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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및 역 벡터 양자화 장치와그 방법

요약

벡터 양자화 장치 및 방법은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KLT를 기반으로 분할된 코드북과 음성신호의 고유값 및 고유

벡터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양자화 함으로써, 벡터 양자화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벡터 양자화 장치는 코드북 군, KLT부, 제 1 및 제 2 선택부, 전송부로 구성된다. 코드북 군은 KLT에

의해 얻어진 음성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를 저장한 복수의 코드으로 구성된다. 코드북들은 KLT(Karhunen- T

ransform) 도메인 통계치에 따라 분할된다. KLT부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한다. 제 1 선택부

는 KLT에 의해 구해진 입력되는 음성신호의 공분산 매트릭스의 고유값(eigenavlue) 세트를 토대로 코드북들에서 최

적의 코드북을 선택한다. 제 2 선택부는 제 1 선택부에서 선택된 코드북에 실려 있는 코드 벡터들과 KLT부에서 KLT

도메인으로 변환된 음성 신호간의 왜곡을 결정하고, 결정된 왜곡을 토대로 최적의 코드 벡터를 선택한다. 전송부는 

최적의 코드 벡터의 인덱스를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정보로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한다. 역 벡터

양자화 장치는 데이터 검출부, 코드북 군 및 역 KLT로 구성되어, 벡터 양자화 된 음성신호를 원래의 음성신호로 복원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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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a)는 잔류 영역(residual domain)에서 CELP 코드북 예의 Voronoi-region 형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 1 (b)는 

음성 도메인에서 상당하는 CELP코드북의 Voronoi-region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벡터 양자화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a) 및 (b)는 KLT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Voronoi-region 예이다.

도 4는 도 2의 벡터 양자화 장치에 대응되는 역 벡터 양자화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벡터 양자화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성신호(speech signal)에 대한 부호화 기술(coding technology)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음성신호에 대한 

높은 부호화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벡터 양자화 및 역 벡터 양자화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음질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저 비트 율(low-bit-rate)의 부호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메모리, 스페이스 필링(space

-filling) 및 형태(shape)상의 이점(advantage) 때문에 스칼라 양자화에 비해 벡터 양자화가 선호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기술로는 음성신호의 직접적인 벡터 양자화(Direct Vector Quantizatio

n, 이하 DVQ라고 약함)와 코드 여기 선형 예측(Code-Excited Linear Prediction, 이하 CELP라고 약함) 코딩방식에

의한 벡터 양자화가 있다.

상기 음성 신호의 통계치(statistic)가 주어질 경우에 DVQ는 가장 높은 코딩 효율(highest coding efficiency)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음성 신호의 시변 신호 통계치(time-varying signal statistic)가 다량의 코드북(a very large numb

er of codebooks)을 요구하므로 DVQ는 관리하기 어려운(unmanageable) 코드북 저장이 요구된다.

CELP는 단일 코드북(single codebook)을 사용한다. 따라서 CELP는 DVQ와 같이 많은 저장용량이 요구되지는 않는

다. CELP는 입력되는 음성신호에서 선형 예측(Linear Prediction, 이하 LP라고 약함) 계수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LP

계수들에 의해 필터링 특성이 결정되는 합성 필터(synthesis filter)를 이용하여 상기 코드북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 

벡터들로부터 시험 음성 신호(trial speech signal)를 구성하고, 입력되는 음성신호와 가장 근접한 음성신호의 코드 

벡터를 찾도록 수행된다.

이러한 CELP는 2차원인 경우에 코드북에 저장된 코드 벡터들의 Voronoi- region의 형태가 도 1의 (a)에 도시된 바

와 같이 구형(spherical)에 거의 가깝게 될 수 있는 반면에 합성 필터에 의해 구성된 시험 음성 신호들은 도 1의 (b)와

같이 구형의 Voronoi-region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 상기 Voronoi-region은 음성 신호를 2차원의 코드 벡터로 양자

화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CELP는 벡터 양자화의 이점인 스페이스 필링 및 형태의 이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음성 신호를 부호화할 때, 벡터 양자화에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벡터 양자화 및 역 벡터 양자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음성신호를 부호화하기 위하여, KLT(Karhunen- Transform)에 의해 얻어진 코드 

벡터와 음성신호의 고유값(eigenvalue)과 고유벡터(eigenvector)를 이용하여 음성신호를 벡터 양자화함으로써, 코

드북 탐색을 위한 계산량과 저장용량을 줄일 수 있는 벡터 양자화 및 역 벡터 양자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음성신호에 대한 Voronoi-region 형태가 구형(spherical)에 거의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는

KLT 기반의 분할 벡터 양자화(KLT-based classified vector quantizer) 및 역 벡터 양자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코드북 군, KLT 부, 제 1 및 제 2 선택부, 전송부를 포함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를 제공한다. 코드북 군은 KLT에 의해 얻어진 음성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를 저장한 코드북이 복수개 구비된다. 

상기 코드북들은 KLT 도메인 통계치에 따라 분류된다. KLT부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시킨다.

제 1 선택부는 KLT에 의해 얻어진 입력 음성 신호의 공분산 매트릭스(covariance matrix)에 대한 고유값 세트(eige

nvalue set)를 토대로 코드북들로부터 최적의 코드북을 선택한다. 제 2 선택부는 선택된 코드북에 실려 있는 각 코드 

벡터들과 KLT부에 의해 KLT 도메인으로 변환된 음성 신호간의 왜곡을 토대로 최적의 코드 벡터(optimal code vect

or)를 선택한다. 전송부는 최적의 코드 벡터가 입력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데이터로서 사용되도록 최적 코드 

벡터의 인덱스를 복호화측으로 전송한다.

상기 코드북은 음성 신호의 공분산 매트릭스의 고유값을 토대로 한 신호 클래스와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KLT부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먼저, KLT부는 입력 음성신호의 선형 예측(LP) 계수를 계산하고, 선형 예측 

계수들을 이용하여 공분산 매트릭스를 구하고, 공분산 매트릭스에 대한 고유값 세트를 계산하고, 고유값들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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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유벡터들을 계산한다. 그 다음, KLT부는 고유값 세트를 토대로 고유값 매트릭스를 구하고, 상기 고유 벡터들을 

토대로 단위(unitary) 매트릭스를 구한다. 그 후, KLT부는 상기 단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입력 음성신호에 대한 KL

T 도메인을 얻는다.

상기 제 1 선택부는 KLT부에 의해 계산된 고유값 세트와 근사한 고유값 세트를 갖는 코드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제 2 선택부는 최소 왜곡 치(minimum distortion value)를 갖는 코드 벡터를 선택하고 사용된 코드 벡터

를 최적 코드 벡터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또한, 음성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들이 저장된 복수의 코드북이 구비된 시

스템에서 상기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입력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한다

. 입력 음성 신호에 상당하는 코드 북은 입력 음성신호의 KLT에 따라 검출된 입력 음성신호의 공분산 매트릭스의 고

유값 세트를 토대로 복수의 코드북으로부터 선택된다. 최적 코드 벡터는 선택된 코드북에 저장되어 있는 각 코드 벡

터들과 KL 변환된 음성 신호간의 왜곡 값을 토대로 선택된다. 선택된 코드 벡터는 입력 음성신호의 벡터 양자화 값으

로서 사용되도록 전송된다.

입력 음성신호의 KLT기반 변환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입력 음성신호의 선형 예측 계수들을 

추정한다. 그 다음, 입력 음성신호에 대한 공분산 매트릭스를 구하고, 공분산 매트릭스에 대한 고유값 세트와 고유값 

세트에 대한 고유 벡터 세트를 계산한다. 또한, 고유 벡터 세트를 이용하여 음성신호 대한 단위 매트릭스(unitary mat

rix)를 구한다. 단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입력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한다.

상기 선택된 코드북은 추정된 고유값 세트와 유사한 고유값 세트에 상당하는 코드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최소 

왜곡을 갖는 코드 벡터는 최적의 코드 벡터로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음성신호

에 대한 벡터 양자화 장치는 코드북 군(200), KLT(Karhunen- Transform, 이하 KLT라고 약함)부(210), 코

드북 클래스(class) 선택부(220), 최적 코드벡터 선택부(230), 데이터 전송부(240)로 구성된다.

코드북 군(200)은 훈련(training) 단계에서 KLT의 에너지 집중 특성(energy concentration property)을 이용하여 

음성신호(speech signal)에 대한 KLT 도메인 통계치(statistics)가 좁은 클래스(narrow class)별로 코드북이 분할되

게 설계(design)된다.

즉, 음성신호(speech signal)를 KLT 도메인(domain)으로 변환할 경우에,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축(hor

izontal axis)을 따라 에너지가 집중된 도메인을 얻게 된다. 도 3의 (a)는 각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에

대한 2차원 음성 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들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의 (b)는 도 3의 (a)에서와 같은 상관계수 

에서 상기 2차원 음성 신호에 상당하는 KL 변환된 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들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의 (b

)에서 다른 통계치를 갖는 음성 신호들이 KLT 도메인상에서 동일한 통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LT 도메인

상에서 동일한 통계를 갖는다는 것은 동일한 고유값 세트(eigenvalue set)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

값은 KLT 영역으로 변환된 벡터의 성분 분산(variance of the component)에 상응한다.

코드북 군(200)에 구비되는 제 1 내지 제 n 코드북(201-1∼n)에 상당하는 n 클래스중 하나로 음성신호를 분할하기 

위하여 거리 측정(distance measure)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근사한 통계치를 갖는 고유값 세트를 찾으면 

끝난다.

고유값 세트들은 수학식 1과 같은 거리 측정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수학식 1

ε'= 

수학식 1에서 는 입력신호의 i번째 고유값이고, 는 j번째 클래스 코드북의 i번째 고유값이다. 즉 하나의 코드북은

2차원 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를 고려하는 경우에 2개의 고유값을 갖는다. 만약 k차원 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가 고려

되는 경우에, 상기 해당되는 코드북은 k개의 고유값을 갖는다. 상기 2개의 고유값 및 k개의 고유값을 해당되는 각 코

드북의 고유값 세트라고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코드북을 고유값 세트로 분류할 때, 가장 큰 고유값은 중요한 값이 된

다.

제 1 내지 제 n 코드북들(201_1∼201_n)에 포함되는 코드 벡터들은 KLT 도메인으로 변환된 양자화 된 음성신호들

이다. 코드북 분할을 위하여 음성신호들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고유값은 수학식 2와 같이 정규화(normalize)한다.

수학식 2

'= / (i=1,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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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된 고유 값들은 수학식 1에 적용된다.

상술한 클래스 고유값 세트들은 실제적인 음성 데이터의 P차 LP 계수들로부터 추정되고, 수학식 1과 같은 거리 측정 

기능을 갖는 LBG(Linde-Buzo-Gray)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양자화 된다. 상기 P는 예를 들어 10이 될 수 있다. 많은 

클래스의 코드북들이 코드북 군(200)에 포함되면,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장치의 SNR 효율은 더 향상된다.

KLT부(210)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한다. 상기 변환은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

여 KLT부(210)는 먼저,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분석하여 LP계수를 구한다. 구해진 LP계수는 데이터 전송부(240)로 

전송된다. 입력되는 음성신호의 LP를 구하는 방식은 종래 알려진 방식들중 하나를 사용한다. 구해진 LP를 이용하여 

입력신호의 공분산(covariance) 매트릭스 E(x)를 구한다. 5차원 (dimensional)인 경우에, 공분산 매트릭스 E(x)는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3

상술한 수학식 3에서 A 1 = 이고, A 2 = + 이고, A 3 = + + 이고, A 4 = 

이다. 내지 는 LP 계수이다. 따라서 LP계수를 이용하여 공분산 매트릭스 E(x)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KLT부(210)는 공분산 매트릭스 E(x)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 은 수학식 4를 이용하여 구하고, 고유벡

터(eigenvector) P i 는 수학식 5를 이용하여 구한다.

수학식 4

수학식 5

=0

수학식 4에서 I는 식별자(identity) 매트릭스이다. 이 매트릭스는 대각선 행렬 값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매

트릭스이다. 수학식 5를 만족하는 고유 벡터는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구한다.

매트릭스 D의 대각선(diagonal)을 따라 공분산 매트릭스 E(x)의 정돈된 고유값들을 배열함으로써 매트릭스 D를 얻

는다. 매트릭스 D는 코드북 클래스 선택부(220)로 출력된다. 그러나, 상기 매트릭스 D를 구하지 않고, 수학식 1을 이

용하여 코드북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수학식 1을 이용하여 코드북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구현된 경

우에, KLT부(210)는 코드북 클래스 선택부(220)로 입력신호의 고유값을 제공한다.

한편, KLT부(210)는 구해진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매트릭스(unitary matrix) U를 수학식 6과 같이 구한다.

수학식 6

U=[P 1 , P 2 , ....P n ]

수학식 6에서 P 1 , P 2 , P n 은 n×1 매트릭스이다.

U T 를 입력되는 음성신호 s k 에 승산(U T s k )하여 입력된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한다. 여기서 s k 는

LP 합성 필터의 k차 제로 상태 응답(k-dimensional zero state response)이다. KLT 도메인으로 변환된 음성신호는

최적 코드 벡터 선택부(230)로 제공된다. 상기 U T 에서 T는 전치(transpose)이다. s k 는 음성 신호의 k차(k-dime

nsional) 벡터이다.

코드북 클래스 선택부(220)는 KLT부(210)로부터 수신된 매트릭스 D를 토대로 제 1 내지 제 n 코드북(201_1∼n)에

서 해당되는 코드북을 선택한다. 즉, 수학식 1에 따라 KLT부(210)로부터 수신된 매트릭스 D와 가장 근사한 고유값

들(또는 고유값 세트)을 갖는 하나의 코드북을 선택한다. 선택된 코드북이 제 1 코드북(201_1)인 경우에 제 1 코드북

(201_1)에 존재하는 코드 벡터들은 순차적으로 최적 코드벡터 선택부(230)로 출력된다. 이 때, 코드북 클래스 선택부

(220)는 KLT부(210)로부터 매트릭스 D가 전송되지 않고 고유값이 전송되도록 구현된 경우에, 수학식 1에 의해 최적

의 코드북을 선택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최적 코드벡터 선택부(230)는 수학식 7과 같이 KLT부(210)로부터 수신된 U T s k 와 코드북 클래스 선택부(220)로

부터 수신된 각 코드 벡터들간에 왜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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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수학식 7에서 는 U T s k 에 대한 i번째 클래스의 j번째 코드북 엔트리이다. 각 코드 벡터들에 대해 수학식 7에

서와 같은 왜곡 값을 구한 후, 최적 코드벡터 선택부(230)는 최소 왜곡을 갖는 최적의 코드벡터를 추출한다. 최적 코

드 벡터 선택부(230)는 선택된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를 데이터 전송부(240)로 전송한다.

데이터 전송부(240)는 KLT부(210)로부터 전송되는 프레임단위의 LP 계수와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를 도 4에 도

시된 역 벡터 양자화 장치를 포함한 복호화 장치측으로 전송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도 2에 도시된 벡터 양자화 장치에 대응되는 복호화 장치는 데이터 검출부(401), 코드북 군(410), 

역 KLT부(420)로 구성된다.

데이터 검출부(401)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벡터 양자화 장치를 구비한 부호화장치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에서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를 검출하고, 수학식 3 내지 6을 이용하여 수신된 LP계수로부터 매트릭스 D와 단위 매트릭

스 U를 얻는다. 검출된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와 매트릭스 D는 코드북 군(410)으로 전송된다.

코드북 군(410)은 수신된 매트릭스 D에 의해 해당되는 코드북 클래스를 선택하고, 수신된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에

의해 선택된 코드북 클래스에서 해당되는 코드 벡터를 검출한다. 코드북군(410)은 도 2의 코드북 군(200)과 동일하

게 구성된 코드북들로 구성되고, 매트릭스 D와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에 의해 검출된 코드 벡터는 역 KLT부(420)

로 전송한다.

역 KLT부(420)는 데이터 검출부(401)로부터 수신된 단위 매트릭스 U와 코드북 군(410)으로부터 전송되는 코드 벡

터를 이용하여 KLT부(210)에서의 변환과 역 방식으로 코드 벡터를 변환하여 선택된 코드 벡터에 대응되는 원래의 

음성신호를 복원한다. 즉, 코드북 벡터는 U와 승산되어 원래의 음성신호를 복원한다.

상술한 벡터 양자화 장치와 역 벡터 양자화 장치는 부호화 장치 및 복호화 장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환경

에서는 하나의 시스템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에 존재할 경우에 시스템내에 구비되는 코드북군은 하나

가 존재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신호에 대한 KLT기반 분할 벡터 양자화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제 501 단계에서 음성신호가 입력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 502 단계에서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

한 LP계수를 추정한다. LP계수는 프레임 단위로 추정된다. 제 503 단계에서 입력된 음성신호의 공분산 행렬 E(x)를 

수학식 3에서와 같이 구한다. 제 504 단계에서 구해진 공분산 행렬 E(x)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고유

값을 구하고, 구해진 고유값으로 고유 벡터를 구한다.

제 505 단계에서 상기 고유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D를 구하고, 상기 고유 벡터를 이용하여 매트릭스 U를 구한다. 

매트릭스 D와 매트릭스 U를 구하는 방식은 도 2의 KLT부(210)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 506 단계에서 상기 매트릭

스 U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한다. 상술한 제 502 단계 내지 제 506 단계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

제 507 단계에서 고유값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D를 이용하여 복수의 코드북에서 해당되는 코드북을 선택한다. 복수의

코드북은 도 2의 코드북 군(2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LT 도메인으로 변환된 음성신호를 토대로 분할된 것이다.

제 508 단계에서, 선택된 코드북에 포함되어 있는 코드 벡터들과 상술한 제 502 단계 내지 제 506 단계를 통해 KLT

된 음성신호 U T s k 를 수학식 7에 대입시켜 최적의 코드벡터를 선택한다. 최적의 코드 벡터는 수학식 7에 의한 연

산 결과 최소값을 갖는 코드벡터가 된다.

제 509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코드 벡터의 인텍스 정보와 제 502 단계에서 추정된 LP 계수를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결과 값으로 전송한다. 만일 제 501 단계에서 입력신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술한 과정은 수

행되지 않는다.

복호화는 제 509 단계에 의해 전송되는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와 LP계수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역 KL

T하여 원래의 음성신호를 복원하도록 수행된다.

상술한 도 5는 상술한 도 2에서와 같이 매트릭스 D를 이용하여 최적의 코드북 클래스를 선택하는 예이다. 그러나, 도 

2의 KLT부(210)와 코드북 클래스 선택부(22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트릭스 D를 이용하지 않고 고유값과 수학식 

1을 이용하여 최적의 코드북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 예들은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된 결과로 LP계수와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경

우이다. 그러나, LP계수를 전송하지 않고 코드 벡터의 인덱스 정보만 전송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이는 ITU-T 표

준 코덱인 G.728에서 사용된 역 LP계수 추정과 유사한 역 적응 방법(backward adaptive manner)을 적용할 경우에,

부호화 및 복호화측에서 바로 전 프레임에서 양자화된 음성신호를 가지고 현재 프레임의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내는 

LP계수를 추정함으로써, 부호화측에서 복호화측으로 LP 파라미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LP추정은 음성 스

펙트럼 특성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부호화측에서 복호화측으로 LP계수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 도 4의 데이터 검출부(401)로 인가되는 LP계수는

부호화측으로부터 수신된 것이 아니라 복호화측에서 상술한 역 적응 방법(backward adaptive manner)으로 추정된 

LP계수가 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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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해 제안된 KLT기반으로 분류된 벡터 양자화(CVQ)는 Voronoi-region이 KLT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페이스 필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각 코드북이 KLT 영역 통계치의 좁은 클래스(narrow class)를 기반으

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메모리 및 형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KLT-CVQ는 CELP 및 DVQ보다 높은 SNR

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KLT가 Voronoi-region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입력 신호를 KLT도메인으로 변환하고 최적의 코

드 벡터를 찾는다. 이 과정은 코드 벡터에 대 한 부가적인 필터링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KLT-CVQ는 DVQ와 계

산상의 복잡성이 유사하고, CELP보다는 계산상의 복잡성이 더 낮다.

본 발명은 KLT가 가장 작은 고유값 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산(variance)을 초래하므로 코드북을 저장하기 위

해 요구되는 메모리를 줄일 수 있고, 적절한 코드 벡터를 찾기 위하여 검색의 복잡성(complexity)을 줄일 수 있다. 이

러한 이점은 높은 고유값들을 갖는 서브셋(subset)차원만을 고려함으로써 얻어진다. 예를 들어, 5차원 벡터에 대해 4

개의 가장 큰 고유값 축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축의 사용과 상응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KLT의 에너지 

집중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메모리 요구량 및 검색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부호화측 및 복호화측에서 ITU-T 표준 코덱인 G.728에서 사용된 역적응 방법(backward adaptive 

manner)으로 LP계수를 추정하도록 구현될 경우에, 부호화기에서 복호화기로 LP 계수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따라

서, 본 발명에서 권리를 청구하는 범위는 상세한 설명의 범위 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청구범위로 정해질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장치에 있어서,

KLT(Karhunen- Transform)에 의해 얻어진 음성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 를 저장한 코드북을 상기 KLT 도메

인 통계치에 따라 복수 개로 분할하여 구비하는 코드북 군;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KLT부;

상기 KLT부에서 KLT에 의해 얻어진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고유값(eigenavlue)을 토대로 상기 코드북 군

에서 최적의 코드북을 선택하는 제 1 선택부;

상기 제 1 선택부에서 선택된 코드북에 실려 있는 코드 벡터들과 상기 KLT부에서 KLT 도메인으로 변환된 음성 신

호간의 왜곡을 토대로 최적의 코드 벡터를 선택하는 제 2 선택부;

적어도 상기 최적의 코드 벡터의 인덱스를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정보로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코드북은 상기 KLT에 의해 얻어진 음성신호의 공분산 매트릭스의 고유값(eigenvalue

)을 토대로 한 신호 클래스(class)와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KLT부는,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의 선형 예측(LP) 계수들을 구하고,

상기 선형 예측 계수들을 토대로 공분산 매트릭스를 구하고,

상기 공분산 매트릭스의 고유값들을 계산하고,

상기 고유값들에 상응하는 고유벡터 세트를 구하고,

상기 고유 벡터 세트를 토대로 단위(unitary) 매트릭스를 구하고,

구해진 단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응되는 KLT 도메인을 얻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부는 하기 수학식을 토대로 상기 최적의 코드북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벡

터 양자화 장치.

ε'= 

( = 입력신호의 i번째 고유값이고,

는 j번째 클래스 코드북의 i번째 고유값이다.)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부는 상기 KLT부에 의해 계산된 고유값 세트와 근사한 고유값 세트가 할당된 코드

북을 상기 최적의 코드북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선택부는 최소 왜곡 값을 갖는 코드 벡터가 최적의 코드 벡터가 되도록 선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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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선택부는 하기 수학식을 토대로 상기 왜곡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정보에 LP 계수를 더 포함시켜 전송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북 차원은 KLT의 에너지 집중 특성을 사용하여 서브셋 차원으로 줄일 수 있는 벡터 양자

화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벡터 양자화 장치가 이전 프레임에서 양자화된 음성신호를 가지고 현재 프레임의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내는 LP계수를 추정하도록 구성된 경우에, 상기 전송부가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정보로서 LP계수

를 전송하지 않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벡터 양자화 장치.

청구항 11.
음성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가 저장된 복수의 코드북이 구비된 시스템에서 상기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KLT 도메인으로 변환함에 따라 추정된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고유값 세트를 토대로 상기 복수의 코드

북에서 최적의 코드북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코드북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 벡터들과 KLT 도메인으로 변환된 음성 신호간의 왜곡 값을 토대로 최적의 코드

벡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코드 벡터의 인덱스를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응되는 벡터 양자화 값으로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벡터 양자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단계는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선형 예측 계수를 추정하는 단계;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공분산 매트릭스를 구하는 단계;

상기 공분산 매트릭스에 대한 고유값 세트를 구하는 단계;

상기 고유값 세트에 대한 고유 벡터 세트를 구하는 단계;

상기 고유 벡터 세트를 이용하여 상기 음성신호에 대응되는 단위 매트릭스를 구하는 단계;

상기 단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KLT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벡터 양자화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북 선택단계는 상기 고유값 세트와 근사한 고유값 세트와 관련된 코드북을 최적의 코드

북으로 선택하는 벡터 양자화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코드 벡터 선택 단계는 상기 왜곡이 최소치인 코드벡터를 상기 최적의 코드 벡터로 

선택하는 벡터 양자화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북 차원은 KLT의 에너지 집중 특성을 사용하여 서브셋 차원으로 줄일 수 있는 벡터 양

자화 방법.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형 예측 계수 추정 단계가 이전 프레임에서 양자화된 음성신호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내는 선형 예측 계수를 추정하는 경우에, 상기 전송 단계에서 상기 음성신호에 대한 벡터 양자화

정보로서 LP계수를 전송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벡터 양자화 방법.

청구항 17.
음성신호에 대한 역 벡터 양자화 장치에 있어서,

KLT(Karhunen- Transform)에 의해 얻어진 음성신호에 대한 코드 벡터를 저장한 코드북을 상기 KLT 도메

인 통계치에 따라 복수 개로 분할하여 구비하는 코드북 군;

수신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코드 벡터의 인덱스를 검출하고, 현재 프레임의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내는 선형 예

측 계수를 토대로 고유값 세트와 단위 매트릭스(U)를 각각 검출하고, 검출된 코드 벡터의 인텍스와 고유값 세트는 상

기 코드북 군으로 출력하는 데이터 검출부;

상기 데이터 검출부로부터 출력되는 단위 매트릭스와 상기 코드 벡터의 인덱스에 의해 상기 코드북 군으로부터 출력

되는 코드 벡터를 이용한 역 KLT로 상기 코드 벡터에 대응되는 원래의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역 KLT부를 포함하는 

역 벡터 양자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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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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