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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위한 송수신기

요약

본 발명은 고품질 음성처리 시스템에서 음성 부호화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 비트를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

호화기 및 음성 복호화기에 관한 것으로, 상기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은 음성 저장 혹은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존

의 저대역 음성부호화 표준안과 비트-호환을 유지하면서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기존의 음성부호화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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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품질향상부를 삽입하고 적당한 추가 비트를 할당하여 기존의 부호화기의 비트-호환을 유지하면서 음성 품질의 

향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음성부호화기는 음성 발성 모델에 기반하여 음성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성도(vocal tract)의 전달 함수와 

여기 신호로 나누어 양자화하므로, 본 발명은 추가 비트를 음성 도메인이 아닌 파라미터 도메인에서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 신호 모델링 과정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스펙트럼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LSP(line s

pectrum pairs) 양자화 과정에 직렬 양자화(cascaded quantization) 기법을 사용하거나 LSP의 보간 과정에서 Fram

e-fill 기법을 적용하여 보간 함수 정보에 비트를 할당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음성부호화기와 비트-호환이 가능하므로 음성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통신 시스템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채널 혹은 미디어의 상황에 따라 전송률의 가변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채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하여 효율적인 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음성 부호화, 음성 복호화, 벡터 양자화, LSP(line spectrum pairs), 추가 비트 할당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가 적용된 송수신기의 전체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상기 도 1의 품질향상 부호화부를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벡터 양자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상기 도 1의 품질향상 부호화부와 품질향상 복호화부에 대한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상기 도 1의 수신기를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송신기 102 : 표준 음성 부호화부

103 : 품질향상 부호화부 104 : 다중화부

105 : 수신기 106 : 역다중화부

107 : 표준 음성 복호화부 108 : 품질향상 복호화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수신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의 음성부호화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트-호환을 유지하면서 추가 비트를 할당하는 기법을 이용하는 음

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는 현재 각광받고 있

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통신 시스템에서 기존에 사용 중인 방식과 호환을 이루면서 성능을 더욱 향

상시킬 수 있다.

종래에 음성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부호화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은 펄스부호변조(PCM : pulse code modulation)과 같은 파형 부호화 기법과,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

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표준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CELP(Code-Excite

d Linear Prediction)과 같은 파형 부호화와 파라미터 부호화(parameter coding)가 결합된 혼성 부호화(hybrid codi

ng) 기법이 있다. 대부분의 혼성 부호화 기법에서는 음성신호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 음성 발성 모델(speech produ

ction model)에 기반을 하여, 음성 신호를 성도(vocal tract) 전달함수를 나타내는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 신호 성분으

로 구분하고 각각을 적절한 기법으로 모델링하여 이를 양자화한 후에 수신단으로 전송한다. 대표적인 혼성 부호화 기

술로는 ITU-T의 G.723.1과 G.729, 그리고 IMT-2000에 사용될 예정인 적응다중전송률(AMR : Adaptive Multi-Ra

te) 부호화 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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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TU-T G.723.1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기 G.723.1은 멀티미디어 신호를 적은 비트를 사용하여 압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알고리즘이다. 상기 G.723.1은 입력 음성을 5.3 kbit/s와 6.3 kbit/s의 두 가지 전송률로 압축, 복원하는 알

고리즘이며 유선망 수준의 음성품질(toll quality)을 제공한다. 그리고 ITU-T G.729는 입력 음성을 8 kbit/s의 속도

로 압축, 복원하는 알고리즘이며, 유선망 수준의 음성품질을 제공한다. 상기 G.729는 상기 G.723.1과 더불어 VoIP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G.729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 G.729와 비트-호환

이 가능하며 복잡도가 감소된 버전인 G.729A도 널리 사용되는 부호화기이다. 이 외에도 차세대 음성통신을 위한 적

응다중전송률 부호화기가 있다. 상기 적응다중전송률 부호화기는 전화대역 음성을 처리하는 협대역 적응다중전송률(

AMR-NB : AMR narrowband) 부호화기와 광대역 신호를 처리하는 광대역 적응다중전송률(AMR wideband: AMR-

WB) 부호화기로 나누어진다.

위에서 살펴본 음성 부호화기는 유/무선 음성통신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거나 사용예정인 음성 부호화기이며, 음성 

발성 모델에 기반한 CELP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음성의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 신호 정보를 양자화한다. 그러나, 상기

부호화기들은 제한된 전송률을 사용하므로 천이구간 혹은 음악과 같은 음성 이외의 신호에는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G.729와 같이 파라미터의 분석을 위한 프레임의 크기가 10 ms로 다른 부호화기에 비해

작아 급속히 변화하는 여기신호의 모델링에는 적합한 반면, 스펙트럼 정보를 표현하는 선형예측계수(LPC : Linear P

rediction Coefficients)를 양자화에 할당되는 비트가 상대적으로 적어 양자화 오차가 큰 문제점이 있다.

반면, G.723.1의 경우에는 프레임 크기가 30 ms로 크지만, 충분한 비트를 할당하여 양자화하는 반면, 부프레임 간격

으로 선형 보간하여 사용하므로 부프레임에서는 스펙트럼 정보의 왜곡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두 부호화

기의 비주기적인 여기 신호 성분을 표현하기 위한 고정코드북(fixed codebook) 검색 과정에서 몇 개의 펄스로만 구

성된 대수 코드북(algebraic codebook)을 사용하므로 천이구간과 같이 적응코드북(adaptive codebook)의 성능이 

저하되는 구간에서는 여기 신호를 표현하는 펄스 수가 부족하여 음성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미 국제 표준화된 음성 부호화 시스템과 호환을 유지하면서 추가 비트를 

사용하는 음질향상 부호화부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 음성 부호화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음성발성모델에 기반한 음성부호화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 비트를 

음성 도메인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 도메인인 LSP 양자화 혹은 LSP 보간 과정과, 여기 신호의 양자화 과

정에 할당하여 적은 비트만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음성부호화기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추가 비트 할당을 통해 

고음질의 음성신호를 서비스할 수 있는 품질향상 부호화부와 품질향상 복호화부를 갖는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

한 송수신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는,

입력된 음성 신호를 성도 전달함수를 나타내는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 신호 성분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을 모델링하

고 양자화하여 표준 부호화를 수행함으로써 표준 부호화된 비트열을 생성하는 표준음성 부호화부;

상기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 신호 성분 각각에 대해 양자화되지 않은 신호와 상기 표준음성 부호화부에 의해 양자화된

신호 사이의 오차를 각각 구하고, 상기 구해진 각 오차에 대해 추가적인 양자화를 수행하여 부호화된 비트열을 생성

하는 품질향상 부호화부; 및

상기 각 부호화부에서 얻어진 비트열을 다중화시켜서 전송하는 다중화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수신

기는,

전송된 음성 신호의 비트열을 입력받아 역다중화시키는 역다중화부;

상기 역다중화부로부터 역다중화된 음성 신호의 비트열을 입력받아,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신호 성분을 구분하여 역

양자화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역양자화된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신호 성분 각각에 대응하는 오차성분을 결합하여 합

성된 음성을 생성하는 표준음성 복호화부; 및

스펙트럼 정보의 오차 인덱스와 여기신호 오차 인덱스를 각가 입력받아 상기 각 오차 인덱스에 대해 역양자화를 수행

하여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신호 성분에 대한 오차성분을 생성하는 품질향상 복호화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

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가 적용된 송수신기의 전체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1에 도시

된 송수신기는 기존의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와 비트 호환을 유지하면서 품질향상 부호화부(103)에 의해 비트 확

장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송신부(101)와 수신부(105)로 이루어진다. 입력 음성은 표준 음

성 부호화부(102)에 입력되며, 상기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 의해 기존의 표준안에 따른 부호화 과정이 수행되며,

품질향상 부호화부(103)에서는 추가 비트를 이용하여 오차를 양자화하는 다단계 양자화(multi-stage quantization) 

기법으로 양자화 과정이 수행된다. 상기 각 부호화부(102, 103)에서 출력된 비트열은 기존의 표준부호화와 비트 호환

을 유지하도록 설정된 다중화부(104)에 의해 다중화된 후, 수신부(105)로 전송된다. 상기 수신부(105)에서는 상기 송

신부(101)에서 보내진 비트열을 입력받아 역다중화부(106)에 의해 역다중화된 후, 대응하는 비트열이 분리되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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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복호화부(107)와 품질향상 복호화부(108)에 입력된다. 상기 표준 음성 복호화부(107)와 품질향상 복호화부(10

8)에서는 입력된 비트열에 대해 복호화 과정이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복원된 음성이 출력된다.

도 2에는 상기 도 1의 품질향상 부호화부(103)가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기 품질

향상 부호화부(103)는 음성의 성도(vocal tract)를 더욱 자세히 표현하기 위한 LSP 오차 양자화부(201)와 여기 신호

를 추가로 모델링하기 위한 여기신호 오차 양자화부(202)로 구성된다.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103)를 통해 생성된 

추가 비트열은 도 1의 다중화부(104)로 보내진다.

상기 LSP 오차 양자화부(201)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기 LSP 오차 양자화부(201)의 입력 신호로는 

상기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얻은 선형예측계수(LPC) 정보를 양자화하기 위한 LSP 파라미터(l(m))와 양자화

를 거친 후의 LSP 파라미터( )가 있다.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103)의 LSP 오차 양자화부(201)에서는 상기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얻어진 양자화되지 않은 LSP(l(m))와 양자화된 LSP( )의 오차 신호에 대해 추

가 양자화 과정을 수행하여 양자화된 비트열을 다중화부(104)로 출력한다. 상기 추가 양자화 과정에서는 스칼라 양자

화(scalar quantization)와 벡터 양자화(vector quantization)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적은 비트로도 우

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벡터 양자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모든 LSP 계수를 벡터 양자화하는 것

보다 표준부호화기에서 일차로 구한 양자화기의 성능을 각 계수별로 비교한 후 성능이 우수한 계수에 대해서는 추가 

양자화를 하지 않고, 성능 저하가 심한 계수들만을 모아서 벡터 양자화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실

험에 의하면, 낮은 차수의 LSP 계수들은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만을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그 성능이 우수하므로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103)에서는 양자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도 3은 상기 LSP 오차 양자화부(201)에서의 양

자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사각형은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103)에서 

추가적으로 벡터 양자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103)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구성요소인 여기신호 오차 양자화부(202)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여기신호 오차 양자화부(202)의 입력 신호는 상기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여기신호를 양자화

하기 위해 입력된 타겟(target) 신호(t(n))와, 상기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얻어진 양자화된 여기신호를 합성해

서 얻은 표준합성신호( )이다. 상기 여기신호 오차 양자화부(202)에서는 두 신호의 오차를 구한 후 다단계 양

자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합성 음성의 음질을 향상시킨다. 상기 다단계 양자화 과정은 기존에 사용된 모든 고정 코

드북(fixed-codebook)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고, 프로그램, 데이터 및 메모리 크기

를 줄이기 위해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G.

729A의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수 코드북(algebraic codebook)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가적인 대수 코드북을 사용할 경우에, 상기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수 코드북 구조와의 상

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수 코드북을 설계하면, 음성 부호화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여기신호 오차 

양자화부(202)에서 얻어지는 양자화된 여기신호 의 비트열은 다중화부(104)에 출력된다.

도 4에는 상기 도 1의 품질향상 부호화부와 품질향상 복호화부에 대한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G.723.1과 같이 한 프레임의 길이가 긴 음성 부호화기에서는 연속되는 프레임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음성 스펙

트럼의 변화가 심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인 음성부호화기의 경우 저전송률 구현을 위해, 매 서브프레임마다 LSP 파라

미터를 전송하지 않고 마지막 서브프레임의 LSP 정보를 프레임 단위로 전송하고 나머지 서브프레임에서는 이전 LSP

정보와 전송된 LSP 정보를 선형보간하여 얻은 LSP 정보를 사용한다. 즉, 각 서브프레임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전송받

은 양자화된 LSP 파라미터를 선형보간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원 음성과 비교하여 스펙트럼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 2의 LSP 오차 양자화부(201)에서 설명했던 직렬양자화를 사용하여 양자화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보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으로 인해 그 성능 향상 정도가 크기 않다. 이 경우, 기존

의 표준 음성 부호화부와 비트-호환을 유지하면서 성능 향상을 하려면 보간(interpolation) 정보에 추가비트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 4에 도시되어 있듯이, 품질향상 부호화부(103)는 LSP 양자화부(401)와 LSP 보간정보 양자화부(402)로 이

루어지고, 품질향상 복호화부(108)는 LSP 역양자화부(403), LSP 보간부(404) 및 LSP 보간정보 역양자화부(405)로 

이루어진다.

상기 LSP 양자화부(401)의 입력 신호는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얻어진 선형예측계수(LPC) 정보를 양자화하

기 위한 LSP 파라미터(l(m))이고 출력은 양자화 를 거친 후의 LSP 파라미터( )이다. 본 발명에서는 LSP 보간

정보 양자화부(402)를 추가하여 수신단에서의 LSP 보간 과정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상기 LSP 보간 정보 양

자화부(402)에서는 표준 음성 부호화부(102)에서 구한 각 서브프레임마다 구한 LSP 파라미터( )와 양자화 과

정과 보간 과정을 통행 얻은 LSP 파라미터( )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추가 비트를 사용한다.

상기 추가 양자화 방법으로는 첫째, 오차 신호( )에 대해 다시 스칼라 양자화나 벡터 양자화를 수행하

는 방법, 둘째, 최적의 보간 함수를 찾아 그 값을 직접 양자화하는 방법, 셋째, 가능한 보간 함수의 경우의 수를 미리 

설정한 후 그 중에서 최적의 보간 함수를 찾아 그 인덱스(index)만을 양자화하여 전송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성능 면에

서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방법이 우수하지만 낮은 전송률에서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상기 LSP 역양자화부(403)에서는 전송된 LSP 인덱스를 이용하여 역양자화 과정을 통해 양자화된 LSP 파라미터를 

얻게 된다. 상기 LSP 보간부(404)에서는 LSP 보간정보 역양자화부(405)에서 얻은 LSP 보간 정보를 사용하여 매 서

브프레임마다 보간된 LSP 파라미터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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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5를 참조하여 수신기에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5에는 상기 도 1의 표준 음성 복호화부(107)와 

품질향상 복호화부(108)가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상기 품질향상 복호화부(108)는 표준 음성 복호화부(107)와 결합되어 여기신호와 LSP 파라미터 정보를 역양자화 과

정을 통해 음성 신호를 합성하여 최종적으로 품질 향상된 합성음을 출력한다. 우선, LSP 인덱스를 전송받아 LSP 역

양자화부(505)를 통해 LSP 파라미터로 복원되고, LSP 오차 인덱스를 가지고 LSP 오차 역양자화부(503)를 거쳐 LS

P 파라미터의 양자화 오차 성분을 복원하게 되며, 두 값을 결합하여 얻은 LSP 파라미터를 음성 합성부(502)에서 성

도를 표현하는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표준 음성 복호화부(107)의 여기신호 역양자화부(501)를 통해 여기

신호 인덱스를 역양자화하여 얻은 여기 신호와, 여기신호 오차 인덱스를 전송받아 여기신호 오차 역양자화부(504)를 

통해 얻은 여기신호의 오차 성분을 결합하고, 이 결합된 신호가 음성 합성부(502)에서 처리되어 품질향상된 여기신호

가 얻어진다. 즉, 음성합성부(502)에서는 품질향상된 여기신호와 품질향상된 LSP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향상된 품질

의 음성 신호를 복원하게 된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

하려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

정될 것이며, 위와 같은 변화 예나 변경 예 또는 조절 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음성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성 부호화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추가 비트만을 할당하 여 고음질의 음성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가 비트

를 음성도메인이 아니라 파라미터 도메인에서 다단계 양자화 기법을 적용하여 할당하므로 기존 표준 음성 부호화기

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적인 양자화부를 삽입하여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음성 신호를 성도 전달함수를 나타내는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 신호 성분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을 모델링하

고 양자화하여 표준 부호화를 수행함으로써 표준 부호화된 비트열을 생성하는 표준음성 부호화부;

상기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 신호 성분 각각에 대해 양자화되지 않은 신호와 상기 표준음성 부호화부에 의해 양자화된

신호 사이의 오차를 각각 구하고, 상기 구해진 각 오차에 대해 추가적인 양자화를 수행하여 부호화된 비트열을 생성

하는 품질향상 부호화부; 및

상기 각 부호화부에서 얻어진 비트열을 다중화시켜서 전송하는 다중화부를 포함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는 추가 비트를 이용하여 상기 각 오차를 양자화하는 다단계 양자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는 추가적인 양자화를 위해 벡터 양자화 방법을 이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펙트럼 정보는 LSP 파라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는 상기 표준음성 부호화부에서의 양자화 성능에 따라 일부의 스펙트럼 정보에 대해서만 추

가적으로 양자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는

상기 표준음성 부호화부로부터 양자화되지 않은 LSP 파라미터와 양자화된 LSP 파라미터를 입력받아 상기 두 파라미

터의 오차성분에 대한 양자화를 수행하는 LSP 오차 양자화부; 및

상기 표준음성 부호화부로부터 양자화되지 않은 여기신호와 양자화된 여기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두 여기신호의 오차

성분에 대한 양자화를 수행하는 여기신호 오차 양자화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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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향상 부호화부는

상기 표준음성 부호화부에서 얻어지는 각 서브 프레임마다의 LSP 파라미터와 양자화 과정 및 보간 과정에서 얻어지

는 LSP 파라미터 사이의 오차를 추가 비트를 이용하여 최소화시키는 LSP 보간정보 양자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송신기.

청구항 8.
전송된 음성 신호의 비트열을 입력받아 역다중화시키는 역다중화부;

상기 역다중화부로부터 역다중화된 음성 신호의 비트열을 입력받아,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신호 성분을 구분하여 역

양자화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역양자화된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신호 성분 각각에 대응하는 오차성분을 결합하여 합

성된 음성을 생성하는 표준음성 복호화부; 및

스펙트럼 정보의 오차 인덱스와 여기신호 오차 인덱스를 각가 입력받아 상기 각 오차 인덱스에 대해 역양자화를 수행

하여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신호 성분에 대한 오차성분을 생성하는 품질향상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수신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음성 복호화부는

상기 역다중화된 음성신호의 비트열로부터 LSP 인덱스를 입력받아 이를 역양자화하여 LSP 파라미터를 복원하는 LS

P 역양자화부;

상기 역다중화된 음성신호의 비트열로부터 여기신호 인덱스를 입력받아 이를 역양자화하여 여기신호를 복원하는 여

기신호 역양자화부; 및

상기 복원된 LSP 파라미터와 여기신호에 LSP 파라미터의 오차성분과 여기신호의 오차성분을 각각 합성하고, 상기 

두 합성신호를 처리하여 음성 신호를 복원하는 음성합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수신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향상 복호화부는

LSP 오차 인덱스를 입력받아 LSP 파라미터의 오차 성분을 복원하는 LSP 오차 역양자화부; 및

여기신호 오차 인덱스를 입력받아 여기신호의 오차 성분을 복원하는 여기신호 오차 역양자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추가 비트 할당 기법을 이용한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수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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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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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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