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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대역폭 확장 기능을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에 있어서 낮은 비트율에서도 고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는, 고대역 음성신

호가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이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제 1

부호화부;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없는 신호이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제 2

부호화부를 포함하고,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는, 수신된 제 1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하모닉 구조와 스토

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제 1 복원 유니트; 수신된 제 2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캐스

틱 구조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제 2 복원 유니트; 및 수신된 모드 선택 정보에 따라 제 1 복원 유니트와 제 2 복원

유니트중 어느 하나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위치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대역 음성 부호화 시스템의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이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

를 부호화하는 제 1 부호화부;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없는 신호이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제 2 부호

화부를 포함하고,

상기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상기 하모닉 구조에 의해 생성된 여기 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과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

호화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하모닉 구조는,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이상적인 선형 예측 계수(LPC) 여기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인지 가중된 역 합성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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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상적인 선형 예측 계수 여기 신호를 목적신호로 하고, 상기 MP알고리즘에 의해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

하는 탐색기;

상기 탐색기에서 탐색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를 양자화하는 제 1 양자화기;

상기 탐색기에서 탐색된 정현파 사전의 위상 벡터를 양자화하는 제 2 양자화기;

상기 제 1 양자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와 상기 제 2 양자화기에서 출력되는 양자화된 정

현파 사전의 위상 벡터를 이용하여 합성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여기신호 합성기;

상기 제 1 양자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를 양자화하는 제 3 양자화기;

상기 여기신호 합성기로부터 출력되는 합성한 음성신호에 상기 제 3 양자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정규

화 요소를 승산하는 승산기;

상기 승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임펄스 응답을 컨벌루션하여 하모닉 구조로 합성된 신호를 출력하는 인지 가중된 합

성 필터; 및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간의 잔차 신호를 출력하는 감산기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탐색기는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의 피치값을 이용하여 상기

정현파 사전의 각 주파수를 구하고, 상기 구해진 각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양자화기는,

상기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를 정규화하고, 상기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를 상기 제 3 양자화기로 제공하는 정규화기;

상기 정규화기에서 정규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에 대해 MDCT(Mudulated Discrete Cosing Transform)을 수행하

여 얻은 DCT계수를 출력하는 MDCT기;

상기 MDCT기로부터 출력되는 DCT계수를 양자화하고, 적어도 하나의 후보 DCT계수를 출력하는 계수 벡터 양자화기;

상기 계수 벡터 양자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DCT계수에 대해 역 MDCT(IMDCT)를 수행하여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를 출력하는 IMDCT기;

상기 정규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정규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와 상기 IMDCT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간의 잔차 크기 벡터를 검출하는 감산기;

상기 감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잔차 크기 벡터를 양자화하는 잔차 크기 양자화기;

상기 잔차 크기 양자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잔차 크기 벡터와 상기 IMDCT로부터 출력되는 정현파 크기 벡터를 가

산하는 가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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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중 원래의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와 가장 근접한 양자화

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를 최적의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로 선택하는 최적 벡터 선택부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부

호화 장치.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양자화기는 정현파 사전의 크기 인덱스를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복원 정보로서 출력하

고,

상기 제 2 양자화기는 정현파 사전의 위상 인덱스를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복원 정보로 출력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

화 장치.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상기 감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잔차 신호를 임펄스 응답과 컨벌루션하여 이상적 여기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인지 가중된 역

합성 필터;

상기 제 2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이상적인 여기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스토캐스틱 코드북에서

적어도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선택하는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 및

상기 감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잔차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중 하나의 스토캐스틱 코

드북을 선택하고, 선택된 스토캐스틱 코드북의 이득값을 상기 제 3 양자화기로 제공하는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

기를 포함하고,

상기 제 3 양자화기는 상기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와 상기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로부터 출력되는 이득값을

2차원 벡터 양자화하고, 상기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로부터 출력된 이득값을 양자화한 값은 이득값 인덱스로서

출력하고,

상기 이득값 인덱스는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복원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는,

상기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의 임펄스 응답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컨벌루션하여 음성 레벨 신호

를 생성하고,

생성된 음성 레벨 신호와 상기 감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잔차 신호간의 이득값, 상기 음성 레벨 신호, 및 상기 잔차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에 대한 평균 자승 에러를 구하고,

상기 구해진 평균 자승 에러가 최소가 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부호화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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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선택하는 제 1 탐색기;

상기 제 1 탐색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에서 최적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선택하고, 상기 선

택된 스토캐스틱 코드북의 인덱스를 생성하는 제 2 탐색기를 포함하고,

상기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는 상기 고대역 음성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는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부호화부는,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와 임펄스 응답을 컨벌루션하여 이상적인 여기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상적인 여

기신호를 상기 제 1 탐색기로 제공하는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

복수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탐색기에 의해 선택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과 상

기 제 2 탐색기에 의해 선택된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출력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

상기 스토캐스틱 코드북으로부터 제공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에 상기 제 2 탐색기로부터 제공되는 이득값을 승산하는 승

산기;

상기 승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임펄스 응답을 컨벌루션하여 합성된 신호를 출력하는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

상기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로부터 출력되는 합성 신호와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 신호간의 차를 출력하는 감산기; 및

상기 제 2 탐색기로부터 출력되는 이득값을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이득값을 이득값 인덱스로 출력하는 이득값 양자화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이득값 인덱스는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신호 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인지는 부-프레임 단위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의 선

명함 비율, 좌우 에너지비율, 영 교차율, 및 1차 예측 계수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

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는,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상기 제 1 부호화부와 상기 제 2 부호화부중 하나로 전송하는 스위치;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인지를 판단하고, 판단된 결과를 토대로 상기 스위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모드 선택 정보를 출력하는 모드 선택부를 더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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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선택부는, 부-프레임 단위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의 선명함 비율, 좌우 에너지 비율, 영 교

차율, 및 1차 예측 계수를 각각 검출하고,

사전에 설정된 문턱값들과 상기 검출된 선명함 비율, 좌우 에너지 비율, 영 교차율, 및 1차 예측 계수를 비교하고,

상기 비교결과가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로 판단하고,

상기 비교결과가 상기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없는 신호로 판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선택부는,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인

지 더 판단하고,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가 모두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이면, 상기 고대역 음성신

호가 상기 제 1 부호화부로 전송되도록 상기 스위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선택부는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 각각에 대해 부-프레임 단위로 선

명함 비율, 좌우 에너지 비율, 영 교차율, 및 1차 예측 계수를 검출하고,

사전에 설정된 문턱값들과 상기 검출된 선명함 비율, 좌우 에너지 비율, 영 교차율, 및 1차 예측 계수를 비교하고,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비교결과가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

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가 모두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로 판단하고,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비교결과가 상기 사전에 설정된 조건중 적어도 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가 상기 제 2 부호화부로 전송되도록 상기 모드 선택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는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19.

제 1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는,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를 생성하는 생성부를 더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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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역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선형 예측 계수를 분석하는 선형 예측 계수 분석부;

상기 선형 예측 계수 분석부로부터 출력되는 선형 예측 계수를 양자화하는 양자화부;

상기 양자화부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선형 예측 계수를 이용하여 0 입력 응답신호를 출력하는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인지 가중된 음성 신호를 출력하는 인지 가중 필터;

상기 인지 가중 필터로부터 출력되는 인지 가중된 음성신호로부터 상기 0 입력 응답 신호를 제거하여 상기 제로 상태 고대

역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감산기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

청구항 21.

광대역 음성 부호화 시스템에 있어서,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음성신호를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신호로 분할하는 대역 분할부;

상기 대역 분할부로부터 전송되는 저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고, 상기 부호화에 의해 검출된 저대역 음성신호의 피치를

출력하는 저대역 음성신호 부호화 장치; 및

상기 대역 분할부로부터 전송되는 고대역 음성신호, 저대역 음성신호 및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의 피치를 이용하여 상기 고

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고대역 음성신호 부호화 장치를 포함하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 부호화 장치는,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있으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고,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중 어느 한 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없으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상기 하모닉 구조에 의해 생성된 여기 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과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시스템.

청구항 23.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제 1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제 1 복

원 유니트;

수신된 제 2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캐스틱 구조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제 2 복원 유니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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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모드 선택 정보에 따라 상기 제 1 복원 유니트와 상기 제 2 복원 유니트중 어느 하나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위치를 포함하고,

상기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상기 하모닉 구조에 의해 생성된 여기 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과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복원 정보는 이득값 인덱스, 정현파 사전의 크기 인덱스, 정현파 사전의 위상 인덱스, 및 스

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복원 정보는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 및 이득값 인덱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

청구항 25.

제 23 항 또는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는,

수신된 선형 예측 계수 인덱스를 역 양자화하여 양자화된 선형 예측 계수를 얻고, 상기 양자화된 선형 예측 계수를 상기 제

1 복원 유니트와 상기 제 2 복원 유니트로 각각 전송하는 선형 예측 계수 역양자화부를 더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

치.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복원 유니트는,

상기 이득값 인덱스를 역 양자화하여 양자화된 이득값을 출력하는 이득값 역 양자화부;

상기 정현파 사전의 크기 인덱스를 복호하여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를 출력하는 정현파 크기 복호화부;

상기 정현파 사전의 위상 인덱스를 복호화여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위상 벡터를 출력하는 정현파 위상 복호화부;

상기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에 의해 대응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출력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

상기 양자화된 이득값과 상기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를 승산하는 제 1 승산기;

상기 양자화된 이득값과 상기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승산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승산기;

상기 제 1 승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위상 벡터를 이용하여 하모닉 신호를 복원하는 하

모닉 신호 복원부;

상기 하모닉 신호 복원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제 2 승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여기 신호를 가산하는 가산기; 및

상기 선형 예측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가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합성 필터링하여 상기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출

력하는 합성 필터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

등록특허 10-0707174

- 8 -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복원 유니트는,

상기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가 입력되면, 대응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출력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

상기 이득값 인덱스가 입력되면, 입력되는 상기 이득값 인덱스를 역 양자화하여 양자화된 이득값을 출력하는 이득값 역양

자화부;

상기 스토캐스틱 코드북과 상기 양자화된 이득값을 승산하여 여기신호를 생성하는 승산기; 및

상기 선형 예측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승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합성 필터링하는 합성 필터를 더 포함하는 고대역 음

성 복호화 장치.

청구항 28.

광대역 음성 복호화 시스템에 있어서,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중 어느 한 구조로 이용하여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복원

정보로부터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고대역 음성신호 복호화 장치;

상기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복원 정보로부터 저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저대역 음성신호 복호화 장치; 및

상기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복원된 저대역 음성신호를 결합하여 복원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대역 결합부를 포

함하고,

상기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상기 하모닉 구조에 의해 생성된 여기 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과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음성 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9.

광대역 음성 부호화 시스템에서의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고대역 음성신호 및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모두 하모닉 성분이 있으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 단계;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중 어느 한 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없으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상기 하모닉 구조에 의해 생성된 여기 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과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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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하모닉 성분이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 각각에 대해 부-프레임 단위로 소정의 특성 값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특성값과 사전에 설정된 문턱값들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되는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특성 값은 선명함 비율, 좌우 에너지 비율, 영 교차율, 및 1차 예측 계수를 포함하고,

상기 사전에 설정된 문턱 값은 각 특성 값에 대한 문턱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

청구항 32.

제 29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대역 음성 신호는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

청구항 33.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을 의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정현파 사

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여 여기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

청구항 34.

고대역 음성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복원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드 선택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상기 모드 선택 정보가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모드를 나타내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

한 구조로 수신된 복원 정보로부터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모드 선택 정보가 스토캐스틱 구조를 나타내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수신된 복원 정보로부터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상기 하모닉 구조에 의해 생성된 여기 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과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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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대역폭 확장 기능을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에 있어서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음성 통신의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네트워크의 전송속도가 향상됨으로 인해 고품질의 음성 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음성 통신 대역인 0.3kHz∼3.4kHz에 비해 자연성과 명료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

을 갖는 0.3kHz∼7kHz의 대역폭을 갖는 광대역 음성 신호의 전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전송하는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packet switching network)는 채널의 정

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패킷 손실과 음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상된 패킷을 은닉

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광대역 음성 신호를 효과적으로 압축하면서 채널의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

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는 0.3kHz∼7kHz 대역의 음성신호를 한꺼번에 압축하고 이를 복원하

는 방식과 0.3kHz∼4kHz 대역과 4kHz∼7kHz 대역으로 나누어 계층적으로 압축하고, 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정체 현상의 정도에 따라 전달하는 계층의 양을 조절하여 주어진 채널 환경에서 최적의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하는 대역폭 확장 기능을 이용한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방식이다.

상기 대역폭 확장 기능을 이용한 광대역 음성 부호화에서 4kHz∼7kHz 대역의 고대역 음성신호는 MLT(Modulated

Lapped Transform, 이하 MLT라고 약함) 방식에 의해 부호화된다. MLT 방식을 이용하는 고대역 음성신호 부호화 장치

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 부호화 장치는, 고대역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MLT(101)에서 입력되는 고대역 음

성신호를 MLT하여 MLT 계수를 추출한다. 추출된 MLT 계수의 크기는 2D-DCT(2 Dimension - Discrete Cosine

Transform) 모듈(102)로 출력하고, 추출된 MLT 계수의 부호는 부호 양자화기(103)로 출력한다.

2D-DCT 모듈(102)은 입력된 MLT 계수의 크기에서 2D-DCT계수를 추출하고, 추출된 2D-DCT 계수를 DCT 계수 양자

화기(104)로 출력한다. DCT 계수 양자화기(104)는 2차원 구조를 갖는 2D-DCT 계수에서 통계적으로 그 크기가 큰 순서

대로 나열하고, 나열된 벡터를 양자화한 후, 그 코드북 인덱스를 출력한다. 부호 양자화기(103)는 MLT 계수의 크기가 큰

계수에 해당되는 부호를 양자화하여 출력한다.

출력된 코드북 인덱스 및 양자화된 부호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110)로 제공되고,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110)는 고

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100)와 역 과정을 통해 고대역 음성 신호를 복원하고, 복원된 고대역 음성 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나, 상기 MLT 방식에 의해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것은 낮은 비트율로 음성 신호를 전송할 때, 고음질의 복원

이 어렵고, 비트율이 낮아질수록 음질 복원 성능의 저하가 두드러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대역폭 확장 기능을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에 있어서 낮은 비트율에

서도 고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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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대역폭 확장 기능을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에 있어서 고대역 음

성신호가 하모닉(harmonic) 성분이 있는 신호인지에 따라 동작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대역폭 확장 기능을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에 있어서 주파수

해상도(frequency resolution)와 복잡도(complexity)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하모닉 크기와 위상을 얻을 수 있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이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

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제 1 부호화부;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이

없는 신호이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제 2 부호화부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

치를 제공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음성신호를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

신호로 분할하는 대역 분할부; 상기 대역 분할부로부터 전송되는 저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고, 상기 부호화에 의해 검출

된 저대역 음성신호의 피치를 출력하는 저대역 음성신호 부호화 장치; 및 상기 대역 분할부로부터 전송되는 고대역 음성신

호, 저대역 음성신호 및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의 피치를 이용하여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고대역 음성신호 부

호화 장치를 포함하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수신된 제 1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제 1 복원 유니트; 수신된 제 2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캐스틱 구조로 고대

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제 2 복원 유니트; 및 수신된 모드 선택 정보에 따라 상기 제 1 복원 유니트와 상기 제 2 복원 유니

트중 어느 하나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를 제공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중 어

느 한 구조로 이용하여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복원 정보로부터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고대역 음성신호 복호화 장치;

상기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복원 정보로부터 저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저대역 음성신호 복호화 장치; 및 상기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복원된 저대역 음성신호를 결합하여 복원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대역 결합부를 포함하는 광대역

음성 복호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고대역 음성신호 및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모두 하모닉 성분이 있으면, 하모닉 구조와 스

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 단계;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와 상기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

신호중 어느 한 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없으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상기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 단계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수신된 복원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드 선택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상

기 모드 선택 정보가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모드를 나타내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수신된 복원 정보로부터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모드 선택 정보가 스토캐스틱 구조를 나타내

면, 스토캐스틱 구조로 수신된 복원 정보로부터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를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이

다.

도 2를 참조하면,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은, 음성 부호화 장치(200), 채널(210), 및 음성 복호화 장치(220)

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은 대역폭 확장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도 2에 도시된 음

성 부호화 장치(200)는 대역 분할부(201),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 및 저대역 음성 부호화장치(203)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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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분할부(201)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신호로 분할한다. 상기 입력되는 음성신호는 16

비트 선형 펄스 코드 변조(Pulse Code Modulation)형식을 가질 수 있다. 대역 분할부(201)는 고대역 음성신호를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로 출력하고, 저대역 음성신호를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와 저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3)로

각각 출력한다.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는 입력되는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한다. 이를 위하여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는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 생성부(300), 모드 선택부(306), 스위

치(307), 제 1 부호화부(308), 및 제 2 부호화부(309)를 포함한다.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 생성부(300)는 입력되는 고대역 음성신호를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로 생성한다. 이를 위

하여,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 생성부(300)는 6차 선형 예측 계수(Linear Prediction Coefficient, 이하 LPC라고 약함)

분석부(301), LPC 양자화부(302),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perceptual weighted synthetic filter)(303), 인지 가중 필터

(perceptual weighting filter)(304), 및 감산기(305)를 포함한다.

고대역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6차 LPC 분석부(301)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방식과 레빈슨 더빈 알고리즘

(Levinson-Durbin algorithm)을 사용하여 6개의 LPC를 구한다. 구해진 6개의 LPC는 LPC 양자화부(302)로 전송된다.

LPC 양자화부(302)는 입력된 6개의 LPC를 LSP(Line Spectral Pair) 벡터로 변환하고, 변환된 LSP 벡터를 다단계 벡터

양자화기를 이용하여 양자화한다. 양자화된 LSP 벡터는 다시 LPC로 변환되어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303)로 출력된다.

이 때 양자화된 LSP 벡터는 LPC 인덱스로서 채널(210)로 출력된다.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303)는 LPC 양자화부(302)로부터 입력된 LPC를 이용하여 "0"입력에 대한 응답신호를 출력한다.

출력된 0 입력 응답 신호는 감산기(305)로 전송된다.

인지 가중 필터(304)는 입력된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인지 가중된 음성신호를 출력한다. 인지 가중 필터(304)는 청취적

마스킹 효과를 이용하여 양자화 잡음이 마스킹 레벨 이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인지 가중된 음성신호는 감산기

(305)로 전송된다.

감산기(305)는 인지 가중된 음성신호에서 상기 0입력 응답신호를 제거한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감산기(305)에서 출력

되는 인지 가중된 신호는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이다. 감산기(305)로부터 출력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

성신호는 모드 선택부(306)와 스위치(307)로 전송된다.

모드 선택부(306)는 감산기(305)로부터 전송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와 대역 분할부(201)로부터 전

송되는 저대역 음성신호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고대역 음성신호가 하모닉 성분(harmonic component)이 있는 신호인지 여

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따른 모드 선택 정보를 출력한다.

즉, 모드 선택부(306)는 감산기(305)로부터 전송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와 대역 분할부(201)로부터

전송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해 각각 소정의 특성 값을 구한다. 상기 소정의 특성 값은 선명한 비율(sharpness rate), 신

호의 좌우 에너지 비율, 영 교차율(zero-crossing rate), 및 1차 예측 계수(first-order prediction coefficient)를 포함할

수 있다.

감산기(305)로부터 출력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가 s(n)일 때, 모드 선택부(306)는 s(n)에 대한 선명

함 비율(sharpness rate) Sr을 수학식 1에 의해 구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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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에서 Lsf는 부-프레임의 길이이다. 부-프레임의 길이는 샘플 수로 표현될 수 있다. 부-프레임은 한 프레임의 일부

이고, 한 프레임은 2개의 부-프레임으로 나뉠 수 있다.

그 다음 모드 선택부(306)는 상기 신호 s(n)에 대한 좌우 에너지 비율 Er을 수학식 2에 의해 구한다.

수학식 2

그 다음 모드 선택부(306)는 부-프레임당 s(n)신호의 부호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영 교차율(zero-crossing rate) Zr

을 수학식 3에 정의된 바를 토대로 구한다.

수학식 3

수학식 3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부-프레임에 대해 처음 Zr은 0부터 시작한다. 상기 영 교차율은 부-프레

임 단위로 검출되므로, 범위 i는 Lsf-1부터 1까지이다. i번째 감산기(305)의 출력신호 s(i)와 i-1번째 감산기(305)의 출력

신호 s(i-1)를 승산 한 값이 0보다 작으면, 영 교차가 발생된 것이므로, Zr 값은 1 증가된다. 부-프레임단위로 최종 검출된

Zr 값을 부-프레임의 길이(Lsf)로 나누면, 해당되는 부-프레임에서의 고대역 음성신호의 영 교차율 Zr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모드 선택부(306)는 상기 신호 s(n)에 대한 1차 예측 계수(First-order Prediction Coefficient) Cr을 수학식

4를 토대로 구한다.

수학식 4

상기 1차 예측 계수 Cr은 인접한 샘플간의 상관관계가 클수록 큰 값이 얻어지고, 인접한 샘플간의 상관관계가 작을수록 작

은 값이 얻어진다.

그 다음 모드 선택부(306)는 수학식 5와 같이 부-프레임 단위로 검출된 각 특성값과 사전에 설정된 각 특성값에 대한 문턱

값 TS, TE, TZ, T C을 비교하고, 수학식 5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면, 입력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하모닉 성분이 포함된 음

성 신호로 판단한다.

수학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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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선택부(306)는 입력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해서도 수학식 1 내지 수학식 4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프레임 단위의

4개의 특성 값을 얻는다.

모드 선택부(306)는, 상기 수학식 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전에 설정된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각 특성 값들에 대한 문턱

값과 상기 수학식 1 내지 수학식 4에 의해 얻은 입력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특성 값들을 비교하여 상기 수학식 5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한다. 상기 수학식 5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면, 모드 선택부(306)는 입력된 저대역 음성신

호를 하모닉 성분이 포함된 음성 신호로 판단한다.

그러나, 상기 수학식 5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모드 선택부(306)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하모닉 성분이 포함되

지 않은 음성신호로 판단한다.

모드 선택부(306)는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신호가 모두 하모닉 성분을 포함하는 음성신호로 판단되면, 스위치

(307)가 감산기(305)로부터 출력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를 제 1 여기신호 합성부(308)로 전송하도

록 제어하는 모드 선택 정보를 출력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위치(307)가 감산기(305)로부터 출력되는 인지 가중된 제

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를 제 2 여기 신호 합성부(309)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모드 선택 정보를 출력한다. 상기 모드 선

택 정보는 채널(210)로도 전송된다.

제 1 부호화부(308)는 부-프레임 단위로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stochastic) 구조를 혼합하여 여기신호를 합성한다.

따라서, 제 1 부호화부(308)는 여기 신호(exciting signal) 합성부로 정의될 수 있다.

제 1 부호화부(308)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인지 가중된 역 합성 필터(401), 정현파 사전(sine wave dictionary)

의 크기(amplitude)와 위상(phase) 탐색기(402),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403), 정현파 위상 양자화기(404), 여기신호 합성

기(compositor)(405), 승산기(406),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407), 감산기(408), 이득값 양자화기(409), 제 2 인지 가중된

역 합성 필터(410),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1), 및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2)를 포함한다.

상기 하모닉 구조는 제 1 인지 가중된 역 합성 필터(401),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기(402),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

(403), 정현파 위상 양자화기(404), 여기신호 합성기(405), 승산기(406),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407), 및 감산기(408)를

포함하고, 상기 스토캐스틱 구조는 제 2 인지 가중된 역 합성 필터(410),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1) 및 폐루

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2)를 포함하도록 정의할 수 있다.

제 1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401)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수학식 6에 의해 이상적인

LPC 여기 신호(ideal LPC excitation signal) rh를 얻는다. 수학식 6에서 x(i)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이

고, h'(n-i)는 제 1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401)의 임펄스 응답이다. 제 1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401)는 상기 x(i)와 h'

(n-i)의 컨벌루션(convolution)으로 상기 이상적인 LPC 여기신호 rh를 얻는다.

수학식 6

상기 이상적인 LPC 여기신호 rh는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찾기 위한 목적 신호(object signal)로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기(402)로 전송된다.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기(402)는 MP(Matching Pursui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

색한다. 정현파 사전을 이용한 하모닉 여기신호 eMP는 수학식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수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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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에서 Ak는 k번째 정현파의 크기, ωk는 k번째 정현파의 각 주파수, φk는 k번째 정현파의 위상, K는 정현파 사전의

개수를 나타낸다.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기(402)는 MP 알고리즘에 의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 이전에 정현파 사전의 각

주파수 ωk를 저대역 음성신호의 피치값 tp를 이용하여 구한다. 즉, 수학식 8과 같이 각주파수 ωk를 구한다. 상기 저대역 음

성신호의 피치값 tp는 저대역 음성 부호화장치(203)로부터 제공된다.

수학식 8

MP알고리즘에 의해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기(402)는 k번째 목적 신호를 k번째 사전에 투영하여 성분 크기

(component amplitude)를 추출하는 과정과 추출된 성분 크기를 k번째 목적 신호에 상쇄시켜 새로운 k+1번째 목적 신호

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을 탐색한다. 이러한 MP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

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은 수학식 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수학식 9

수학식 9에서 rh,k는 k번째 목적신호이고, Ek는 rh,k와 k번째 정현파 사전과의 평균 자승 에러(mean squared error)에 해

밍 윈도우(hamming window) wham을 취한 값이다. k=0이라면, rh,k는 이상적 LPC 여기 신호와 같다. Ek가 최소가 되는

A k와 φk는 수학식 10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수학식 10

K개의 모든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이 탐색된 후,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는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403)로 출력되고,

정현파 사전의 위상 벡터는 정현파 위상 양자화기(404)로 출력된다.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403)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5를 참조하면,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403)는 정현파 크기 정규

화기(501), MDCT(Modulated Discrete Cosine Transform, 이하 MDCT라고 약함)기(502), 계수 벡터 양자화기(503),

IMDCT(Inverse 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 이하 IMDCT라고 약함)기(504), 감산기(505), 잔차 크기 양자화

기(506), 가산기(507), 및 최적 벡터 선택부(508)를 포함한다.

정현파 크기 정규화기(501)는 입력되는 정현파 크기를 수학식 11과 같이 정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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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1

수학식 11에서 A'k는 정규화된 k번째 정현파 크기를 나타내며,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는 수학식 11의 분모에 해당된다.

이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는 스칼라(scalar) 값으로서, 이득값 양자화기(409)로 제공된다. 상기 정규화된 k번째 크기 Ak'

는 벡터값으로서, MDCT기(502)와 감산기(505)로 출력된다.

MDCT기(502)는 입력되는 정규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에 대해 수학식 12와 같이 MDCT를 수행한다.

수학식 12

수학식 12에서 Ck는 정규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에 대한 k번째 DCT 계수이다. Ck는 계수 벡터 양자화기(503)로 출력된다.

계수 벡터 양자화기(503)는 스플리트(split) 벡터 양자화 방식에 의해 상기 DCT계수들을 양자화하고, 최적의 후보 DCT

계수 벡터를 선택한다. 4개의 DCT 계수 벡터가 최적의 후보 DCT 계수 벡터로 선택될 수 있다.

선택된 후보 DCT 계수 벡터들은 IMDCT기(504)로 출력된다. IMDCT기(504)는 선택된 후보 DCT 계수 벡터들을 수학식

13에 대입시켜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들을 얻는다.

수학식 13

수학식 13에서 AEk는 양자화된 후보 DCT 계수 벡터 를 IMDCT한 벡터로서,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이다. 양자화

된 정현파 크기 벡터는 감산기(505)로 출력한다.

감산기(505)는 정현파 크기 정규화기(501)로부터 전송된 정규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 A'k와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벡터

AEk간의 에러 벡터를 구하고, 상기 에러 벡터를 잔차 크기 양자화기(506)로 전송한다.

잔차 크기 양자화기(506)는 입력된 에러 벡터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에러 벡터를 가산기(507)로 출력한다. 가산기(507)

는 잔차 크기 양자화기(506)로부터 전송된 양자화된 에러 벡터와 그에 해당하는 IMDCT 과정을 거친 정현파 크기 벡터

AEk를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를 구한다.

최적 벡터 선택부(508)는 가산기(507)로부터 MDCT기(402)에서 검출된 후보 DCT 계수 벡터들에 대한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가 수신되면, 수신된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들중에서 원래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에 가장

근접한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출력된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는 여기 신호

합성기(405)로 전송되고,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인덱스로서, 채널(210)로 전송된다.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위상 탐색기(402)에서 탐색된 위상 벡터가 입력되면, 정현파 위상 양자화기(404)는 다단계 벡터 양

자화 방식으로 상기 입력된 위상 벡터를 양자화한다. 이 때, 정현파 위상 양자화기(404)는 전체 전송해야할 위상 정보중에

서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위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상 정보중에서 절반의 위상 정보만을 양자화하여 전송

한다. 나머지 절반의 위상 정보는 랜덤하게 위상 정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정현파 위상 양자화기(404)로부터 출력되

는 양자화된 위상 벡터는 여기 신호 합성기(405)와 채널(210)로 각각 출력된다. 상기 양자화된 위상 벡터는 정현파 사전의

위상 인덱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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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신호 합성기(405)는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403)로부터 제공되는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터와 정현파 위상

양자화기(404)로부터 제공되는 양자화된 위상 벡터를 이용하여 합성한 음성 신호를 얻는다. 즉, 상기 양자화된 정현파 사

전의 크기 벡터가 이고 상기 양자화된 위상 벡터가 이면, 여기 신호 합성기(405)는 합성한 음성신호 를 수학

식 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14

합성한 음성신호 는 승산기(406)로 출력된다. 승산기(406)는 이득값 양자화기(409)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와 상기 여기 신호 합성기(405)로부터 출력되는 를 승산한 후,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407)로 출력한

다.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407)는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와 상기 이 승산된 하모닉 구조의 여기신호와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407)의 임펄스 응답 h(n)을 수학식 15과 같이 컨벌루션하여 하모닉 구조로 합성된 신호를 출력한다. 출

력된 합성 신호는 감산기(408)로 출력된다.

수학식 15

수학식 15에서 는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로서, 이득 양자화기(409)로부터 승산기(406)로 제공된 값이다.

감산기(408)는 입력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에서 상기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407)로부터 제공되는

하모닉 구조로 합성된 신호를 감산하여 잔차 신호를 얻는다.

감산기(408)에서 얻어진 잔차 신호는 개루프 탐색과정과 폐루프 탐색과정을 통해 코드북을 찾는다. 즉, 감산기(408)에서

출력된 잔차 신호는 개루프 탐색을 위해 제 2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410)로 입력된다. 제 2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

(410)는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의 임펄스 응답과 상기 감산기(408)로부터 출력된 잔차 신호를 수학식 1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컨벌루션하여 2차 이상적 여기신호를 생성한다.

수학식 16

수학식 16에서 x2는 감산기(408)로부터 출력되는 잔차 신호이고, rs는 2차 이상적 여기신호이다.

제 2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410)로부터 생성된 2차 이상적 여기 신호는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1)로 출력

된다.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1)는 2차 이상적 여기신호를 목적 신호로 하여 스토캐스틱 코드북에서 다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선택한다.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1)에서 탐색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은 폐루

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2)로 전송된다.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2)는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의 임펄스 응답과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간의 컨벌루션

에 의하여 음성 레벨 신호를 생성한다. 생성된 음성 레벨 신호 y2와 감산기(408)로부터 제공되는 잔차 신호간의 이득값 gs

을 수학식 17에 의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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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7

그 다음 폐 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2)는 음성 레벨 신호 y2에 상기 이득값 gs를 승산한 신호와 x2를 이용하여

수학식 18과 같이 평균 자승 에러(mean squared error) Emse를 구한다.

수학식 18

그리고, 개루프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411)에서 탐색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에서 상기 평균 자승 에러 Emse이 최

소가 되는 하나의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이 선택된다. 선택된 후보 코드북에 해당하는 이득값은 이득값 양자화기(409)로

전송되어 양자화된다. 또한, 선택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에 대한 인덱스를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로서 출력한다. 출

력된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는 채널(210)로 전송된다.

이득값 양자화기(409)는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403)로부터 전송되는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와 폐루프 스토캐스틱 코드

북 탐색기(412)로부터 전송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 이득값을 2차원(2-Dimensional) 벡터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 정규화 요소는 승산기(406)로 출력하고, 양자화된 스토캐스틱 코드북 이득값은 이득값 인덱스로서 출력한다. 출력된

이득값 인덱스는 채널(210)로 전송된다.

한편, 도 3의 제 2 부호화부(309)는 스위치(307)를 통해 전송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해 스토캐

스틱 구조로 여기신호를 합성한다. 따라서 제 2 부호화부(309)는 여기신호 합성부로 정의될 수 있다.

제 2 부호화부(309)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제 2 부호화부(309)는 인지 가중된 역합

성 필터(601),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2), 스토캐스틱 코드북(603), 승산기(604),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605),

감산기(606), 최적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7), 및 이득값 양자화기(608)를 포함한다.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601)는 입력되는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 x(i)와 인지 가중된 역합성 필터의 임

펄스 응답 h'(n)을 수학식 19와 같이 컨벌루션하여 이상적인 여기 신호 rs를 생성한다.

수학식 19

상기 생성된 이상적인 여기 신호 rs가 입력되면,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2)는 이상적인 여기 신호 rs(n)와 스토

캐스틱 코드북(603)에 존재하는 모든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대상으로 상호 상관성(cross correlation) c(i)를 수학식 20을

토대로 구하여 상호 상관성이 큰 후보 코드북을 선택한다.

수학식 20

수학식 20에서 ri'(n)은 스토캐스틱 코드북(603)에 포함되어 있는 i번째 스토캐스틱 코드북이다.

스토캐스틱 코드북(603)는 복수개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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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들이 스토캐스틱 코드북(603)으로부터 출력되면, 승산기(604)는 선택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들에 이득값을 승산하여 출력한다. 이득값은 최적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7)로부터 제공된다.

인지 가중된 합성 필터(605)는 이득값이 승산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들과 임펄스 응답 hi(n-j)을 수학식 21과 같이 컨

벌루션하여 합성된다.

수학식 21

수학식 21에서 gi는 이득값으로서, 최적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7)로부터 승산기(604)로 제공된 것이다.

감산기(606)는 이득값 gi가 승산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에 대한 합성된 신호와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 신

호간의 차를 출력한다.

최적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7)는 감산기(606)로부터 제공되는 차신호를 토대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

(602)에 의해 탐색된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중에서 최적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탐색한다.

즉, 최적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7)는 감산기(606)로부터 제공되는 차신호가 가장 작은 후보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최적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으로 선택한다. 선택된 스토캐스틱 코드북은 최적의 여기 신호가 된다. 최적의 스토캐스틱 코드

북 탐색기(607)에서 최적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으로 선택된 코드북에 해당하는 이득값은 이득값 양자화기(608)와 승산기

(604)로 제공된다.

또한, 최적 스토캐스틱 코드북 탐색기(607)는 최적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이 선택되면, 선택된 스토캐스틱 코드북의 인덱스

를 채널(210)로 출력한다.

이득값 양자화기(608)는 입력된 이득값을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이득값을 이득값 인덱스로서 출력한다. 출력된 이득값 인

덱스는 채널(210)로 출력한다.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는 부호화된 음성신호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LPC 인덱스, 제 1 부호화부(308)로부터 출

력되는 이득값 인덱스, 정현파 사전의 크기 인덱스, 정현파 사전의 위상 인덱스, 및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와, 제 2 부호

화부(309)로부터 출력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 및 이득값 인덱스를 멀티플렉싱하여 채널(210)로 송출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저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3)는 표준 협대역 음성신호 압축기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저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한다. 상기

표준 협대역 음성신호 압축기는 0.3kHz∼4kHz 대역의 저대역의 음성신호를 압축하면서, 상기 저대역 음성신호의 피치 tp

를 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저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3)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채널(210)로 전송된다.

채널(210)은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와 저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3)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복원 정보를 대응되는

음성 복호화 장치(220)로 전송한다. 채널은 상기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2)와 저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3)로부터

출력되는 복원 정보를 패킷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

음성 복호화 장치(2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221), 저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222) 및 대역

결합부(223)를 포함한다.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221)는 채널(210)을 통해 전송되는 복원 정보들을 토대로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출력한다.

이를 위하여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도 7을 참조하면,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221)는 제 1 복원 유니트(700), LPC 역양자화부(710), 제 2 복원 유니트(720)

, 및 스위치(73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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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복원 유니트(700)는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채널(210)을 통해 수신된 복원 정보로부터 고

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한다. 따라서 제 1 복원 유니트(700)는 채널(210)을 통해 수신된 모드 선택 정보가 하모닉 구조와 스

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모드를 나타내면 동작한다. 상기 모든 선택 정보가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모드

는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신호가 모두 하모닉 성분이 있는 신호인 경우이다.

제 1 복원 유니트(700)는 이득값 역양자화부(701), 정현파 크기 복호화부(702), 정현파 위상 복호화부(703), 스토캐스틱

코드북(704), 승산기들(705, 707), 하모닉 신호 복원부(706), 가산기(708), 및 합성 필터(709)를 포함한다.

이득값 역양자화부(701)는 이득값 인덱스가 입력되면, 입력된 이득값 인덱스를 역양자화하여 양자화된 정현파 크기의 정

규화 요소를 출력한다.

정현파 크기 복호화부(702)는 정현파 사전의 크기 인덱스가 입력되면, IMDCT과정을 통해 상기 정현파 사전의 크기 인덱

스에 대한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를 구하고, 상기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를 복원하고, 상기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와 상기 복원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를 가산하여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를 검출하여 출력한다.

정현파 위상 복호화부(703)는 정현파 사전의 위상 인덱스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된 정현파 사전의 위상 인덱스에 대응되

는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위상을 출력한다.

스토캐스틱 코드북(704)은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가 입력되면, 입력된 인덱스에 대응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출력

한다. 스토캐스틱 코드북(704)은 복수개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포함할 수 있다.

승산기(705)는 이득값 역양자화부(701)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정규화 요소와 정현파 크기 복호화부(702)로부터 출력

되는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를 승산하여 출력한다.

하모닉 신호 복원부(706)는 승산기(705)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정규화 요소가 승산된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크기 벡

터 와 양자화된 정현파 사전의 위상 벡터 를 사용하여 수학식 14를 토대로 하모닉 신호를 복원한다. 복원된 하모닉

신호는 가산기(708)로 출력된다.

승산기(707)는 이득값 역양자화부(701)로부터 출력되는 양자화된 스토캐스틱 코드북 이득값과 스토캐스틱 코드북(704)

에서 출력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승산하여 여기 신호를 생성한다.

가산기(708)는 하모닉 신호 복원부(706)로부터 출력되는 하모닉 신호와 승산기(707)로부터 출력되는 여기 신호를 가산하

여 출력한다.

합성 필터(709)는 LPC 역양자화부(710)로부터 제공되는 양자화된 LPC를 이용하여 가산기(708)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합성 필터링(synthesis filtering)함으로써,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출력한다.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는 스위치(730)

로 전송된다.

LPC 역양자화부(710)는 LPC 인덱스가 입력되면, 입력된 LPC 인덱스에 대응되는 양자화된 LPC를 출력한다. 출력된 양

자화된 LPC는 합성 필터(709)와 후술할 합성 필터(724)로 제공된다.

제 2 복원 유니트(720)는 스토캐스틱 구조로 채널(210)을 통해 수신된 복원 정보로부터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생성한

다. 따라서 제 2 복원 유니트(720)는 채널(210)을 통해 수신된 모드 선택 정보가 스토캐스틱 구조 모드를 나타내면 동작한

다. 상기 모드 선택 정보가 스토캐스틱 구조 모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신호중 적어도 하나

의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없는 경우이다.

제 2 복원 유니트(720)는 스토캐스틱 코드북(721), 이득값 역양자화부(722), 승산기(723) 및 합성 필터(724)를 포함한다.

스토캐스틱 코드북(721)은 스토캐스틱 코드북 인덱스가 입력되면, 해당되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출력한다. 스토캐스틱

코드북(721)는 복수개의 스토캐스틱 코드북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득값 역양자화부(722)는 이득값 인덱스가 입력되면, 해당되는 양자화된 이득값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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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기(723)는 스토캐스틱 코드북에 양자화된 이득값을 승산하여 출력한다.

합성 필터(724)는 LPC 역 양자화부(710)로부터 제공되는 양자화된 LPC를 이용하여 이득값이 승산된 스토캐스틱 코드북

을 합성 필터링함으로써,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출력한다.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는 스위치(730)로 출력된다.

스위치(730)는 수신되는 모드 선택 정보에 따라 제 1 복원 유니트(700)와 제 2 복원 유니트(720)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선택적으로 전송한다. 즉, 모드 선택 정보가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를 나타내

면, 제 1 복원 유니트(700)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로서 출력한다. 모드 선택

정보가 스토캐스틱 구조를 나타내면, 제 2 복원 유니트(720)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된 고대역 음

성신호로서 출력한다.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21)는 채널(210)로부터 수신된 복원 정보를 디멀티플렉싱하여 해당되는 모듈로 전송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저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222)는 채널을 통해 수신된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복원 정보를 이용하여 저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한다. 저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222)는 저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203)와 대응되는 구조를 갖는다.

대역 결합부(223)는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221)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

(222)로부터 출력되는 복원된 저대역 음성신호를 결합하여 복원된 음성신호를 출력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입력되는 음성신호가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신호로 분할되면, 분할된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를 생성한다(801).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되는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해 LPC분석하여 검출

된 LPC와 인지 가중 필터들을 이용하여 상기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를 생성한다.

생성된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와 이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있는

지 판단한다(802). 판단 방식은 도 3의 모드 선택부(30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프레임 단위로 4가지 특성 값을 검출

하고, 사전에 설정된 각 특성 값들에 대한 문턱값과 검출된 특성 값을 비교한 결과가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면, 각 음성신호

에 하모닉 성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 가중된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와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

호화한다(803, 804).

그러나,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와 대응되는 저대역 음성신호중 어느 한신호라도 하모닉 성분이 없으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토캐스틱 구조로 상기 제로 상태 고대역 음성신호를 부호화한다(805).

상술한 바와 같이 부호화된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복원 정보들은 채널을 통해 음성신호 복호화 장치 또는 광대역 음성신

호 복호화 장치로 송출된다. 이 때, 부호화된 저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복원 정보도 함께 상기 음성신호 복호화 장치 또는

광대역 음성신호 복호화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복호화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채널을 통해 수신된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복원 정보들에 고대역 음성신호에 대한 모드 선택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모드 선택 정보를 분석한다(901).

모드 선택 정보를 분석한 결과, 모드 선택 정보가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모드를 나타내면,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제 1 복원 유니트(700)와 같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를 토대로 고대

역 음성신호를 복원한다(902, 903).

그러나, 모드 선택 정보를 분석한 결과, 모드 선택 정보가 스토캐스틱 구조 모드를 나타내면,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제 2 복원 유니트(720)와 같이 스토캐스틱 구조를 토대로 고대역 음성신호를 복원한다(902,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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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

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저장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

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 추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 프로그램, 코

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 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

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

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대역폭 확장 기능을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에서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

화시, 고대역 음성신호와 저대역 음성신호에 하모닉 성분이 있으면, 하모닉 구조와 스토캐스틱 구조를 결합한 구조로 고대

역 음성신호를 부호화 및 복호화하고, 하모닉 구조는 MP(Matching Pursuit) 정현파 사전을 이용하여 하모닉 크기와 위상

을 구함으로써, 적은 비트율과 낮은 복잡도로 고 음질을 재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전송율의 협대역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MP 정현파 사전을 이용한 하모닉 구조로 부호화함으로써,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한 하모닉 구조로

부호화하는 것이 비해 주파수 해상도에 덜 민감한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를 갖는 광대역 음성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이

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장치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제 1 여기신호 합성부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정현파 크기 양자화기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제 2 여기신호 합성부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복호화 장치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부호화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고대역 음성 복호화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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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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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707174

- 25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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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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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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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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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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