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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음성 압축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분석하여 음성 신호의 부호화 방식을 추정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비트율 송  장을 하여 다양한 보코더 방식의 음성 압축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블록 구조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각 부호화 방식을 구분하는데 있어, 본 논문에서는 Measure of Inter-Block 

Correlation (MIBC)를 이용하여 블록 구조의 유무  신호 블록의 길이를 악하고, 블록 길이가 동일한 부호화 방식

의 경우 각 부호화 방식마다 압축 스트림 내의 각 비트 치별로 상 도 분포가 다르다는 을 이용하여 해당 부호

화 방식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비트스트림 분석 기법은 다양한 음성 신호의 종

류, 음성 신호의 길이  잡음 환경에 강인한 검출 능력을 나타냄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a blind estimation and classification algorithm of the speech compression methods by using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compressed bitstreams. Various speech compression methods including vocoders are developed in order to transmit or store the speech 

signals at very low bitrates. As a key feature, the vocoders contain the block structure inevitably. In classification of each compression method, 

we use the Measure of Inter-Block Correlation (MIBC) to check whether the bitstream includes the block structure or not, and to estimate the 

block length. Moreover, for the compression methods with the same block length, the proposed algorithm estimates the corresponding 

compression method correctly by using that each compression method has different correlation characteristics in each bit location.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lassifies the speech compression methods robustly for various types and lengths of 

speech signals in nois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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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음성 채  역폭은 매우 제한되

어 있어서 효과 인 송을 해서는 압축 부호화 과정

이 필수 이다. 음성 부호화 방식은 음성 신호를 디지털

화하여 얻어진 64kbps의 PCM (Pulse Code Modulation) 

방식부터 음성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트율로 압

축하는 보코더(vocoder) 방식에 이르기까지 통신방식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1]-[3]. 통

신 시스템을 분석하기 해서는 변조(modulation), 인

터리빙/스크램블링(interleaving/scrambing), 채  부호

화(channel coding)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기술을 포함하

여 음성 부호화 방식을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다양한 음

성 압축 방식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임의의 압축 비트스

트림을 사  정보 없이 그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기는 매

우 어렵다.

통신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송·수신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기술이 서로 약속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국제 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4]. 따라서 통신 시스템의 음성 

부호화 방식을 알아내기 해서는 이들 사이의 공통된 

특성을 기반으로 음성 압축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 즉 

각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음성 부호화 방

식에 공통 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추정하고 그룹화하

여 추정해야 할 부호화 방식의 개수를 이고, 각 그룹 

내에서 해당 부호화 방식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을 찾아

내어 최종 부호화 방식을 확정하는 계층  방식으로 추

정 오류를 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코더 방식의 음성 부호화 방식에서 

공통 으로 사용되는 블록 구조의 유무를 단하고, 블

록의 길이를 추정하기 하여 MIBC(Measure of Inter- 

Block Correlation)를 정의하고, 이를 음성 압축 비트스트

림에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MIBC에 의해 그

룹화된 부호화 방식들 내에서 비트스트림의 비트 치

별 상 도 (correlation)를 이용하여 특정 부호화 방식을 

확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보코더 방식에서 측 

신호를 만들기 해서는 특정 길이를 갖는  블록 구조를 

포함해야 하고, 각 블록 내에서는 표  규격에 따라 특정 

치에서 특정 비트 패턴이 치한다는 을 이용한 것

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보코더 방식의 

주요 음성 압축 기법  그 특징에 해서 간략하게 기술

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MIBC를 정의하고, MIBC  

상 도 분석에 의해 임의의 음성 압축 스트림의 부호화 

방식을 계층 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 

다양한 음성 압축 알고리즘에 의해 부호화된 여러 음성 

데이터에 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음성 신호의 부호화 기법

보코더 방식의 음성 부호화 기법은 인간의 발성 기

을 모델링하여 합성된 음성 신호 는 라미터를 부호

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LPC (Linear Predictive 

Coding)의 경우 피치(pitch) 주기, 유성음/무성음 등의 정

보  과거의 신호 샘 을 선형 측하여 만든 신호와 

재 샘 의 오차가 가장 작도록 하는 필터의 계수 등을 부

호화하여 표  규격에 규정된 형식으로 압축 비트스트

림을 구성한다[1], [2], [5]. CELP (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의 경우에는 LPC 필터에 의해 측 신호를 생

성하고, 발성 기 을 모델링하여 얻어진 측 후보 신호

의 모임인 부호 테이블(codebook)의 신호와 오차가 최소

가 되는 부호어의 인덱스를 송하는 방식으로 송속

도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된다. CELP 방식은 LPC에 비해 

음질이 향상되고, 채  오류에 강인한 반면, 측 신호를 

구성하고 부호 테이블에서 최 의 신호 블록을 탐색하

는데 복잡도가 증가하는 단 이 있다[6], [7].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최근 MELP (Mixed Excitation 

Linear Prediction) 방식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여

기(excitation) 신호로 피치를 주기로 하는 임펄스 신호열

(impulse train)을 사용함으로써 합성된 음질이 열화되는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음성 신호의 특성에 따라 주기 

는 비주기 신호를 여기 신호로 사용하여 음질을 향상

시키고, CELP와 비교하여 복잡도를 히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8].

이러한 보코더 방식의 측 부호화 기법은 공통 으

로 블록 구조를 포함하는데, 이는 부호화기 내부에 음성 

신호의 특징을 분석하여 측 신호를 생성하기 하여 

특정 길이의 블록 단 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압축 비트

스트림 한 블록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각 블록을 구분

하기 하여 구분자(separator)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보코더 부호화 방식의 요한 특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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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부호화 

방식을 추정할 때 가장 먼  비트스트림 내에 블록 구

조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별하고, 그 블록의 길이

를 알아내어 추정해야 할 부호화 방식의 개수를 이게 

된다.

Ⅲ. MIBC  상 도에 기반한 음성 압축 

스트림의 구조 분석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음성 압축 스트림으로부터 해

당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

∙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기 하여 특정 라미터를 이

용하거나 부분  복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음성 

압축 스트림만을 이용하여 해당 부호화 방식을 추

정한다.

∙ 음성 압축 스트림의 분석  해당 복호화 과정의 실시

간성을 보장하기 하여 부호화 방식 추정 알고리즘

은  복잡도를 갖도록 한다.

음성 압축 스트림의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는데 있어 

특정 부호화 라미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먼  음

성 신호 부호화에 한 일반 인 정보에 기반하여 추정

할 부호화 방식의 경우의 수를 여 나간다. 즉, 보코더

의 경우 부호화 과정이 블록 단 로 이루어지고 압축 스

트림 한 블록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각 블록을 구분하기 

한 구분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압축 스트림을 분석하

여 이러한 구분자가 존재할 경우 보코더 방식으로 부호

화된 스트림으로 단한다. 

이후 각 방식 내에서 구체 인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

게 되는데, 보코더 방식의 해당 부호화 방식  비트율에 

따라 블록의 길이가 결정되고, 이러한 블록 길이는 각 부

호화 방식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므로 압축 스트림을 분

석하여 블록 길이를 히 추정하면 해당 부호화 방식

을 결정할 수 있다. 한 각 블록 내에서는 부호화 방식

에 따라 특정 비트 치에서의 상 도의 분포가 달라지

는데, 이러한 상 도 분포를 분석하여 최종 으로 부호

화 방식을 확정한다.

3.1. MIBC를 이용한 sync bit 검출

보코더 방식에 의한 음성 압축 스트림은 각 블록을 구

분하는 구분자로 sync bit를 삽입하는데, 구체 으로 매 

블록의 끝에 0과 1을 교 로 삽입한다(0과 1의 순서는 부

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나, 그 순서가 특정 부호화 방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압축 

비트스트림의 구조 분석에 의한 음성 부호화 방식 추정

을 해서는 이러한 sync bit의 유무와 블록의 길이를 올

바르게 추정해야 한다.

음성 압축 스트림 s(n)에 해서, i번째 블록 Bi(n)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1)

이때 LB는 블록의 길이를 의미하고, n은 스트림에서 

각 비트의 치를 나타낸다. 식 (1)과 같이 정의된 블록

에 해서 sync bit는 0과 1이 규칙 으로 반복되는 비트

이므로 식 (2)와 같이 MIBC를 정의하여 그 결과값에 따

라 sync bit의 유무와 블록의 길이를 추정한다.



 





  




⊕




   



             (2)

여기서, ⊕은 exclusive-OR 연산을 나타내고, N은 블

록의 개수, LB는 블록의 길이, n은 블록에서의 각 비트의 

치를 의미한다. 식 (2)의 MIBC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

고, 각 값에 따라 의미하는 바는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 1. MIBC 값과 그 의미
Table. 1 MIBC values and their meanings

CB(n) 의미

0 각 블록의 n번째 비트가 동일한 값

0.5 각 블록의 n번째 비트가 임의의 값

1
각 블록의 n번째 비트가 0과 1이 반복되는 
패턴의 값

즉, 특정 블록 길이에 하여 MIBC를 용하 을 때, 

그 값이 1이면 sync bit가 존재하므로 보코더 방식으로 

부호화된 스트림이고, 그 때 블록의 길이는 LB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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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트 치별 상 도 분석에 의한 추정

MIBC는 블록 내 각 비트 치에서의 상 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MIBC 값이 0에 가까울

수록 해당 비트 치에서 같은 값이 반복되므로 상 도

가 높고, 0.5에 가까울수록 임의의 패턴으로 비트가 발생

하므로 상 도가 낮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보코더 

부호화 범주 내의 특정 부호화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 

53bits의 블록 길이를 갖는 LPC  MELP 스트림의 경우 

표 에서 정의하는 비트스트림 포맷, 즉 신택스(syntax)

의 배열 특성  부호화 방식의 특성에 의해서 각 비트 

치별 상 도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두 부호화 방식을 구분하기 해 다음과 같이 식 (3)을 

정의한다.













 



 


∧



 


∧


 






 



 


∧



 


∧


 




 (3)

이때 ∧는 논리  AND 연산을 나타내고, CB(n)는 LB

를 블록 길이로 할 때 n번째 비트 치에서의 MIBC 값을 

의미한다. 그림 1은 LPC와 MELP의 각 비트 치별 

MIBC 값의 분포를 나타낸다.

  

(a)                        (b)

그림 1. MIBC 값의 분포: (a) LPC, (b) MELP
Fig. 1 Distribution of MIBC values: (a) LPC, (b) MELP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IBC를 이용하여 블록 구조 

 블록 길이를 추정하고, 블록 내 각 비트 치에서의 

상 도를 분석하여 부호화 방식을 확정하는 방식의 

비트스트림의 구조 분석에 의한 계층  부호화 방식 

추정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제안하는 비트스트림 구조 분석에 
의한 부호화 방식 추정 알고리즘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tructural 
analysis algorithm for classification of the speech 

compression method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음성 신호 부호화 방식 추정 알

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8kHz 샘 링, 샘

당 16bits로 균일 양자화된 5개의 음성 신호를 표 2에 

정리한 각 부호화 방식으로 압축한 스트림을 이용하

다.

표 2. 성능 평가를 한 상 부호화 방식
Table. 2 Target coding typ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부호화 방식 비트율 (kbps) 블록 길이 (bits)

LPC 2.4 LB = 54

CELP 4.8 LB = 144

MELP 2.4 LB = 54

성능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하 는데, 먼  음

성 신호의 길이에 따른 성능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각

각 30.0sec, 15.0sec, 7.5sec, 3.75sec, 1.875sec, 0.514sec 길

이를 갖는 5가지 종류의 음성 신호를 표 2의 방식으로 압

축한 스트림을 이용하여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 고, 다

음으로 잡음의 향에 따른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각 

길이의 음성 압축 스트림에 균일 분포 (uniform 

distribution) 잡음을 10
-3

, 10
-2

, 2×10
-2

, 10
-1
의 비율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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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 다. 그림 3에 실험에 사용

한 30.0sec 길이의 음성 신호의 를 부분 확 하여 나타

내었다.

그림 3. 성능 평가에 사용한 음성 신호의 
Fig. 3 One of speech signals us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실험결과 5개의 음성 신호의 길이가 각각 30.0sec, 

15.0sec, 7.5sec, 3.75sec, 1.875sec의 경우에 해서는 앞

에서 언 한 모든 비율의 잡음 환경에서 100%의 검출율

을 보 다. 이는 MIBC에 평균 개념이 포함되어 잡음의 

향을 여주기 때문이다. 한 분석 상이 되는 부호

화 방식에서 블록의 길이가 최  144 비트로 매우 짧은 

길이의 음성 신호인 1.875sec에 비해서도 매우 짧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잡음의 향  

음성 신호의 길이와 같은 조건에 강인한 검출율을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잡음의 향이 극 화된 환경에서의 검출 능력을 실

험하기 하여 음성 신호의 길이가 0.514sec일 때, 즉 

4,112개의 샘 을 각 부호화 방식으로 압축한 비트스트

림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 고, 각 잡음 환경에서

의 검출 결과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 0.514sec 길이의 음성 신호에 한 검출 결과
Table. 3 Classification results for the bitstreams of 

0.514sec-length

에러율
Classification Ratio (correct/total)

LPC CELP MELP

error-free 5/5 5/5 5/5

10
-3

5/5 5/5 5/5

10-2 3/5 5/5 CELP

2×10
-2

CELP 5/5 CELP

10
-1

1/5 3/5 CELP

표 3에서 LPC  MELP의 검출 결과에서 CELP라 표

시된 부분은 입력 스트림이 LPC 는 MELP 방식으로 

부호화되었으나 CELP로 인식한다는 의미한다. 

0.514sec 길이의 음성 신호를 각 방식으로 압축하면 매

우 은 양의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에 잡음을 첨가하

게 되면 정보량에 비해 잡음의 양이 많아서 비록 MIBC

에 평균 개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잡음의 향을 이

기 어려워지게 된다. 한 매우 짧은 길이의 신호에 

해서는 MIBC보다는 비트 치별 상 도 분석의 기법

의 성능이 더 떨어지는데, 이는 0.514sec의 신호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각 비트 치에서 상 도가 충분히 나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MIBC와 상 도 분석 기법

을 동시에 용하는 LPC와 MELP에 한 검출율이 

CELP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0.514sec 길이의 음성 신호는 제안한 알고리

즘의 성능 검증을 한 극단 인 경우이고, 보통 이러

한 길이의 음성 신호에는 충분한 양의 정보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 형태  

환경에서 음성 부호화 방식을 추정하는데 매우 효율

인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음성 압축 스트림의 구조를 

분석하여 계층 으로 해당 음성 신호의 부호화 방식

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보코더 방식의 

핵심 인 특징인 블록 구조의 여부를 악하고, 추정 

부호화 방식의 가짓수를 제한하기 한 블록 길이를 

추정하기 하여 MIBC를 정의하고, 이를 음성 압축 

비트스트림의 구조를 악하는데 용하 다. 한, 

각 부호화 방식마다 블록 내의 비트 치별 상 도 분

포가 다르다는 을 이용하여 각 비트 치에 따른 

MIBC 값의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부

호화 방식을 정확하게 추정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한 

MIBC는 평균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음성 신호의 길이 

 다양한 잡음 환경에 매우 강인한 검출율을 보 고, 

 복잡도로 구 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효과 으

로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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