즘은 수식 (1)으로 정의된다. 

 𝑆𝑇𝐹𝑇(𝑡, 𝜔) = ∫ 𝑓(𝑡)𝜂(𝑡 − 𝑡′)𝑒−𝑗𝜔𝑡𝑑𝑡
∞

−∞

 (1) 

 실제 스피치 데이터는 불연속 함수이므로 STFT 계산시에는 

k번째 불연속 신호 z(k)와 시간 측정치 m, 주파수 측정치 n, 

윈도우 η(t)의 길이 L에 대해 수식 (2)의 변환을 수행한다. 

 𝑆𝑇𝐹𝑇z(𝑚, 𝑛) = ∑ 𝑧(𝑘)𝜂(𝑘 − 𝑚)𝑒−2𝜋𝑗𝑛𝑘/𝐿
∞

𝑘=−∞

 (2) 

 그림 2에서 STFT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소리맵 샘플을 화

자 별로 비교하였다. 생성한 소리맵은 시간-주파수가 국소적

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컨볼루션-풀링연산의 

Local connectivity 속성으로 모델링 하기에 적절하다. 

생성된 소리맵은 스피치의 길이 별로 크기가 다르고 그 차원

이 매우 높아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균일한 

구간으로 샘플링 하여 윈도우로 분할하였다.  

 

그림 2. 화자 별 소리맵 비교 

3.3. 잡음 강건성을 위한 컨볼루션-풀링 연산 

 학습과 테스트 시의 데이터간에 불일치가 큰 음성 인식 분야

에서는 잡음 강건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제안하는 화자

식별 시스템에는 컨볼루션-풀링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잡음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컨볼루션 연산의 일반화 성능은 

발음, 화법에 따른 화자 별 변산 요소의 모델링에도 적절하다.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컨볼루션 신경망은 컨볼루션-풀

링 모듈, Dropout층과 3겹의 완전-연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l번째 컨볼루션층에서 출력되는 벡터 cij
𝑙은 m×m크기의 가중

치벡터 w와 이전 층 출력값 yl−1에 대해 수식 (3)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여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강조한다. 

 𝑦𝑙 = 𝑐𝑖𝑗
𝑙 = ∑ ∑ 𝑤𝑎𝑏𝑦(𝑖+𝑎)(𝑗+𝑏)

𝑙−1
𝑚−1

𝑏=0

𝑚−1

𝑎=0
 (3) 

 l번째 풀링층에서 출력되는 벡터 pij
𝑙 은 N × N크기의 입력벡터 

중 k × k영역을 대상으로 풀링거리 τ에 대해 수식 (4)의 풀링

연산을 수행하고 해당 영역의 최대값을 출력한다. 

 𝑦𝑙 = 𝑝𝑖𝑗
𝑙 = max

𝛾∈ℛ
𝑐𝑖𝑗×𝜏
𝑙−1  (4)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컨볼루션 모듈은 총 3개층으로 

각자 64개의 필터 수와 (2 × 2)필터 크기를 사용하였다. 

 

4. 실험 및 결론 

4.1. CHiME 스피치 데이터셋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12명의 화자가 5장

소별로 대본을 녹음한 CHiME-4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CHiME 데이터셋은 각 6명의 남성, 여성 화자가 녹음 부스, 

카페, 길거리, 버스, 도로에서 녹음한 총 57,653개의 .wav파

일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환경 잡음이 포함되어 기존 대비 

현실적인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을 위해서 190,837개의 윈도

우를 생성하였고 학습 70%, 검증 10%, 테스트 20%로 분할하

였다. 

4.2. 윈도우 크기 별 성능 

 그림 3에서 윈도우의 크기에 따른 화자식별 성능을 정리하였

다. 윈도우 크기 9에서 최고 95.18% 테스트 정확도를 기록하

였고, 윈도우 크기가 9 전후로 증감함에 따라 성능이 감소하

였다. 따라서 최적의 윈도우 크기를 9로 가정하고 타 실험에

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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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윈도우 크기 별 화자식별 성능 

 

4.4. 타 기계학습 알고리즘과의 비교 

 

그림 4. 기타 기계학습과의 비교 10-Cross Validation 

 그림 4에서 제안하는 화자식별 시스템과 타 기계학습 알고리

즘의 10-Cross validation  비교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방법이 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크게 상회하였고 

k-NN알고리즘이 약 70%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  

4.5. 잡음 강건성 검증 

 

그림 5. 잡음 세기별 인식 성능 비교 

 그림 5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잡음 강건성 검증을 위해 단계

적으로 잡음을 삽입하여 테스트하였다. 잡음z의 분포 pG(𝑧)는 

평균μ = 1, 표준 편차 σ = 1에 대해 수식 (5)와 같다. 

 𝑝𝐺(𝑧) =
1

𝜎√2𝜋
𝑒
−
(𝑧−𝜇)2

2𝜎2  (3) 

 잡음 요인 N에 대해 삽입하는 잡음의 강도를 0.01 ∗ N ∗ z로 

증가시키며 k-NN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N 증가량에 따라 

k-NN알고리즘의 성능이 대폭 감소함에 비해 제안하는 컨볼

루션 화자식별 시스템은 잡음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잡음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볼루션-풀

링연산을 사용한 화자식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스피치 데이

터의 특징 추출을 위해 각 스피치 별로 STFT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소리맵을 생성하였고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전처리하였다.  

 실험을 통해 윈도우의 최적의 크기를 결정하였고 기타 기계

학습 대비 최고의 인식 성능을 획득하였다. 컨볼루션-풀링연

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타 알고리즘 대비 강력한 잡음 강

건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연구로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

다. 첫번째로 시계열 특성을 가지는 스피치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순환 신경망 중 자동 음성 인식 분

야에서 유명한 LSTM, Bi-LSTM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컨볼루션 신경망을 변형하

여 고안된 생성적 모델인 GAN알고리즘과 비교하는 것이 필

요하다. 생성적 모델의 측면에서 음성학적 특징을 생성해 내

고 모델링 하는 GAN알고리즘의 잡음 강건성과 제안하는 방

법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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