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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신호처리에서 스펙트럼 분석은 매우 중요하 

다. 하지만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윈도 

우에 의해 생기는 누설에너지 때문에 음성신호의 

스펙트럼 정보가 왜곡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분석 시 발생되는 창함 

수 사용에 의해 생기는 누설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창함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형태는 

전체 창함수크기의 반을 방형창으로 나머지 반을 

해밍창으로 하고 창의 처음 부분은 ±20표본에서 

영점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 창함수의 특징은 신호 

분석에 있어서 왜곡은 크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형창함수의 장점과 side lobe가 

작아 비교적 왜곡이 적은 해밍창함수의 장점을 취 

한것이라 하겠다.

실제 음성 신호에의 적용에 있어서 방형창과 해밍 

창의 적용비는 신호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달리 

할수 있다. 제안한 창함수는 해밍창함수 보다는 좁 

은 main lobe 특성으로 음성신호의 단구간 스펙트 

럼 분석시 음성의 빠른 변화특성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고 방형창보다는 side lobe의 영향을 줄일수 

있다.

1..서론

음성신호처리에서 음성신호를 주파수영역에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시간영역에서 처리가 어려 

웠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FFT 수 

행시 창함수 적용 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누설 

현상이 발생하여 스펙트럼을 왜곡시키게 된다. 창 

함수의 종류와 길이에 따른 스펙트럼 왜곡을 줄 

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원래의 스 

펙트럼에 근사 시키는 것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1〕-⑶

음성신호에 창함수를 적용할 때 창함수의 길이 

가 음성신호의 피치보다 짧으면 음성신호가 가지 

고 있는 특성을 전체적으로 반영 할 수 없고 길 

게 되면 스무딩현상에 의해 음성신호가 갖는 음 

소의 변화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4].

본 논문에서는 창함수의 종류와 길이에 따른 문 

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창함수의 형태를 변 

형시켜 여러. 창함수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창의 

시작 부분에서 영점을 찾아줌으로써 불연속 왜곡 

을 최소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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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펙트럼 누설현상

창함수 구간 내에 정수 배의 주기를 갖지 않는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은 원래의 신호주파수 근처 

에 대칭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leakage 

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 창함수 구간에서 모든 성분이 주기 

적이라는 가정 흐｝에 Fourier Series 전개를 한 것 

이기 때문이다[4,5].

음성신호에서 주기성을 갖는 유성음에 대해 일 

정위치에서 유한구간 windowing하여 구한 스펙 

트럼은 창함수를 고려하지 않은 유성음의 스펙트 

럼에 창함수의 스펙트럼 convolution-® 결과가 된 

다. « • ), 穴 • ), 依 • )을 각각 음성신호 및 

창함수가 적용된 음성신호 그리고 창함수라 할 

때 시간영역에서는

f(n) = s(n)w(n) (2.1)

으로 표시되고 주파수영역에서는

F(e*") = S(e"27)*0(e*") (2.2)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상적인 창함수라면 주파 

수 영역에서 convolution 되더라도 원래의 음성 

스펙트럼에 근사 되도록 나타날 것이다. 방형 창 

함수일 경우 좁은 대역폭의 main lobe에 의해 하 

모닉스의 첨예도가 커지나 큰 side lobe에 의해 

누설현상이 두드러져 스펙트럼의 왜곡이 발생한 

다. 이때 창함수의 길이가 피치의 정수 배로 되면 

누설현상이 최소화되어 스펙트럼의 첨예도가 더 

욱 커지고 원래의 스펙트럼에 근사 되어 나타나 

게 된다. 그렇지만 창함수의 길이를 피치와 동기 

시키기 위해서는 피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창함수의 길이에 

의한 영향을 줄이려는 연구보다는 창함수의 모서 

리에 의한 누설현상을 줄일 수 있는 창함수를 개 

발하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창함수 

로는 방형창, 삼각형창, 해닝창, 해밍창, 카이저창, 

불랙맨창 등이 있으며 차단특성이 좋은 창함수일 

수록 계산이 복잡하여 주로 해밍 창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6].

.창함수의 모서리에 의한 영향은 좋은 창함수를 

선택한다고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창함수의 

적용위치에 따라 신.호의 불연속이 크고 작게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스펙트럼에.근접시 

키기 위해서는 창함수의 적용위치를 조절할 필요 

가 있다.

3. 기존의 창함수의 종류 및 특징

기존의 창함수로는 방형창, 삼각형창, 해닝창, 

해밍창,• 카이저창, 불랙맨창 등이 있으며 차단특 

성이 좋은 창함수일수록 계산이 복잡하다.

이상적인 창의 주파수응답특성은 매우 좁은 

main lobe를 갖고 side lobe들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신호를 어떤 목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창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기존의 창함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방형창 : ，、 卩 ； 0<»<7V-l
w(n)= <

[0 ; otherwise

삼각형창 :

In N-1
  ;0<n <---- 
N-1---------- , 2

/、 ，、 2〃 N — \ 1
w(w) — • 2----- ; ----- Sm 匕 N - k

0 ; otherwise

해밍창 :

,、 0.54-0.46cos(2勿”);Q<n<N-\
' N-l

0 ; otherwise

해닝창 :

z 、 0.5-0.5cos(2^-——) ; 0<n<N-l
w(n) = < N

0 ; otherwise

블랙맨창 :

w(n)=

0.42 -0.5cos(2^ kj + 008cos(2^ 그” ) 
NN-1

；Q<n<N-\

;otherwi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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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신호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해밍창 

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형창은 side lobe의 영향 

때문에 신호의 스펙트럼 왜곡이 심하다. 반면 해 

밍창은 스펙트럼 왜곡의 원인인 불연속점을 완화 

시켜줌으로써 side lobe의 영향을 많이 줄인다. 

하지만 main lobe폭이 넓어서 음성신호의 주파수 

분해능이 작아 음성의 빠를 변화특성을 분석하기 

가 어 렵다. 방형창과 해밍창의 주파수 응답특성이 

아래와 같다.[4]

그림＜3-1＞ 기존의창함수들과 스펙트럼

4. 제안하는 창함수의 형태

제안하는 창함수는 방형창과 해밍의 장점을 취하

는 것이고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5. 실험 및 결과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먼저 IBM 

PC(233 MHz)에 마이크 입력이 가능한 A/D 변환 

기를 인터페이스 하였다. 음성시료는 여성이 연구 

실 환경 (30dB의 SNR)에서 발성한 음성을 8kHz 

로 표본화하고 16bit로 양자화 하여 사용하였다. 

발성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발성1) "음성 신호 처리”

발성2) "창공을 나는 새”

발성3) "천지창조의 교훈”

아래 그림들은 제안한 창함수를 실제 음성신호 

에 적용하고 기존의 창함수에 적용되었을 때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5T＞은 음성신호의 정수배 

피치에 대한 스펙트럼이고 이를 비교기준으로 삼 

았다. 각 창함수를 적용한 음성신호는 정수배 피 

치이상으로 하여 스펙트럼의 왜곡을 유도하였다. 

그림＜5-2＞를 보면 방형창을 적용한 음성신호의 

스펙트럼 특성이 가장 첨예한 특성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큰 side lobe 때문 

에 왜곡이 크다. 그림＜5-3＞은 해밍을 적용한 음 

성신호와 스펙트럼이고 왜곡이 적지만 주파수 분 

해능이 너무 떨어져 음성의 빠른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림＜5-4＞에서처림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창함수를 적용했을때는 왜곡을 줄이면 

서 음성신호의 주파수 분해능을 높이므로써 스펙 

트럼의 첨예한 특성을 볼수 있었다.

3000 二 

2000 -- 
1000 A 

°'1 
-1000 - ~i 
-2000 L-

stand signal

고。 40 60 80 100 120

그림＜4-1〉제안하는 창함수와 스펙트럼
그림＜5-1＞ 정수배피치 음성신호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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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방형창을 적용한 신호와 스펙트럼

50 100 150 200 250

그림<5-3> 해밍창을 적용한 신호와 스펙트럼

shift edwin-signal

그림<5-4> 제안창을 적용한 신호와 스펙트럼

6.결  론

음성신호를 주파수영역으로 처리할 때 창함수 

적용이 불가피 하고 이로 인해 누설현상이 발생 

하여 스펙트럼 정보가 왜곡된다. 이러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창함수의 길이가 유성음에서 나 

타나는 피치주기의 정수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음성의 피치 주기는 계속 변하여 찾기가 그리 쉽 

지는 않다. 분석하고자 하는것에 따라 적절한 창 

함수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가장 이상적으로 음성의 특징을 반영해주는 

방형창 함수와 왜곡이 적은 해밍창 함수의 장점 

을 갖는 창함수를 제안하였다.

창함수 전체 길이중 앞쪽 반은 방형창으로 또 

뒤쪽 반은 해밍창으로 하여 그 모양은 그림 

<4-1>과 같다. 실제 음성에 적용해 본 결과 해밍 

보다는 첨예한 신호 특성을 얻을 수 있었고 방형 

창보다는 적은 왜곡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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