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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음성 처리 장치들에 사용하기 위한 음성을 자동으로 분할(segmenting)하기 위한 방법<1>
에 관한 것이다.  여러가지 가능한 응용들 중,  특정한 하나가 음성 합성에 관한 것이며,  특히 다이폰
(diphones)들의 연결에 기초한 특정 음성 합성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이폰들은 각각이 두 인접 음소(phoneme)들 사이의 변화를 주로 포함하고 선행하는 음소의 마지<2>
막 부분 및 이어지는 음소의 첫 부분을 각각 더한 짧은 음성 분할(segment)들이다. 다이폰들은 단일 음소
들로 미리 분할된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특히 알려진 임의의 규칙들에 따라 추출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는  제어된  환경  내에서  특정한  단일  스피커로부터  기록된  분리된  워드들을 
구성하며,  또한  발성  표기  및  음향  실현  사이의  검증된  대응성을  포함한다.  서두에  따르고  음소 
HMM(Hidden Markov Models)에 기초한 분할 방법의 바르고 자동적인 실현이 0. Boeffard 등의, Automatic 
Generation of Optimized Unit Dictionaries for Text to Speech Synthes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eech on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Banff, Alberta CANADA(1992), p.1211-1215에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공지 방법의 품질은 그 방법에 의해 발견된 경계들이 대응하는 경계들이 수동 처리에 의해 
놓이는 위치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너무 벗어난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분할 정확성은 
음소 HMM들이 우선 분리 및 수동 분할된 데이터 베이스로 우선 트레이닝되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수
동으로 분할된 데이터 베이스의 설정은 종종 너무 값이 비싼데, 이것은 새로운 화자가 음성 합성 시스템
에서 사용될 때마다 반복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것들 중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완전 자
동이고 수동으로 분할된 음성 자료가 필요치 않고, 인용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음성 분할 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요약<3>

이제, 한 관점에 따라, 본 발명은 음성 처리 응용들에 사용하기 위한 음성을 자동으로 분할하는 <4>
방법을 제공하며, 그 방법은

예비 분할 위치들을 얻기 위해 음성 데이터 베이스로부터의 발성들을 유성음(voiced), 무성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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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oiced), 묵음(silence)의 세 개의 BPC(broad phonetic class)들로 분류 및 분할하는 단계와,

SCVQ-단계에서 시퀀스-제한된 벡터 양자화(sequence-constrained  vector  quantization)에 의해 <6>
음소형 유닛(phoneme-like unit)들로 더 분할하기 위한 앵커점(anchor point)들로 예비 분할 위치들을 사
용하는 단계와,

SCVQ-단계에  의해  제공된  상기  분할들로서  음소의  Hidden-Markov-Model들을  개시하고, Baum-<7>
Welch 추정에 의해 HMM 파라미터들을 더 튜닝하는 단계와,

마지막으로, 그들의 음성 모사(phonetic transcription)에 대해 발성들의 비터비 정렬(Viterbi <8>
alignment)을 수행하도록 완전히 트레이닝된 HMM들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최종 분할점들을 얻는 
단계를 포함한다.

인용된 방법의 부가적인 이점은 발성들의 발성 표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단지 최소의 최초 정보만<9>
이 요구된다. 특히, 어떠한 수동으로 분할된 데이터 베이스도 HMM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데 요구되지 않
는다.

유리하게, 상기 트레이닝 이후에 다이폰 세트가 음성 합성과 같은 다른 사용을 위해 구성된다. <10>
본 발명은 똑바르고 비싸지 않은 멀티-스피커 시스템(multi-speaker system)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음성 처리 응용들에 사용하기 위한 음성을 분할하기 위한 장치에 관련된다. 상기 <11>
장치는

수신된 발성들을 유성음, 무성음, 묵음의 세 개의 BPC(broad phonetic class)들로 분류 및 분할<12>
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제공된 BPC 분할 수단과,

앵커점들로서 예비 분할 위치들을 이용함으로써 시퀀스-제한된 벡터 양자화(SCVQ)에 의해 음소형 <13>
유닛들로 또 다른 분할을 실행하기 위한 상기 BPC 분할 수단에 의해 제공된 SCVQ 분할 수단과,

음소 HMM의 개시 및 HMM 파라미터들을 더 튜닝하기 위한 상기 SCVQ 분할 수단에 의해 제공된 단<14>
음의 Hidden-Markov-Means(HMM)와,

상기 HMM에 의해 제어된 최종 분할 수단을 포함한다.<15>

그러한 장치는 트레이닝되지 않은 인원이 단시간에 그것을 트레이닝하도록 임의의 새로운 스피커<16>
가 되게한다.

본 발명의 여러 목적 및 이점을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을 참조하여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하<17>
고,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장치의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18>

도 2는 임의의 무의미한 단어에 대한 다섯 번의 측정을 도시한 도면.<19>

도 3은 제 1 넓은 음소 분류 분할을 도시하는 도면.<20>

도 4는 벡터 양자화에 의한 음소 분할을 도시하는 도면.<21>

도 5는 HMM 분할과 동일한 것이지만 개선된 것을 도시하는 도면.<22>

실시예

본 발명은 데이터 베이스의 각각의 발성을 인접하는 음소 분할들과 오버래핑되지 않는 시퀀스로 <23>
끊고, 이러한 분할들과 음소 모사(phonetic transcription)에 의해 제공된 음소 분류 라벨들의 시퀀스간
에 일대일 대응을 형성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음성은 2.5 내지 10ms의 프레임간 시프트들로서 통상적으로 
10 내지 20ms의 일정 시간 프레임에 대한 음성을 각각 특징으로 하는 음향 벡터들의 시퀀스로서 적절하게 
기재될 수 있다. 임의의 프레임 t의 p-차원 음향 벡터는 o(t)=[ol(t)...op(t)]'이며, 악센트 부호(accen

t)는 벡터 전치를 나타내며, 이어서, T 프레임들의 완전한 시퀀스가 0(1,T)=o(1),...o(T)로 표현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BPC  분할에  대해  p=5이고,  시퀀스-제한된  벡터  양자화에 대해  p=12이며, Hidden-
Markov-Modelling에 대해 p=51이다. 넓은 음소 분류 요소 또는 분할(l)에 의해 스패닝된 음소형 유닛들은 

원형  벡트(prototypical  vector)  또는 로  표시된  중심으로  표현된다.  분할(l)의  분할  내 거리
(d1(i,j))는 한편으로는 그 분할을 스패닝하는 백터들(0(i,j))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 

d(o(t),

 사이의 거리들의 합으로서 정의된다. 왜곡(distortion) <24>

을 최소화하는 것은 분할점들(b1(l=1...L-1))을 제공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식은 이후 거리 측<26>
정, 절차 최소화, 및 중심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1은  시스템  실시예의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를  도시한다.  여기서  항목(20)은  특정 화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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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person)로부터 음성을 수신하기 위한 마이크로폰이며, 그것은 각각이 분할되어야 하는 소정의 
분리된 워드들의 집합을 발성하도록 명령받는다. 그러한 집합들은 다양한 언어들로 제안되어왔다. 몇몇 
또는 모든 워드들이 무의미한 워드들이 될 수 있다. 블록(22)에서 제 1 레벨의 처리는 주기적인 샘플링, 
디지털화 및 필터링이다. 그 결과들은 그 처리로부터 음성의 수신을 분리하기 위한 중간 메모리(24)에 저
장된다. 일반적인 제어는 블록(34) 내에 위치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프로그램된 표준 컴퓨터가 될 수 있
으며, 블록들(24, 31, 36)을 제어한다. 그 제어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기화를 의미할 수도 있으
며, 다양한 처리 단계들 간의 중간 저장 장치(intermediate storage)도 가능하다. 간소화를 위해 단지 하
나의 단일 방향 접속이 도시된다. 이제 메모리(24)로부터의 발성들의 판독(readout) 후, 블록(26)에서 무
성음(VOIced), 유성음(UNVoiced), 묵음(SILence)의 넓은 음성 분류들(BPC)로 분류하고 분할하는 제 1 스
테이지가 보증된다. 이러한 예비 BPC 분할의 결과들은 블록(28)에서 더 처리되고, 음소들로 더 분할하기 
위해 시퀀스 제한된 벡터 양자화(SCVQ)의 제 2 스테이지를 실행한다. 블록(30)은 제 3 스테이지를 실현한
다. 이어서, 그것은 분할될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Baum-Welch 추정을 통해 더 튜닝되는 음소 HMM들을 개
시하기 위해, 선행하는 SCVQ 스테이지에 의해 전달된 세그먼트들을 이용한다. HMM들의 우수하고 쉽게 접
근  가능한  논문  및  소위  Baum-Welch  접근을  위해서는  L.R.Rabiner,  'Proc.  IEEE,  Vol.77,  No.2, 
Feb.1989, p.257-286을 보라. 최종적으로 블록(31)에서 이러한 HMM들은 그들의 음소 모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의 발성들의 비터비 템포럴 정렬(Viterbi temporal alignment)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그것만으로
도 비터비 정렬은 표준 기술이며, 앞서 설명한 논문을 보라.

분할의 결과는 메모리(32)에 저장된다. 발성된 워드당 생성된 음소들의 시퀀스로부터, 다이폰 발<28>
생 장치(39)는 실제적인 음성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다이폰들을 구성하며, 그 다이폰들은 실제로 
수신된, 화자로부터의 음성의 제한된 양에 기초하여, 임의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음성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음성 처리 응용들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로서 메모리에 다시 기록된다. 또한 제어는 접속(42)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억세스하고, 라인(40)을 통해 다이폰들을 수신하며, 양방향 접속(38)을 통해 메모리(3
2)와 상호 작용을 실행할 수 있는 (개념적인) 제어/렌더링 시스템(36)으로부터 얻어진다. 라인(41)을 통
해 실제 음성 출력 장치들이 간결을 위해 도시되지 않았다. 음성 처리의 플로우차트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되며, 각각 발성된 워드는 다음 발성이 취해지기 전에 완전하게 처리된다.

제 1 스테이지 : 넓은 음소 분류들로의 분할<29>

이러한 제 1 스테이지의 분할은 다음 스테이지들에 대해 소위 앵커점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 세 <30>
가지 분류들은 어떠한 음성 파형도 존재하지 않는 묵음(SIL), 음성 파형이 반주기인 유성음(VOI), 파형이 
비주기적이거나 또는 랜덤인 무성음(UNV)이다. 본 실시예에서 분할은 다섯 개의 명확한 측정에 기초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SIL이 1(에너지는 대수적 방식으로 측정됨을 주목하라)에 근접하는 EN을 갖도록 정상화된 단기 <31>
에너지 EN

- 50 내지 1200Hz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된 저주파 에너지 Elow<32>

- 2000 내지 4000Hz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된 고주파 에너지 Ehigh<33>

- 제로-크로싱율(zero-crossing rate) ZN<34>

- 제 1 순서의 LPC 모델의 제 1 LPC 계수 a1<35>

본 실시예에서 샘플링된 파형(k=0..N-1인 x(k))은 필터 함수(1-0.95z
-1
)에 의해 미리 강조되며, <36>

2.5ms의 프레임와이즈 시프트로서 20ms의 프레임들로 블록되고 해밍-윈도우(Hamming-windowed)된다. 도 2
는 독일어 발음으로 '케카케(kekakke)"인 무의미한 단어에 대한 5번의 인용된 측정들을 도시한다. 파형 
바로 아래에 관련된 음소 부호들이 표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모음 'A'의 주요한 주기는 약 10msec이
다. 세 개의 유성음 간격들, 세 개의 무성음 간격들, 및 네 개의 묵음 간격들은 도면에서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다. 5회 인용된 측정들의 결과는 각각의 트레이스(trace)들로서 도시된다. 임의의 변화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연속 음소들간의 변화들이 항상 넓은 음소 분류들의 변화
(change-of-broad phonetic classes)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먼저, 발성들의 유효한 음소 모사는 넓은 음소 분류들에 의한 모사로 매핑된다; 사실상, 그 <37>
시스템은 화자가 규정된 시퀀스로 워드들을 입력시켜야 할때 그 시스템이 어떤 워드가 실제로 수신되었는
지 알고 있다. 임의의 발성이 L'브로브 음성 분류 요소들의 시퀀스 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앞서 정의

된 전체거리를 최소화하는 한 집합의 중심들 과 함께 발성(01
T
) 내의 대응하는 연속적인 분할들을 

찾아야한다. 본원에 사용된 거리는 가중화된 유클리드 거리(weighted Euclidean distance)이고, 측정치들
의 추정된 변동은 가중 요소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최소화는 공지된 레벨 빌딩 접근과 매우 유사한 동적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dynamic programming framework)에서 실행된다. C. S. Myers and L.R. Rabiner, A 
Level  Building  Dynamic  Time  Warping  Algorithm  for  Connected  Word  Recognition,  IEEE  Trans.  ASSP, 
Vol. 29, No 2, April 1981, p.284-197을 참조하라. 본원에 사용된 방법은 본래 반복적이며, 어떤 다른 
개선도 달성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 절차의 각각의 과정의 반복은 연속적인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 1 단계는 주어진 중심들의 집합에 대한 최적의 경계들(bl)의 집합을 찾는다. 제 2 단계는 새롭게 얻어

진 분할점들을 이용하여 중심들  및 변동을 업데이트한다. 본원에 사용된 가중 유클리드 거리의 
관점에서, 넓은 음소 분류를 나타내는 업데이트된 중심은 단순히 주어진 분할점들의 집합에 대한 모든 발
언 벡터(observation vector)의 계산 수단(arithmetic mean)이다. 제 1 단계는 이상화된 넓은 음성 분류
들을 나타내는 유닛 변동 및 중심들과 함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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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음소 분류 요소의 최소, 평균, 최대 지속 시간들은 넓은 음성 분류 분할을 보상하는 음소들<39>
에 대한 대응하는 양들의 합과 동일하다. 음소들의 최소 및 최대 지속 기간들에 대한 정보는 문헌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최소 및 최대 지속 기간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BPC 분할이 놓일 수 있는 간격에 대해 상
한 및 하한(upper and lower bound)들을 제공함으로써 BPC 경계에 대한 검색을 제한하도록 사용된다. 최
종적으로 평균 지속 시간은 발성의 실제 길이에 비례하여 이러한 최소 및 최대 지속 기간들을 스케일링하
는 역할을 한다.

도  3은  특정  마진  미만만큼  수동으로  결정된  변화점들과는  다른  작은  누적  분수(cumulative <40>
fraction)들로서 제 1 넓은 음소 분류 분할의 결과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변화들의 82%는 마진
이 20msec 미만이라는 만족스런 방식으로 로컬라이징된다(localized).

제 2 스테이지 : 시퀀스-제한된 벡터 양자화(SCVQ)<41>

상기 분할은 음성의 또 다른 처리에 대한 앵커점들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처리는 각각<42>
의 넓은 음소 분류 요소를 음소형 구성 유닛들로 분할하도록 감소된다. 특히, 발성들은 연속하는 반-정지
(quasi-stationary)  요소들로  분할된다.  정지를  위한  요구  때문에,  복모음(diphthong)들  및 파열음
(plosive)들은 그 구성 음소들로 더 분리된다. 다시 분할 경계들 및 중심들은 전체 왜곡(distortion)을 
최소화하도록 발견되어야하며, 그것은 선행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것과 닮은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해진다. 
제 1 반복 단계에 대해, 중심은 동일한 라벨을 전달하는 모든 가정들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벡터로서 
정의되고, 단일 발언 시퀀스는 공동 계산(pool)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심들은 분명한 이점으로서 가까이의 발언(observation)들로부터 얻어지며, 사<44>
전 지식(priori knowledge)도 요구되지 않는다. 제 1 SCQV 반복은 레벨 빌딩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 의해 
행해진다. 제 2 반복의 구성은 초기의 BPC 분할 스테이지의 반복과 동일하다. 제 1 반복에서 발견된 음소 
중심은 참조로서 다음 단계에 사용되며 그것은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에 대한 처리를 감소시킨
다. 제 3 및 최종 단계는 각각의 라벨 발생에 대한 중심을 계산한다. 다른 반복들은 더 이상의 향상을 초
래하지 않는다. 도 4는 제 1 스테이지에 의해 생성된 앵커점들을 이용하여 음소 분할을 제공한다. BPC 스
테이지와 대비하여 라벨들은 본원에서 약 50개의 다른 분류들에 속한다. 많은 수의 분류들을 고려하여, 
분할은 제 1 스테이지 중 하나보다 더 분명하게 수용 가능하다.

제 3 스테이지 : 숨겨진 Markov 모델들에 의한 분할(HMM)<45>

음성의 통계적인 변화성(variability)의 설명을 통해, SCQV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숨겨진 Markov <46>
모델들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향상된다. 전체적으로 다시 몇몇 50개의 다른 음소형 유닛들이 사용되고, 각
각 그 자체의 HMM을 얻는다. 완전자동 처리의 실현을 확실히 하기 위해 HMM이 SCQV에서 얻어진 결과로 개
시된다. 버스트 유닛(burst unit)을 제외한 각각의 음소형 유닛은 여섯 개의 상태들을 갖는 단순한 좌
(left)에서 우(right)의 HMM 지형학(topology)을 얻으며, 다음 스테이지로의 셀프-루프(self-loop)들 및 
방향 변화들을 포함하고, 지속 기간은 5msec 마다 적어도 6프레임이며, 그 프레임들은 앞서 고려된 것보
다 더 짧다. 버스트와 같은 분할은 셀프 루프들 및 변화들의 동일한 종류로써 2-스테이지 모델에 의해 나
타난다.

방출 분배는 연속적인 타입이다. 각각의 발언 벡터는 4개의 서브벡터는<47>

- 순간의 특징들(16-채널 필터뱅크 분석)<48>

- 선행하는 프레임에 관하여 결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징들의 제 1 및 제 2 한정된 차이점들<49>

-에너지 데이터<50>

를 각각 나타내는 4개의 서브벡터(subvector)들로 분할된다. 각각의 서브벡터에 대한 방출 확률 <51>
비중은 다변수의 가우스 혼합 분배이다.

HMM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특정 음소형 유닛 및 발언 시퀀스들의 잡합은 SCVQ 스<52>
테이지에서 절단됨을 고려하자. 음소형 유닛의 HMM은 그 유닛의 6(또는 2)개의 HMM 상태들 사이에서 각각
의 발언 시퀀스의 음향 벡터들을 분배함으로써 개시된다. 결과적으로, 발언에서의 특정 음향 벡터들은 그 
상태들 간의 균일한 분배에 의해 모델의 각 상태로 할당된다. 다음으로, k-수단 알고리즘이 이러한 음향 
벡터들을  초기  값들이  혼합  분배의  파라미터들에  대해  계산될  수  있는  클러스터들로  분할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J.G.  Wilpon  및 L.R.  Rabiner,  A  Modified  K-Means  Clustering  Algorithm  for  Use  in 
Isolated Word Recognition, IEEE. ASSP, Vol. 33, No.3, June 1985, p.587-594를 보시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평균  벡터들,  성분  조밀도(density)들의  공분산  매트릭스들(covariance <53>
matrices), 및 혼합 가중치(mixture weight)들이다. 변화 확률들은 임의의 넌-제로 값들에서 개시된다. 
이러한 초기의 HMM들이 일단 얻어지면, 통제된 비터비 트레이닝이 적용되고 그것은 새로운 분할을 야기한
다. 그로부터 업데이트된 HMM 파라미터들이 계산될 수 있다. 후자는 정렬 경로로부터 수집된 상태들 간의 
변화 통계(transition statistics)를 이용함으로써 변화 확률들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모델들은 각각의 
완전한 발성을 위해 Baum-Welch에 따른 파라미터들을 추정함으로써 미세하게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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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완전하게 트레이닝된 HMM들은 그 음소 모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내의 각 워드의 <54>
비터비 정렬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최종 분할점들을 생성한다. 도 5는 그 결과를 도시하며, 도 
4의 SCQV 분할에 관한 실행은 현저하며: 변화의 거의 90%가 20msec 미만의 편차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처리 응용들에 사용하기 위한 음성(speech)을 자동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예비 분할 위치들을 얻기 위해 음성 데이터 베이스로부터의 발성들을 유성음(voiced), 무성음
(unvoiced), 묵음(silence)의 세 개의 BPC(broad phonetic classes)로 분류 및 분할하는 단계와,

SCVQ-단계에서 시퀀스-제한된 벡터 양자화(sequence-constrained  vector  quantization)에 의해 
음소형 유닛(phoneme-like unit)들로 더 분할하기 위한 앵 커점(anchor point)들로서 예비 분할 위치들을 
사용하는 단계와,

SCVQ-단계에 의해 제공된 상기 분할들로 음소의 Hidden-Markov-Model들을 개시하고, Baum-Welch 
추정에 의해 HMM 파라미터들을 더 튜닝하는 단계와,

마지막으로, 그들의 음성 모사(phonetic transcription)에 대해 발성들의 비터비 정렬(Viterbi 
alignment)을 수행하도록 완전히 트레이닝된 HMM들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최종 분할점들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분할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 이후에 또 다른 사용을 위해 다이폰 세트(diphone set)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음성 분할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처리는 음성 합성(speech synthesis)인, 음성 분할 방법.

청구항 4 

음성 처리 장치들에 사용하기 위한 음성을 분할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발성들을 유성음, 무성음, 묵음의 세 개의 BPC(broad phonetic classes)로 분류 및 분할
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제공된 BPC 분할수단과,

앵커점들로서 예비 분할 위치들을 이용함으로써 시퀀스-제한된 벡터 양자화(SCVQ)에 의해 음소형 
유닛들로 또 다른 분할을 실행하기 위한 상기 BPC 분할 수단에 의해 제공된 SCVQ 분할 수단과,

음소 HMM의 개시 및 HMM 파라미터들을 더 튜닝하기 위한 상기 SCVQ 분할 수단에 의해 제공된 단
음의 Hidden-Markov-Means(phone HMM)와,

상기 HMM에 의해 제어된 최종 분할 수단을 포함하는, 음성 분할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다이폰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상기 분할 수단에 의해 제공된 다이폰 발생 수단을 포함하는, 음성 
분할 장치.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튜닝 수단과 상기 음성 합성 출력 스테이지 사이의 중간 저장 스테이지를 통해 음성 합성 
출력 스테이지를 제어하기 위한 출력 제어 스테이지를 더 포함하는, 음성 분할 장치.

요약

음성 분할 기계를 위해 구두의 알려진 워드들의 데이터 베이스로부터의 제 1 발성들은 유성음, 
무성음, 묵음의 세 개의 넓은 분류(BPC)로 분류 및 분할된다. 다음으로 앵커점으로서 예비 분할 위치를 
이용하여 시퀀스 제한된 벡터 양자화가 음소형 유닛들로 더 분할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분할된 
음소로 정확하게 튜닝하는 것은 Hidden-Markov Modelling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이폰 세트를 트레이닝 이
후에 다른 사용을 위해 구성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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