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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로 변환할 때, SFA는 다음 수식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특징 추출 방법 중 하나인
SFA(slow feature analysis)[3]를 이용한 강인한 화자

을 만족하는 변환        를 찾는다.


      〈 〉를 최소화

식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SFA는 입력 신호에서 느리게
변화하는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휴대폰 환경의
화자 식별 실험에서, MFCCs(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와 이것의 delta를 특징으로 실험한 결과
에 비해 SFA를 이용한 실험이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1)

즉, SFA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delta,  )의 분산
2

을 최소화 한다. quadratic SFA(SFA )[2]는 입력 신호를
비선형 확장하여 SFA를 수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
력

신호를

비선형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linear SFA를 이용하였다. linear SFA의 수행 과정은

1. 서론

다음과 같다.

MFCCs와 가우시안 혼합 모델[1]을 이용한 화자식별시

1. 입력 신호의 평균을 0, 분산을 1로 정규화

스템은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2. 입력 신호의 시간적 변화(delta) 유도

그러나 잡음환경에서는 그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잡

3. delta의 공분산에 대하여 PCA 수행

음 환경에 강인한 화자 식별 성능을 위해 주성분분석

4. 고유값이 작은 순으로 고유벡터를 취하여 변환

(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3]을 이용한 특

행렬 구성

징 추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4].

2.2 화자인식에의 이용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 대신에 특징 변환의 한 종

화자인식에서 사용하는 음성 데이터에서 언어적 정보

류인 SFA(slow feature analysis)[2]를 효과적으로 화

는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지만, 하나의 발성 속에

자식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서 화자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학습 데이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

터 전체에서 볼 때 화자 특성은 느리게 변화하는 특징에

경을 소개한다. 3장과 4장에서 각각 실험 설계와 결과

속한다. SFA는 시간적 변화가 느린 순서대로 특징을 추

분석을 서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출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얻은 특징은 식별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3. 실험 설계

2.1 SFA(slow feature analysis)[2]
SFA는 벡터 형태의 입력 신호로부터 느리게 변화하는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를

I차원의

J차원의

입력
출력

3.1 데이터베이스

신호

본 연구에서는 ETRI 한국어 휴대폰 화자인식용 음성

신호

DB를 이용하였다. 이 중 30명 화자(남성 15명 / 여성

15명)의 4연 숫자 발성 데이터에 대하여 식별 실험을

MFCCs_0만 사용한 경우(6.93%)보다 delta를 더하여

수행하였다. 모델 학습용으로 화자별 25개 데이터(1

실험(6.00%)하였을 때 식별 오류율이 더 낮았다. 이

번~25번)를 사용하였고, 성능평가를 위해 또 다른 25개

때, delta 대신 MFCCs_0에 대한 SFA변환결과를 더하여

데이터(26번~50번)를 사용하였다(25개*30명=총750개).

실험(5.60%)하자 식별 오류율이 더욱 감소하는 것을 확

3.2 특징 추출

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PCA변환결과로 delta를 대체한

각 음성데이터에서 16차 특징(MFCCs_0  15차 MFCCs

경우는 식별 오류율이 6.40%로 오히려 높아졌다.

+ 에너지)을 추출하였다. 여기에 delta, PCA변환결과,

또한 MFCCs_0 대신 PCA변환결과를 사용하고, delta

SFA변환결과 등을 덧붙여 식별 오류율을 비교하였다.

대신 SFA변환결과를 사용할 경우 5.33%로 가장 높은 성

PCA

능을 보였다(상대 오류율 11.17% 감소).

및 SFA

변환은 MDP(

Modular toolkit for Data

Processing)[5]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변환은 모델
학습 데이터로부터 추정하였다.

5. 결론

3.3 화자 모델

본 연구에서는 강인한 화자 음성 특징을 얻기 위하

각 화자별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학습하였다(혼합

여, 시간적으로 느리게 변화하는 특징을 추출하는 SFA

수 32개).

를 적용해 보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SFA는 delta 대신

3.4 실험 방법

사용하였을 때 성능 향상 폭이 크며, PCA와 결합하였을

SFA의

성능

향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6차

MFCCs_0특징, PCA변환결과, SFA변환결과만 가지고 실험
을 수행하였다. MFCC특징에 대한 SFA변환은 곧 delta에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주제는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quadratic
SFA의 적용 및 화자 확인 기술에의 접목 등이 있다.

대한 PCA의 역순 변환이므로, SFA가 delta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4. 결과 분석
4.1 실험 결과
사용 특징에 따른 식별 실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PCA+SFA (32차)

5.33

MFCCs_0+SFA (32차)

5.60
6.40

MFCCs_0+PCA (32차)

6.00

MFCCs_0+delta (32차)

6.80

SFA (16차)
PCA (16차)

5.87

MFCCs_0 (16차)
0.00

6.93
2.00

4.00

6.00

8.00

식별오류율 (%)

그림 1 사용한 특징에 따른 화자 식별 성능 비교
4.2 결과 분석
MFCCs_0 특징에 대하여 SFA를 적용한 경우 식별 오류
율이 6.93%에서 6.80%로 감소하였으나 PCA(5.87%)에 비
해서는 오류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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