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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드 여기 선형 예측 부호화에 있어서 음성의 주기 성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잡음 코드북을 작성하는 방법이 개시된
다.

    
본 발명에 따른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은 코드 여기 선형 예측 부호화 방법에서 음성의 각 프레임마다 그 프레임의 주
기 성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잡음 코드북을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현재 부프레임의 주기 성분을 제거하는 적
응 코드북을 작성하는 과정; (b) 상기 적응 코드북 작성 과정에서 얻어진 최적의 지연 및 이득에 기초하여 현재 부프레
임에 대한 적응 부호어열을 작성하는 과정; (c) 상기 적응 부호어열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적응 부호어열과 과거 부프
레임의 여기 신호에 기초하여 소정 개수의 부호어열들을 작성하는 과정; (d) 상기 부호어열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소정 
개수의 부호어열들 각각에서 최대값을 갖는 부호어를 하나씩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어로 해당 부호어열을 정규화하는 
과정; (e) 상기 정규화 과정에서 정규화된 부호어열 각각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부호어를 선택하는 선택 과정; 및 (f) 
상기 선택된 부호어를 가지는 부호어열을 과거 프레임의 파워로 스케일링하고, 이들 부호어열들로 잡음 코드북을 작성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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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에서는 적응 코드북 정보를 이용하여 잡음 코드북을 작성함으로써 기존의 코드 
여기 선형 예측 부호화기에 비해 향상된 합성음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코드 여기 선형 예측 부호화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2도는 도 1에 도시된 음성 합성 필터(110), 오차 가중 필터(111), 그리고 적응코드북(113)을 이용하여 적응 코드
북 인덱스 L* 와 이득 ga 을 구하는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3도는 도 1에 도시된 오차 가중 필터(111), 적응코드북(113)을 이용하여 잡음 코드북 인덱스 i * , 이득 gr을 구하는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드 여기 선형 예측(code-excited linear prediction; 이하 CELP라 함) 부호화 방법에서 사용되는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음성의 주기 성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음성신호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정보량을 줄이는 음성부호화방법은 음성신호의 전송시 전송효율을 높여주며, 음성정보
를 저장할 때 기억용량을 줄여준다. 음성 부호화방법은 크게 파형부호화방법과 음원부호화방법 그리고 두가지의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부호화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형 부호화방법에서, 포만트정보는 선형 예측부호화법으로 보통 부호화하고, 그 나머지 잔차신호를 어떻게 부
호화하느냐에 따라 잔차여기선형예측 (RELP:Residual Excited Linear Prediction)법, 벡터합여기선형예측 (VSEL
P:Vector Sum Excited Linear Prediction)법, 다중펄스선형예측 (MPLP:Multipulse-Excited Linear Prediction)
법 및 코드여기선형예측 (CELP: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법 등이 제안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음성의 피치(pitch)정보와 포만트(formant)정보는 분석 구간 내에서 변화하는 값을 갖는다. 이 정보는 음
성의 주기성뿐만 아니라 음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코드 여기 선형 예측 부호화기는 크게 피치 필터(pitch filter)와 잡음 코드북(random codebook)으로 구성되어져 있
다. 피치 필터는 음성의 주기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적응 코드북(adaptive codebook)이라
는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피치 필터 혹은 적응 코드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음성의 나머지 부분(잔차 신호)은 고정 잡음 코드북(fixed rand
om codebook)으로 모델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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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성의 주기성은 음성 자체의 시변 특성 때문에 적응 코드북으로 완전히 모델링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종래의 
CELP 부호화기에서 음성의 주기성이 제거된 신호를 모델링할 경우 고품질의 합성음을 얻기 위해서는 잡음 코드북에 
많은 비트를 할당하여야 한다.

즉, 적은 비트 수로 고품질의 음성을 얻기 위해서는 잡음 코드북 대신 음성의 주기 성분에 유사한 신호를 코드북으로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상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CELP 부호화기에 있어서 고품질의 합성음을 구현할 수 있
는 개선된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은 코드 여기 선형 예측 부호화 방법에서 음성의 각 프
레임마다 그 프레임의 주기 성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잡음 코드북을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현재 부프레임의 주기 성분을 제거하는 적응 코드북을 작성하는 과정;

(b) 상기 적응 코드북 작성 과정에서 얻어진 최적의 지연 및 이득에 기초하여 현재 부프레임에 대한 적응 부호어열을 
작성하는 과정;

(c) 상기 적응 부호어열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적응 부호어열과 과거 부프레임의 여기 신호에 기초하여 소정 개수의 부
호어열들을 작성하는 과정;

(d) 상기 부호어열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소정 개수의 부호어열들 각각에서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를 하나씩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어로 해당 부호어열을 정규화하는 과정;

(e) 상기 정규화 과정에서 정규화된 부호어열 각각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부호어를 선택하는 선택 과정; 및

(f) 상기 선택된 부호어를 가지는 부호어열을 과거 프레임의 파워로 스케일링하고, 이들 부호어열들로 잡음 코드북을 
작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선택 과정은 각각의 부호어열 중에서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 전후의 소정 개수의 부호어들을 제로(0)화하는 제
로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종래의 CELP 부호화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1도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 프레임부(101)는 분석하
고자 하는 음성의 일정 구간(프레임)을 샘플링한다. 일반적으로 1프레임은 20-30ms 즉, 8KHz 샘플링의 경우 160-
240개의 샘플 값에 해당한다.

전처리부(102)는 프레임부(101)에서 샘플링된 1프레임의 음성 데이터에 대해 직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고역 여파 
처리(high pass filtering)를 행한다.

LPC계수 산출부(103)는 선형 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음성의 특징 파라메터 a i를 구한다. 이들 특징 파라메터(이하 LP
C계수라 함)는 식(1)과 같이 창함수(window function)로 가중된 음성신호에 대해 이를 p차의 선형 다항식으로 근사
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구해지는 다항식의 계수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고, 식(2)의 값을 최소화하는 계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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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이렇게 얻어진 LPC계수는 양자화되어 전송되기에 앞서 LPC/LSP 변환부(104)에서 전송 시 효율을 좋게 하고 부프레
임 보간(subframe interpolation)특성이 좋은 선스펙트럼쌍(Line Spectrum Pairs; 이하 LSP)계수로 변환된다.

LSP계수는 양자화부(105)에서 양자화된다.

역양자화부(106)에서는 부호화기와 복호화기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 LSP계수를 역양자화시킨다.

부프레임 보간부(107P는 분석된 음성 파라메터로부터 음성의 주기성을 제거하고, 잡음 코드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음성 구간을 4개의 부프레임으로 자세히 나눈다. 각 부프레임의 음성 구간 길이는 N/4=N S 가 된다.

s번째 부프레임에 대한 i번째 음성 파라메터                       는 다음 식(3)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여기서, ωi(n-1)와 ωi(n)는 각각 바로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i번째 LSP계수를 나타낸다.

LSP/LPC변환부(108)에서는 LSP계수를 LPC계수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ZIR 산출부(109), 음성 합성 필터(110), 오
차 가중 필터(111)에서는 부프레임 LPC계수로부터 음성 합성 필터와 오차 가중 필터를 구성한다.

음성합성 필터(110)의 전달 함수      와 오차 가중 필터(111)의 전달함수       는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여기서,    는 LSP계수    로부터 변환된 LPC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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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 산출부(109)는 바로 전 부프레임의 합성 필터의 영향을 제거해 준다. Zero-Input-Response(ZIR), s zir (n)는 
다음의 식(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6)

여기서,    (n)는 바로 전 프레임에서의 합성 신호를 의미한다.

이 ZIR의 결과를 원 음성신호 S(n)에서 뺀다. 이를 S d(n)라 한다.

오차 가중 필터(111), 적응코드북(113), 그리고 잡음코드북(114)은 S d(n)에 가장 근사한 코드북을 찾는 과정에 관련
된다.

제2도는 도 1에 도시된 음성 합성 필터(109), 오차 가중 필터(111), 그리고 적응코드북(113)을 이용하여 적응 코드
북 인덱스 L* 와 이득 ga 을 구하는 장치를 나탸낸 도면이다.

오차 가중 필터(111)는 신호 Sd(n)와 음성합성 필터(110)의 출력에 관계한다. S d(n)에 오차 가중 필터(111)를 적용
한 신호를 SdW (n)라 한다. 또한 적응 코드북(113)을 이용하여 L의 지연을 갖고 만들어지는 값을 P L (n)이라 하면 음
성합성필터(110)에서 필터링된 신호는 g a ·P'L (n)이고 인덱스 및 이득 산출부(112)에서 출력되는 최적의 부호어 L
* 와 이득 ga 을 다음 식 (7)-(9)와 같이 찾는다. 여기서, 음성 합성필터(110)의 전달 함수는 음성 필터의 여기 신호 
r의 영향을 받는다.

최적의 부호어 L* 와 이득 ga 는 PL (n)과 ga ·P'L (n) 신호의 차를 최소화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구해진 L* 와 ga 로부터 구해진 오차 신호를 SeW (n)이라 한다. 이 값은 식(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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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도 1에 도시된 음성 합성 필터(110)와 잡음코드북(114)를 이용하여 잡음 코드북 인덱스 i * , 이득 gr을 구하
는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M개로 구성된 잡음 코드북(114) 중의 i번째 코드어를 C i(n)라 하면 음성합성필터(110)에서 필터링된 신호는 g r·c'

i(n)이 된다. 인덱스 및 이득 산출부(112)에서 얻어지는 최적의 코드어와 코드북 이득은 다음식 (11)-(13)과 같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음성 필터의 여기 신호는 식(14)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식(14)의 결과는 적응 코드북을 갱신하는 데 이용된다.

최종적으로 도 1에 도시된 부호화기는 pitch, LSP계수, 적응 코드북 인덱스 L * , 이득 ga , 잡음 코드북 인덱스 i * , 이득 
gr을 복호화기로 전송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CELP 부호화기의 단점은 잡음 코드북을 모든 음성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값으로 사용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잡음 코드북의 성능이 CELP 부호화기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또한, 코드어의 크기 M도 매
우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음성의 각 프레임마다 그 프레임의 모델에 적당한 잡음 코드북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
고리즘은 음성의 주기성을 제거하는데 이용되는 적응 코드북 정보에 기초하여 잡음 코드북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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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제4도에 있어서 제400단계(s400)에서는 적응 
코드북으로부터 얻은 최적의 log L* 와 최적 이득 ga 로부터 현재 부프레임에 대한 적응 코드북 열을 만든다.

제401단계(s401)에서는 식 (15)의 시퀀스와 과거 부프레임의 여기 신호를 합쳐서 M개의 부호어열을 만든다.

제403단계(s403) 내지 제407단계(s407)에서는 모든 j(j=0,· · · ,M-1) 에 대해 실행된다.

제403단계(s403)에서는 우선 최종 부호어     를 초기화한다.

또한, 제401단계(s401)에서 만들어진 부호어를 정규화한다.

구체적으로 식(17)의 코드워드열 Cpj (n)별로 최대 값을 가지는 부호어 Cmax 를 찾는다. 그리고, 탐색된 부호어 Cmax

로 각 부호어열 Cpj (n)을 나눈다. 따라서, 정규화된 부호어        는 다음과 같다.

제404단계(s404)는 각 j에 대한 반복 과정의 종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는 제406단계(s406) 이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제405단계(s405)에서는 정규화된 부호어        중에서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열을 찾는다. 정규화된 부호어        중
에서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열의 인덱스 nmax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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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단계(s406)에서는 n max 에서의 식(20)의 값을 최종 부호어열      에 할당한다.

또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0을 할당한다.

여기서, Ns 는 각 부프레임의 음성 구간의 길이이다.

따라서,            전후의 최대 11개의 샘플들이 0으로 바뀐다.

제406단계(s406)이 종료되면 제404단계(s404)으로 진행한다. 제404단계(s404)에서는 각 j에 대한 반복 과정의 종
료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정규화된 부호어열        들 중에서 0이 아닌 샘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부호어열이 0이 아닐 경우 
제405단계(s405) 내지 제406단계(s406)를 다시 수행하고, 모든 부호어열이 0일 경우 제407단계(s407)로 분기한다.

제406단계(s406)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의해 정규화된 부호어열        의 모든 샘플들이 0이 되게 되고, 최종 부호어      
는 정규화된 부호어열        에 포함되었던 부호어들 중에서 큰 값을 가지는 몇 개의 부호어만을 가지게 된다.

제407단계(s407)에서는 만들어진 부호어열의 크기를 조정한다. 바로 전 부프레임의 파워를 기초로 스케일링(scaling)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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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c 는 현재 프레임의 파워이고, P-1 는 이전 프레임의 파워이며, r(n)은 수식 14에 의해 나타내어 지는 음성 필
터의 여기 신호이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j번째 부호어열은 Cj(n)이 된다.

제409단계(s409)에서는 M개의 부호어열의 생성이 완료되었는 가를 판단하여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처리를 중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에서는 적응 코드북 정보를 이용하여 잡음 코드북을 작성함
으로써 기존의 코드여기 선형예측 부호화기에 비해 향상된 합성음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분석하고자 하는 음성의 특징에 적합한 잡음 코드북을 작성하여 음성을 모델링함으로써 잡음 코드북의 크기를 줄
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또한, 잡음 코드북의 작성 시 바로 전의 부프레임의 크기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잡음 코드북 이득에 대한 양자화를 용이
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 여기 선형 예측 부호화 방법에서 음성의 각 프레임마다 그 프레임의 주기 성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잡음 코드북
을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현재 부프레임의 주기 성분을 제거하는 적응 코드북을 작성하는 과정;

(b) 상기 적응 코드북 작성 과정에서 얻어진 최적의 지연 및 이득에 기초하여 현재 부프레임에 대한 적응 부호어열을 
작성하는 과정;

(c) 상기 적응 부호어열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적응 부호어열과 과거 부프레임의 여기 신호에 기초하여 소정 개수의 부
호어열들을 작성하는 과정;

(d) 상기 부호어열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소정 개수의 부호어열들 각각에서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를 하나씩 선택하고 
선택된 부호어로 해당 부호어열을 정규화하는 과정;

(e) 상기 정규화 과정에서 정규화된 부호어열 각각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부호어를 선택하는 선택 과정; 및

(f) 상기 선택된 부호어를 가지는 부호어열을 과거 프레임의 파워로 스케일링하고, 이들 부호어열들로 잡음 코드북을 
작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 과정은

각각의 부호어열 중에서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 전후의 소정 개수의 부호어들을 제로(0)화하는 제로화 과정을 더 구비
함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로화과정에서 제로화되는 부호어의 개수는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의 전후로 최대 5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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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과정은

현재 프레임의 적응 부호어열 p(n)은

(여기서, L은 적응 코드북으로부터 얻은 최적의 지연 , g a 는 적응 코드북으로부터 얻은 최적 이득)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과정의 부호어열 C pj (n)은

                                                이라 할때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코드북의 작성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과정에서의 정규화된 부호어        은

                                        이고,

여기서,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코드북 작성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 과정에서의 정규화된 부호어        중에서 최대 값을 갖는 부호어열의 인덱스 nmax 는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코드북 작성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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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f)과정에서의 스케일링된 부호어

Cj(n)은

Pc 는 현재 프레임의 파워로서

                            이고,

Pc 는 현재 프레임의 파워로서,

                       이며,

r(n)은 음성 필터의 여기 신호로서,

                                    (여기서, L 및 g a 은 적응 코드북을 사용하여 얻은 최적 지연 및 최적 이득 , i * 및 gr은 잡
음 코드북을 사용하여 얻은 최적 지연 및 최적 이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코드북 작성 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로화 과정에서는

(여기서, Ns 는 각 부프레임의 음성 구간의 길이)

를 만족하는         에 대해 0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잡음 코드북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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