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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 신호에 포함된 잡음 제거는 다양한 음성 출력 장치에서 음성을 출력하기 전에 수행되어 

명료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음성 향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제이다. 해당 분야에서 딥러

닝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거나 불규칙성이 심한 non-stationary 

잡음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대학습기반

의 생성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실제 음성과 잡음이 섞인 음성의 잔차인 잡음을 

학습하는 두 개의 판별자를 이용해 잡음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강건하게 학습하고 이를 이용

해 생성모델이 잡음을 제거하도록 학습시킨다. 모델의 성능은 실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잡음으로 구성된 검증 데이터에서도 Scale-invariant source-to-noise ratio 

(SI-SNR) 7.36으로 기존 연구대비 4.07만큼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1. 서 론 

잡음 제거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주요한 의사소통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섞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기본적인 신경망을 

이용하거나 음성 신호의 시계열 속성 모델링을 위해 

순환 신경망을 사용해 잡음 제거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 모두 불규칙한 특성을 가지는 non-stationary 

잡음 제거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잡음보다 일정 수로 제한된 잡음을 

사용하여 평가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그림 1은 non-

stationary 잡음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잡음은 한 

신호안에서 주파수가 급격히 변하거나 크기가 급격히 

변하는 불규칙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모델들이 

이러한 특성이 일반화되는 방향으로만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잡음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불규칙한 특성을 가진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두 개의 판별자를 이용해 생성모델이 

원본 데이터인 clean speech 뿐만 아니라 잡음 데이터의 

특성까지 동시에 학습해 보다 명료도가 높은 잡음이 

제거된 음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델의 

체계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non-stationary 잡음과 

일반적인 잡음들을 활용해 실제 환경과 비슷한 평가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잡음 

카테고리별로 평가를 하여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2. 관련 연구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응용되는 필터링 방법은 

Wiener 필터링이다 [4].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람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의미 없는 주파수 

대역을 제거하여 잡음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십가지 이상의 잡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제 환경에서는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두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Tamura et al은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파라미터화해 다양한 잡음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하지만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음성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 모델링을 위해 순환 신경망을 사용한 

모델에서는 음성의 길이가 길어지면 잡음을 제거하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3]. 그리고 여전히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또 다른 모델로서, 적대학습을 이용하는 

모델에서는 잡음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비슷한 데이터 분포를 이루는 잡음에 

그림 1. Non-stationary 잡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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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학습하지 않았던 잡음까지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규칙한 형태와 복잡한 분포를 

가진 잡음에 대해서는 취약한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런 불규칙하고 

복잡한 분포를 가진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잡음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듈을 사용했고, 성능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다. 

 

3. 방 법 

 제안하는 모델은 음성 판별자, 잡음 판별자 그리고 

생성자로 구성되어있다. 음성 판별자는 기존의 많은 

적대학습을 사용하는 생성모델처럼 잡음이 없는 원본과 

생성자가 생성한 음성을 각각 true-False로 판단하는 

학습을 하고, 잡음 판별자는 원본 잡음-원본 음성과 

생성된 음성의 차이를 각각 true-false로 학습을 한다. 

생성자는 판별자들을 속이기 위해 원본과 비슷한 

음성을 생성하도록 학습한다. 기존 연구들은 잡음이 

포함된 음성과 원본 음성 사이의 맵핑만을 고려했다면, 

제안하는 방법은 잡음이 포함된 음성과 원본 음성뿐만 

아니라 잡음까지 맵핑을 함으로써 생성자가 잡음 

데이터 분포를 강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식(1)은 제안하는 방법의 손실 함수를 Jensen-Shannon 

divergence (JSD)를 통해 보여준다. 𝑃  는 데이터의 

분포이고 𝑑𝑐 , 𝑑𝑛 는 각각 원본 음성과 잡음이 포함된 

음성을 나타내며 G는 생성자를 의미한다. 수식(1)을 

적대학습 관점에서 표현한 수식(2)에서 𝐷𝑠𝑝𝑒𝑒𝑐ℎ  , 𝐷𝑛𝑜𝑖𝑠𝑒  

는 각각 음성 판별자와 잡음 판별자를 의미한다. 는 

다양한 잡음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벡터이다. 그림 2는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가진 모델의 전체 구조도를 나타낸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및 비교모델 

실험실 녹음 환경에서 화자 30명에 대해 400문장씩 

수집한 발화 데이터와 20가지 카테고리를 가진 총 

90가지 잡음 데이터를 사용해 실험 데이터를 구성했다. 

실제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가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규칙한 잡음으로 

구성해 혼합하였다. 잡음 제거 성능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 카테고리별 제거 성능과 전체적인 

잡음을 랜덤으로 사용해 섞어 평가 데이터 셋으로 

활용한다. 음성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SI-SNR을 

사용하였다 [5]. 

비교모델로는 총 3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먼저 

생성모델의 기본적인 형태인 auto-encoder를 제안하는 

모델의 생성자와 같은 구조로 설계해 적대학습 없이 

학습하였다. 이는 적대학습의 효과적임을 밝히기 위한 

비교군이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filtering 방법으로 

low-pass filtering 모델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SOTA급 모델인 Pascual의 SEGAN을 비교모델로 

사용하였다. Noise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잡음이 포함된 

음성을 의미한다. 

 

4.2 잡음 제거 정성적 성능 평가 

그림 3, 4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잡음이 

섞인 음성을 입력으로 받아 생성모델을 통해 생성된 

음성과 원본 음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잡음을 포함한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델이 잡음을 잘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원본의 

특징의 부분과 유사하게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잡음 제거 정량적 성능 평가 

표 1은 전체 평가 잡음 데이터를 랜덤으로 사용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비교군 모델들을 SI-SNR로 평가한 

box plot이다.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𝐽𝑆𝐷 (𝑃𝑑𝑐 , 𝐺(𝑃𝑑𝑛)) + 𝐽𝑆𝐷 (𝑃𝑑𝑛 − 𝑃𝑑𝑐 , 𝑃𝑑𝑛 − 𝐺(𝑃𝑑𝑛)) (1) 

min
G

[(𝐷𝑠𝑝𝑒𝑒𝑐ℎ(𝐺(𝑧, 𝑑𝑛)))
2]

+ [(𝐷𝑛𝑜𝑖𝑠𝑒(𝑑𝑛 − 𝐺(𝑧, 𝑑𝑛)))
2] 

(2) 

그림 2.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도. Enc는 생성자 부분

에서 인코더를 의미하며, Dec는 디코더 부분을 의미

한다. 모델은 Noisy speech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Speech data로부터 Clean speech를 얻어 학습에 사용

한다. 

그림 3. 입력 (a) 및 출력 (b), 원본 음성 신호 (c). 

x축은 시간, y축은 진폭을 의미한다. 

그림 4.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형태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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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잡음이 포함된 음성 

자체의 SI-SNR 수치는 3.0이다. 제안하는 모델의 SI-SNR 

수치는 7.36으로 4.07의 상승량을 보여주었다. 단순 

필터링 방법은 평가결과 잡음이 포함된 음성보다도 

수치가 떨어지는 –15.9였다. 그리고 경쟁모델인 Pascal 

모델의 수치는 3.24로 미미한 상승에 그쳤다. 같은 

학습량을 기준으로 한 또 다른 생성 모델 인코더는 

불안정한 학습으로 인해 –49.9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Ours Noise Pascual Filtering 
Auto 

-encoder 

7.36 

± 

2.82 

3.05 

± 

5.63 

3.29 

± 

7.21 

15.98 

± 

9.45 

-49.94 

± 

7.3 

 

그림 5는 잡음을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Non-stationary 잡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위적 잡음인 기계소음(machine), 차임벨(bell)소리 및 

알람(siren) 소리와 stationary 잡음으로 분류되는 

바람소리, 물소리만 사용하여 noisy speech를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5의 (a)는 기계소음만을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기계소리가 불규칙하고 다양한 만큼 커다란 상승은 

없지만 noisy speech보다 나아진 음성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차임벨소리를 활용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불규칙한 특성이 기계소리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더 나는 음성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응급차 또는 비상상황에 울리는 알람 소리로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한 결과이다. 어느정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잡음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소음 중에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d) 자연에 

포함되는 바람, 물 소리 등을 사용하였다. 자연의 

소음이 stationary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소음을 

분석해본 결과 non-stationary로 분류될 만큼 일정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잘 

제거된 음성이 생성되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잡음 제거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불규칙한 non-stationary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잔차를 이용한 적대적 생성 모델을 

제안했다. 제안된 모델은 잡음 데이터의 특성들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대학습에 직접적으로 

잡음의 특성을 학습하는 모듈을 반영하여 생성자로 

하여금 다양한 잡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잡음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용했을 때와 

각각의 잡음 카테고리별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성능을 

증명하였고, 모델의 성능은 음성 신호의 유사도를 

판단해주는 평가척도 SI-SNR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들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고 경쟁모델과의 비교에서 4.07 높은 7.36 SI-

SNR 수치를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모델의 

여러가지 잡음 카테고리별로만 평가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화자 등 여러 평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모델의 

성능을 증명하고 간단한 데모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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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SNR 평가 결과 

그림 5. 잡음 카테고리별 모델 성능 평가 Box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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