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H03M 1/1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5월16일
10-0474826
2005년02월24일

(21) 출원번호 10-1998-0016629 (65) 공개번호 10-1999-0084690
(22) 출원일자 1998년05월09일 (43) 공개일자 1999년12월0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조용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주공2차아파트 222동 101호

김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213동 1302호

(74) 대리인 이영필

심사관 : 송병준

(54) 음성부호화기에서의주파수이동법을이용한다중밴드의유성화도결정방법및그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 및 그 장치를 개시한다. 음성 부
호화기에서의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은, (a) 입력 음성신호에 대해 윈도
우를 적용하고, 윈도윙된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여 얻은 음성 스펙트럼으로부터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단계, (b) 파워 스
펙트럼을 소정 개수의 부밴드로 분할한 후에, 각 부밴드에 대해 원점으로 주파수를 이동시키는 단계, (c)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파워 스펙트럼을 역푸리에 변환하여 부밴드별로 자기 상관치를 구하는 단계 및 (d) 자기 상관치를 각각 정규화하
고,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로부터 부밴드별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3 (a)~(d)는 본 발명과 종래의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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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음성 부호화기에서 사용되는 유성화도 측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자기상관 방식에 근거하여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비트율의 음성 부호화기(또는 보코더(vocoder))에서는 음성을 피치(pitch), 유성화도 및 성도계수 등으로
나타내는데, 피치와 유성화도는 여기신호로, 성도계수는 전달함수로서 모델링한다. 여기서, 유성화도는 음성신호에 유성
음이 포함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음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들중 하나로서, 음성 부호화기를 거친 음성의 음질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음성 부호화기에 사용되는 유성화도 측정방법은 많은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유성화도는 단순하게 전 대역에 대해 유성 또는 무성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LPC10:DoD 2.4 kbit/s 표준 음성
부호화기에 채택되었는데, 이와같이 이분적으로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것은 음성 부호화기의 음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
이 되었다. 근래에는 음질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킨 개선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다중 밴드 여기(MiltiBand
Excitation, 이하 MBE라 칭함) 보코더에서는 음성의 주파수 대역에서 전 대역을 소정 개수의 부밴드(subband)로 분할하
고, 각 부밴드에 대해 이분적으로 유성/무성(voice/unvoice)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정현파 변환 코더
(Sinusoidal Transform Coder, 이하 STC라 칭함)에서는 분석신호의 주기적 강도를 측정하여 이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고, 이 강도에 따라 저역 주파수의 밴드는 유성으로 하고, 고역 주파수의 강도는 무성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다.

부밴드별로 유성화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은 공지의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로, 전술한 MBE 보코더 방식이 있다. MBE 보코더에서는 전 밴드가 유성음이라는 가정하에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합성한 스펙트럼과 원 스펙트럼간의 차의 자승을 해당 밴드에서 합한 값을 정규화한 후에, 미리 설정된 임계치들과 비교하
여 해당 밴드가 유성/무성인지를 결정한다. 두번째로, STC 방식이 있다. MBE 보코더 방식이 스펙트럼상에서 유성화도를
결정하는데 반해, STC 방식에서는 시간축 신호에서 피치 간격의 합성된 주기신호와 원 신호간의 차의 자승의 합을 정규화
하여 구한 후에, 미리 설정된 임계치들과 비교하여 유성/무성의 차단 주파수를 결정한다. 차단 주파수 미만의 스펙트럴 밴
드는 유성이고, 그 이상은 무성으로 판단된다. 위의 두가지 방식은 주파수 또는 시간축에서 원 신호(또는 스펙트럼)와 합성
신호(또는 스펙트럼)간의 차의 값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부밴드별로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세번째로, 시간 포락선(Time envelope) 신호의 자기상관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고주파수 부밴드에서 견고한 자기 상관
치 계산을 위해 음성 신호를 밴드패스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신호의 시간 포락선을 추정하고, 추정된 신호로부터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를 계산한다. 이 자기 상관치에 근거하여 각 스펙트럴 부밴드의 유성화도를 결정한다. 네번째로, 업샘플링
(upsampling) 신호의 자기상관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마찬가지로 음성 신호를 부밴드별로 분할하고, 고주파수 밴드에 대
해서는 업샘플링을 함으로써 시간 분해능을 보상한다. 이와같이 업샘블링된 신호로부터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를 구하고,
이 값에 근거하여 유성화도를 결정한다.

위의 두가지 방식은 특히, 자기상관법(autocorrelation)에 근거하여 부밴드별로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즉, 음성의 유성화도가 높을 수록 자기 상관치가 크다는 점에 근거한다. 여기서, 특히 자기 상관치를 계산하는데 에러
가 많이 발생하는 고주파수 부밴드에서 자기 상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자기상관 방식에 근거하여, 부밴드별로 주파수를 원점으
로 이동시킨 후에 자기 상관치를 구함으로써, 특히 고주파수 부밴드에서 효과적으로 자기 상관치를 구하며, 유성화도를 보
다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
은,

(a) 입력 음성신호에 대해 윈도우를 적용하고, 윈도윙된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여 얻은 음성 스펙트럼으로부터 파워 스펙트
럼을 구하는 단계, (b) 파워 스펙트럼을 소정 개수의 부밴드로 분할한 후에, 각 부밴드에 대해 원점으로 주파수를 이동시키
는 단계, (c)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파워 스펙트럼을 역푸리에 변환하여 부밴드별로 자기 상관치를 구하는 단계 및 (d)
자기 상관치를 각각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로부터 부밴드별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
정장치는,

입력 음성신호에 대한 음성 스펙트럼으로부터 구해진 파워 스펙트럼을 소정 개수의 부밴드로 분할하는 밴드 분할부, 분할
된 각 부밴드에 대해 원점으로 주파수를 이동시키는 주파수 이동부,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파워 스펙트럼을 개선된 게젤
의 역푸리에 방식으로 역푸리에 변환하여 부밴드별 자기 상관치를 구하는 역푸리에 변환부 및 자기 상관치를 각각 정규화
하고,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로부터 부밴드별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유성화도 결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 및 그 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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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다중 밴드의 유성화도 결정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로서, 윈도잉
부(200), 푸리에 변환부(210), 파워 스펙트럼 계산부(220), 밴드 분할부(230), 주파수 이동부(240 ~ 20B-1), 역푸리에 변
환부(250 ~ 25B-1) 및 유성화도 결정부(260 ~ 26B-1)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음성 부호화기 예컨대, 정현파 보코더에서 다중 밴드의 각 부밴드별로 유성/무성을 결정하고자 할때, 자기상관
법에 근거하는데 고주파수의 밴드를 원점으로 이동한 후에 자기 상관치를 계산하므로, 고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도 효율적
으로 유성화도를 결정하게 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입력 음성신호에 대해 윈도우를 적용하고, 윈도윙된 신호를 푸리에 변
환하여 얻은 음성 스펙트럼으로부터 파워 스펙트럼을 구한다(제100단계).

입력 음성신호(s(n), n=0,1,...N-1)를 주파수축에서 분석하기 위해 먼저, 윈도우(w(n))가 적용된다. 바람직하게, 윈도우는
해밍(Hamming) 윈도우(w(n))가 사용된다. 도 2에서, 윈도윙부(200)는 입력단자 IN을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s(n))를
s(n)w(n)(n=0,1,...N-1)하여 윈도윙된 신호(sw(n))로 출력한다. 푸리에 변환부(210)는 윈도윙된 신호(sw(n))를 주파수축

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푸리에 변환을 한다. 여기서, 푸리에 변환방식으로서 계산의 효율을 위해 바람직하게, M-포인트 고
속 푸리에 변환방식(Fast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한다. 파워 스펙트럼 계산부(220)는 푸리에 변환에 의한 음성의 스
펙트럼(S(ω))으로부터 파워 스펙트럼(P(ω))을 계산한다. 즉, P(ω)=｜S(ω)｜2(ω=0,1,...,M/2)가 된다.

제100단계 후에, 파워 스펙트럼을 소정 개수의 부밴드로 분할한 후에, 각 부밴드에 대해 원점으로 주파수를 이동시킨다(제
110단계).

밴드 분할부(230)는 파워 스펙트럼 계산부(220)에서 계산된 파워 스펙트럼(P(ω))을 구하고자하는 B개(여기서, B는 자연
수)의 부밴드(subband)로 분할(decomposition)한다. 분할 후에, b-번째(b = 0,1,...,B-1) 부밴드에 대해서 유성화도를 결
정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특징적으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다. B개의 부밴드로 분할한 후에, 밴드0 ~ 밴드B-1는 각
각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동부(240 ~ 24B-1)에서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다.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b-번째 파워 스펙
트럼(Pb(ω))은 바람직하게 다음 수학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T는 피치를 나타내고, M은 푸리에 변환부(210)에서 M-포인트 고속 푸리에 변환방식으로 푸리에 변환할때 그때
의 M-포인트에 해당한다. 피치(T)는 공지된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실제로, 파워 스펙트럼부(220)로부터 출력된
파워 스펙트럼(P(ω))은 수학식 1에 의해 B개의 부밴드로 분할되면서 원점으로 주파수가 이동된다. 수학식 1에 따라서, 주
파수축에서 부밴드는 단순히 일정 간격으로 분할되지 않고, 소정 구간에서 진폭의 정점을 찾아 그 점을 기준으로 분할되

며, 만큼 원점으로의 이동량을 갖는다.

제110단계 후에,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파워 스펙트럼을 바람직하게, 개선된 게젤 방식으로 역푸리에 변환하여 각 부밴
드별로 자기 상관치를 구한다(제120단계).

일반적으로, 파워 스펙트럼을 역푸리에 변환하면 자기 상관치가 된다. 그러나, 실상 역푸리에 변환으로부터 필요한 값은
래그(lag)가 0인 경우의 자기 상관치와, 래그가 피치(T)인 경우의 자기 상관치이다. 일반적인 푸리에 변환(예컨대,
DFT,FFT)을 하면, 전 래그에 대해 값이 구해지므로, 역푸리에 변환시에 계산량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게젤
(Goertzel)의 역푸리에 변환은 주어진 한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푸리에 변환을 할때 적은 계산량으로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게젤의 역푸리에 변환을 더욱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량을 줄이고자한다.

게젤의 방식으로 역푸리에 변환을 할때, 본 발명에서 자기 상관치를 구하고자하는 경우는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적용되
는 경우이며, 파워 스펙트럼은 허수부(imaginary part)가 0이고, 실수부(real part)가 대칭적인(symmetric)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래그가 피치(T)인 경우에 자기 상관치(Rb(T))는 바람직하게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개선된 게젤의

역푸리에 변환방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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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피치를 나타내고, M은 푸리에 변환부(210)에서 M-포인트 고속 푸리에 변환방식으로 푸리에 변환할때 그때
의 M-포인트에 해당한다. Rb(T) 이하의 수식들은 게젤의 역푸리에 변환 방식에 따른 수식들을 나타낸다. 한편, 래그가 0

인 경우의 자기 상관치(Rb(0))는 파시발(Parseval)의 정리에 의해서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도 2에서, 각 부밴드에 대해 역푸리에 변환부(250 ~ 25B-1)는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P0(ω) ~ PB-1(ω))을 개선된 게젤 방

식으로 역푸리에 변환하여 부밴드별로 래그가 피치(T)인 경우의 자기 상관치(R0(T) ~ RB-1(T))와, 래그가 0인 경우의 자

기 상관치(R0(0) ~ RB-1(0))를 각각 구한다.

제120단계후에, 자기 상관치를 각각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로부터 부밴드별 유성화도를 결정한다(제130단
계).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b-번째 부밴드의 자기 상관치(Rb(T))를 -1과 1사이에 분포시키기

위해, 제120단계에서 구해진 자기 상관치들(Rb(T), Rb(0))로부터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Rb'(T))를 각 스펙트럴 부밴드에

대하여 구한다. 이때, 다음 수학식 4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Rb'(T))로부터 b-번째 부밴드의 유성화도(Vb)를 결정한다. 유성화(Vb)는 다음 수학식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TH1, TH2는 실험을 통해 미리 정해진 0 과 1 사이의 임계치들로서, TH1은 상한 임계치를, TH2는 하한 임계치
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Vb = 1 일때, b-번째 부밴드는 완전히 유성음임을 나타내고, Vb = 0 일때, 완전히 무성음임을 나

타내고,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유성/무성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의 값은 위의 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
다. 도 2에서, 유성화도 결정부(260 ~ 26B-1)는 각 부밴드에 대해 자기 상관치들(R0(T) ~ RB-1(T), R0(0) ~ RB-1(0))로

부터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를 각각 구하고, 이 값에 근거하여 부밴드별 유성화도(V0 ~ VB-1)를 결정하여 출력단자 OUT0

~ OUTB-1을 통해 각각 출력한다.

도 3 (a)~(d)는 본 발명과 종래의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들이다.

본 발명에 대한 성능 실험을 도 3 (a)~(d)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 (a)는 시간축의 원 음성신호를 나타내며, 이때의 샘
플링 주파수는 8000Hz이다. 도 3 (b)는 고속 푸리에 변환한 파워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도 3 (c)는 밴드패스 필
터링(밴드 : 2000 ~ 3000Hz)한 신호의 종래의 자기 상관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A"로 마크한 부분은 피치(T)에서의 자
기 상관치를 나타내고, “*”로 마크한 부분은 피치(T)가 1만큼 틀리게 구해졌을 때, 자기 상관치의 변화가 매우 큼을 나타
내고 있다. 도 3 (d)는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자기 상관치를 나타낸다. 본 발명을 사용할 때, 원 피치("B"로 마크한 부분)
에 대해 피치("*"로 마크한 부분)가 1 만큼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자기 상관치의 변화가 매우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만약 음성에 잡음이 섞여있을 때, 특히 고주파 대역에서는 피치가 국소적으로 틀린 값으로 구해질 수 있는데, 본 발명을 사
용하면 잡음 환경하에서도 견고하게 자기 상관치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유성화도 결정방법 및 장치에 따라 음질 성능이 개선된 음성 부호화기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널리 적용
될 수 있다. 디지탈 셀룰러폰용 음성 통신용 보코더, 개인 통신 시스템(PCS)용 음성 통신용 보코더, 음성 페이저에서 음성
메시지 전달용 음성 부호화기, 위성 통신용 보코더, 음성 사서함 시스템(VMS)용 보코더 및 음성 이메일(e-mail)용 보코더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산업상으로 이용가능한 분야는 상당히 넓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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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방법 및 그 장치는, 고주파수 부밴드에
서 효과적으로 자기 상관치를 구하며, 유성화도를 보다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며, 또한 잡음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자
기 상관치를 구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방법에 있어서,

(a) 입력 음성신호에 대해 윈도우를 적용하고, 윈도윙된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여 얻은 음성 스펙트럼으로부터 파워 스펙트
럼을 구하는 단계;

(b) 상기 파워 스펙트럼을 소정 개수의 부밴드로 분할한 후에, 분할된 각 부밴드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의 주파수를 원점으
로 이동시키는 단계;

(c)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파워 스펙트럼을 역푸리에 변환하여 부밴드별로 자기 상관치를 구하는 단계; 및

(d) 상기 부밴드별로 구하여진 상기 자기 상관치를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로부터 부밴드별 유성화도를 결정하
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파워 스펙트럼(P(ω))을 B개(여기서, B는 자연수)의 부밴드로 분할한 후에, 원점
으로 주파수 이동시킨 b-번째(b = 0 내지 B-1) 파워 스펙트럼(Pb(ω))은 다음 수학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여기서, T는 피치를 나타내고, M은 상기 (a) 단계에서 M-포인트 고속 푸리에 변환방식으로 푸리에 변환할 때 M-포인트
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방법.

[수학식 1]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B개의 분할된 부밴드에 대해,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b-번째 파워 스펙트럼(Pb(ω))

의 상기 자기 상관치(Rb(T))는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변형된 게젤의 역푸리에 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여기서, T는 피치를 나타내고, M은 상기 (a) 단계에서 M-포인트 고속 푸리에 변환방식으로 푸리에 변환할때 M-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방법.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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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래그가 피치(T)인 경우의 자기 상관치(Rb(T))와 함께, 래그가 0인 경우의 자기 상관치

(Rb(0))가 계산되며,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자기 상관치들(Rb(T),Rb(0))로부터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Rb'(T))는 미리 정해진 상한 임계치보

다 크면 유성음으로, 하한 임계치보다 작으면 무성음으로,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유성/무성 성분의 혼합으로 판단되어 각
부밴드별로 유성화도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방법.

청구항 5.

음성 부호화기에서의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장치에 있어서,

입력 음성신호에 대한 음성 스펙트럼으로부터 구해진 파워 스펙트럼을 소정 개수의 부밴드로 분할하는 밴드 분할부;

분할된 각 부밴드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의 주파수를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주파수 이동부;

원점으로 주파수 이동된 파워 스펙트럼을 개선된 게젤의 역푸리에 방식으로 역푸리에 변환하여 부밴드별 자기 상관치를
구하는 역푸리에 변환부; 및

상기 부밴드별로 구하여진 자기 상관치를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자기 상관치로부터 부밴드별 유성화도를 결정하는 유성화
도 결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한 유성화도 결정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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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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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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