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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톤 메져(tone measure)를 사용하는 음정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음정 인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과양자화된 

음계에서 음 높이를 추출하는 피치 추정 장치와, 오디오 프레임에 음악적인 tone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톤 메져를 사용해서, 잡음(noise), 묵음(silence), 무성음(unvoiced sound)이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하

여 음 길이를 추출하는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음정인식, 음악검색, 음악특징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의 블럭도

도2는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피치 추정 장치의 블럭도

도2는 본 발명의 음정 임식장치에서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장치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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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a: 피치 추정부 100b: 템포럴 세그멘테이션부

101: 스펙트럼 구성부 102: 피치 추출부

103: 피치 결정부 104: 전처리부

105: 톤 메져 산출부 106: 톤 메져 검색부

107: 평탄화 및 안정화부 108: 세그머트 피치 추출부

109: 후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람의 노래, 허밍 입력나 악기의 연주음 입력 등의 오디오 입력으로부터 음악적인 정보인 음정을 인식하

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입력된 오디오 신호로부터 음의 높이와 음의 길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음정 인식장치에

관한 것이다.

음정 인식은 마이크와 같은 오디오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된 사람의 노래나 허밍, 또는 악기의 연주 등으로부터 음악

적인 정보인 음 높이와 음 길이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의 노래, 허밍, 악기의 연주로부터 발생하는 오디오 신호는 주

파수 영역에서 일정한 간격상에 큰 에너지 값을 보이는 피크(peak)를 나타내는 하모닉 (harmonic)구조를 보인다. 이

것은 사람의 발성기관과 악기의 구조 때문에 드러나는 특징으로써, 하모닉 구조상의 피크 간격이 음의 높이를 결정한

다. 또한 이러한 음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판단하여 음의 길이를 결정한다.

보통 음 높이의 판단 결과는 음악적인 음의 단위, 예를 들어 12음계의 어떤 음에 해당하는지를 옥타브와 함께 표현하

는데,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추정한 음 높이 단위를 음악적인 음의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음 길이의 결

정은 시간 영역에서 어떤 높이의 음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묵음(silence) 부분, 잡

음(noise) 부분, 또한 음 높이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검출을 필요로 하고, 인식의 결과로 출력하는 음의 높이

의 단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음의 높이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검출이 필요하다.

종래에 음 길이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음의 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음악적인 오디오의 특성상 특정한 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의 온셋 타임(onset time)을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는 보통 음의 세기가 작다. 따라서 

묵음(silence)에 의한 음의 분리, 그리고 온셋 타임에 의한 음의 분리 성질을 이용하여 음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온셋 타임과 묵음을 이용해서 음간을 분리 하고 분리된 각각의 지점 사이의 시간을 고려함으로써 해당 높이의 음

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판별하여 음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기 기존의 방법은 묵음의 특성과 온셋 타임의 특성을 이용하여 오디오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부분을 음 길이 구분을

위한 경계로 설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임계치를 이용해서 묵음과 묵음이 아닌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하며, 온셋 타임 

또한 임계치를 이용해서 판별하므로 묵음과 묵음이 아닌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하기 위한 임계치, 온셋 타임을 판별하

기 위한 임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노래 입력은 사람마다 다른 오디오 입력 크기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악기의 연주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른 오디오 입력 크기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기 음길이 결정을 위한 임계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오디오 입력의 특성상 부분적인 잡음이 입력될 수 있고, 잡음 부분에 대해서도 음 판별을

시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는 묵음을 파악하는 모듈, 온셋 타임을 파악하는 모듈, 그리고 

잡음 부분을 걸러내는 모듈이 각각 필요하게 되어 장치가 복잡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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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마이크와 같은 입력 수단을 통해서 입력된 사람의 허밍이나 노래, 악기의 연주에 해당하는 오디오 신호로

부터 음악적인 정보인 음 높이와 음 길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음정을 인식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음 높이의 추정을 위한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톤 메져(tone measure) 하나만을 사용함

으로써 잡음, 묵음, 무성음(unvoiced sound)이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프레임을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도록 한 음정

인식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오디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음 길이의 판별 방법을 제공하며,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있는 

부분과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없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톤 메져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음 높이를 추출하고 표현하는 단위인 음계의 단위를 보통 음악에서 사용하는 12음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세밀한 주파수 간격을 나타내는 음계의 단위를 사용하는 과양자화 기반의 음정 인식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음계보다 더 세밀한 주파수 간격으로 음계를 나누는 방법인 음계의 과양

자화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의미 있고, 오디오 신호처리의 측면에서도 정확한 음 높이의 추출과 표현이 가능한 

음정 인식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는 입력 오디오 신호로부터 음의 높이 및 음의 길이를 추출하기 

위하여, 입력 오디오 신호의 피치를 추정하는 장치와 입력 오디오 신호의 음 길이를 산출하는 장치로 이루어진다.

즉,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는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과양자화된

음계에서 음 높이를 추출하는 피치 추정 장치와, 오디오 프레임에 음악적인 tone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톤 메져를 사용해서, 잡음(noise), 묵음(silence), 무성음(unvoiced sound)이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하

여 음 길이를 추출하는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피치 추정 장치는 오디오 프레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스펙트럼 구성수단,

상기 스펙트럼의 불요 정보를 제거하는 평탄화 수단, 상기 원래의 스펙트럼과 평탄화된 스펙트럼의 차이로 피크 스펙

트럼을 산출하는 피크 스펙트럼 산출수단, 주파수 영역에서의 피크를 나타내는 FFT 인덱스와 그 주위의 인덱스를 선

택하여 피치의 후보로 선택하는 피치 후보 선택수단, 상기 선택된 피치 후보에 대하여 콤 웨이트의 산출 및 출력을 수

행하는 콤 필터링수단, 상기 콤 필터링 결과 중에서 가장 작은 출력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를 선택하여 최종적인 

피치로 결정하는 최소 콤 출력 산출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콤 필터링 수단은 모든 가능한 주파수 인덱스에 대하여 산출하여 놓은 콤 웨

이트를 이용하여, 피치 후보 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주파수 인덱스에 대해서만 콤 출력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 장치에서, 상기 과양자화된 음계가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옥타브당 12음계보다 세

밀한 옥타브당 36음계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과양자화된 음계를 사용하여 피치 를 추정함에 있어서 콤 필터링을 사용할 

때, 콤 필터가 과양자화된 음계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에 맞추어 산출되고, 과양자화된 음계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에 맞추어 산출된 콤 출력을 산출하며, 최소 콤 출력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를 과양자화된 음계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에서 산출하여 피치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과양자화된 음계의 단위에서 추출된 음 높이 정보를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계의 단위로 변환하기 위하여, 과양자 음계와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는 표를 만들어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장치는 피크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합산으로 산출되는 

톤 메져의 산출수단, 상기 톤 메져가 특정 임계치보다 작은 부분을 검출함으로써 이루지는 톤 메져에 기반한 세그멘

테이션 수단, 각 오디오 프레임 별로 산출된 피치의 값에서 시간적으로 일정 구간 안의 값을 평균하여 산출함으로써 

피치 시퀀스 스무딩 처리를 하는 피치 시퀀스 평탄화 수단, 추정된 피치 값의 시간적인 변이 중에서 일정시간 같은 값

을 추출하여 그 값을 주위 오디오 프레임의 대표값으로 설정하는 안정화 수단, 인접한 피치 시퀀스 사이에 특정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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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이상이 되는 오디오 프레임을 세그먼트의 경계로 설정하는 추정된 피치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수단,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피치 값을 세그먼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 정보로써 산출하는 세그먼트 피치 산출

수단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피치 시퀀스 평탄화 수단에서 각 오디오 프레임 별로 산출된 피치의 값에서 

시간적으로 일정 구간 안의 값을 평균하여 피치 시퀀스를 평탄화 함에 있어서, 특정 오디오 프레임에서의 평탄화된 

피치 값을 얻기 위해 특정 오디오 프레임의 시간적으로 이전 프레임보다 이후에 프레임에 대한 피치 정보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세그먼트의 경계로 설정하는 기반이 되는 피치 값 차이의 임계치는 피치 추

정 장치에서 사용하는 음계의 단위에 비례하거나, 상기 피치 추정 장치에서 36음계를 사용할 때 2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피치 값을 세그먼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 값을 평균하여 산출하거나, 상기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피치 값을 세그먼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 값에 대한 돗수를 구하여 가장 많은 돗수를 가지는 피치 값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톤 메져는 스펙트럼과 이를 평탄화한 스펙트럼의 차로써 산출된 피크 스펙

트럼의 주파수별 합으로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상기 톤 메져와 하나의 임계치만으로 잡음, 묵음, 무성음이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입력 오디오 신호는 사람의 노래나 허밍, 악기의 연주 등의 입력이며, 마이크와 같은 입력장치를 통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고 입력된 오디오 신호는 적절하게 샘플링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에 음높이 및 음길

이 추출을 통한 음정 인식에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 입력 오디오의 음 높이 및 음 길이 추출은 허밍이나 노래, 악기 연주 등과 같은 오디오 입력으로부터 음

악적인 정보인 음 높이와 음 길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노래 멜로디의 특정 부분을 허밍 하며, 이

때 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밍이나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 혹은 이 두 가지가 복합된 형태의 입력에 대해서

도 음 높이와 음 길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 의한 음정인식의 과정은 크게 피치 추정(pitch estimation) 과정과 템포럴 세그멘테이션(t

emporal segmentation)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치 추정 과정은 각 오디오 프레임(audio frame)의 피치(pitch)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고,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과정은 그 피치 정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로써, 음정 인식장치의 예를 보여준다. 도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는 크

게 나누어, 오디오 입력의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피치 검출을 이용해서 음높이(피치)를 추정하여 출력하는 피치 추정

부(100a)와, 상기 피치 추정부에서 제공되는 스펙트로그램 및 피치정보, 그리고 오디오 입력에 대하여 톤 메져(TM)

를 기반으로 음길이를 산출하여 음정 인식 결과를 출력하는 템포럴 세그멘테이션부(100b)로 구성된다.

상기 피치 추정부(100a)는 스펙트럼 구성부(101), 피치 추출부(102), 피치 결정부(103)를 포함한다. 상기 스펙트럼 

구성부(101)는 입력 오디오 샘플에 대하여 해닝 윈도우를 적용하고 FFT 변환을 수행하여 피치 스펙트럼을 구성하며,

상기 피치 추출부(102)는 오디오 프레임에서 얻은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피이크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오디오 대역에

서 실제적으로 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한다. 상기 피치 결정부(103)는 콤 필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상기 피치의 후보들 중에서 해당 오디오 프레임을 대표하는 피치값을 결정한다.

한편, 상기 템포럴 세그멘테이션부(100b)는 전처리부(104), 톤 메져 산출부(105), 톤 메져 검색부(106), 평탄화 및 

안정화부(107), 세그먼트 피치 추출부(108), 후처리부(109)를 포함한다.

상기 전처리부(104)는 톤 메져를 기반으로 묵음의 검출 및 무성음 프레임을 검색하며, 톤 메져 산출부(105)는 상기 

피치 추정부(100a)로부터 제공되는 피이크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톤 메져를 산출해 준다. 상기 톤 메져 검색부(10

6)는 톤 메져(TM)를 기반으로 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여 피치 시퀀스를 구하며, 평탄화 및 안정화부(107)는 피

치 시퀀스의 미세한 변화를 감소시키고 안정화시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향상시킨다.

상기 세그먼트 피치 추출부(108)는 인접 오디오 프레임간 피치 차이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세그먼트 

피치를 산출하며, 후처리부(109)는 산출된 피치 정보에서 불요한 값들의 제거 및 세그먼트 피치의 경계 설정 등의 후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식된 결과를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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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상기 본 발명의 음정 인식장치에서, 피치 추정은 윈도잉(windowing), FFT, 스펙트럼 평탄화(spectr

um smoothing), 피크 스펙트럼(peak spectrum) 구성, 피치 후보(pitch candidate) 선택, 콤 필터링(comb filtering)

을 포함하고, 템포럴 세그멘테이션은 톤 메져 산출과 이를 이용한 세그멘테이션, 피치 시퀀스 평탄화(sequence smo

othing) 및 안정화(stabilization), 추정된 피치 정보를 이용하는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segment)를 대표하는 피치 

산출, 추출된 음악적 정보를 MIDI 포맷(format)의 음악적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음정 인식 장

치의 최종 출력은 MIDI 포맷에 맞는 음 높이 정보와 음 길이 정보가 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도2는 본 발명에서 상기 피치 추정장치, 즉 도1의 피치 추정부의 실시예를 보여준다. 피치 추정부는 스펙트럼 구성부(

201), 스펙트럼 평탄화부(202), 피크 스펙트럼 추출부(203), 피크 선택부(204), 콤 웨이트 생성부(205), 콤 출력 산출

부(206), 최소값 선택부(207)를 포함하고 있다. 도1과 비교하면, 스펙트럼 구성부(101)는 스펙트럼 구성부(201) 및 

스펙트럼 평탄화부(202)로 이루어지며, 피치 추출부(102)는 피크 스펙트럼 추출부(203) 및 피크 선택부(204)로 이루

어지며, 피치 결정부(103)는 콤 웨이트 생성부(205), 콤 출력 산출부(206), 최소값 선택부(207)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상기 본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이에 따른 음높이 및 음길이 인식의 과정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한다.

[피치 추정]

1.윈도잉(windowing)

음높이 추정과 후술하는 음길이 추출을 목적으로 오디오 입력 샘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FFT 

변환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의 푸리어 변환(Fourier transform)은 시간적으로 무한인 신호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지만, 실제적인 경우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무한인 신호(음의 무한대 시간부터 양의 무한대 시간에까지 이르는)는 얻

을 수 없다. 따라서 해석하려는 신호가 정체(stationary)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전체의 신호 중에서 일부분 만을 분

석하고 전체의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부분의 신호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 전체의 신호를 분석한 신호와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윈도우

를 설계하는데, 그러한 차이가 가장 작게 되는 최적의 윈도우(optimum window)는 델타(delta) 함수이다. 그러나 델

타 함수의 주파수 응답은 음의 무한대 주파수부터 양의 무한대 주파수에 걸쳐서 신호가 나타나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불가능하여 아-최적(sub-optimum)의 윈도우를 설계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아-최적의 윈도우 또한 부분의

신호에 대한 분석과 전체의 신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차이가 최소가 되게 하여야 하며,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 

권장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알맞은 여러 가지 윈도우 함수가 발견되었으며, 흔히 해밍(hamming) 

윈도우나 해닝(hanning) 윈도우를 많이 사용한다. 본 발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닝 윈도우를 사용한다.

w ha (t) = 1/2(1+cos(πt/T)), ｜t｜≤T

w ha (t) = 0, elsewhere

실제 음정 인식 장치의 구현상에서는 윈도우 계수(window coefficient)를 미리 계산해 두고 이 것을 기억장치에 저장

해 두었다가 이용하는 것이 속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윈도잉(windowing)은 상기 스펙트럼 구성부(201)에 탑재된

다.

2. 고속 푸리어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본 발명의 피치 추출(pitch extraction) 과정은 사용자의 허밍과 같은 오디오 입력으로부터 음 높이를 추정하는 과정

이다. 사람의 발성과 악기의 연주로부터 발생하는 소리는 관이나 현의 진동에 의한 소리이므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데 이 주기를 찾아내는 것이 음 높이 추정의 기본 개념이다. 상기 주기는 주파수 영역에서 피치 주파수(pitch frequen

cy), 시간 영역에서 피치 주기(pitch period)로 나타내며, 이러한 주기성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은 시간영역에서는 자

동 상관(autocorrelation) 방법과 주파수 영역에서는 FF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FFT를 이용하여 

피치 주파수 정보를 추출하며, 흔히 분석하는 영역(시간영역 혹은 주파수영역)이 정해지면 주기나 주파수의 단어를 

빼고 피치라는 단어로 이 주기성을 표현한다. 즉, 스펙트럼 구성부(201)에서 상기 윈도잉 및 FFT를 기반으로 입력 오

디오에 대한 피치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피치를 해석(analysis)하는 방법은 STFT(short-time Fourier transform)이다.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와 샘플링되고, 양자화되어 주파수 해석을 하려는 신호는 전체 시간에 걸쳐서 정체성(stationary)을 갖고 있지 않

다. 짧 은 시간 간격마다 변화없이 정지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전체의 샘플들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오디오 프

레임을 형성하면, 전체 신호는 오디오 프레임의 시퀀스(sequence)가 된다. FFT를 각 오디오 프레임마다 수행하여 주

파수 영역에서의 특징을 해석하며, 오디오 프레임간의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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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overlap)을 둔다. 이렇게 형성된 주파수 스펙트럼의 시퀀스를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이라 하고, 주파수 특성

의 시간적인 변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프레임의 크기는 1024 샘플(16kHz sampling rate에서)이고, 768 샘플의 오

버랩을 둔다.

3. 평탄화 스펙트럼 구성(Smoothed spectrum)

상기 스펙트럼 구성부(201)에 의해서 오디오 프레임을 FFT하여 얻은 스펙트럼은 그 신호 속에 음성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필요한 정보는 피치에 관련된 정보인데, 이 피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데이

터를 제거하고 피치 정보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펙트럼 평탄화부(202)는 스펙트럼의 주된 바이

어스(bias) 요소를 제거하고, 부분적인 파동(fluctuation)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수행으로 음성의 모음 발성

에 따르는 포르만트(formant)를 제거하여 이후의 수행 단계인 피크 선정시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하모닉에 의한 뚜

렷한 피크를 얻을 수 있다.

4. 피크 스펙트럼(peak spectrum)의 구성

피크 스펙트럼 추출부(203)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실제로 하모닉(harmonic)에 의한 피크 성분을 추출해 내는 과

정으로서 오디오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스펙트럼 SP와 스펙트럼 평탄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스펙트럼(smoothed spe

ctrum) SS의 차이로써 피크 스펙트럼 PS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S t (n) = SP t (n) - SS t (n), SP t (n) - SS t (n) ≥0

PS t (n) = 0, SP t (n) - SS t (n) < 0

5. 피치 후보 선택(pitch candidate selection)

피크 선택부(205)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오디오 프레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피크 인덱스(peak index)를 얻

어 내는 과정이다. 피크 선택부(205)는 오디오 프레임의 전체 스펙트럼 대역에 대해서 수개의 피크를 그 피크 값의 순

으로 얻어내어 해당 오디오 프레임의 후보 피치 값으로 선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16kHz의 신호에 대해서 1

024 포인트 FFT를 사용하므로 0~8k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피크를 찾는 것, 즉 피치의 후보를 선정하는 것

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매우 낮은 주파수 혹은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는 피치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다.

6. 콤 필터링(Comb filtering)

콤 필터링 과정은 이전의 과정인 오디오 프레임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선택된 피치의 후보들 중에서 해당 오디오 프

레임을 대표하는 피치 값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프레임 별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콤 웨이트 생성부(205)에 의한 콤 웨이트 생성, 콤 출력 산출부(206)에 의한 콤 출력의 산출, 최소값

선택부(207)에 의한 최종 추정 피치값의 선택 출력이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콤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 개요를 보면, 먼저 모든 가능한 피치 주파수에 대한 콤 

웨이트(comb weight)를 콤 웨이트 생성부(205)에서 산출하여 저장하고, 콤 출력 산출부(206)에서는 오디오 프레임

의 주파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선택한 피치 후보들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콤 웨이트 집합들을 불러온 후, 오디오 프레임

의 피크 스펙트럼과 콤 웨이트와의 웨이트 합(weighted sum)을 구하여 각 피치 후보들의 주파수에 대한 출력으로 삼

고, 최소값 선택부(207)에서는 상기 출력들 중에서 가장 작은 출력을 내는 피치 후보의 주파수를 오디오 프레임의 피

치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파수 인덱스(Frequency index)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인덱스(frequency index)는 실제의 주파수 인덱스(Hz)나 FFT 인덱스가 아니고, 음악

에서 사용하는 12음계 단위를 이용하는 주파수 인덱스를 사용한다. 음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음계는 한 옥타브에 1

2개의 음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인접한 두 개의 음은 일정한 비율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하나의 옥타브에 해당하는 주

파수 비율이 2이므로 12개 각 음 사이의 주파수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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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산술식에서와 같이 12음계로 나타내는 음 높이 표시 체계에서 음계상 인접한 두 음 사이의 주파수 비율은 1.05

9463이다. 보통 A4음을 기준 음으로 삼으며, 4번째 옥타브의 A음을 의미하며 440Hz에 해당하는 음이다.

실제로 본 발명에 사용되는 주파수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 높이 표시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계상의 인접한 두 음 사이의 주파수 비율을 좀더 낮게 설정하였다. 즉 하나의 옥타브 안에 다음과 같이 36개의 음이

존재하도록 하여 좀 더 세밀한 주파수 표현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음악에서의 음계는 FFT를 통한 주파수 인덱스와 비교하여 비선형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는 같은 주파

수 대역에 대하여 같은 수의 인덱스로 표현한다면 FFT의 주파수 인덱스와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계의 각 음에 해당하

는 주파수 인덱스를 서로 맴핑(mapping)하게 되면 FFT 주파수 인덱스의 저주파수 부분에 많은 수의 음악적 주파수 

인덱스가 맵핑된다.

본 발명에서는 0~8kHz의 주파수 대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자화하여 129개의 주파수 인덱스를 형성하였다. 직류

성분을 포함하는 매우 작은 주파수의 영역을 제거하고 첫번째 주파수 인덱스 (즉 0 index)는 60.559Hz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712.040Hz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콤 웨이트 생성부(205)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인덱스에 따라서 

콤 웨이트 어레이(comb weight array)를 형 성한다. 즉, 각각의 주파수 인덱스에 대하여 FFT 인덱스 어레이에서 콤 

웨이트 값 CW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기에서 CW(i,n)은 i번째 주파수 인덱스, n번째 FFT 인덱스에 대한 콤 웨이트를 의미하며, NF는 I번째 주파수 인덱

스의 실제 주파수 값, SR은 샘플링 비(sampling rate, 16kHz), N은 분석하는 FFT 인덱스의 개수(예; 512)를 나타낸

다.

이러한 콤 웨이트는 샘플링 비와 오디오 프레임의 크기(size)가 결정되면, 피치 추정의 전과정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제 구현상에서는 어레이의 값을 미리 계산하여 하드-코딩(hard-coding) 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치 추정

의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음에는 콤 출력 산출부(206)에 의한 콤 출력 산출(Comb output calculation)이 이루어지는데, 이 것은 위 과정에서

선택한 피치 후보에 대한 콤 출력(comb output)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콤 출력은 오디오 프레임의 피크 스펙트럼과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선택한 피치 후보의 주파수 인덱스에 해당하는 콤 웨이트와의 합(weighted sum)으로 산출한다

. 개념적으로 본 발명에서의 콤 필터링은 대역 저지 필터링(band rejection filter)이며, 콤 출력이 가장 작은 주파수 

인덱스를 최소값 선택부(207)에서 선택하여 해당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로 결정한다.

그런데,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선택한 피치 후보로부터 콤 출력을 산출할 때는 피치 후보의 FFT 인덱스에 해당하는 

콤 웨이트에 대한 콤 출력 뿐만 아니라, 그 FFT 인덱스의 앞뒤 FFT 인덱스에 해당하는 콤 웨이트에 대한 콤 출력도 

함께 산출하여, 정확히 피치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하모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대응하여 최

소 콤 출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콤 출력(CO)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본 발명에서는 피치 후보를 5개를 설정하므로 피치 후보에 대한 콤 출력은 각 피치 후보의 FFT 인덱스에 대한 콤 출

력 5개, 각 피치 후보의 FFT 인덱스의 이웃(neighbor)에 해당하는 FFT 인덱스들에 대한 콤 출력 10개 미만, 총 15개

미만이 산출된다. 이 15개 미만의 콤 출력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나타내는 피치 후보를 해당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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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각 오디오 프레임에 피치 값을 하나 추출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오디오 프레임의 측면에서 보면, 피치 추

정 과정의 출력은 피치 주파수의 시퀀스 라고 할 수 있다.

[템포럴 세그멘테이션(Temporal segmentation)]

다음에는 템포럴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3은 템포럴 세그멘테이션부(100b)의 실시예 구성을 보여준다. 

도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템포럴 세그멘테이션부는 톤 메져 산출부(301), 묵음 검출부(302), 무성음 검색부(303), 톤 

메져(TM) 세그멘테이션부(304), 피치 평탄화부(305), 안정화부(306), 세그멘테이션부(307), 세그먼트 피치 산출부(

308), 불요정보 제거부(309), 음정 결정부(310)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동작을 각 구성요소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1. 톤 메져(TM: Tone measure)

사람의 음성은 유성음(voiced sound)과 무성음(unvoiced sound)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발명의 음정 인식 시스템 입

력은 허밍 입력이나 노래 입력이 모두 가능한데, 음 높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피치 정보는 허밍 입력이나 노래 입

력에서 나타나는 유성음에서 나타나며 이 것 에서만 피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따라서 음 높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성음 부분의 판단을 위해서 매 오디오 프레임 별로 톤 메저 산출부(301)에서 톤 메져를 산출한다.

톤 메져는 특정 오디오 프레임에 하모닉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묵음과 잡음에 의해서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없는 부분, 무성음에 의해서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하며, 묵음을 파악하는 모듈, 온

셋 타임을 파악하는 모듈, 잡음의 부분을 걸러내는 모듈을 각각 구현할 필요 없이 하나의 메져(measure)로 음 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톤 메져는 유성음 부분에서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매우 뚜렷한 하모닉 구조를 보이고, 피크 스펙트럼에서도 큰 피

크 값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유성음 이 나타나는 오디오 프레임에서는 매우 큰 톤 메져 값을 보인다. 이와는 반

대로 무성음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하모닉 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며, 피크 스펙트럼에서 뚜렷한 피크 값들이 나타나

지 않는다. 따라서 톤 메져 값은 작게 나타난다.

톤 메져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묵음과 잡음에 해당하는 오디오 프

레임을 구분해내는 용도로 쓰인다. 묵음 부분에서는 스펙트럼 자체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크 스펙트럼에

서의 에너지도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톤 메져 값도 없다(혹은 매우 작게 나타난다). 잡음 부분에서는 하모닉 구조

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톤 메져값이 매우 작게 된다.

따라서 톤 메져를 이용해서 묵음 검출부(302) 및 무성음 검색부(303)에서 묵음과 무성음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 즉, 이렇게 톤 메져는 오디오 프레임 중에서 피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유성 오디오 프레임을 피치 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무성 오디오 프레임, 묵음 오디오 프레임, 잡음 오디오 프레임과 구분해준다. 특히 기존에 에너지를 이용하는 

묵음 검출의 방법이 그 임계치를 결정하는데 매우 어려운 반면에 톤 메져를 이용하는 방법은 소리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정 임계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톤 메져 검색 (segmentation based on tone measure)

상기 산출한 톤 메져는 유성음을 나타내는 오디오 프레임을 무성음, 묵음, 잡음을 나타내는 오디오 프레임과 구별하는

척도이다. 톤 메져 검색 과정에서는 이러한 유성음의 오디오 프레임을 얻어내는 동시에 무성음, 묵음, 잡음으로 인해

서 나타나는 유성음의 불연속점, 즉 톤(tone)에 의한 세그먼트 경계(segment boundary)를 결정할 수 있다. 톤 메져는

허밍 소리의 크기에 관계없이 묵음을 추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메져로써 무성음과 잡음에 해당하는 오디오 프레임을

동시에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톤 메져에 의해서 검출 가능한 무성음, 묵음, 잡음에 의한 유성음의 불연속점을 기반으로 하는 세그멘테이션, 즉 톤 

메져에 의한 세그먼트 경계(segment boundary)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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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톤 메져가 임계치(ToneThres)보다 작다가 임계치보다 커지는 지점, 그리고 톤 메져가 임계치보다 크다가 임계치

보다 작아지는 지점에서 톤 메져에 의한 세그먼트 경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톤 메져에 의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

고 난 후에, 각 세그먼트의 톤 메져를 산출한다. 세그먼트의 톤 메져는 하나의 세그먼트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디

오 프레임의 톤 메져 값을 평균하여 얻는다.

톤 메져가 임계치보다 작은 오디오 프레임과 세그먼트에서는 콤 필터링에 의한 정확한 피치 추정이 이루어 질 수 없

으며, 이때 추정된 값은 연속적인 오디오 프레임들 사이에 매우 불규칙하다. 반면에 톤 메져가 임계치보다 큰 세그먼

트에서는 추정된 피치 값은 연속적인 오디오 프레임 사이에서 규칙적인 시퀀스를 이룬다.

이와 같은 특성을 기바능로 TM세그멘테이션부(304)에서 오디오 프레임에 대 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3. 피치 시퀀스 평탄화 및 안정화(pitch sequence smoothing and stabilization)

상기 피치 추정과정에서 산출한 오디오 프레임들의 피치 값들은 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매우 작은 값의 변

화를 보인다. 일정한 지속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피치의 특성이 이후에 있을 피치 기반의 세그멘테이션과정에서 안

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피치 시퀀스를 피치 평탄화부(305)에서 평탄화(smoothing)하여 시간적인 피치 

시퀀스의 미세한 변화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이후의 과정인 추정된 피치에 의한 세그멘테이션 과

정에서의 오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에서는 평탄화에 참여하는 프레임의 수를 이전 6 프레임, 이후 6 프레임으로 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세그멘테이

션 결과와 가장 높은 검색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추정된 피치 값의 시간적인 변이 중에서 일정시간 같은 값을 추출하여 그 값을 주위 오디오 프레임의 대표값으

로 설정하는 피치 시퀀스 안정화 과정(Finding Stable points)을 안정화부(306)에서 수행하여,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향상시킨다.

4. 추정된 피치 차 기반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based on difference of estimated pitch)

이 과정은 세그멘테이션부(307)에 의해서 수행된다. 상기 톤 메져에 의한 세그멘테이션은 허밍에서 나타나는 포즈(p

ause) 부분, 즉 묵음에 의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것이라면, 추정된 피치에 의한 세그멘테이션은 포즈에 의해 분리되

지 않은 세그먼트 안에서의 피치의 차이에 의한 세그멘테이션이다. 이를 위해서 인접한 오디오 프레임간의 피치 차이

를 산출하는데, 이전 과정에서의 평탄화와 안정화를 통해 미세한 피치 차이를 제거한 후 피치 시퀀스를 이용한다. 인

접한 오디오 프레임간의 피치 차이가 3이상일 때, 그 오디오 프레임간에 세그먼트 경계(segment boundary)가 형성

되었다는 결정을 내린다.

5. 세그먼트 피치(Segment pitch)

상기 세그멘테이션은 톤 메져와 피치 차이를 기반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일정한 높이의 피치가 지속되는 

오디오 프레임 상에서의 구간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세그멘테이션 과정 후에는 각 세그먼트 별로 세그먼트 피치를 세

그먼트 피치 산출부(308)에서 산출하는데, 이는 오디오 프레임별로 구해진 피치를 평균함으로써 산출한다.

세그먼트의 피치를 구하는 과정까지 모두 거치면 허밍에서 음 높이 정보인 피치와 음 길이 정보인 세그먼트를 구하는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된다.

여기서 후처리 과정으로 불요 정보 제거부(309)에서 상기 산출된 피치의 불 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세그먼트 피치와 

경계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정함으로써 음정 결정부(310)에서 음 높이 정보인 피치와 음 길이 정보인 세그먼트

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출력해 주게 되는 것이다.

6. MIDI 포맷 변환(Conversion to MIDI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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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피치 추정 과정과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음 높이 정보(estimated pitch)와 음 길이 정보(

segment)는 검색을 위한 멜로디 특징 추출에 사용된다. 검색의 대상은 MIDI 파일이기 때문에 음 높이 정보와 음 길이

정보를 MIDI 포맷으로 변환한다. 피치 추정에 사용하는 음 높이 정보는 실제 음악과 MIDI에서 사용하는 음계인 12음

계보다 더 많은 단계를 포함하는 36음계이므로 36음계를 12음계로 변환하는 표에 따라서 12음계로 변환한다. 음 길

이 정보는 오디오 프레임의 단위이므로 샘플링 비와 프레임의 크기, 프레임 오버랩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MIDI에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로 변환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오디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음 길이의 판별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본 발명은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있는 부분과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없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톤 메져를 사용함으로써 오디오의 에너지를 바

탕으로 하지 않는 음 길이의 판별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톤 메져를 사용해서 묵음과 잡음에 의해서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없는 부분, 무성음에 의해서 음 높이를 판

별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하며, 묵음을 파악하는 모듈, 온셋 타임을 파악하는 모듈, 잡음의 부분을 걸러내는 모듈을 각

각 구현할 필요 없이 하나의 메져(measure)로 음 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과양자화된 음계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의미 있고, 오디오 신호처리의 측면에서도 정확한 

음 높이의 추출과 표현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과양자화된 음계에서 음 높이를 추출하는 

피치 추정 장치;

오디오 프레임에 음악적인 tone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톤 메져를 사용해서, 잡음(noise), 묵음(silence), 

무성음(unvoiced sound)이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하여 음 길이를 추출하는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장치;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치 추정 장치는

오디오 프레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스펙트럼 구성수단,

상기 스펙트럼의 불요 정보를 제거하는 평탄화 수단,

상기 원래의 스펙트럼과 평탄화된 스펙트럼의 차이로 피크 스펙트럼을 산출하는 피크 스펙트럼 산출수단,

주파수 영역에서의 피크를 나타내는 FFT 인덱스와 그 주위의 인덱스를 선택하여 피치의 후보로 선택하는 피치 후보 

선택수단,

상기 선택된 피치 후보에 대하여 콤 웨이트의 산출 및 출력을 수행하는 콤 필터링수단,

상기 콤 필터링 결과 중에서 가장 작은 출력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를 선택하여 최종적인 피치로 결정하는 최소 

콤 출력 산출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콤 필터링 수단은 모든 가능한 주파수 인덱스에 대하여 산출하여 놓은 콤 웨이트를 이용하여, 

피치 후보 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주파수 인덱스에 대해서만 콤 출력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과양자화된 음계가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옥타브당 12음계보다 세밀한 옥타브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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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과양자화된 음계를 사용하여 피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콤 필터링을 사용할 때, 콤 필터가 과양

자화된 음계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에 맞추어 산출되고, 과양자화된 음계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에 맞추어 산

출된 콤 출력을 산출하며, 최소 콤 출력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를 과양자화된 음계에 해당하는 주파수 인덱스에서

산출하여 피치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과양자화된 음계의 단위에서 추출된 음 높이 정보를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계의 

단위로 변환하기 위하여, 과양자 음계와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어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템포럴 세그멘테이션 장치는 피크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합산으로 산출되는 톤 메져의 산출수

단, 상기 톤 메져가 특정 임계치보다 작은 부분을 검출함으로써 이루지는 톤 메져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 수단, 각 오

디오 프레임 별로 산출된 피치의 값에서 시간적으로 일정 구간 안의 값을 평균하여 산출함으로써 피치 시퀀스 스무딩

처리를 하는 피치 시퀀스 평탄화 수단, 추정된 피치 값의 시간적인 변이 중에서 일정시간 같은 값을 추출하여 그 값을

주위 오디오 프레임의 대표값으로 설정하는 안정화 수단, 인접한 피치 시퀀스 사이에 특정 피치 값 이상이 되는 오디

오 프레임을 세그먼트의 경계로 설정하는 추정된 피치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수단,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피치 값을 

세그먼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 정보로써 산출하는 세그먼트 피치 산출수단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피치 시퀀스 평탄화 수단에서 각 오디오 프레임 별로 산출된 피치의 값에서 시간적으로 일정 

구간 안의 값을 평균하여 피치 시퀀스를 평탄화 함에 있어서, 특정 오디오 프레임에서의 평탄화된 피치 값을 얻기 위

해 특정 오디오 프레임의 시간적으로 이전 프레임보다 이후에 프레임에 대한 피치 정보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의 경계로 설정하는 기반이 되는 피치 값 차이의 임계치는 피치 추정 장치에서 사용

하는 음계의 단위에 비례하거나, 상기 피치 추정 장치에서 36음계를 사용할 때 2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

정 인식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피치 값을 세그먼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 값

을 평균하여 산출하거나, 상기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피치 값을 세그먼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디오 프레임의 

피치 값에 대한 돗수를 구하여 가장 많은 돗수를 가지는 피치 값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 장치.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톤 메져는 스펙트럼과 이를 평탄화한 스펙트럼의 차로써 산출된 피크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합으로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톤 메져와 하나의 임계치만으로 잡음, 묵음, 무성음이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프레임을 판별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정 인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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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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