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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re have been proposed two types of low bit rate vocoder upto now : One is MBE type using the 
spectrum modeling and another is CELP type using the hybrid coding method. CELP type vocoder has 
mainly studied between them. Specially, much of intensity is concentrated in CELP vocoder due to the 
emergence of Internet Phone and PCS in a domestic.
In order to improve the speech quality in CELP vocoder,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spectrum 
analysis algorithm with variable window. In CELP vocoder, the spectrum of the synthesised speech signal is 
distorted because the fixed size windows is used for spectrum analysis. So we have measured  the spectral 
leakage and in order to minimize the spectral leakage have adjusted the window size. Applying this method 
G.723.1 ACELP, we can get SD(Spectral Distortion) reduction 0.084(dB), residual energy reduction 6.3% 
and MOS(Mean Opinion Score) improvement 0.1.

I. 서론

표준 음성 부호화기는 1972년 ITU-T 권고안

G.711로 채택된 64kbps PCM(Pulse Code

Modulation) 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 32kbps의

ADPCM(adaptive DPCM), 16kbps의

LD-CELP(Low-Delay CELP) 방식으로 표준화되었

다. 현재 ITU-T에서는 PCS, IMT-2000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 8kbps 음성 부호화기에 대한 표준화 작

업으로 1996년에 CS-CELP (conjugated structure

algebraic CELP)를 G.729로, 그리고 인터넷폰 및 화

상통신용 음성 부호화기로

ACELP/MP-MLQ(algebraic CELP/Multipulse

Maxim -um Likelihood Quantization)의 5.3/6.3kbps

dual rate를 G.723.1 권고안으로 선정하였다[1]. 그리

고 현재 국내에서는 유선망을 통한 화상회의를 목적

으로 표준화된 G.723.1 음성부호화기 사용하여 인터

넷폰이나 화상회의에 응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전화는 64kbps이지만 인터넷은

6-16kbps로 상황이 나쁘면 음성이 단절되거나 잡음

이 섞이므로 안정적인 통화를 보장할 수 없어 전송

률을 낮추는 기술과 음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CELP 부호화기는 선형 예측 합성에 의한 분석

부호화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다[2]. 그리고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을 LPC 분석을 통해 부호화하는데

고정 윈도우를 사용하여 부호화 한다. 그러나 음성

신호의 유성음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에 따라

주기성이 가변적이다. 그런데 고정 윈도우를 적용하

면 스펙트럼 왜곡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스펙트럼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변 윈도

우를 사용하여 부호화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2. CELP 부호화기의 원리

2-1. 개 요

CELP(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 부호화기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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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북내에 저장된 입력 여기 신호열을 두 개의 시변 선형

회귀(Time-varing Linear Recursive) 필터를 통과시킴으

로써 얻은 신호 중 주어진 충실도 판정을 최적화 시키는

것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2]. 이러한 CELP 부호화

기는 입력으로 얻어진 음성신호를 분석하여 필요한 파라

미터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 음성신호를 합성하여 입력

음성 신호와 비교하는 소위 합성에 의한 분석(Analysis

By Synthesis)법을 사용함으로써 음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림 2-1은 CELP 부호화기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2].

[그림 2-1] CELP 부호화기의 기본 구조

그림 2-1에서 s(n)은 입력된 음성 신호이며 x(n)은 코

드북내에 저장되어 있는 입력 여기 신호열을 나타낸다.

이입력 여기 신호열 x(n)을 bk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크

기를 조절한 후, 두 시변 회귀필터 1/P(z), 1/A(z)을 통과

시키면 합성 음성신호 ŝ ( n )을 얻는다. 두 음성신호

s(n)과 ŝ ( n )과의 차이를 오차 가중 필터 W(z)에 통과

시키면 오차 신호인 e(n)을 얻게 되는데, 이 e(n)을 평균

제곱오차를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은 오차 신호

를 나타내는 x(n)을 얻게 된다. 이때, P(z), A(z)의 계수

는 입력된 음성 신호를 이용하여 구하고, 코드북 내의

각 원소들은 백색 가우시안 불규칙 수열들로부터 구성한

다.

2-2. 스펙트럼 필터

포만트 예측기 또는 단기 예측기(Short-term

Predictor)라고도 불리는 스펙트럼 필터는 보통 10차의

차수를 갖는 LPC 계수를 얻기 위하여 자기 상관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다음은 본 논문에 사용된 G.723.1 ACELP

의 LPC 분석에 대한 것이다.

G.723.1 ACELP의 LPC 분석은 60샘플의 4개의 부프

레임에서 10차의 선형예측분석이 수행된다. 180표본의

해밍 윈도우(Hamming Window)가 각 부프레임의 중앙

에 위치하게 되며 11개의 자기 상관계수가 윈도우 처리

된 신호로부터 계산되어진다. 선형예측계수(LPC)는

Levinson-Durbin recursion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지며,

모든 입력 프레임의 각 부프레임마다 하나씩 계산되어

네 집합의 LPC 계수가 계산되어진다. LPC 합성 필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

A i(z)=
1

1- ∑
10

j=1
a ijz

-j
, 0≤i≤3 (2.1)

여기서 i는 0과 3사이에서 정의되는 부프레임 인덱스이

며 j는 차수를 나타낸다.

3. 제안한 알고리즘

CELP 부호화기의 스펙트럼 필터에서는 고정 크

기의 윈도우를 사용한다. 그러나 주기가 변하는 음

성신호의 분석에 있어 윈도우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

으면 스펙트럼 누설현상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왜곡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누설에너지를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윈도우 크기로 음성신호를 분석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3-1. 스펙트럼 누설현상

윈도우 크기를 N⋅T라 하면, N⋅T내에 정수배의

주기를 갖지 않는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은 원래의

신호주파수 근처에 대칭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

상을 leakage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 구간 N⋅T에서 모든 성분이

주기적이라는 가정하에 Fourier Series 전개를 한 것

이기 때문이다[4-5].

음성신호에서 주기성을 갖는 유성음에 대해 일정

위치에서 윈도우를 취하면 음성신호의 스펙트럼에

윈도우의 스펙트럼이 컨벌류션(convolution)된 결과

가 된다.

s(⋅), f(⋅), w(⋅)를 각각 음성신호 및 윈도우

가 적용된 음성신호 그리고 윈도우라 할 때 시간영

역에서는

f(n)=s(n)w(n-k) (3.1)

으로 표시되고 주파수영역에서는

F(e iΩT)= S(e iΩT)*W(e iΩT) (3.2)



2010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267 -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상적인 윈도우라면 주파수

영역에서 컨벌류션되어도 원래의 음성 스펙트럼에

근사 되도록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윈도우의 크기

가 음성신호의 주기인 피치의 정수배가 되지 않으면

누설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윈도우의 크기

를 피치의 정수배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치를 구하

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3-2. 누설 에너지의 검출

윈도우에 의해 발생되는 스펙트럼 누설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의 크기에 따른

스펙트럼 누설에너지를 시간영역에서 측정하여 그 변

화가 최소가 되는 윈도우의 크기를 최적의 윈도우 크

기로 결정하였다.

n번째 샘플부터 l 크기의 윈도우를 적용한 음성신호

s(n)의 에너지는 다음으로 표시 할 수 있다.

E l(n )= ∑
∞

k=-∞
s(n)s(n )wl(n-k) (3.3)

그리고 윈도우의 시작위치를 이동하면서 식(3.3)을 계

산하면 위상이 달라지므로 에너지 값이 다르게 나타난

다. 에너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방형(rectangular)

윈도우를 한 샘플씩 k만큼 이동하면서 적용시킨다. 그

리고 구해진 값들의 최대 및 최소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MaxE l=Max[E l(n),E l (n-1),⋯,E l (n-k+1)]
MinE l=Min[E l(n),E l (n-1),⋯,E l (n-k+1)]

(3.4)

최대에너지와 최소에너지 차이를 E diff( l)이라 하면 다

음과 같다.

E diff(l) = MaxE l - MinE l (3.5)

윈도우의 시점을 달리하면서 위상에 따라 변하는 에

너지차이를 구해서 그 값을 스펙트럼 누설에너지에 근

사한 값으로 한다. 그리고 이 값이 가장 작을 때의 윈

도우 크기를 이때의 최적 윈도우 크기로 결정한다.

l opt =Min [E diff(l) ] (3.6)

l opt는 최적의 윈도우 크기를 나타낸다.

4. 실험 및 결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장비는 IBM-PC

586(300MHz)에 상용화된 AD/DA 컨버터를 인터페

이스한 시스템이다. 처리결과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

해 다음의 대표적인 문장을 연령층이 다양한 남녀 5

명의 화자가 각 5번씩 발성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음성 시료는 SNR이 30dB인 환경 하에서 녹음하였

다. 음성 시료는 다음과 같다.

발성1: /인수네 꼬마는 천재소년을 좋아한다./

발성2: /예수님께서 천지창조의 교훈을 말씀하셨다./

발성3: /창공을 헤쳐 나가는 인간의 도전은 끝이 없다./

발성4: /○○대학교 정보통신과 음성통신 연구팀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은 G.723.1 ACELP

부호화기에 C-언어로 구현하여 수행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는 G.723.1 Annex A를 통과한

음성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과한 음성의

SD(Spectral Distortion)와 각 프레임의 잔차신호

(residual)의 에너지를 비교하고, 전체 합성음의

MOS 측정하였다. 식 4.1은 SD를 계산한 식이다.

|H(e jw)|는 원 음성의 스펙트럼 크기이고 | Ĥ( ejw)|

는 부호화하여 합성한 음성의 스펙트럼 크기이다[6].

SD=
1
2π
⌠
⌡

π

-π
[10 log |H(e jw)| 2-10 log |Ĥ( ejw)| 2] 2dw

(4.1)

부호화기는 240샘플 프레임마다 처리한다(8kHz 샘플

링율에서 30ms). 각 프레임은 DC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60샘플의 4개의 부프레임으

로 나누어지고 모든 부프레임에서 입력신호를 사용하여

10차의 선형 예측계수를 계산한다. 윈도우 크기는 160,

170, 180, 190, 200의 5종류를 사용하였다. 부호화기의 블

록도는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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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723.1 음성 부호화기 블록도

[그림 4-2] 최적의 윈도우 크기 결정

[표 1] SD (Spectral Distortion) 비교

G.723.1
제안한

알고리즘
증가율(dB)

발성 1 0.795 0.762 0.033

발성 2 0.795 0.730 0.065

발성 3 0.812 0.688 0.124

발성 4 1.820 1.706 0.114

Total 0.084 (dB)

[표 2] 잔차신호의 에너지 감소량

발성1 발성2 발성3 발성4

1 - E2/E1 8.51(%) 4.19(%) 7.99(%) 4.51(%)

*E1 : G.723.1 부호화기의 잔차신호 에너지

*E2 : 제안한 부호화기의 잔차신호 에너지

[표 3] MOS 결과

발성1 발성2 발성3 발성4

G.723.1 3.54 3.61 3.53 3.72

제안한

알고리즘
3.6 3.68 3.71 3.81

5. 결론

CELP 부호화기는 선형 예측을 통한 합성에 의한

분석을 기본원리로 한 부호화기이다. 그러나 스펙트

럼 분석 시 고정 윈도우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주기성이 가변적인 음성신호에서 스펙트럼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변 윈도우를 사용하여 스펙트

럼을 분석하고 부호화하여 음질을 향상시키는 새로

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위해

화상회의나 인터넷폰을 목적으로 개발된 G.723.1 부

호화기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Spectral Distortion

이 평균 0.084(dB) 개선되었고 잔차신호 에너지는

평균 6.3% 줄어들었으며, MOS는 평균 0.1이 높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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