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以XX)년도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9 권 제 2(s) 호

음성압축기의 음성패킷을 이용한 

채널에러 정보 전달
차성호, 박호종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Transmission of Channel Information Using

Voice Packet in the Vocoder
Sungho Cha, Hochong Park 

Dept, of Electronics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E-mail : zehta@explore.kwangwoon.ac.kr

요 약

본 논문은 이동통신상에서 송신측의 송신 채널 에러 

정보를 수신측에서 송신측으로 전달하는 음성패킷을 이 

용하여 송신측에 알려주어 압축과정에 이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ACELP(Algebraic CELP)구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음성압축기들중 G.729을 사용하며 

음성 패킷정보중 Pitch Delay와 Fixed Codebook를 이 

용하여 전송음성 패킷안에 상대방의 송신 채널정보를 

싣는다. 수신측에서 받은 패킷이 Erasure로 판단 되었 

을 때 패킷정보들중 Fixed Codebook Index를 만들게 

되는 4개의 Optimal 펄스중 2개의 펄스만 사용하며 나 

머지 2개의 펄스는 약속된 임의의 위치에 위치시킨후 

송신측에 전송시킨다. 상대방에서 약속에 맞는 위치의 

펄스를 보내왔을 때를 체크함으로써 자신의 송신채널 

상태를 알수 있게 된다. 송신채널에 5% Erasure 채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채널정보를 가진 패킷의 음질은 약 

O.ldB 정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음성압축 전송시 송 

신채널의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채널에러에 강하게 할수 

있다.

1.서 론

현재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인 IMT-2000 시스템 

에서 유럽방식 표준 음성압축기로 AMR( Adaptive 

Multi Rate)Codec[2]이 채택되었다. 무선채널 환경변화 

에 강하게 설계된 AMR 코덱의 동작은 기존에 

QCELP8K, QCELP13K, EVRC등의 음성압축기들이 채 

널 Error Rate에 관계없이 단지 CDMA시스템을 위한 

Variable Rate로 전달하던것과는 다르게 채널 Error 

Rate에 따라 12.2Kbps에서 4.75Kbps까지의 8개 전송모 

드의 Source Coding Rate을 가지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Channel Coding Rate를 가변적으로 동작하여 항 

상 채널 상태에 따른 음질을 최적으로 한다.

현재 이동 통신 시스템은 전달된 패킷의 Erasure정보 

를 단지 수신측에서만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송신측에 

알려주어 압축과정에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 

기 때문에 송신채널이 안좋더라도 압축기는 그냥 일정 

한 Rate로 패킷을 전송한다. 하지만 AMR 시스템 방식 

은 기지국에서 순방향과 역방향의 채널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보코더의 압축방법에 사용된다[4]. 기 

존의 시스템도 AMR과 같이 채널상태를 알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음성압축기에 적용하여 채널에러에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729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음성패 

킷을 이용하여 채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 

으며 2장에서는 채널정보 전송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음성 압축기를 간단히 설명한다. 또한 4장에 

서는 제안한 방법을 설명한 후 5장에서는 적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채널정보 전송 방법

현재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측은 자신의 송신채 

널에 대한 에러 정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림1과 같 

이 A는 B-A 채널의 전송상태를 알 수 있으므로 A의 

전송 Packet안에 B-A의 채널에 대한 정보를 실어 B 

에게 보낸다. 그러면 B는 A로부터 전달된 패킷에 실린 

정보로써 자신의 송신채널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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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 정보를 압축과정에 적용하여 채널에 강인한 

통신을 구현할수 있다.

Air

그림 1. 채널정보 전송 구조

하지만 표준 음성 패킷안에 추가 정보를 싣기 위해서 

패킷을 구성하는 표준화된 파라미터들을 임의로 값을 

바꾸거나 빼서는 안된다. 따라서 표준 음성 패킷과 호 

환성을 유지하면서 음질의 저하를 최소화 하는 특정 파 

라미터를 변형하여 정보로 전달하여야 한다.

CELP 음성압축기에서 LSP는 LPC의 양자화된 형태 

로서 음성의 Spectrum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임의로 

값을 바꿀 경우 심각한 Spectrum 왜곡이 발생할수 있 

다. 또한 Adaptive codebook Gain 과 Fixed codebook 

Gain의 경우는 음성의 Power가 바뀌게 되며 Adaptive 

codebook delay경우는 Pitch 성분을 바꿔버릴 수 있다. 

그러나 ACELP 음성압축기에서 Fixed codebook index 

는 보통 4개의 펄스로 여기신호를 표현한것으로 1〜2개 

펄스 위치를 바꿈으로 인한 음질의 왜곡 또는 저하가 

다른것들에 비해 적다. 따라서 1〜2개의 펄스의 위치가 

특정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 큰 음질의 왜곡없이 추가 

정보를 전달할수 있다.

3. G.729 음성압축기

G.729U］는 1996년 ITU-T에서 만든 8Kbit/s Rate의 

음성압축기로서 CS-ACELP(Conjugate Structure 

Algebraic CELP)구조를 가지고 있다. 짧은 Delay를 위 

해 10msec Frame 크기와 5msec Subframe 크기를 가 

지고 있으며 5msec의 look-ahead를 가지고 있다.. 또한 

Toll Quality를 위해 5종류의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Adaptive Spectral shaping, Interframe 을이용한 

LSP quantization, algebraic codebook excitation, 

Backward 예측을 통한 Gain VQ, 그리고 향상된 

PostRlter와 frame Erasure concealment등이 있다.

3.1 구조 및 특징

한 프레임의 크기는 80샘플이며 프레임당 2개의 40샘 

플 서브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표 1. 8Kbit/s CS-ACELP 비트 할당

Parameter Subframel Subframe2
Total per 

frame
LSP 18

Adaptive-codebook 
delay 8 5 13

Pitch-delay Parity 1 1

Fixed-codebook index 13 13 26

Fixed-codebook sign 、4 4 8

Codebook gains(stagel) 3 3 6

Codebook gains(stage2) 4 4 8

Total 80

LPC Analysis와 Quantization부분은 기존의 CELP음 

성 압축기와 매우 비슷한 동작을 하며 Auto corre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LPC를 구하고, LPC를 LSPS. 변환하 

여 양자화한다. LSP양자화는 Switched MA(Moving 

Average)예측오차에 대해 2-Stage Vector 양자화 방법 

을 사용한다. Moving-Average 예측을 통하여 Data전 

달 Error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은 Bit로 우수한 성능 

의 양자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itch Parameter 

Search부분은 Pitch Period에 따라 1/3 가변적인 해상 

도를 가지는 Fractional Pitch를 지원하여 음질의 향상 

을 가져온다. 또한 넓은 신호 영역에서의 Open-loop 

pitch와 세부 영역에서의 Closed-loop Pitch 검색의 두 

단계로 Pitch period를 검색하며 Pibch Gain은 마지막에 

Codebook Gain 과 동시에 Conjugate structure 

codebook을 가지고 'MA예측을 통한 Vector양자화를 한 

다. Fixed-codebook과 Adaptive-codebook을 사용하는 

Encoder 구조는 대략 그림2와 같다

그림2. CS-ACELP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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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29의 Fixed-codebook의 경우 현재 음성압축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펄스 코드북을 사용하여 합성 

된 신호와 목표신호사이의 오차신호의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4개의 펄스 조합을 만들어 여기신호를 표현한다.

즉, 타겟신호와 펄스간의 Correlation이 가장 큰 것을 

찾기 위해 식(1)을 최대로 하는 4개의 펄스를 선택한다.

39
尸2 (£d(")c 川))2

J _ n = 0

Ek Ck^Ck 식⑴

①。，丿)= £h(n- i)h(n - j)
E 식⑵

39
d{n) - £ - n)

i=n 식⑶

식⑴은 식(2)와 식(3)으로 구성되어 있다. C»(”)는 

Fixed-codebook Vector를 가리키며 d(笏)는 타겟신호 

*(如)와 Impulse Reponse 사이의 Correlation 

Signal이고 0는 Impulse Reponse의 상관 행렬이다.

G.729는 4개의 트랙을 가진 Fixed-codebook을 가지 

고 있으며 각 트랙당 1개의 펄스만이 선택될수 있다. 

펄스의 절대 Gain은 ±1로 고정되어 있으며 각 펄스의 

Sign는 독립적이다. Fixed-codebook의 구조는 표2와 

같다.

4. 제안한 방법

AMR코덱에서는 파라미터들의 중요도에 따라 패킷을 

만들어 전송하며 중요도는 Fixed codebook 파라미터가 

다른 파라미터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3].이것 

은 Bit Error시 음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 

으로 해석할수 있다. 또한 여기신호를 Fixed-codebook 

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파라미터들중 비중이 가장 낮 

다. 그러므로 G.729에서 4개의 펄스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 채널정보를 알려줄 경우 다른 것 보다 음질의 저하 

는 낮을 것이다. 상대방의 채널정보를 싣게 되는 

Fixed-codebook의 구조는 표2와 같다.

표2. Fixed-codebook 구조

Pulse Sign Position

iO SO : +1 mO : 0,5,10,15,20,25,30,35

il SI : ±1 ml : 1,6,11,16,21,26,31,36

i2 S2 : ±1 m2 : 2,7,12,17,22,27,32,37

i3 S3 : +1
m3 : 3,8,13,18,23,28,33,38

4,9,14,19,24,29,34,39

4개의 펄스를 선택하기 위한 최적의 검색 방법은 풀 

검색이지만 계산상 순차적 검색을 하며 Threshold값을 

두어 계산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찾아진 4개의 

Optimal 펄스를 모두 사용할 경우 펄스를 이용하여 정 

보를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음질의 저하를 

막으면서 정보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2개의 Optimal 

펄스만 사용하며 나머지 펄스 2개는 약속된 규칙에 따 

라 임의의 위치에 오도록 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수신 

측에서는 Pulse의 위치가 약속된 규칙을 만족하는지를 

판정하여 채널 Error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Optimal 펄스들중 2개를 선택 

해야 하는데 선택 방법으로는 각각 펄스의 여기신호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고 선택한다. 여기신호란 피치필터 

를 통과한 후 오차 값이다. 이때 각 펄스들마다 여기신 

호를 표현하는 비중이 다르고 오차값이 큰 부분에 위치 

한 펄스의 중요도는 작은 부분에 위치된 펄스보다 중요 

하다. Optimal로 선택되는 펄스들은 식(1)에서 보는 •봐 

와 같이 d(n)값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된다. d(n)의 큰 값 

위치에 펄스가 위치될 확률은 거의 80% 이상이 되므로 

Optimal로 선택된 펄스위치의 d(n)값을 가지고 각각 펄 

스들이 여기신호를 표현하는 중요도를 따질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선택된 4개의 펄스중 d(n)이 가장 큰 펄 

스 2개를 선택하고 이 값은 고정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각 4개의 트랙의 펄스가 그림3과 같이 

선택되었다면 먼저 4개의 펄스들의 중요도에 따라 2개

(a) Pitch Delay < 40

(b) Pitch Delay >= 40

그림3. 제안한 펄스 위치 변경

의 Optimal 펄스를 선택한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펄스 

가 선택되었다면 두 번째와 네 번째 펄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규칙은 Adaptive codebook 

delay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구분한 이유는 G.729 

에서는 그림3(a)과 같이 서브프레임 크기보다 피치주기 

가 짧으면 음질의 향상을 위해 펄스를 반복시켜 8개의 

펄스를 만들어 표현한다. 이때 2개의 펄스가 무의미한 

위치에 있다면 음질 저하를 만드는 펄스는 4개가 되고 

더 많은 음질저하가 일어난다. 피치 주기가 짧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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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펄스 위치를 중요도가 높은 펄스들 옆에 각각 

놓으므로 해서 사실상 여기신호를 Optimal 2개의 펄스 

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2개의 펄스 역할을 강화시키며, 

음질의 저하를 막는다. 또한 그림3(b)과 같이 피치 주 

기가 서브프레임 크기보다 클 경우 2개의 Optimal 펄 

스중 더 큰 중요도를 가진 펄스를 선택하여 그 펄스 주 

위에 나머지 2개의 펄스를 위치시켜 Optimal 펄스가 

가진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음질 저하를 막는다. 수신측 

에서는 전달된 Adaptive codebook delay에 따라 구분 

지어 서브프레임 크기보다 작을 경우 각각 2개의 펄스 

가 같이 인접해 있는지를 조사하며 클 경우 Track。의 

펄스를 제외한 나머지 펄스들이 같이 인접해 있는지를 

조사하여 펄스 조합 안에 정보의 유무를 판정한다.

5. 실험 결과

실험 테이타로는 한국어 남자, 여자와 영어 남자, 여 

자 각각 5명의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실험했으며, 각각 

10번씩의 에러 Rate 발생 빈도를 다르게 하여 측정하 

였다. 실험은 채널 Erasure 발생빈도를 1%와 5%로 하 

였으며 실험 결과인 표3은 각각에 대해 송신채널에 

Erasure가 발생하였을 때 송신채널 정보를 실은 수신측 

의 패킷으로 복원했을 때의 SegSNR 평균값들이다. 실 

험에서는 Channel Coding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3.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음질 결과

언어 한국어 영 어

채널에러율 1% 5% 1% 5%

남자 1 +0.029 -0.103 -0.0124 -0.1018
남자2 -0.023 -0.189 -0.0164 -0.166
남자3 -0.089 -0.181 -0.0971 -0.19
남자4 -0.043 -0.069 -0.047 -0.169
남자5 -0.036 -0.151 -0.005 -0.0827
여자1 -0.039 -0.154 -0.048 -0.1316
여자2 -0.059 -0.24 -0.022 -0.131
여자3 -0.083 - 0.2 -0.045 -0.194
여자4 -0.0754 -0.154 -0.0734 -0.171
여자5 -0.015 -0.1 -0.038 -0.21

전체 평균값 -0.0433 -0.1387 -0.040 -0.1547

1% 송신채널 경우 채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신측 

패킷의 복원 음성은 약 0.04dB 정도 떨어졌으며 5% 경 

우는 약 0.146dB 정도 떨어졌다. 남녀 음질 차이의 경 

우는 여자음성의 음질이 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채널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정한 규칙으로 인해 정보 

를 싣지 않은 펄스조합을 정보로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다. 이때 판단 오차는 약 lOOOframe당 4번으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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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채널에 발생한 에러 정보 전달 결과

그림4(a)는 그림1의 B의 송신채널 에러발생에 따라 

A에서 B로 보낸 패킷을 가지고 알아낸 송신채널 에러 

발생 그래프이고 그림4(b)는 B의*송신 채널 에러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에러 빈도가 높은 위치와 A 

측에서 보낸 패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송신채널에 

정보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B에서 자신의 

송신채널의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채널 에러로 인한 음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

6.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 패킷올 이용하여 기존의 이동 통 

신 시스템의 변경없이 채널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5% Erasure 채널에러 발생시 약 O.ldB의 

음질 저하를 가져오며 알아낸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채 

널 에러로 인한 음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법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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