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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

요약

본 발명은 어학 학습기에 관한 것으로, 일반 테이프 재생모드와 반복 학습모드를 설정하는 단계와, 반복 
학습모드가 설정되면 학습자가 원하는 1:1 회화모드, 1:1 메모리모드, 구간 반복모드, 문장 반복모드, 문
장선택 및 반복회수 또는 속도조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단계와, 선택된 모드에 
따라 데크부의 구동을 중지하고 데이터 메모리부에 저장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무한 반복적으로 출력하
는 단계와, 학습할 음성신호를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발음속도 및 억양을 조정하는 속도 조정단계와, 
각종 모드의 임의 선택구간 전후에 어느 한 모드를 재설정하면 데크부의 구동을 계속하여 다음 학습구간
을 데이터 메모리부에 소거 및 저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음성신호 저장단계와, 상기 일련의 단계들의 
진행상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표시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어학 학습
을 극대화시키고, 학습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며, 그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다.

대표도

도1

색인어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장치, 시간축적 변조방식, 디지털 신호처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의 전체적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키입력부에 의한 학습모드에 관한 순환 알고리즘을 나타낸 도면,

도 3a 내지 도 3d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음성의 속도가변을 위한 시간축척 변조방식을 나타낸 파형도,

도 4a 및 도 4b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의 제어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마이크로폰12, 34: 가산기

14: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15: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16: 디지털 신호처리부18: 메모리부

20: 디지털 입출력부22: 마이콤

24: 액정표시부26: 테이프부

28: FM/AM 라디오부30: 무선조정부

32: 키입력부36: 증폭수단

38: 스피커40: 구간 반복키

42: 테이프 구동키44: 1:1 회화키

46: 반복 재생키48: 녹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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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1 메모리키52: 문장 설정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시간축
적 변조방식(Time  Scale  Modification)을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신호처리부에 적용하고, 학습모드상에서 
재생된 음성을 데이터 메모리부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학습모드가 해제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억양 및 
발음이 변하지 않으면서 1:1회화, 1:1메모리, 무한반복, 문장반복, 구간 문장반복 및 녹음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레벨로 음성속도를 조정하여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어학을 학습하는 장치나 기기는, 통상적으로 학습용 교재의 하나로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와, 이 
테이프를 재생하거나 녹음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시키는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종래에 어학 학습장치는, 녹음된 어학용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시켜 청취할 때에, 어학실습에 반드
시 필요한 반복청취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텐스 백(Sentence Back)이라는 별도의 입력버튼을 반복할 때마
다 동작시켜야 원하는 문장을 반복해서 청취할 수가 있다.

또한, 종래의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시켜 청취하면서 출력되는 발음을 따라 연습하려고 할 때, 예
를 들면, 일정단위의 긴 문장이 발음되면, 카세트 테이프의 재생속도가 청취자의 듣기능력보다 빠를 경우
에는 출력된 모든 문장을 따라 발음하거나 응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한 문장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정지버튼을 조작시켜 카세트 테이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가 청취자의 발음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생
버튼을 조작시켜 청취해야 했다. 이는 청취자의 듣기능력과는 무관하게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의 재생속도
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어학실습에 많은 불편을 안고 있었다.

또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는 마이크로폰으로 입력되는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기록헤드를 통해 테이프에 기록시키거나 또는 테이프에 기록된 신호를 재생헤드를 통해 재생하여 스피커 
등으로 출력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에는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록매체(예로, 테이프)가 있어야 하며,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를 구
동시키는 기능키나 모터 및 모터구동부가 장착되고,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입출력하는 마이크로폰 및 스피
커 또는 이어폰단자 등이 구성되며, 이러한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의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를 포함한 대부분의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신호를 재생할 때에 항상 정해진 재생속도에 의하여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재생하였다.

즉 예를 들어, 어학학습을 위한 테이프의 경우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학학습에 필요한 반복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되감기버튼과 재생버튼을 수동으로 일일이 조작해야 하는 번거러움과 재생된 음성을 따라 
발음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테이프의 녹음당시에 일정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발
음하거나 일정시간을 두더라도 사용자의 이해정도나 듣기정도에 따라 발음연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
다.   따라서, 사용자는 수동으로 정지버튼과 재생버튼을 조작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테이프를 재생한 후에 1:1발음이나 1:1메모리를 위
한 버튼을 작동시키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생중에 한 문장 또는 선택된 문장의 수만큼 재생이 종
료되어 자동으로 테이프가 정지되고, 사용자가 문장의 반복회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반복적으로 발음하게 
되며, 그 음이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입력되어 메모리에 저장되고, 테이프의 재생음과 사용자의 반복적인 
발음이 메모리에 동시 저장 및 반복되어 비교되는 음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로는 단일 문장이거나 비교적 문장이 짧은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되감기 및 반복재
생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긴 문장 또는 여러 문장을 반복적으로 청취할 때에는 테이프를 되감는 시간이 
상당이 길어져 학습자가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므로, 학습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장치들의 경우에는 데크의 모터속도를 조절하여 테이프의 재생속도를 가감할 수가 없기 때
문에 어학용 테이프를 재생할 때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속도로 청취할 수 없고, 무녹음 부분의 간
격이 기준치보다 짧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구분래서듣기를 원하는 데도 문장으로 분지되지 않거나 무녹음 
부분의 간격기 기준치보다 긴 경우에는 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장으로 분리되고, 어학실습실에
서 콘솔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등, 어학 학습에 필요한 각종의 학습자 편의기
능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 기능으로는 1:1대화기능을 포함하여, 테이프의 전후방향으로 반복하여 돌리지 않고도 선택적으로 문장
의 자동 반복청취가 가능하고, 카세트 테이프의 구동없이 고속으로 문장선택 및 자동 반복재생이 가능하
며, 필수적인 반복청취 기능을 자동화하고, 한 문장 또는 여러 문장을 자동으로 반복하여 청취가 가능하
며, 테이프의 재생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무녹음 부위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시녹음 및 어학 실
습실의 단말기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제안된 종래의 어학 학습기는 통상의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와는 달리 어학을 반복적으로, 또는 
원하는 문장단위나 반복횟수, 또는 원하는 속도 등을 설정하여 재생 및 청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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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치 등도 단일문장이거나 비교적 문장이 짧은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되감기 및 반복재생이 
가능하지만, 긴 문장 또는 여러 분장의 반복청취시에는 테이프를 되감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학습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기 장치 등은, 데크의 모터속도를 조절하여 테이프의 재생속도를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어학용 
테이프를 재생할 때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속도로 청취할 수 없고, 무녹음 부분의 간격이 기준치
보다 짧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구분해서 듣기를 원하는 데도 문장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무녹음 부분의 간
격이 기준치보다 긴 경우에는 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으로 분리되고, 어학 실습실에서 콘솔
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등, 어학 학습에 필요한 각종의 학습자 편의기능이 제
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에는 단순히 데크를 제어하는 콘트롤러와 테이프의 신호를 일정량만큼 
저장하는 메모리부에 의하여 재생된 소정량의 문장에 대해서만 발음연습을 할 수 있어 소정량 이상의 문
장에 대해서는 무한 반복학습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데크부를 통해서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을 재생하고 학습모드상에서 데크부의 재생동작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다음에 이 재생된 음성을 메
모리부에 저장하여 연속적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된 다양한 기능의 어학학습기가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발음속도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정해진 속도에 의해 무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습모드상에서 재생되는 음성의 발음 및 억양이 
변화가 없으면서 재생속도를 사용자가 임의의 시간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음성으로 속도
를 가변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한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시간축적 변조방식(TSM)을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신호처리부에 적용하고 학습모드
상에서 재생된 음성을 데이터 메모리부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였가 학습모드가 해제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억양 및 발음이 변하지 않으면서 1:1회화, 1:1메모리, 무한반복, 문장반복, 구간문장 반복 및 녹음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레벨로 음성속도를 조정하여 용이하게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를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시간축적 변조방식(TSM) 및 디지털 신호처리(DSP) 기술을 이용하여 음조 주
파수의 변화없이 말의 속도를 녹음 및 재생하고, 재생된 음성을 일정 시간동안 샘플링한 후에 부호/복호
화 변환기(CODEC)를 이용하여 데이터 메모리부에 압축 및 저장한 다음에 기능키의 처리조작에 따라 압축
된 음성을 풀어서 부호/복호화 변환기내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통해 스피커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시간축척 변조방식을 디지털 신호처리부내에 접목시켜 소형의 어학용 카세트 테이프 레
코더까지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어학 학습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테이프 재생모드와 반복 학습모드를 설정하는 단계와, 
반복 학습모드가 설정되면 학습자가 원하는 1:1 회화모드, 1:1 메모리모드, 구간 반복모드, 문장 반복모
드, 문장선택 및 반복회수 또는 속도조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단계와, 선택된 
모드에 따라 데크부의 구동을 중지하고 데이터 메모리부에 저장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무한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단계와, 학습할 음성신호를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발음속도 및 억양을 조정하는 속도 조정단
계와, 각종 모드의 임의 선택구간 전후에 어느 한 모드를 재설정하면 데크부의 구동을 계속하여 다음 학
습구간을 데이터 메모리부에 소거 및 저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음성신호 저장단계와, 상기 일련의 단
계들의 진행상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표시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소정 레벨의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시
키는 마이크로폰과, 상기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아날로
그/디지털 변환부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에서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신호처리
부와, 상기 디지털 신호처리부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메모리부와, 
학습기를 주제어하는 마이콤과, 상기 마이콤과 디지털 신호처리부의 디지털 신호와 제어신호를 입출력시
키는 디지털 입출력부와, 학습기의 작동상태 및 설정상태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액정표시부와, 마이콤의 
제어로 삽입된 테이프를 구동시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테이프부와, 공중으로부터 유기된 공중파신호를 
수신하는 FM/AM 라디오부와, 상기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 및 테이프부로부터 입력된 음성신
호를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는 제 1가산기와, 상기 디지털 신호처리부에서 출력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시키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와, 학습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각종의 키 또는 버튼
이 구비된 키입력부와, 원격에서 무선으로 학습기를 구동 및 제어하는 무선조정부와, 상기 디지털/아날로
그 변환부, 테이프부 및 FM/AM 라디오부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는 제 2가산기와, 상기 
제 2가산기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를 소정레벨로 증폭시키는 증폭수단과, 증폭된 음성신호를 외부로 출력
시키는 스피커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를 제공한 것이
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의 전체적인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키입력부에 의한 학습모드에 관한 순환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마이크로폰(10)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소정 레벨의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시키는 것
이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14)는 상기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
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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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호처리부(18)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에서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집적
회로를 사용한다.

메모리부(18)는 상기 디지털 신호처리부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것으
로, 메모리부(18)는 소정의 용량을 갖는 램(RAM)이거나 이이피롬(EEPROM) 등인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콤(22)은 학습기, 즉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나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등을 주제어하는 것이다.

디지털 입출력부(20)는 상기 마이콤(22)과 디지털 신호처리부(18)의 디지털 신호와 제어신호를 입출력시
키는 것이고, 액정표시부(24)는 학습기의 작동상태 및 설정상태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7-세그먼
트의 조합이나 LCD 또는 TFT LCD 등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이프부(26)는 마이콤(22)의 제어로 삽입된 테이프를 구동시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것이고, FM/AM 라디
오부(28)는 공중으로부터 유기된 공중파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5)는 상기 디지털 신호처리부(18)에서 출력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시키는 것이고, 상기 메모리부(18)에 음성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
(14)와 메모리부(18)에 저장된 음성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5)가 부호/복호화 
변환기로 집적화시켜 구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키입력부(32)는 학습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각종의 키 또는 버튼이 구비된 것으로, 키입력부(32)는 
학습기를 구동시키는 기본적인 키나 버튼외에 구간 반복키(40), 테이프 구동키(42), 1:1 회화키(44), 반
복 재생키(46), 녹음키(48), 1:1 메모리키(50) 및 문장 설정키(52)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키입력부
(32)의 하나로 무선조정부(30)는 원격에서 무선으로 학습기를 구동 및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제 1가산기(12)는 상기 마이크로폰(10)으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 및 테이프부(26)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
를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는 것이고, 제 2가산기(34)는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5), 테이프부(26) 및 
FM/AM 라디오부(28)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는 것이다.

증폭수단(36)은 상기 제 2가산기(34)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를 소정레벨로 증폭시키는 것으로, OP앰프나 
트랜지스터 등이 적용된다.   스피커(38)는 증폭된 음성신호를 외부로 출력시키는 것으로, 스피커(38)외
에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용 잭이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외에 테이프의 구동 및 속도를 제어하는 모터구동부가 더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서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후에 각각의 문
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끝점 검출(End Point Detection) 알고리즘을 취하고, 알고리즘 수행은 음성신호의 
에너지와 제로 크로싱비(Zero Crossing Rate)를 이용하여 각각의 문장을 찾아내며, 다음으로 이 문장들의 
속도변환을 위하여 싱크로나이즈드 오버랩 앤드 애드(Synchronized Overlap and Add) 알고리즘을 취하게 
되고, 이 알고리즘은 음성신호의 피치(Pitch)를 이용해서 원하는 속도로 문장을 합성해 주며, 속도변환시
에 음성신호의 사이에 평균화된 보정신호를 추가하여 음질의 열화가 없이 표준속도시와 동일한 음질을 구
현한다.

상기  도  3의  시간축적  변조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를  참조하여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축적 변조방식은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기 위하여 음성에 시간축적 변화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 특징은 음조주파수의 변화없이 말의 속도를 녹음재생기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스펙트랄 
형태(Spectral Shape) 및 피치 컨트롤(Pitch Control)은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커트(Cut) 및 연결방법의 변화량이다.   외부 또는 내부의 장치로부터 음성이 입력되고, 
이렇게 입력된 통상적인 음성의 커트 및 연결방법에 대한 문제는 유성음이 각각의 성문(聲門) 펄스들에 
따른 직렬주기(피치간격)들을 갖는 것으로 귀착될 수 있다.

사실상 이들 주기들의 규칙적인 배열은 "피치"라 명명된 하나의 현상으로 주어지고, 이들 주기들의 길이
는 "피치간격"으로 불리어진다.   말의 커트 및 연결과정에서 도 3a의 A에서 B까지의 간격이 버려지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도  3b에서와  같이  서로  연결될  때에  피치펄스들의  규칙적인  배열들이 중단
(Interrupt)된다.   연쇄적인 연결펄스들은 도 3b와 같이 비록 연결된 에지(Edge)들이 서로 합쳐지게 되
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매우 근접되거나 서로 매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버려진 간격이 크면, 통상적으로 약 30ms  정도의 연결이 다른 특성의 공통주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이 도 3b에서 설명된다.  이것은 연결 자체가 아닌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중단으로 되는 불규
칙적으로 변하는 커트 및 연결음성이 만들어진다.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음성을 자연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의 피치간격의 다수에서 커트 및 연결을 
한다.   이는 간단하며 효과적인 피치평가를 위한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도 3c 에서는 판단된 또는 평가된 피치주기에 대한 정보 및 말의 비율을 근간으로 하여 규칙적인 간격(C, 
D)이 버려진다.   실제로, 다수의 음성들의 피치주기들이 버려지거나 반복될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에서 실제로 말의 주기들의 시점에서 연결 및 되풀이를 행하지 않고, 가능한 피치주기가 
반복되고 버려지도록 길이가 같은 말의 확장을 길게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중요한 핵심은 도 3d에서와 같이, 시간축적 변조방식에 따라 가속의 경우에서 아티
패드를 줄이기 위해서 교차음량 기술이 사용되고, 그것을 위하여 음성의 분절의 끝부분들이 겹쳐지고, 또
한 그것들은 부드럽게 혼성하는 포함(C+D)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축적 변조방식에 따라 학습모드 상태에서는 디지털 신호처리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는데, 이러한 방식을 정해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며, 재생된 음성들은 일정한 피치주기의 펄스를 갖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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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도 3a 내지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의 가속 및 감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의 구성인 기능키 제어부, 디스플레이 제어부, 모터 제어부 등의 컨트롤 동
작에 따라 녹음부 및 재생부의 선별동작이 결정되며, 일단 재생부 및 녹음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제어동
작이 결정되면 재생된 음성이 부호/복호화 변환기를 통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후에 디지털 신호처리부
(18)를 경유하여 데이터 메모리부(18)에 저장되게 된다.   이때, 학습모드 상태에서는 반드시 부팅 메모
리부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처리부(18) 및 데이터 메모리부(18)가 초기화될 것이며, 다른 제어부는 리세트
에 의해 초기화되어야 학습모드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메모리부(18)에 저장된 음성신호의 데이터는 학습모드상에서 기능키, 즉 구간 반복키
(40), 테이프 구동키(42), 1:1 회화키(44), 반복 재생키(46), 녹음키(48), 1:1 메모리키(50) 및 문장 설
정키(52) 등에 의한 입력신호에 따라 디지털 신호처리부(18)를 통해서 부호/복호화 변환기(아날로그/디지
털 변환부(14)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5))로 전송되고, 부호/복호화 변환기(14, 15)에 전송된 음성 
데이터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 증폭수단(36) 및 스피커(38)를 통해서 출력된다.   이러한 일련
의 순환 알고리즘은 도 2와 같이 수행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제어방법은 다음에서 설명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로, 일반 테이프 재생모드와 반복 학습모드를 설정하는 단계와, 반복 학습모드가 설정되
면 학습자가 원하는 1:1 회화모드, 1:1 메모리모드, 구간 반복모드, 문장 반복모드, 문장선택 및 반복회
수 또는 속도조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단계와, 선택된 모드에 따라 데크부의 
구동을 중지하고 데이터 메모리부에 저장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무한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단계와, 학습
할 음성신호를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발음속도 및 억양을 조정하는 속도 조정단계와, 각종 모드의 임의 
선택구간 전후에 어느 한 모드를 재설정하면 데크부의 구동을 계속하여 다음 학습구간을 데이터 메모리부
에 소거 및 저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음성신호 저장단계와, 상기 일련의 단계들의 진행상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표시단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련의 연계동작에 따른 제어방법은 모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일단 학습모드가 설정되면 부팅 메모리
부와 리세트부에 의하여 학습모드를 초기화한 후에 데이터 메모리부(18)에 음성신호를 저장하거나 출력하
며, 계속되는 학습모드상에서 학습데이터의 소거 및 저장단계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에 의해 달성될 수 있
다.

이러한 학습모드는 도 4a 및 도 4b의 흐름도에서와 같이 다음에 설명되는 일련의 동작관계는 학습모드상
에서 수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재생모드 또는 학습모드에서 데크를 구동시키고(단계 S101), 학습모드인가를 판단한다(단계 S102).

학습모드일 경우에는 학습모드에서 데크구동 및 재생음성을 녹음하고(단계 S103), 아닐 경우에는 일반 재
생모드를 수행한 후에 종료된다(단계 S115).

상기 선택단계중에서 반복모드에서 반복 재생키(46)를 누르면, 직접 테이프 구동단계와 포즈단계가 수행
되어 테이프 구동키(42) 동작과 데크 구동여부가 결정되어 일정구간 녹음된 재생음성을 반복적으로 출력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 S101에서 연속적으로 반복모드에 의한 반복 재생키(46), 1:1 회화키(44) 및 1:1 메모리
키(50)에 의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 각각의 단계들이 수행된다(단계 S104).

다음으로, 상기 선택단계중에서 반복 재생키(46), 문장 설정키(52)의 동작에서의 판별모드를 수행한 후에 
단계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된다(단계 S105 내지 단계 S114).   그 후, 상기 선택단계중에서 1:1 회화키
(44), 반복 재생키(46), 녹음키(48)에 의해 판별모드를 수행한 후에 단계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된다(단계 
S105 내지 단계 S114).   그 다음에 상기 선택단계중에서 반복 재생키(46), 1:1회화키(44) 및 마크키에 
의해 판별모드를 수행한 후에 단계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된다(단계 S105 내지 단계 S114).

마지막으로 상기 선택단계중에서 1:1 회화키(44), 1:1 메모리키(50), 문장반복 재생키(46), 녹음키(48), 
문장  설정키(52)에  의해  판별모드를 수행한 후에  단계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된다(단계  S105  내지  단계 
S114).

상기한 일련의 알고리즘의 수행중에 1:1 회화 및 1:1 메모리의 단계 수행중에 음성속도 및 시간 설정단계
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발음 및 억양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음성 재생속도를 0.8초에서 1.6초까지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화시켜 청취할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은 시간 설정키에 의해 설정된 속도에 반복시
간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로써,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 원음의 발음과 억양을 변화시킴없이 원하는 학습내용을 무한 반복
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학습모드상에서 재생되는 음성의 발음 및 억양의 변화없이 최대 
1.6초에서 최소 0.8초까지 재생속도와 시간을 사용자의 임의로 조정하여 무한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며, 디지털 신호처리부내에서 발음속도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간축척 변조방식을 이용하여 
1:1 회화, 1:1 메모리, 문장반복 및 녹음재생 등의 학습모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향상된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시간축척 변조방식을 디지털 신호처리부내에 접목함으로써 소형 어학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에서 
언어 학습 플레이어까지 폭 넓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사상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에
서 설시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변경 및 변화가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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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일반 테이프 재생모드와 반복 학습모드를 설정하는 단계와,

반복 학습모드가 설정되면 학습자가 원하는 1:1 회화모드, 1:1 메모리모드, 구간 반복모드, 문장 반복모
드, 문장선택 및 반복회수 또는 속도조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단계와,

선택된 모드에 따라 데크부의 구동을 중지하고 데이터 메모리부에 저장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무한 반복
적으로 출력하는 단계와,

학습할 음성신호를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발음속도 및 억양을 조정하는 속도 조정단계와,

각종 모드의 임의 선택구간 전후에 어느 한 모드를 재설정하면 데크부의 구동을 계속하여 다음 학습구간
을 데이터 메모리부에 소거 및 저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음성신호 저장단계와,

상기 일련의 단계들의 진행상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장치에 디스플레이하는 표시단계를 수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학습할 음성신호를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발음속도 및 억양을 조정하는 속도 조
정단계는 재생되는 음성의 발음 및 억양의 변화없이 최대 1.6초에서 최소 0.8초까지의 재생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

청구항 3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소정 레벨의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시키는 마이크로폰과,

상기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에서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신호처리부와,

상기 디지털 신호처리부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메모리부와,

학습기를 주제어하는 마이콤과,

상기 마이콤과 디지털 신호처리부의 디지털 신호와 제어신호를 입출력시키는 디지털 입출력부와,

학습기의 작동상태 및 설정상태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액정표시부와,

마이콤의 제어로 삽입된 테이프를 구동시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테이프부와,

공중으로부터 유기된 공중파신호를 수신하는 FM/AM 라디오부와,

상기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 및 테이프부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는 
제 1가산기와,

상기 디지털 신호처리부에서 출력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시키는 디지털/아날로
그 변환부와,

학습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각종의 키 또는 버튼이 구비된 키입력부와,

원격에서 무선으로 학습기를 구동 및 제어하는 무선조정부와,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 테이프부 및 FM/AM 라디오부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는
제 2가산기와,

상기 제 2가산기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를 소정레벨로 증폭시키는 증폭수단과,

증폭된 음성신호를 외부로 출력시키는 스피커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
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키입력부는 구간 반복키, 테이프 구동키, 1:1 회화키, 반복 재생키, 녹음키, 1:1 
메모리키 및 문장 설정키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
습기.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테이프의 구동 및 속도를 제어하는 모터구동부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에 음성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부와 메모리부에 저
장된 음성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가 부호/복호화 변환기로 적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는 소정의 용량을 갖는 램(RAM)이거나 이이피롬(EEP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 속도가변 재생방법을 이용한 어학 학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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