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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처리의 기초적인 해석법 

인 FFT와 LP분석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론고卜 

함께 분석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실제 음성신호를 대 

상으로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들을 실제음 

성을 처리한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1. 개 요 

음성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지금 

도 여러 가지 해석기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전 

통적으로 음성분석에 사용되어온 방법은 음성을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보는 푸리에 변환기법 

및 이를 응용한 스펙트로그램이다. 푸리에변환 및 

스펙트로그램에는 음성신호의 음원, 성도, 피礼 

음질, 음색등 거의 모든 정보가 나타나 있기 때문 

에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음성학자, 음성공학자들의 

기본적인 해석도구로 사용하여 왔다. 또, 선형예 

측분석기법은 지난 십여년간 음성분석에 기본적 

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공학적인 목 

적의 코딩이나 음성인식, 음성합성등 이외에도 성 

도의 특성변화를 측정하거나 포만트값을 구할 때 

등 FFT나 스펙트로그램의 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처리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석법을 기존의 소프트웨 

어등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원 

리를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결과의 분석에서 어 

려움을 겪고., 분석결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음향학회의 음성학 관련 전공분야의 여러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기 

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분들께서 

제안을 하셨고, 이 특강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음성의 중요한 신호처리 기법중에서 

FFT스펙트럼분석법과 선형예측에 의한 음성모델 

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을 보는 대 

상을 공학 및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음 

성학쪽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인 수식이나 프로그램의 전개보다는 개념 및 사 

례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디지털신호의 개요

디지털신호는 아날로그신호로부터의 표본화에 의 

해 얻어진다. 이 기능은 A/D 변환기 

（Analog-to-Digital Converter）를 통해서 수행되 

는데 음성신호의 경우 PC의 사운드카드가 아날로 

그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FFT나 LPC등은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I 以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신호가 디지털화 되면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신호를 단위 시간당 얼마만한 개수를 받아 

들일 것인가에 관한 표본화율에 대하여 알아본다. 

표본화율은 Nyquist 정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어떤 신호의 최대 주파수 성분이 Fs일 때 

표본화에 필요한 최소의 주파수는 2Fs가 된다'는 

것이다. 즉,（广4KHz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 신호 

의 경우 최대 주파수의 두배인 8KHz로 표본화 

하면 된다. 이 주파수보다 적은 수로 표본화할 경 

우에는 에 일리어싱 현상에 의 해 고주파대역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1） 이렇게 Nyquist율 

보다 낮은 표본화주파수로 얻어진 신호를 통한 

~393 -

mailto:cwjo@sarim.changwon.ac.kr


분석결과는 이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된 

다. 음성신호의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면 되므로 8KHz, 

lOKHz, 16KHz등 여러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림 1. 신호의 에일리어싱현상

이러한 표본화과정을 주파수 평면에서 보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성분이 Fs마다 반복적 

으로 존재하는 형상이 된다. 이 경우 0 ~ Fs/2 까 

지의 주파수만이 실제로 유효한 주파수가 된다. 

즉, 8KHz로 표본화 했을 경우 4KHz까지의 주파 

수 성분만이 표본화된 신호에 담겨있게 된다. (그 

림2)는 표본화시의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림2. 표본화시 주파수성분의 변화

3. FFT에 의한 신호분석

FFT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푸리에변환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푸리에 변환은 프랑스의 수학자 

인 조셉 푸리에(1768-1830)가 고안한 변환으로 

임의의 신호를 정현파 성분으로 분해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푸리에 급수의 식(아날로그, 주기함수)

c "=斗 J；/。)e “侦，力=0, 土 1, ±2,…

(2) 푸리에 변환의 식(아날로그, 비주기함수)

p 8
X(3)= I %(t) e 패 dt 

J — oo

(3) DFT의 스］(디지탈신호, 주기 및 비주기)

此기 -厂2響
X(A)= zl x(n) e ，如=0,1,…,7V- 1

M= 0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 주기신호에 대하여는 푸리 

에급수전개에 의해 분석하고, 비 주기신호에 대하 

여는 푸리에변환에 의해 분석한다. 그러나 디지털 

신호의 경우에는 항상 유한한 구간의 신호만을 

다룰 수 밖에 없으므로 푸리에 변환은 

DFT(Discerete Fourier Transform)이란 형태로 

모든 신호에 대하여 적용된다. DFT의 연산속도 

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FFT(Fast 

Fourier Transform)으로 DFT의 연산과정을 규칙 

적으로 나누어서 계산속도를 높인 것이다. DFT 

의 경 우는 아날로그 푸리 에변환이 무한한 길이 의 

신호에 대하여 변환을 수행하던 것과는 달리 유 

한한 개수의 신호에 대하여 변환을 수행하게 되 

므로 결과에 있어서도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하면 푸리에 변환식을 유한한 개수만큼 

표본화하여 디지털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DFT의 결과는 신호의 표본화과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Fs를 기준으로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돈1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한 주파수 

영역은 0 ~ Fs/2까지가 된다. 이 때 Fs는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와 같다.

FFT는 DFT의 계산속도를 빨리 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짝수, 홀수 항으로 연산식을 나누어 분 

해하여 계산후 함해나가는 방식으로 곱셈연산의 

수가 원래 0(冲)에서 O(NlogN)으로 줄어들게 

된匸卜 (二림3)은 8점의 FFT연산을 위한 분할구조 

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radix-2 FFT알고리즘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계속 

분할하여 계산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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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8점 FFT의 분할구조

이와 같이 짝수 홀수 항으로 나눌 경우 FFT연산 

에 대한 입력신호표본의 개수는 2村개가 되어야 

한다. 즉, 64, 128, 256, 512, 1024 등이 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은 FFT알고리즘을 radix-2알고리즘이 

라 하며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다. 입력신호표 

본의 개수가 2의 지수승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도 FFT연산이 가능하지만 계산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임의의 개수만큼 0을 붙여서 2의 

지수승으로 개수를 맞추어 연산할 수 있다.(zero 

padding)

디지털 신호의 푸리에 변환은 이와 같은 FFT알 

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 지게 된다.

다음은 널리 사용되는 신호처리 패키지인 

MATLAB에서의 FFT함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다.

y=fft(x,N)；

여기서 X는 입력신호벡터, N은 신호표본의 갯수, 

y는 변환된 스펙트럼성분 벡터이다. FFT의 출력 

의 개수는 입력신호표본의 개수와 같다. 단지 출 

력은 0 ~ Fs까지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결과 

에서 우리는。~ Fs/2까지만 필요하므로 만약 개 

수가 256개라면 처음의 128개만 취하여 보면 된 

다. y벡터는 복소수로 구해지므로 스펙트럼성분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는 절대치(abs(y(l：128)))나 데 

시벨값(20*log(abs(y(l：128))))을 구해 야 한다. 위 

상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angle(y(l：128))로 구 

하면 된다. 여기서 fft, abs, log, angle 등은 

MATLA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윈도우 함수에 관한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디지털신호의 해석은 전체의 신호를 포함할 수 

가 없어서 일정한 개수의 신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주파수 성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한다.

(0),____,___(이,

也业业工二
0 10 20 30 40

TIME (ms)
30 

TIME (ms)

그림4 윈도우함수의 영향

(a) 시간축 윈도우 함수의 적용윈

(b) 윈도우를 씌운후 FFT 결과

(c) 원도우를 씌운 후의 LPC스펙트럼

윈도우함수는 잘라지는 신호의 끝 부분의 크기 

를 줄여서 잘라짐에 의한 불연속점으로부터 발생 

하는 주파수 왜곡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 함수의 종류는 해밍 

(hamming), 해닝 (harming), 블랙만(blackmann), 

카이저(kaiser)윈도우 등이 있다. 이들중 해밍과 

해닝이 많이 사용된다.

(4)

\ 0.54 —0.46cos(2^/N— l),n = 0,1. ...NT
* I 0, otherwise

식 (4)는해밍 윈도우의 식을 나타내며 (그림5)은 각 

종 윈도우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5 각종 윈도우 함수의 형상 

음성을 FFT한 결과는 유성음의 경우 (그림6) 에 

서와 같이 주기적인 무늬로 나타나는 피치성분과 

울퉁불퉁한 산봉우리 형상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성 분으로 나뉘 어 진다. 무성 음의 경 우는 피 치성분 

이 없는 잡음성분이 주가 된다.

-395 -



선달함수를 수학적으로 구한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링 방법은 음성의 주기적인 

성질에 바탕을 두고 한 주기내에서는 과거의 값 

들을 통해 현재의 값을 예측해 낼 수 있으며 이 

러한 예측함수의 계수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음 

성의 특징, 또는 성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전달함 

수라는 것이다.

(堂림7)은 음싱의 생성모델의 블록도이다.

그림6 모음의 FFT결고］■ 및 LPC엔벨로프 

스펙트로그램

FFT가 일정구간의 음성표본을 대상으로한 주파 

수 분석이라면 스펙트로그램은 이러한 FFT를 연 

속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시간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스펙트로그램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음성분석과 

정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스펙트로:丄램 

은 포함되는 표본의 수에 따라서 광대역 스펙느 

로그램과 협대역 스펙트로그램으로 나뉜다. 협대 

역 스펙트로그램은 한 프레임의 음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표본의 수가 많으므로 스펙트범영역에 

서 피치성분의 주기성을 나타내게 되며 광대역 

스펙트럼 은 표본의 수가 적 으므로 시 간영역 의 해 

상도가 높아져 시 간영역에 서 피 치의 주기 성분이 

관찰되며 주파수영역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협대역과 광대역이란 말은 주파수 

분석을 여러 개의 대역필터로 행한다고 생각할 

때 대역필터의 대역폭이 넓고 좁음을 말한다. ：1 

러므로 디지털 음성처리의 경우 동일한 표본화율 

에서 분석 표본수가 작은 경우는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점수가 작아지므로 각 점이 대표하는 

주파수대역은 커져서 광대역이되고 반대의 경우 

는 협대역이 된다.

4. 선형예측분석 (LP Analysis)

음성의 선형예측모델 즉, Linear Predictive 

Model이란 음성신호를 성대와 성도부분으로 나，「 

어서 이를 대표하는 전달함수를 구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원을 유성음의 

경우 주기적인 임펄스열로, 무성음의 경우는 백색 

잡음 발생기로 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성도의

Pitch period, P

s어）

Speech 
signal

그림7 음성의 생성모델 

선형예측모델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난다.

为(力)을 음성신호라고 하고 X’(癇을 예측된 신 

호라고 할 때

%'(«)= Na tx(.n — z),

N = 한 프레임에서 음성 표본의 수

과 같이 주어진다. 이 때 두 신호의 오차

e(n) = x{n) — x {n)s］ 값을 최소로 하는 a , 

를 〒하면 이것이 선형예측계수라고 하며 성도의 

특싱을 나타내는 계수가 된다.

즉, 分二을 최소로 하는 n개의 们를 구 
a a t

하며 된匸卜. 여기서 N개의 방정식이 성립되며 a 7 

를 7■하는 방법은 자기상관법 (autocorrelation 

method), 공분수!■법 (covariance method), 더 빈의 

방빔(Durbin's me比od)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亍 

체적인 수식의 진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 헌 IMakhoulUMark이&Gray］을 참고 

하기 바란다.

MATLAB 의 경우(version 5.0 이상의 signal 

processing loolbox)는 Ipc라는 함수에 의 해 선헝 

예측게수를 기「할 수 있다.

나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이 선형예측계수를 구 

할 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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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c(x,N)；

a： 선형예측계수

N： 분석차수

선형예측분석에 의해 구해진 계수는 입력된 음성 

신호표본들에 포함된 여러 주기의 음성신호들의 

평균적인 성도특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실제 

로 음성신호가 여러 주기동안에 약간씩 변하더라 

도 우리가 분석한 구간내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여러 주기의 음성에 대한 특성을 대표 

치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된 여러 주기의 평 

균적인 성도특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구한 선형예측계수는 성도의 특성을 나타 

내기 때문에 결국 FFT분석한 결과의 포락선특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형예측 

계수를 통해 구성된 성도의 특성함수에서 봉우리 

의 위치와 폭을 측정함으로써 음성의 특징주파수 

인 포만트의 값과 대역폭을 구할 수 있다.

그림6의 실선부분은 선형예측계수로부터 구해진 

성도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림6에서 각 봉우리의 위치에 해당하는 주파수 

를 포만트라 하며, 봉우리의 폭을 대역폭이라고 

한다. 대역폭을 구하는 방법은 포물선보간법에 의 

한 방법 및 선형예측 방정식의 근으로부터 구하 

는 방법이 있다.

분석차수의 선택

선형예측분석에서 분석차수를 얼마로 할것인가 

하는 것은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개는 

분석차수를 결정할 때 성도의 길이와 표본화 주 

파수가 적절한 예측계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분석차수를 잘못 선택하면 불필요한 계산시간이 

낭비될 수 있을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도 없다.

참고문헌에서는 성도의 특성함수 A(z)가 가질 수 

있는 시간지연은 소리가 성문으로부터 입술까지 

전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두배정도가 되어야 한 

다고 한다. 즉, 성도의 길이를 17cm, 소리의 속도 

를 34cm/ms 라고 했을 경우 가능한 시간지연은 

1ms이므로 lOKHz의 표본화율이라면 분석차수를 

최소 10차로 하여야 한다,[Markel & Gray, 

pp.154-156) 분석차수는 가능한 한 최소의 차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표본화 주파수 

에 해 당하는 값+2~3차의 분석차수를 택 하면 된다. 

차수가 너무 크면 분석에 필요치 않은 스펙트럴 

봉우리를 부각시켜 결과분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즉, lOKHz표본화율에서 10차의 분석을 하 

는 것보다 20차이상의 분석을 한다는 것이 더 좋 

지는 않다는 것이다.

분석구간간격의 선택

선형예측분석구간간격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따른다. 첫째, 전이구간의 선택이 잘 

되도록 한다. 분석구간내에서 성도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택하면 된다. 유성 

음의 경우 보통 15~20ms 구간을 선택하며 포함 

되는 표본의 수N은 표본화 주파수 /s(kHz) 곱하 

기 15~20ms 가 된다. 무성음의 경우는 좀 더 작 

은 구간을 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10ms가 적당 

하다고 한다.

윈도우씌우기

윈도우함수를 씌우는 것은 유한개의 음성표본을 

잘라내는 데서 생기는 스펙트럼의 오차를 감소하 

기 위하여 필요한데 분석구간이 길다면 오차는 

적어지지만 구간내의 변화를 검출할 수 없게되므 

로 윈도우를 씌우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윈도우 

함수는 FFT의 경우와 동일한 함수들을 사용하면 

된다.

프리 엠 퍼 시 스(Pre-emphasis)

음성신호로부터 음원신호나 입술의 방사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성도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들의 특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프 

리 엠 퍼시스라고 한다. 프리엠 퍼시 스는 다음과 같 

은 전달함수를 갖는 필터 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가능하다.

H(z) = 1—“zT,0.9V“V1

〃값은 유성음의 경우는 커지고 무성음의 경우는 

아주 작다. 프리엠퍼시스의 효과는 높은 주파수 

성분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고역통과필터의 역 

할을 한다.

5.결론

이 글에서는 FFT와 LPC 분석법의 원리를 알 

아보고 우리 가 음성신호를 분석 할 경 우 고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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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알아보았다. 요즘은 멀티미디어 컴퓨터 

의 보급으로 소리 및 음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 

기나 소프트웨어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으나 전문 

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이 공학도가 아닌 인문과학등의 분야에서 

음성을 응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논문의 원고와 발표에 사용한 그림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http://soback.kornetmm.kr/~cw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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