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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Bit Rate을 고려한 8kbps FBD-MPC 방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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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성음원과 무성음원을 사용하는 음성부호화 방식에 있어서,같은 프레임 안에 모음과 무성자음이 있는 경

우에 음질저하현상이 나타난다.본 연구에서는 연속음성에서 무성자음을 포함한 천이구간을 탐색,추출하고 주파수대

역에서 근사합성하는 8kbps의 멀티펄스 음성부호화 방식(FBD-MPC)를 제안하였다.기존의 8kbpsMPC와 FBD-MPC

의 SNRseg를 평가한 결과,FBD-MPC의 남자음성에서 0.5dB,여자음성에서 0.2dB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결

국,MPC에 비해 FBD-MPC의 SNRseg가 개선되어 음성파형의 일그러짐을 제어할 수 있었으며,본 방법은 셀룰러폰

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LowBitRate의 음원을 사용하여 음성신호를 부호화하는 방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제어 : 셀룰러폰,스마트폰,인터넷폰,음성코딩,코딩시스템

Abstract In a speech coding system using excitation source of voiced and unvoiced, it would be involved a 

distortion of speech quality in case coexist with a voiced and unvoiced consonants in a frame. In this paper, I 

propose a method of 8kbps Multi-Pulse Speech Coding(FBD-MPC: Frequency Band Division MPC) by using 

TSIUVC(Transition Segment Including Unvoiced Consonant) searching, extraction and approximation-synthesis 

method in a frequency domain. I evaluate the 8kbps MPC and FBD-MPC. As a result, SNRseg of FBD-MPC 

was improved 0.5dB for female voice and 0.2dB for male voice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MPC, SNRseg 

of FBD-MPC has been improved that I was able to control the distortion of the speech waveform finally. And 

so, I expect to be able to this method for cellular phone and smart phone using excitation source of low bit 

rate.

Key Words : Cellular Phone, Smart Phone, Internet Phone, Speech Coding, Co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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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 등의 이동통신시스템에 용되는 음성부호

화방식은LowBitRate을실 하기 하여주로음원을

구동하여음성신호를재생한다.음원으로음성합성필터

를구동하여음성신호를재생하는음성부호화방식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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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멀티펄스 음성부호화 방식은[1][2],피치 측법과

피치보간법을이용하여4.8~9.6kbit/s의멀티펄스음성부

호화방식(MPC)을실 하 다[3].이방식은자기상 법

으로 추출한 피치정보에 의하여 V/UV를 선택하고,

V/UV선택정보로 유성음원과 무성음원을 선택하여 음

성신호를 재생한다.그러나 주기 인 특성의 유성음과

비주기 인 무성자음이 혼재하는 임을 유성음원과

무성음원어느한쪽의음원으로음성신호를재생하는모

순이 발견된다. 한 유성음과 무성음의 간특성을 갖

는천이구간을유성음원과무성음원의어느한쪽의음원

을 사용하여 재생함으로서 음질 하의 원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

는 송률 8kbps에서 V/S/TSIUVC의 선택정보에 의하

여 유성음(V),무음(S),TSIUVC(TransitionSegment

IncludingUnVoicedConsonant)를 선별하여 각각의 신

호특성에 맞는 처리방법으로 음성신호를 재생하는

FBD-MPC 음성부호화 방식(FBD-MPC:Frequency

BandDivisionMultiPulseCoding)과 기존의 MPC방식

과 음질을 비교하 다.

2. 멀티펄스 탐색

유성음(V:Voiced)과 무성음(UV:Unvoiced)신호의

특징을 살펴보면,유성음은 비교 낮은 주 수 에 존

재하는 주기 인 신호인 반면,무성음은 높은 주 수

에 존재하는 비주기 인 신호의 특징을 갖는다.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피치정보로부터 V/UV선택신호를 생

성하고,V와 UV의 음원을 선택 으로 용한다[4]~[7].

V/UV음원을사용하는멀티펄스부호화방식에있어서,

멀티펄스의진폭과 치는원음성신호와멀티펄스

에의하여재생된음성신호  로부터식(1)이최

소가 되도록 멀티펄스의 진폭()과 치( )를 결정한

다.

 




                               (1)

  




    

      

여기에서 , , 는 멀티펄스의 수,번째의 펄스진

폭과 치를나타낸다.  ,  ,  는각각피치재

생필터(LTP),음성스펙트럼 합성필터(STP),LTP와

STP를 목한 합성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낸다.여

기에서,  은 Weighting필터로서 다음 식과 같은 특

성을 갖는다.

   


 


              (2)  

[Fig. 1] Multi-Pulse Coding(MPC)

LTP(LongTerm Prediction)와 STP(ShortTerm

Prediction)로 구성된 멀티펄스 부호화 방식(MPC)을

[Fig.1]에 나타내었으며,이 시스템의 달함수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에서 앞의 분수함수와 다음 이와 곱해지는 함수

는각각LTP,STP의 달함수를나타낸다.여기에서 ,

, 는 자기상 함수와 상호상 함수로부터 구하여진

피치계수,피치주기, 측계수를 나타낸다. 한 식(1)를

최소화하는멀티펄스의진폭과 치는다음식을만족한

다.






      ≤ ≤                (4)

윗식에서 은자기상 함수,는상호상 함수를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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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und Source of Multi-Pulse

음성신호의 기본주 수인 피치 주기 마다 멀티펄스

음원의 표구간을 [Fig.2]와 같이 복원하여 멀티펄스

음원을 생성한다.이때 피치 주 수는 약80~370Hz인 것

을 고려하면 피치 간격은 약2.7ms~12.5ms이고, 임

길이를25.6ms로하 을경우 략2개~9개의피치가존

재하게 된다.

3. FBD 신호처리

3.1 FBD 전처리

음성신호의특징을살펴보면유성음(V)에서는피치정

보와 낮은 zerocrossingrate(ZCR)를 나타내며,무성자

음(UVC)에서는피치정보가없고높은ZCR를나타낸다.

아울러,천이구간(TS)에서는피치정보가없고낮은ZCR

을나타낸다.이러한특징들을고려하여연속음성에서V,

S,TSIUVC를 탐색․추출하고,FBD재생에 필요한 유

효한 주 수 정보를 송하기 한 처리 방법을 [Fig.

3]에나타냈다.이때음성신호는3.4kHzLPF를사용하

고,표본화주 수는10kHz,양자화는12bit, 임길이

는25.6ms로하 다.[Fig.3]의처리방법을살펴보면,

임 안에 개별 피치정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PF[t]=0) 임을 S로 정하 고,그 지 않다면 해

당 임의 ZCR(Z[t])과 임간의 ZCR

(ΔZ[t]=Z[t]-Z[t-1])차,천이구간(TS)과 무성

자음구간(UVC)의 ZCR(ZH[t])이 ΔZ[t]≺0,

Z[t-1]≥0.4,0.4≤ZH[t]≤0.7인 조건을 만족

한경우에최 에나타나는개별피치(P0
)의 치에서

25.6ms이 의음성신호를TSIUVC로 정하고,그 지

않으면 V로 정한다.

[Fig. 3] preprocessing of FBD

남여 9명의 연속음성(73문장,모음수:609개,무성자음

수:195개)에서본래TSIUVC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추출

되지않았을경우()와본래의TSIUVC가존재하지않는

데도불구하고추출된경우()를TSIUVC추출오류로규

정한 식(5)에 의하여 TSIUVC추출률을 산출하 다.

         
Â = - +

==

åå{ ( )} /a b c aj j j j

j

m

j

m

11        (5)

:TSIUVC 찰 수,:음성샘 수

실험결과,TSIUVC추출률은남자음성에서96.2%,여

자음성에서 9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러한 추출

률의차이는여자음성이남자음성보다피치추출오류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3.2 FBD 재생

V/S/TSIUVC의선택정보에의하여V,S,TSIUVC를

추출하여 임안에 V,S,TSIUVC가 같이 있지 않도

록 임을 재구성한다.다음으로 V의 재생에 필요한

피치와 표구간의 멀티펄스를 사용하여 V를 재생하고,

S는 음성신호가 없는 구간임으로 임 길이만큼 시간

간격을 갖도록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TSIUVC는

TSIUVC재생에유효한주 수정보를사용하여재생한

다.우선 TSIUVC재생에 유효한 주 수 정보를 알아보

기 하여 TSIUVC주 수 역을 여러 주 수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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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분할하여TSIUVC의SNR 스펙트럼을분석할필요

가 있다.

[Fig. 4] SNR of TSIUVC

일반 으로 음성통신방식에 3.4kHzLPF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3.4kHzLPF를 용하 으며,음

성신호는 10kHz로 표본화하 다.이때 25.6ms의 임

은29개의주 수 역으로분할할수있고주 수해상

도(Δf)은39.0625Hz이된다.분할된29개 역의주 수

신호를 사용하여 SNR를 측정함으로서 TSIUVC재생에

유효한 주 수 역을 알아낼 수 있는데,남여 9명의

화체 음성신호(73문장,무성 자음수:195개)를 사용하여

TSIUVC의 SNR을 측정한 결과의 표 로서 “p","t",

"k"의SNR를[Fig.4]에제시하 다.TSIUVC의SNR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0.547kHz이하의 낮은 주

수 역과 2.813kHz이상의 높은 주 수 역에서 상

으로높은SNR를얻을수있었는데,0.547kHz이하

에서는1.24~1.82dB,2.813kHz이상에서는0.65~0.9dB이

다.이것은 TSIUVC의 주요 주 수 정보가 높은 주

수와 간 주 수 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는 것으로서,천이구간(TS)와 무성자음(UVC)의 주 수

특성과도부합하는실험결과이다.따라서0.547kHz이하

의 주 수 정보와 2.813kHz이상의 주 수 정보를 송

하고,256PointIFFT를 사용하여 TSIUVC를 재생하는

방법은 한정된 주 수 역을 선택 으로 사용한다.

4. FBD-MPC 시스템 

일반 으로 음성부호화 방식을 비교평가 하기 해서

는같은bitrate에서 객 평가척도인 SNRseg
로 평

가하여야 한다.기존의 MPC방식은 유성음원인 V음원

과 무성음원인 UV음원을 V/UV선택정보에 의하여 선

택 으로사용한다.FBD-MPC가기존의MPC와차이

은 V,S,TSIUVC를 추출하여 같은 임에 존재하지

않도록 임을 재구성하고,V/S/TSIUVC선택정보에

의하여 유성음(V) 임은 V음원을 사용하고 무음(S)

임은25.6ms시간간격처리하며,TSIUVC 임은

FFT처리하여0.547kHz이하와2.813kHz이상의주 수

정보를이용하여음성신호를재생한다.lowbitrate이동

통신의 음성부호화 방식은 일반 으로 4~10kbps으로 부

호화한다.본연구에서는<Table1>에나타낸바와같이

약8kbps로MPC와FBD-MPC를부호화하고,[Fig.5]와

같이 FBD-MPC의 시스템을 구성하 다.

<Table 1> Coding Condition

parameter[bit] MPC FBD-MPC

V/UV 2

V/S/TSIUVC 2

[V]

PARCOR
7,6,5,5,4

3,3,3,3,3(42)

7,6,5,5,4

3,3,3,3,3(42)

 8 8

7(7*10=70) 4(4*10=40)

7(7*10=70) 5(5*10=50)

Multi-Pulse 10 10

 8

P0 7

IAV 7

DPi,(i=2∼9) 3(3*8=24)

[TSIUVC]

MaxAmplitude 7

FrequencySignalofLowBand 6(6*12=72)

FrequencySignalofHighBand 5(5*15=75)

bit 200 200

kbit/s 8 8

MPC와 FBD-MPC의 부호화 조건을 살펴보면,MPC

와 FBD-MPC의 음원 선택정보인 V/UV와 V/S

/TSIUVC에 2bit를 할당하 고 10개의 멀티펄스를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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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NRseg
 of MPC and FBD-M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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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Process

    [Fig. 5] System of FBD-MPC

한 유성음(V)을 재생하는 합성필터로서 10차의

PARCOR필터를사용하 으며,낮은차수일수록스펙트

럼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차등 인 bit를 할당하

다.MPC의 경우 멀티펄스 진폭( ) 치( )에

각각7bit를,FBD-MPC의경우는각각4bit와5bit를할

당하 으며,진폭 값이 큰 멀티펄스의 최 진폭()에

는 8bit를 할당하 다.

피치정보에 할당한 bit를 살펴보면 MPC의 경우에는

평균 피치정보()에 8bit를 할당하 으며,

FBD-MPC의 경우에는 최 의 피치 펄스의 치(P0)에

7bit,개별피치간격의평균(IAV)에7bit,피치간격의편

차(DPi,(i=2∼9))에 3bit를 할당하 다.이때 25.6ms

의 임마다나타나는피치의개수는최 9개로산정

하여계산하 다.이것은연속음성신호에서피치주 수

는 약80~370Hz이고 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면 약

2.7ms~12.5ms이되기 때문에 25.6ms에 최 9개의피치

가 존재하게 된다.

TSIUVC인경우에60Hz~0.547kHz의 역주 수에는

6bit,2.813kHz~3.4kHz의 고역 주 수에는 5bit를할당하

다.결국MPC FBD-MPC의 임마다총200bit를

사용하 고 송bitrate은 약8kbps가 된다.

남녀 각각 4명의 32개 단문(모음수:290개,자음수:68

개)을 사용하여 8kbps MPC와 FBD-MPC의

SNRseg
를비교한결과를[Fig.6]에나타내었다.실험

결과 <Table 2>에 나타낸바와 같이 FBD-MPC의

SNRseg
이MPC에비하여남자음성에서0.5dB,여자

음성에서 0.2dB정도 개선되었다.이것은 연속음성을

임으로처리하는경우에 임에모음과자음이같이

존재하는 임을 기존의 MPC에서는 유성음원 혹은

무성음원어느한쪽의음원으로음성신호를재생하는데,

이러한문제 을본연구에서는특정주 수 의신호를

사용하여 음성신호를 재생함으로서 SNRseg
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SNRseg
 of MPC and FBD-MPC

Method[dB] kbit/s male female

MPC 8 13.2 12.7

FBD-MPC 8 13.7 12.9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8kbps동일한 송량을 갖도록 부호

화한 MPC와 FBD-MPC를 객 평가 척도인 SNRseg

로 비교 평가 하 다.실험결과,기존의 MPC에 비하여

FBD-MPC에서 남자와 여자음성에서 각각 0.5dB,0.2dB

정도 개선되었다.이것은 같은 임에 모음과 자음이

같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음성신호 재생에 유효한 주

수정보를사용함으로서음성품질개선한주요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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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 다.

향후,셀룰러폰이나 스마트폰에 용할 수 있는 Bit

Rate으로낮추면서음질을개선할수있는알고리즘이나

음성부호화시스템을주요추진과제로진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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