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를 통한 음성의 화자 식별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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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특징강화 방법

인터넷 전화를 위해 사용하는 코덱은 본래의 음성을
왜곡하거나 음성의 일부 성분이 사라지게 하여 화자 인
식기의 인식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SILK 코덱을 이용하여 학습 환경과 테
스트 환경의 불일치 상황에서 화자식별을 수행하여 하

2.1 주성분 분석 (PCA)
주성분 분석은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 하는 기
저를 찾고, 그 기저로 음성 특징을 사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음성 특징이 비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적합한 기저를 찾지 못할 수 있다.

락된 인식률을 개선할 수 있는 채널 보상 방법과 특징
강화 방법을 찾고자 한다.

2.2 그리디 커널 주성분 분석 (GKPCA)[3]
커널 주성분 분석(kernel PCA)은 커널 방법을 이용하

1. 서론

여 데이터가 비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도 처리 가

최근 인터넷 전화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전화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는 인식기의 필요성이 증가
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자 인식 시스템은 동일한 환경에
서 학습과 인식을 하는 경우 좋은 인식률을 보이나, 학
습과 인식의 환경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인식률이 급격하
게 하락 할 수 있다.

능하게 개선한 방법이다. 커널 방법은 음성 특징을 임
의의 고차원 특징 공간으로 확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디 커널 주성분 분석은 기저를 추정 할 때, 특징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디 필터링(greedy
filtering)으로 소수의 특징을 선택하여 계산량과 메모
리 요구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은 스카이프사
의 광대역 코덱 SILK[1]를 이용하여 학습 환경과 다른
테스트 음성에 가장 좋은 성능을 갖는 특징 강화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커널 함수로 가우시안 RBF 커널 함수
(1)를 사용하였고, 그리디 필터링으로 선택하는 특징의
수를 100개로 하였다.(    )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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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성 특징의 특징 강화 방법으로 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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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2], 그리

(1)

디 커널 주성분 분석(GKPCA, greedy kernel PCA)[3],
커널

다중

판별

분석(KMDA:

kernel

multimodal

discriminant analysis)[4]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사용한 특징 강화 방법들에 대
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실험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3 커널 다중 판별 분석 (KMDA)[4]
커널 다중 판별 분석은 특징 공간상에서 서브 클러스
터의 중심과 전체 중심 간의 거리를 최대화 하는 축으로
특징을

변환하는

방법이다.

서브

클러스터는

커널

K-means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 때, 커널 K-means의 K

가 서브 클러스터의 개수가 된다. 커널 다중 판별 분석

며, 특징 강화 방법을 이용한 상대적인 성능 개선 폭은

에서도 가우시안 RBF 커널 함수(1)를 사용하였다. 본

커널 다중 판별 분석 기준으로 약 13~25%이다.

연구에서는 커널 다중 판별 분석의 서브 클러스터의 개

표 1. 실험 결과 (PC, 스카이프 환경)

수를 4개로 하였다.(K=4)

3. 실험 및 결과
3.1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ETRI 중가 마이크 화자 인식용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학습과 테스트에 100명의 문장 발성

WEEK 2
86.8
87.2
72.6
74.3
77.1
76.9
79.7

CMN(PC)
CMVN(PC)
CMN(skype)
CMVN(skype)
PCA(skype)
GKPCA(skype)
KMDA(skype)

WEEK 3
79.9
78.9
69.6
68.2
72
72.8
73.9

WEEK 4
82.7
85
68.2
72.4
75.4
74.5
76.7

이 사용되었으며, 학습에는 1주차 데이터의 1번째 발성
10회가 사용되었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2주차 1번째 발

4. 결론

성 10회, 3주차 1번째 발성 10회, 4주차 1번째 발성 10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때, 화자의 음성을 왜곡시킬

회가 사용되었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

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는 SILK 코덱을 이용하여 스

러 가지 요인 중 학습 환경과 테스트 환경의 불일치를

카이프를 통과한 음성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데이터베이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 환경은 PC, 테스트 환경은

스를 구성하였다.

스카이프를 선택하였다. 화자 인식기의 인식률 하락요
인을 개선하기 위해 켑스트럼 평균 정규화, 켑스트럼

3.2 모델 학습

평균-분산 정규화와 같은 채널 보상 방법과 주성분 분

모델 학습에는 GMM(gaussian mixture model)[5]을 사

석, 그리디 커널 주성분 분석, 커널 다중 판별 분석등

용하였다. 혼합 수는 64개를 사용하였으며, 총 10회 반

과 같은 특징 강화 방법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채널

복학습을 하였다.

보상으로 켑스트럼 평균 정규화를 수행하고 특징 강화
방법으로는 커널 다중 판별 분석을 수행한 방법이 평균
적으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3.3 특징 추출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한 모든 데이터는 표본화 주파
수를 8KHz로 하고,에너지를 기반으로 무음구간을 제거
하였다. 음성 특징으로는 20차 MFCC와 로그에너지를 사
용하였다. 채널 보상으로는 켑스트럼 평균 정규화(CMN)
와 켑스트럼 평균-분산 정규화(CMVN)를 사용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PCA), 그리디 커널 주성분 분
석(GKPCA), 커널 다중 판별 분석(KMDA)으로 특징을 변
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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