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10L 15/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15일

10-0717625

2007년05월07일

(21) 출원번호 10-2006-0013124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6년02월10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6년02월10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오광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롯데아파트 롯데선경 412동1102

호

정재훈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6단지 상록아파트 614동 1002호

정소영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72-76 야우리스위트 401호

(74) 대리인 천성진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171004 B1

KR1019990024267 A

US4914701 A

KR1019990011915 A

KR1019990070595 A

심사관 : 경연정

전체 청구항 수 : 총 17 항

(54) 음성 인식에서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및 장치

(57) 요약

피치 주파수를 이용한 스펙트럼 가속화에 의해 음성 인식에서의 중요 정보인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방법 및 장치가 개

시된다. 음성 인식에서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은,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퓨리에 변환하여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하는 단계와,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을 가속화(acceleration)하는 단

계 및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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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인식에서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에 있어서,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퓨리에 변환하여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하는 단계;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을 가속화(acceleration)하는 단계; 및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처리된 입력 음성 신호의 피치 주파수(pitch frequency)를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의 이동 평균(moving average)에 기초하고, 상기 추정된 피치 주파수에 대응하는 개수의 탭(tab)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을 가속화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에 대해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을 평탄화하는 단계; 및

상기 평탄화된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에 대해 제2 스펙트럴 디퍼런스를 계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에서 0보다 큰 각 영역을 포먼트 후보로 선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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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에서의 스펙트럼 차이에 의해 계산된 스펙트럴 디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이

용하여 상기 포먼트 후보별 스펙트럴 자기상관치(auto-correlation)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스펙트럴 자기상관치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포먼트 후보를 상기 포먼트 주파수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펙트럴 자기상관치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포먼트 후보를 상기 포먼트 주파수로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포물선 보간(parabolic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상기 포먼트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

정 방법.

청구항 6.

음성 인식에서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에 있어서,

플래그(flag) 상태를 후방(backward)으로 설정하는 단계;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앵커 파라미터(anchor parameter)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소정의 한계값(threshold)을 초과할 때까지 버퍼링(buffering)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후, 후방 포먼트 주파수(back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후방 포먼트 주파수의 추정 후 상기 플래그 상태를 변경하여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그 상태가 변경된 후,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경우 전방 포먼트 주파수(for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그 상태가 변경된 후,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보다 작아지는 경우 상기 플래그 상태를 후방으로 다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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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 파라미터는 유성음 추정(voicing estimation)을 위한 파라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1.

음성 인식에서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에 있어서,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하는 전처리부;

전처리된 입력 음성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여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퓨리에 변환부;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하는 평탄화부;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을 가속화(acceleration)하는 가속화부; 및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를 결정하는 포먼트 주파수 결정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전처리된 입력 음성 신호의 피치 주파수(pitch frequency)를 추정하는 피치 주파수 추정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평탄화부는,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의 이동 평균(moving average)에 기초하고, 상기 추정된 피치 주파수에 대응하는 개수의 탭(tab)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화부는,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에 대해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계산하고, 상기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을 평탄화하며, 상기 평탄화된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에 대해 제2 스펙트럴 디퍼런스를 계산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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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결정부는,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에서 0보다 큰 각 영역을 포먼트 후보로 선정하고,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

럼에서의 스펙트럼 차이에 의해 계산된 스펙트럴 디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이용하여 상기 포먼트 후보별 스펙트

럴 자기상관치(auto-correlation)를 계산하며, 상기 스펙트럴 자기상관치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포먼트 후보를 상기 포

먼트 주파수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청구항 15.

음성 인식에서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에 있어서,

플래그(flag) 상태를 후방(backward)으로 설정하는 플래그 상태 설정부;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앵커 파라미터(anchor parameter)를 계산하는 앵커 파라미터 계산부;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소정의 한계값(threshold)을 초과할 때까지 버퍼링(buffering)을 수행하는 버퍼링부; 및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후, 후방 포먼트 주파수(back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부

를 포함하고,

상기 플래그 상태 설정부는 상기 후방 포먼트 주파수의 추정 후 상기 플래그 상태를 변경하여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부는,

상기 플래그 상태가 변경된 후,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경우 전방 포먼트 주파수(for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하고,

상기 플래그 상태 설정부는,

상기 플래그 상태가 변경된 후,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보다 작아지는 경우 상기 플래그 상태를 후방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청구항 17.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 파라미터는 유성음 추정(voicing estimation)을 위한 파라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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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피치 주파수를 이용한 스펙트럼 가속화에 의해 음성 인식에서의 중요 정보인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성 신호에서 추출된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 혹은 formants: 이하에서 포먼트 주파수 또는 포먼

츠라 함)는 포먼츠 보코더(formants vocoder)와 같은 음성 코딩, 포먼트 주파수를 이용한 음성 합성(Text-to-Speech)

또는 음성 인식기에서의 특징 벡터(feature vector)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포먼트 주파수는 음성 인식에서의 중요 정보로서, 언어학자들에 의해 음성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포먼트 주파수가 절

대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포먼트 주파수는 음성 인식의 특징 벡터로서 직접 사용될 수 있고, 포먼트 성분을 통해서 음성의

성분을 강화할 수 있다.

종래 포먼트 주파수를 검출하기 위한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번째, 선형 예측 스펙트럼(Linear Prediction Spectrum) 또는 켑스트럼으로 평탄화한 스펙트럼(Cepstrally Smoothed

Spectrum)에서의 극대점(Local Maximum)을 찾아서 포먼트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우선, 처리할 음성 신호를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으로서 필터링(filtering)을 해 주거나, 신호처리적으로 품질 향상

(enhancement) 시키거나, 또는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필터에 통과시킨다. 그 다음, 음성 신호에서 적절한 범위

(일반적으로 20 ms~40 ms)를 필요에 따른 적절한 윈도우(Hamming 윈도우, Kaiser 윈도우)를 곱함으로써 쇼트 타임

(short-time) 신호를 추출해 낸다. 그 다음, 상기 쇼트 타임 신호에서 선형 예측 계수(Linear Prediction Coefficient)를 구

하여 선형 예측 스펙트럼을 구하거나, 또는 켑스트럼으로 평탄화한 스펙트럼(Cepstrally Smoothed Spectrum)을 구한다.

그 다음, 상기에서 구한 스펙트럼에서 극대점(Local Maximum)이 되는 값들을 찾아낸 후, 그 극대점에 대응하는 포먼트

주파수를 구한다. 이때, 후처리 과정으로 평탄화(smoothing)를 거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값들을 걸러 낸다.

두번째, 예측 오차 필터(Prediction Error Filter)의 근, 즉 'zero'를 구하여 포먼트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우선, 음성신호를 전처리 과정(low pass filtering이나 pre-emphasis filtering) 등을 거친 다음, 그 음성신호에서 적절한

구간(일반적으로 20 ms~40 ms)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윈도우(Hamming 윈도우, Kaiser 윈도우 등)를 승산함으로써 쇼

트 타임(short-time) 신호를 얻어낸다. 그 다음, 상기 쇼트타임(short-time) 신호에서 선형 예측 계수(Linear Predic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여 예측 오차 필터를 구한다. 그 다음, 상기 예측 오차 필터를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zero'

를 구한 다음, 그 'zero'를 소정의 수학식에 적용하여 포먼트 주파수를 구한다. 이때, 후처리 과정으로 평탄화(smoothing)

를 거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값들을 걸러 낸다.

세번째, Cauchy's integral formula로 z-영역에서 영역을 나누어 'zero'의 위치를 점진적으로 찾아 가는 방식이다.

우선, 예측 오차 필터를 이용하여, 하기의 수학식으로 구현되는 Cauchy's integral formula를 이용하여 z-영역상에서의

부채꼴 영역에서 'zero'의 개수를 구한다. 그 다음, 상기 부채꼴 영역 중 'zero'가 없는 영역은 그대로 두고 'zero'가 있는 영

역은 계속 분할(bisection) 하여 'zero'가 존재하는 부채꼴 영역을 얻는데, 이러한 동작을 충분할 정밀도가 될 때까지 반복

하여 실행한다. 그 다음, 상기 'zero'가 존재하는 부채꼴 영역에서 'zero'의 위상을 구한 후, 포먼트 주파수를 구한다.

위에서 상술한 종래기술들은 포먼트 주파수를 직접 계산해낼 수 있고, 노이즈(noise)에 비교적 견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하모닉(harmonic)과 포먼트 성분의 구분이 어렵고, 유색 잡음(colored noise)이 있는 경우 포먼트 성분인지 잡음 성

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도 1은 종래 방법에 따라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그래프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1의 도면부호(102)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색 잡음이 있는 경우 포먼트 성분인지 잡음 성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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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 및 가속화(acceleration)를 통해 포먼트 주파수

추정에 최적하게 변형하여 포먼트 주파수를 견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피치 주파수에 따라 평탄화를 다르게 수행하여 하모닉 성분과 포먼트 성분

을 정확히 구분하고, 스펙트럼 가속화를 수행하여 포먼트의 크기에 따라 진폭(amplitude)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모음의 안정된 구간에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을 시작함으로써 트랙킹

(tracking)에 따른 에러를 제거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은,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퓨리에 변환하여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하는 단계와, 상기 평탄화된 스

펙트럼을 가속화(acceleration)하는 단계 및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은, 플래그(flag) 상태를 후방(backward)으로 설정하는 단계

와,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앵커 파라미터(anchor parameter)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소정의 한

계값(threshold)을 초과할 때까지 버퍼링(buffering)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후,

후방 포먼트 주파수(back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후방 포먼트 주파수의 추정 후 상기 플래그

상태를 변경하여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방법은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

록 매체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하는 전처리부와, 전처리된 입력 음

성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여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퓨리에 변환부와,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하는 평탄화부와,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을 가속화하는 가속화부 및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를 결정하는

포먼트 주파수 결정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플래그 상태를 후방으로 설정하는 플래그 상태 설정부

와,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앵커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앵커 파라미터 계산부와,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소정의 한계값

을 초과할 때까지 버퍼링을 수행하는 버퍼링부 및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후, 후방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포먼트 주파수 추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플래그 상태 설정부는 상기 후방 포먼트 주파수의 추정 후 상기 플래그

상태를 변경하여 설정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은 소정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에 대한 설명은 도 5를 참

조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단계(S201)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플래그(flag) 상태를 후방(backward)으로 설정한다.

단계(S202)에서 상기 포먼트 추정 장치는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하고, 단계(S203)에서 앵커 파라미터(anchor

parameter)를 계산한다. 상기 앵커 파라미터는 유성음 추정(voicing estimation)을 위한 파라미터와 같은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유성음 추정에 사용되는 알려진 방법들 중 하나가 상기 앵커 파라미터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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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204)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플래그 상태를 확인하며, 단계(S201)에서 상기 플래그 상태가 후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S205)로 진행한다.

단계(S205)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소정의 한계값(threshold)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하는지 않는 경우, 단계(S206)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할 때까지 버퍼링(buffering)을 수행하며,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후,

단계(S207)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후방 포먼트 주파수(back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한다.

이는 안정된 유성음 구간에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을 시작하여 트랙킹(tracking) 에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한편,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단계(S208)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후방 포먼트 주파수의 추정 후 상기 플래그 상태를 변경하여 설정한

다.

상기 플래그 상태가 변경된 후,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재차 단계(S202) 내지 단계(S204)를 수행하며, 상기 플래

그 상태가 후방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S209)로 진행한다.

단계(S209)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재차 계산된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S210)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전방 포먼트 주파수

(for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하며,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보다 작아지는 경우, 단계(S211)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플래그 상태를 후방으로 다시 설정한다.

이하에서는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포

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도 소정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에 대한

설명은 도 6을 참조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단계(S301)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pre-processing)하며, 단계(S302)에서 전처

리된 입력 음성 신호를 아래 수학식 1과 같이 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하여 스펙트럼을 생성한다.

수학식 1

한편, 단계(S303)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전처리된 입력 음성 신호의 피치 주파수(pitch frequency)를 추정

하며, 여기에는 피치 주파수 추정에 사용되는 알려진 각종 방법들 중 하나가 사용될 수 있다.

단계(S304)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한다. 이 경우,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의 이동 평균(moving average)에 기초하고, 상기 추정된 피치 주파수에 대응하

는 개수의 탭(tab)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할 수 있다. 이는 아래 수학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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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본 단계(S304)는 하모닉(harmonic) 성분과 포먼트 성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피치 주파수에 따라 하모닉 간격이 다르

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치 주파수에 따라 평탄화를 다르게 한다.

단계(S305)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을 가속화(acceleration)하여 스펙트럼을 변형

시킨다. 본 단계(S305)는 포먼트의 크기에 따라 진폭(amplitude)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계

(S306) 내지 단계(S308)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S306)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에 대해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계산한다. 이는 인접한 주파수 성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아래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

단계(S307)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을 평탄화한다. 이 경우에도 위

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스펙트럼의 이동 평균에 기초하고, 상기 추정된 피치 주파수에

대응하는 개수의 탭을 이용하여 상기 스펙트럼을 평탄화할 수 있다.

단계(S308)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평탄화된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에 대해 제2 스펙트럴

디퍼런스를 계산하며, 역시 수학식 3과 같이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러한 단계(S306) 내지 단계(S308)에 따른 디퍼런스 계산 - 평탄화 - 디퍼런스 계산의 연속 과정은 스펙트럼을 가속화

하여 가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이며, 도 4는 스펙트럼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 도

시한 것과 같이, 이러한 스펙트럼 가속화를 통해 평탄화된 스펙트럼의 피크(peak)와 밸리(valley)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단계(S309)에서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를 결정한다.

이 경우, 상기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는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에서 0보다 큰 각 영역을 포먼트 후보

(formant candidate)로 선정하고,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에서의 스펙트럼 차이에 의해 계산된 스펙트럴 디

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이용하여 상기 포먼트 후보별 스펙트럴 자기상관치(auto-correlation)를 계산하며, 상기

스펙트럴 자기상관치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포먼트 후보를 상기 포먼트 주파수로 결정할 수 있다. 상기 포먼트 주파수는

포물선 보간(parabolic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

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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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500)는 도 2에 도시된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500)는 플래그 상태 설정부(501), 앵커 파라미터 계산부(502), 버퍼링부(503) 및 포먼트 주파수

추정부(504)를 포함한다.

플래그 상태 설정부(501)는 플래그(flag) 상태를 후방(backward)으로 설정한다.

앵커 파라미터 계산부(502)는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 후 앵커 파라미터(anchor parameter)를 계산한다. 상기 앵커 파라

미터는 유성음 추정(voicing estimation)을 위한 파라미터와 같은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유성음 추정에 사용되는 알려진

방법들 중 하나가 상기 앵커 파라미터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버퍼링부(503)는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소정의 한계값을 초과할 때까지 버퍼링(buffering)을 수행하고, 상기 앵커 파라미

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후, 포먼트 주파수 추정부(504)는 후방 포먼트 주파수(back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

한다. 이는 안정된 유성음 구간에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을 시작하여 트랙킹(tracking) 에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한편, 포

먼트 주파수 추정부(504)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후술하는 도 6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도록 한

다.

플래그 상태 설정부(501)는 상기 후방 포먼트 주파수의 추정 후 상기 플래그 상태를 변경하여 설정하며, 상기 플래그 상태

가 변경된 후, 재차 계산된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을 초과한 경우, 포먼트 주파수 추정부(504)는 전방 포먼트

주파수(forward formant frequency)를 추정한다.

한편, 상기 플래그 상태가 변경된 후, 상기 앵커 파라미터가 상기 한계값보다 작아지는 경우, 플래그 상태 설정부(501)는

상기 플래그 상태를 후방으로 다시 설정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

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600)는 도 3에 도시된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600)는 전처리부(601), 퓨리에 변환부(602), 피치 주파수 추정부(603), 평탄화부(604), 가속화

부(605) 및 포먼트 주파수 결정부(606)를 포함한다.

전처리부(601)는 입력 음성 신호를 전처리(pre-processing)하며, 퓨리에 변환부(602)는 전처리된 입력 음성 신호를 위에

서 설명한 수학식 1과 같이 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하여 스펙트럼을 생성한다.

피치 주파수 추정부(603)는 전처리된 입력 음성 신호의 피치 주파수(pitch frequency)를 추정하며, 여기에는 피치 주파수

추정에 사용되는 알려진 각종 방법들 중 하나가 사용될 수 있다.

평탄화부(604)는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한다. 이 경우, 평탄화부(604)는 상기 생성된 스펙트럼의 이

동 평균(moving average)에 기초하고, 상기 추정된 피치 주파수에 대응하는 개수의 탭(tab)을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스펙

트럼을 평탄화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수학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하모닉(harmonic) 성분과 포먼트 성

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피치 주파수에 따라 하모닉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평탄화부(604)는 위와 같이 피치 주파수에

따라 평탄화를 다르게 한다.

가속화부(605)는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을 가속화(acceleration)하여 스펙트럼을 변형시킨다.

이는 포먼트의 크기에 따라 진폭(amplitude)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가속화부(605)는

상기 평탄화된 스펙트럼에 대해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계산하고, 상기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을 평탄화하며, 상기 평탄화된 제1 스펙트럴 디퍼런스의 스펙트럼에 대해 제2 스펙트럴 디퍼런스를 계산한다. 스

펙트럴 디퍼런스의 계산은 위에서 설명한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속화부(605)가 수행하는 이러한 디퍼런스 계산 - 평탄화 - 디퍼런스 계산의 과정은 스펙트럼을 가속화하여 가속도를 계

산하는 과정이며, 위에서 설명한 도 4에 도시한 것과 같이, 이러한 스펙트럼 가속화를 통해 평탄화된 스펙트럼의 피크

(peak)와 밸리(valley)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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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먼트 주파수 결정부(606)는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을 기초로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를 결정

한다.

이 경우, 포먼트 주파수 결정부(606)는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에서 0보다 큰 각 영역을 포먼트 후보

(formant candidate)로 선정하고, 상기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에서의 스펙트럼 차이에 의해 계산된 스펙트럴 디

퍼런스(spectral difference)를 이용하여 상기 포먼트 후보별 스펙트럴 자기상관치(auto-correlation)를 계산하며, 상기

스펙트럴 자기상관치가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포먼트 후보를 상기 포먼트 주파수로 결정할 수 있다. 상기 포먼트 주파수는

포물선 보간(parabolic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

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스펙트럼을 평탄화(smoothing) 및 가속화(acceleration)를 통해 포먼트 주파수 추정에 최적하게 변형

하여 포먼트 주파수를 견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피치 주파수에 따라 평탄화를 다르게 수행하여 하모닉 성분과 포먼트 성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스펙트

럼 가속화를 수행하여 포먼트의 크기에 따라 진폭(amplitude)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모음의 안정된 구간에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을 시작함으로써 포먼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에러를 제

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방법에 따라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그래프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스펙트럼 가속화에 의해 변형된 스펙트럼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0, 600: 포먼트 주파수 추정 장치

501: 플래그 상태 설정부

502: 앵커 파라미터 계산부

503: 버퍼링부

504: 포먼트 주파수 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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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전처리부

602: 퓨리에 변환부

603: 피치 주파수 추정부

604: 평탄화부

605: 가속화부

606: 포먼트 주파수 결정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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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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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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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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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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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717625

- 17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발명의 목적 6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6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7
  발명의 구성 7
  발명의 효과 1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1
  실시예 11
도면 11
 도면1 12
 도면2 13
 도면3 14
 도면4 15
 도면5 16
 도면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