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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음성인식 시스템들은 MFCC와 HMM등의 분류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음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인식 시스템은 단
일 음성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인간과 기계사이의 일대일 음성 인식에는 적합하나, 애완동물 소리와 실내 소리같은
음성보다 다양하고 넓은 주파수의 소리 군으로 중첩된 음향 속에서 설정된 소리를 인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중첩된 소리들의 주파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높은 최대 20 kHz까지 넓은 주파수 범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역 사운드 스펙트로그램과 DNN에 기반한 케
라스 시퀜셜 모델 기법을 활용하여 인지 주파수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새로운 인식방법을 제안한다. 광역 사운드 스펙트로그램이 본 논
문에서 설계된 특징 추출 및 분류 시스템과 같이 넓은 주파수 범위의 다양한 소리를 분석하고 실험하도록 채택되었다. 소리 인식률을 개
선하기 위하여, 케라스 시퀜셜 모델이 사운드 스펙트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되어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여 패턴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으로 채용되었다. 제안된 특징 추출 및 분류 시스템이 광역 사운드 스펙트로그램과 케라스 시퀜셜 모델을 채용하여 애완동물 소리와 실
내 소리같은 다양한 주파수들로 구성되어 중첩된 음향 속에서 설정된 소리를 우수하게 분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첩된 소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인식에 미치는 특성과 영향을 단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Many voice recognition systems use methods such as MFCC, HMM to acknowledge human voice. This recognition method is 
designed to analyze only a targeted sound which normally appears between a human and a device one. However, the recognition 
capability is limited when there is a group sound formed with diversity in wider frequency range such as dog barking and indoor 
sounds. The frequency of overlapped sound resides in a wide range, up to 20KHz, which is higher than a voice. This paper 
proposes the new recognition method which provides wider frequency range by conjugating the Wideband Sound Spectrogram and 
the Keras Sequential Model based on DNN. The wideband sound spectrogram is adopted to analyze and verify diverse sounds 
from wide frequency range as it is designed to extract features and also classify as explained. The KSM is employed for the 
pattern recognition using extracted features from the WSS to improve sound recognition quality. The experiment verified that the 
proposed WSS and KSM excellently classified the targeted sound among noisy environment; overlapped sounds such as dog 
barking and indoor sounds. Furthermore, the paper shows a stage by stage analyzation and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es 
on the recognition and i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rious levels of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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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 인식 시스템은 대표적인 인간과 컴퓨터사이의 인

터페이스로, 오늘날 스마트 폰, 티브이, 자동차 등의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1980년대에 IBM이 HMM 
(Hidden Markov Model)을활용한대규모음성시스템을개
발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1만 단어로 늘어났으며, 
음성인식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1990 ~ 2000년대에는
HMM 기반음성인식시스템이주를이루었으며, 음성인식
오류를최소화하기 위한변별학습(discriminative learning), 
잡음이나 반향 등에 강인한 음성인식 기술 등이 개발되었

다[2]. 최근에는단일레벨 다중클래스분류기보다 높은성
능을 달성하는 이진 분류기의 여러 레벨로 구성된 계층적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잡음에대한평
가도진행되고있다. 많은연구자들이 MFCC(Mel Frequen- 
cy Cepstral Coefficient)나 SIF(Spectrogram Image Feature)
와같은방법으로특징을추출한후, 추출한특징을분류하
기 위하여 HMM, SVM(Support Vector Machine), GMM 
(Gauss Mixed Model) 이나 KNN(K Nearest Neighbors) 과
같은 다양한 분류기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음성인식 시스템은 단일 음성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계되어, 인간과 기계사이의 일대일 음성 인식에
는 적합하나, 애완동물 소리와실내소리같은음성보다다
양하고 넓은 주파수의소리군으로 중첩된음향속에서설

정된 소리를 인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 다양한 잡음이
존재하는 실제의 인식 환경에서, 잡음의 에너지가 커질수
록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급격히 떨어진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애완동물 소리와
실내 소리같은 다양하고 넓은 주파수의 소리 군으로 중첩

되어구축된음향환경에서도설정된소리를인식하기위하

여, 광역사운드스펙트로그램기법을사용하여특징을추

출하는 방법과, DNN을 기반으로 한 KSM(Keras Sequen- 
tial Model)을 사용하여특징을분류하고, 텐서플로우 백엔
드(TensorFlow-backend)를 사용하여 중첩된 소리 속에서
목표한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첩되
는 소리의혼합강도에따라설정된소리인식에 미치는영

향에대하여분석한다. II장에서는광역사운드스펙트로그
램 과 KSM에 기반한 특징추출 및 분류 방법을 기술한다. 
III장에서는실험시스템과소리샘플에대한설명과실험한
결과를 수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Ⅱ. 광역 사운드 스펙트로그램 과 KSM에
기반한 특징추출 및 분류

본 장에서는 특징추출과 패턴분류의 구조를 설명하고, 
실험에 사용할 소리샘플의 중첩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징
추출과 분류는 그림 1과 같이 센싱(sensing), 필터링(filter- 
ing) 및 윈도우잉(windowing), 특징추출 및 패턴분류로 구
성된다. 애완동물 소리와 실내 소리로 다양하게 중첩되어
입력되는 소리를 인간이 귀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마이크

로폰으로가청한계주파수까지채집한소리를밴드패스필

터(band pass filter)로여과하고윈도우잉하여, 넒은주파수
범위의 소리신호를 스펙트럼으로 변환할 수 있는 광역 사

운드 스펙트로그램 기법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이
결과를 패턴분류로 전달한다. 특징 추출된 데이터를 파이
선(Python)으로 프로그램 된 KSM에 의하여 분석 처리한
후입력된소리군에상응하게인식된결과를출력한다. 이
와같이입력된소리를단계별로처리한후, 이에상응하게
분류, 분석하여 인식 값을 출력하는 단계별 역할은다음과
같다. 첫째, 센싱단계는 20 Hz 부터 20 kHz까지손상없이
소리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광역 마이크로폰을 사용하

여높은영역의소리까지전기신호로변환한다. 둘째, 변환
된신호를필터링및윈도우잉에서 20 Hz ~ 20 kHz의대역
필터로여과하여채집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한다. 셋째, 채집된 디지털 신호를 진폭에 의한 크기, 주파
수에의한높이, 음의감쇠및증가특성을갖는음색을광역
사운드 스펙트로그램에 의하여 시간 축과 주파수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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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넷째, 스펙트럼에 의하여 추출
된 데이터를 매트릭스화하여 KSM에서특징 분류할 수있
도록 출력한다. 다섯째, 패턴분류에서는 DNN의 KSM 방
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류하고, 특정소리군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분류결과를 출력한다. 

그림 1. 특징추출 및 패턴분류의 흐름도
Fig. 1. A flow of feature extraction and pattern classification

본논문에서는자연환경에서녹음된애완동물의소리와

백색잡음및실내소리를이용한다. 넓은대역폭으로채집
된 소리를 가청 한계영역까지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광

역사운드스펙트로그램으로각소리샘플의스펙트럼을분

석하여본다. 스펙트로그램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소리 또
는 다른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4]. 그림 2와같이소리샘플마다서로다른스펙트럼으
로 변환되며, 왼쪽 위에서부터 애완동물인 고양이 소리

(s1), 새 소리 (s2), 개 소리 (s3) 및 백색 잡음 (s4) 샘플을
광역사운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한 스펙트럼이다. X축
은 채집된소리의지속되는길이에기반한시간특성을, Y
축에는 채집된 소리의 주파수와 샘플링 주파수에 기반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색의 농염으로 채집된 소리
의 밀도를 도시한다. 
다양한 주파수로 구성되어 양적 벡터의 특징을 갖고 있

는 소리 샘플을식 1및 그림 3과 같이혼합되는 강도를 조
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첩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중첩된
소리 y(n)은 애완동물 소리 및 백색잡음(test signals,  s1 ~ 
s4) 및실내소리 (s5) 가중첩된합으로식 1과같이표현할
수 있다. 

y(n) = s1(n) + [s2(n) + s3(n) + s4(n) + s5(n)]/ PC (1)

그림 2. 고양이, 새, 개 및 백색잡음의 스펙트로그램
Fig. 2. Spectrograms of cat, bird, dog sounds and whit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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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중첩된소리 y(n)의중첩방식은 그림 3의 모델과
같으며, 혼합강도는 혼재되는 애완동물의 소리 s1 및 s2 ~ 
s4 와실내 소리 s5 의세기를 PC(power control)에 의하여
10 dB 단계로 조절한다. 
애완동물 소리 및 백색잡음과 실내 소리가 서로 상관관

계가없다고가정하면, 주파수도메인(domain)에서 중첩된
소리 y(n)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Y()는 식 2와 같이 유사하게 추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식 2에서 S1 ~ S4와 S5는 s1 ~ s4 와 s5 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각각 나타낸다. 

Y()=S1() + [S2() + S3() + S4() + S5()]/ PC  (2)

그림 3. 소리중첩 및 강도조절의 구조도
Fig. 3. A diagrams of sound overlapping and power controlling

패턴분류는중첩된소리를광역사운드스펙트로그램으

로 특징을 추출한 후, 분류하기 위하여 DNN의 KSM 방법

을 사용한다. KSM 방법은 현재 20만 이상의 사용자가 있
으며 구글(Google), 넷프릭스(Netflix), 우버(Uber), 옐프
(Yelp) 와스퀘어(Square) 등의많은회사들이사용하고있
다. 텐서폴로(TensorFlow)와함께가장많이사용하는프레
임중의하나로파이선을위한딥런닝프레임인 KSM은허
용된MIT 라이선스아래배포되었다. 파이션버전 2.7에서
3.6까지사용이가능하며본논문에서는버전 3.6을사용한
다. KSM에서는 밀집하게 연결된 신경망 레이어를 사용하
는 댄스(dense), 랠루(Relu: rectified linear unit function)를
사용하는 엑티베이션(activation), 드롭아웃(dropout) 및 마
지막 단계에서 소프트맥스(softmax)를 사용한 엑티베이션
과 모델 컴파일(model. Compile), 모델 피트(model. Fit)로
트래닝(training)하여 가중치(weights) 값을 생성하여 저장
(save) 한다. 저장된 가중치 값을 사용한 테스트(test)에 의
하여분류하고 인지하기 위한 스코어링을 한다. 분류를 위
한 크래스(class)는 4 개로 하며 반복실험(epoch)은 50회를
행한다. 그림 4와 같이 학습용과 실험용으로 구분하여 광
역 사운드 스펙트로그램으로 특징을 추출한 데이터를 갖

고 통계적으로 축적한 각각의 벡터의 생성으로 특징을 분

류하여 스코어링(scoring)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 덴스(Dense), 엑티베이션과 드롭아웃(Dropout)을 수행
하는 구조로, 엑티베이션에는 4 단계의 랠루(Relu)와 마지
막 단계로 소프트맥스(Softmax)를 채용하고, 드롭 아웃 지
수는 각각 0.2 를 사용하여 특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III 
장의 실험 시스템에 적용한다. 텐서플로우 백엔드를 사용
하여 중첩된 소리 속에서 목표로 하는 소리를 인식하도록

그림 4. 패턴분류의 구조도
Fig. 4. A structure of patter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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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Ⅲ. 실험 시스템의 구성 및 실험 결과

본장에서는실험에사용한시스템의구성 및사용한소

리 샘플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험한결과를 기술하고 분석
한다. 그림 5는 중첩된 소리샘플에 대한 특징검출 및 패턴
분류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논문에서는입
력소리샘플로자연환경에서채집하여녹음된 4가지소리
샘플및실내소리를사용한다. 소리샘플은학습용, 실험용
및중첩용으로사용되며, 시스템은학습및검증블록및실
험블록으로 구분된다. 실내 소리는 중첩강도가 조절되어
실험용 소리샘플과 중첩되어 실험용 스펙트로그램 블록으

로 입력되고, 학습용 소리샘플은 학습용 스펙트로그램 블
록으로 입력된다.
광역사운드스펙트로그램블록에서추출된특징은매트

릭스화 하여 DNN 블록으로 입력되며, DNN 블록에서 특
징에 따라 분류된 결과는 전처리 후 텐서플로우 백엔드로

출력한다.

실험에사용한소리샘플은 40 dB ~ 50 dB의자연환경
에서녹음한것과유사한 소리 샘플을프리사운드사이트

(Freesound site)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고, 실내 소리
는일반가정과같은수준인 50 dB ~ 60 dB 수준에서녹음
된소리를사용하였다. 실험에사용된모든소리샘플은모
노(mono) 채널에 의하여 16 bits 16 kHz로 채집한 소리와
16 bits 16 kHz로다운스트림(downstream)한 소리를 .wav 
파일로출력하여구성하였다.  포맷(format)이다른소리샘
플은 오데서티 툴(Audacity tool)로 포맷을 동일하게 변환
하여사용하였다. 표 1에트래닝, 검증및테스트에 사용한
각 소리 샘플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상기와 같이채집된
전체 모집단 샘플의 90 %를 트래닝 용으로 사용하고, 10 
%를 검증용으로 사용하였다. 

KSM 기법으로 트래닝용 모집단 샘플을 트래닝하여 축
적된 웨이트(weights)를 .hdf5로세이브(save)한후, 테스트
시에 이 웨이트를 로드(load)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사용한소리샘플은보통의고양이소리, 새소리, 
개 소리 및 백색 잡음과 실내 소리 샘플이며, 그림 6에서
각각의소리 샘플을 수직으로 진폭을, 수평으로 시간 축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냈다.

그림 5. 특징추출과 패턴분류 시스템의 구조도
Fig. 5. A diagram of feature extraction and pattern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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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리 샘플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ound samples

그림 6. 고양이, 새, 개, 백색잡음 및 실내 소리의 파형들
Fig. 6. Waveforms of cat, bird, dog, white noise and indoor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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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은 실내 소리(s5)를 입력된 각각의 소리 샘플
(s1, s2, s3 및 s4)에 - 20 dB 전후로중첩시켜신호당 120회
씩 실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식(Detection)”과 “오
류(Error)”를측정한결과는표 2와같이 cat sound가 90 %, 
bird sound가 89 %, dog sound가 99 %이고백색잡음(white 
noise)도 98%로 분류되어 인식되었으며 총 480회 실험한

그림 7. 샘플 신호들을 사용한 인식률 및 오류율
Fig. 7. Detection rate and error rate (%) using sample signals

결과는 평균 94.2 %의 인식률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7은표 2의결과를상호비교하기위하여막대그래
프(graph)로 변환한도형이며, 각항의왼쪽막대는인식률
을, 오른쪽 막대는 오류율(error rate)을 나타냈다.  
표 3은 선택된 한 입력소리에 실내 소리(s5)를 단계별로
중첩시켜서 중첩강도에 따른 인식률을 평가한 것이다. 표
2의평가결과에서중간인식률을나타내는고양이소리(s1)
를선택하고, 동일한실내소리를– 40 dB부터 + 10 dB까
지 10 dB 스텝으로중첩시켜인식률을평가한결과, 표 3과
같이 – 40 dB 중첩에서 90 %, - 30 dB 중첩에서 88 %, 
- 20 dB 중첩에서 86 %, - 10 dB 중첩에서 57 %, 0 dB 
중첩에서 40 %와 + 10 dB 중첩에서 5 %의인식률을나타
내었다. - 20 dB 까지는 완만하게 인식률이 감쇠되나, –
10 dB 이상의 중첩에서는 인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8은표 3의결과와같이중첩되는신호사이에미치
는영향을비교, 분석하기위하여꺾은선그래프로변환한
도형이며, 중첩 강도에 따른 인식률과 오류율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표 3. 단일 중첩 신호를 사용한 분류 실험 결과
Table 3. Test result of classification using single overlapped signal

표 2. 샘플 신호들을 사용한 분류 실험결과
Table 2. Test result of classification using sample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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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일 중첩신호에 의한 단일 샘플신호를 사용한 인식률 및 오류율
Fig. 8. A detection rate and error rate using a sample signal with single 
overlapped signal

  

  표 4는선택된새소리(s2)에예비된입력신호들인고양
이소리(s1), 개소리(s3) 및백색잡음(s4) 과실내소리(s5)
를 동일한 신호세기로 중첩 시켜서 중첩강도에 따른 인식

률을 평가한 것이다. 표 2의 평가결과에서 낮은 인식률을
보이는새소리를선택하고, 중첩되는신호를– 40 dB부터
10 dB 스텝으로 + 10 dB까지단계별로중첩시켜인식률을
평가한결과, 표 4과같이– 40 dB에서 - 10 dB까지는 100 
% 인식률을 나타냈으나 0 dB에서 25 %와 + 10 dB에서
0 %의인식률을보였다. - 10 dB 까지는우수한인식이이
루어지나 0 dB 이상에서는인식률이급격하게감소하는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9는표 4의결과의같이중첩되는신호사이에미치
는영향을비교, 분석하기위하여꺾은선그래프로변환한
도형이며, 중첩강도에 다른 인식률과 오류율의 변화를 나

그림 9. 다중 중첩신호와 한 단일 샘플신호를 사용한 인식률 및 오류율
Fig. 9. A detection rate and error rate using a sample signal with multi-
ple overlapped signals

타내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애완동물 소리들과 실내 소리로 중첩된

소리샘플을 광역 사운드 스펙트로그램으로 특징을 추출하

고 DNN 기법의 KSM으로 특징을 분류하여 목표로 하는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과, 중첩된 소리신호의 중첩강도에
따라서인식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였다.  III 장의
실험 결과와 같이 중첩된 소리샘플이, 난이하게 설정된 목
표소리로입력되면평균 94.8 % 의인식률을나타냈고, 랜
덤하게목표소리가 입력되면평균 96.7%의인식률을 나타
내어다른이상신호와중첩된 소리 샘플도인식이가능함

표 4. 다중 중첩신호와 한 단일 샘플신호를 사용한 분류 실험 결과
Table 4. Test result of classification using a sample signal with multiple overlapped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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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소리 샘플의 중첩강도가 - 
20 dB까지는 평균 88.3 % 이상으로 인식이 가능하나, –
10 dB보다크게중첩된소리 샘플에서는급격히인식률이

저하되는 것을 인지하였다. 소리 샘플로 고양이 소리, 새
소리, 개소리및백색잡음과같은다양한주파수의소리를
사용하여가청한계영역의높은주파수성분까지우수하게

인식됨을확인하였다. 향후좀더강한중첩강도및실험한
4개의소리샘플뿐만아니라특정되지않은일반적인소리
샘플도 특징 추출하여 분류하고 인식이 가능하도록 광역

사운드스펙트로그램의 분해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DNN
의 심층신경망도 보강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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