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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algorithm that can reduce the open-loop pitch estimation time of G.723.1. 

The time domain cross-correlation method is simple but has long processing time by recursive multiplication. For 

reduction of processing time, we use the method that compute the cross-correlation by multiplying the Fourier value of 

speech by it's complex conjugate. Also, we can reduce the processing time by omitting the bit-reversing of FF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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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의 비약  발 에 따라 무선 이동통신을 통한 서

비스의 범 도 과거의 음성 통신에서 상, 데이터, 멀티미

디어 등으로 차 확 되고 있다. 하지만 휴 화의 기본 기

능은 여 히 음성통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 디

지털 이동통신 분야와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송에 용

하기 한 음성신호의 디지털 변환과 송 데이터량을 이기 

한 음성 부호화 기술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ITU, ETSI 등의 표 화 단체들에서는 이러한 음성 부호화 

기술에 한 표 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음성 부호화기는 1972년에 ITU-T G.711로 채택된 

64kbps PCM 방식을 시작으로 32kbps ADPCM, 16kbps 

LD-CELP 방식으로 표 화 되었다. 재 ITU-T에서는 

PCS, IMT-2000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8kbps 음성 부호화

기에 한 표 화 작업으로 1996년에 CS-CELP를 G.729로 

인터넷폰  화상통신용 음성 부호화기로 ACELP/ 

MP-MLQ의 5.3/6.3kbps 이  속도 부호화 방식을 G.723.1

로 선정하 다.

G.723.1에서는 음성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성도모델은 

LPC 계수로, 성  여기 모델은 피치지연값으로 부호화하고 

이 두 필터에 의하여 모델링되지 않은 값들에 해서는 코

드북을 사용하여 보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G.723.1의 피치값을 추정하는 시간을 단축

하기 하여 표 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 역 교차상 법 

신에 개선된 시간-주 수 혼성 역 교차상 법을 제안한다. 

혼성 역 교차상 법의 계산과정에 사용되는 FFT와 IFFT

의 비트-재정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

할 수 있게 되었다.

2 . G.72 3 .1 음성부호화기

G.723.1 음성부호화기는 선형 측 합성에 의한 분석 부호

화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인지 가 된 오차 신호를 최소화하

도록 부호화한다. 입력된 음성에 하여 240샘 (8㎑ 샘 링

율에서 30㎳)을 한 임으로 처리하며 DC 성분을 제거하

기 해 하이패스필터를 통과시키고 60샘  단 의 4개의 

서  임으로 나 다. 각각의 서  임에 해 10차

의 LPC를 계산하며 양자화되지 않은 LPC 계수들을 이용하

여 단구간 인지 가  필터를 구성하고 임에 용하여 

인지 가 화된 음성신호를 얻는다.

두 서 임(120샘 )에 하여 인지 가 화된 음성신

호를 사용하여 개회로 피치 주기를 추정하며 피치 주기는 

18 ~ 142 샘  구간에 해서만 수행한다. 이 에 계산된 

피치 추정값을 사용하여 noise shaping 필터를 구성하고 

LPC 합성필터, 포만트 인지 가  필터와 결합하여 임펄스 

응답을 계산한다.

임펄스 응답과 개회로 피치 추정값은 폐회로 피치 측값

이 계산된다. 폐회로 피치 측은 개회로 피치추정값 주변의 

작은 편차에 하여 추정하고 피치 주기값과 차분값이 복호

화기로 송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신호의 비주기 인 성분을 추정하는데 높

은 송율에서는 MP-MLQ(Multipulse Maximum Likelihood 

Quantization) 여기가 사용되고 낮은 송율에서는 ACELP 

(Algebraic-Code excitation)가 사용된다[1]. G.723.1 부호화

기의 블록다이어그램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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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723.1 부호화기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G.723.1 encoder

3 . G.72 3 .1의 피치추정법

G.723.1 음성 부호화기는 임당 두 번의 피치 추정을 

수행한다. 한번은 앞의 두 서  임에 하여 수행하고 

나머지 한번은 뒤의 두 서  임에 해서 수행한다. 개

회로 피치 주기 추정값 은 인지 가 된 음성신호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최  교차상 계값  은 피치 주기를 결정하기 

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1) 

교차상 계값  을 최 로 하는 인덱스 j가 해당 

두 서  임에 한 개회로 피치 추정값으로 선택된다. 

피치 추정시에 피치 주기의 배수값들이 찾아지는 것을 방

하기 해 작은 피치주기 값들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피치 

주기를 찾는 구간은 인덱스 j가 18인 구간부터 찾기 시작하

며 모든 최 값을 찾아 이 의 최 값  ′과 비교한다. 
만일 인덱스 와 ′의 차이가 18보다 작고    ′
이면 새로운 최 값 가 선택되며 인덱스간의 차이가 18보

다 크거나 같다면  이  ′  보다 1.25㏈ 이상 클 경
우에만 새로운 최 값이 선택된다[4].

4 .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

음성신호는 시간 역에서 여기성분과 여 기성분의 컨벌

루션으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이를 주 수 역으로 변환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이는 식 (2)와 같은 두 신호의 컨벌루션을 계산할 때 각 

신호의 FFT를 구하여 곱하고 다시 IFFT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음성신호의 교차상 값은 식 (4)와 같이 정의되며 이를 

주 수 역으로 변환하면 식(5)와 같다.

  
 ∞

∞

     (4)

∙ (5)

여기서 는 의 켤 복소수이다. 즉, 각 신호의 

FFT를 구하여 한쪽에 해서는 켤 복소수를 구하여 곱한 

다음 IFFT를 하면 교차상 값을 구할 수 있다[2].

자기상 함수(Autocorrelation)는 교차상 함수(Cross- 

correlation)의 특수한 경우이며 G.723.1의 피치추정에 사용

되는 방법은 자기상 법에 해당한다.  자기상 함수는 시간 

지연에 따른 상 성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시간 역상에서는 

주로 신호의 주기성을 찾고자 할 때 사용된다. 그림 2에 음

성신호의 자기상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고 그림 3에는 

혼성 역 교차상 법에 의해 피치를 구하는 과정을 블록도

로 나타내었다.

그림 2  음성신호의 자기상 값

Fig. 2  Autocorrelation value of speech signal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력된 음성신호에 하여 

도우를 용하고 이를 FFT한다. FFT의 결과와 그 결과의 

켤 복소수를 만들어 곱한 다음 다시 IFFT를 하게되면 원

신호의 자기상 값을 얻을 수 있다. 자기상 함수의 특성에 

의해 피크를 구하고 피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음성신호의 

피치 주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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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혼성 역 교차상 법의 처리과정

Fig. 3  Process of cross-correlation in hybrid domain

FFT는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계산하는데 

있어 결과는 같으면서도 연산수를 여 계산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계산량을 살펴보면 N개의 샘 을 DFT하는데 각 

n에 하여 N번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하게 되어 결과 으

로 에 비례하는 계산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N개의 

샘 을 FFT하는 경우에는 같은 결과를 내면서 계산량은 

×에 비례하도록 일 수 있다[2].

FFT는 DIT(decimation in time)와 DIF (decima- tion in 

frequency) 각각에 해 정상 순서의 입력을 사용한 경우와 

비트-재정렬된 입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FFT 알고리

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ooley-Tukey 알고리즘은 DIF 

방법을 사용하며, IFFT의 경우에는 FFT와 같은 방법을 사

용하면서단지 계수들의 켤  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사용하고 루틴의 끝에서 1/N 스 일링(scaling)을 수행하는 

것만이 다르다[2]. 그러나 FFT는 계산하고자하는 데이터 샘

수가   (는 정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림 4(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력배열과 출력배열의 순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FFT 수행 이나 

수행 후에 배열의 순서를 재정렬해 주어야만 한다. 이를 비

트-재정렬(bit-reversing)이라 하며 계산량에 있어 큰 오버

헤드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오버헤드는 은 샘 수를 

갖는 데이터에 한 FFT 연산이 DFT에 비해 큰 이 이 

없도록 하며 스트럼 분석과 같이 시간-주 수 역 변환

이 잦은 연산의 처리속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2].

본 논문에서는 G.723.1 음성 부호화기의 피치 추정 시간

을 단축하기 하여 기존의 시간 역 교차상 계법을 사

용하는 신 개선된 시간-주 수 혼성 역 교차상 법을 이

용하여 피치 주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시간 역 

교차상 법의 피치 추정시간을 개선하기 하여 FFT와 

IFFT를 이용하는 피치 추정법을 제안하 으며 역 변환에 

사용되는 FFT와 IFFT의 비트-재정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기존에는 FFT와 

IFFT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용함으로써 필연 으로 비트-

재정렬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 으며 이러한 오버헤드는 처

리시간에 큰 향을 주게 된다[2]. 그러나 FFT에는 그림 

4(a)의 정상순서 입력의 DIF 방법을 사용하고 그 결과의 켤

복소수를 구하여 곱한 후에 그림 4(b)의 비트-재정렬된 

입력의 DIF 방법을 사용하여 IFFT하면 정상순서의 교차상

값을 얻을 수 있게 되어 FFT와 IFFT 과정에서 비트-재

정렬 과정을 생략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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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8포인트 FFT의 처리흐름도

Fig. 4  Flow graph for 8-point 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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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한 G.723.1 피치 추정 알고리즘

Fig. 5  Proposed pitch estimation algorithm of G.723.1

그림 5에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G.723.1 음성 부호화기에 

용하 을 때의 처리과정을 나타내었다. 입력된 음성을 

임 단 로 나 어 DC 성분 제거를 한 하이패스필터에 

통과시킨다. 이 신호는 인지 가  필터를 거쳐 피치 추정을 

하게 된다. 피치 추정에는 혼성 역 교차상 법을 사용하며 

계산과정에 사용되는 FFT와 IFFT에서 비트-재정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Trans. KIEE. Vol. 59, No. 12, DEC, 2010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에 의한 G.723.1의 피치검색시간 단축에 한 연구                                                                2327

5 . 실험  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기존의 교

차상 계 추정 알고리즘과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 

알고리즘을 Lenovo/T-61p(Intel Core2 Duo 2.6㎓) 노트북에

서 C++로 구 하 다. 각각의 함수는 부동소수  연산을 사

용하 고 반복하여 사용되는 회 인자(twiddle factor)인 사

인값과 코사인값, 비트-재정렬 테이블은 미리 계산하여 

장하여 사용하 다. FFT와 IFFT 로그램은 참고문헌 5와 

6에 소개된 로그램을 기본으로 사용하 다[5][6]. 

먼  FFT 알고리즘에서 비트-재정렬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하여 음성 신호 128샘 , 256샘 , 512샘

 단 로 FFT를 수행하면서 체 처리시간과 비트-재정렬 

시간을 측정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56샘  FFT의 경우 체 처리시간의 21.98%가 비트

-재정렬에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통  FFT 교차상 법보다 20%정도의 처리시간 개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G.723.1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 역 교차상

법을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 치함으로써 얻어지는 

피치 추정 속도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시간 역 

교차상 법과 혼성 역 교차상 법,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의 피치추정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시간 역 교

차상 법은 피치추정 단 인 두 서 임(120샘 )에 

하여 지연값 18부터 142까지 계산하 고, 혼성 역 교차상

법과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은 FFT의 특성상 256샘

을 기본단 로 수행하 다. 혼성 역 교차상 법의 FFT와 

IFFT에는 정상순서 입력의 DIF방법을 사용한 후 비트-재정

렬을 수행하 고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은 FFT를 할 

때는 정상순서 입력의 DIF방법을 사용하고 IFFT에는 비트-

재정렬된 입력의 DIF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비트-재정렬 시

간을 단축하 다. 각각의 처리시간은 1,000회씩 측정하여 평

균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의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기존의 시간 역 교차상 법에 의한 피치 추정 시간이 

297.77㎲인데 비하여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이 200.62

㎲로 처리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처리시간은 67.37%

로 단축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는 개선된 혼성 역 교차

상 법에 의한 교차상 값을 그래 로 나타내었다. FFT의 

특성상 128샘 씩 서로 칭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그림 7에는 시간 역 교차상 법과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에 의하여 /인수네 꼬마는 천재소년을 좋아한

다./라는 발성의 피치를 추정한 그래 를 나타내었다.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의 방법이나 개선된 방법에 의해 

추정된 피치 곡선은 거의 유사한 정확도로 측정되었다.

표  1 FFT 처리시간과 비트-재정렬시간의 비

Table 1 The ratio of FFT time vs. Bit-reversing time

처리시간(㎲)
비트-재정렬

시간비(B/A)체처리시간

(A)

비트-재정렬

시간(B)

128샘 48.77 10.23 20.97%

256샘 96.64 21.25 21.98%

512샘 194.63 40.26 20.68%

표  2  처리시간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rocessing time

피치추정시간(㎲)
처리시간

단축율

표  교차상 법

(120샘 )
297.77 100%

혼성 역 교차상 법

(128샘 )
234.37 78.71%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

(128샘 )

200.62 67.37%

그림 6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교차상 값

Fig. 6  Cross-correlation value by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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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 의한 피치 곡선

Fig. 7 Pitch contour by conventional vs. proposed method

6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상통신  인터넷폰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G.723.1의 처리시간 개선을 해서 부호화 과정  

피치 추정 알고리즘의 처리속도 단축을 제안하 다. 표 으

로 사용되고 있는 시간 역 교차상 법이 과다한 곱셈연산

을 수행함으로 인해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을 보완

하기 하여 개선된 혼성 역 교차상 법에 의해 피치를 추

정하도록 개선 하 다. 개선된 방법은 시간 역상의 교차상

값이 주 수 역상에서 켤 복소수 곱셈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는 과 처리 역 변환 과정에 사용되는 FF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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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FT의 비트-재정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시간 역 교차상

법에 비해 처리시간을 67.37% 정도로 단축하면서도 피치 

추정의 성능은 그 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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