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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성인식, 합성 및 분석과 같은 음성신호처리 분야에 

있어서 피치검출이나 포만트검출은 매우 중요하다. 주파 

수 영역의 스펙트럼 신호는 잡음이 부가되는 경우에도 

고조파정보와 포만트 포락선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음성신호처리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고 

조파 정보나 포만트 포락선 정보는 피치검출과 포만트 

주파수 검출에 직접 이용된다. 하지만 두 성분을 분리 

하는 방법에 따라 피치검출이나 포만트 주파수 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방법보다 두 성분을 더 

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신호를 최대한 평탄화시킴 

으로써 포만트의 영향을 제거하고 고조파 성분을 분리 

해 내어 이를 피치검출에 사용한다. LSP를 이용하여 적 

응적 밴드에서 평탄화를 시도하고 이를 피치 검출에 이 

용하였다.

1. 서론

음성은 사람이 다른 도구 없이 사용하는 정보 전달 매 

체로서 가장 많이 이용될 뿐 아니라 가장 간편한 수단이 

다. 이렇게 손쉬운 통신 수단인 음성을 인간과 기계 사 

이의 대화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 

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과 기계 사이의 통신수단으로 

음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가 인간의 말을 알아듣도록 하는 음 

성인식기술과 기계가 음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음성 합성기술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LSP를 이용하여 스펙 

트럼을 평탄화함으로써 포만트의 영향을 제거하고 FFT 

포인터의 수를 늘리지 않고도 주파수 해상도를 높여 피 

치 검출의 정확성을 높이는 피치검출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피치 검색 시 고려사항

음성신호의 피치주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어렵 

다. 첫 번째 이유는 성문의 여기파형이 완전히 주기적인 

파형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려움은 성도의 성문 

간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점에는 유성음구 

간 동안 각 피치주기의 정확한 시작과 끝을 정의하기 어 

렵다는 것이고, 네 번째 문제점은 무성음과 낮은 레벨의 

유성음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문제점은 전 

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의 피치검출 문제에 

직면할 때에 부가적인 복잡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다.

3. 제안한 피치검색방법

LSP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입력 음성신호를 받고 각 

프레임마다 hamming window를 취한다. 윈도우를 취한 

데이터를 이용해 LPC 계수를 찾아내어 LSP 파라메터를 

얻어낼 수 있다. 10차의 LSP 파라메터는 각각 주파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파라메터의 위치간격으로 

포만트가 위치한 주파수 대역을 알아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선형보간하는데 있어 좀더 세밀한 선형적인 

기울기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선형보간된 신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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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간격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상관법을 사용하였다. 가하였다.

그림 1. 제안한 피치검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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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음성신호를 입출력하기 위한 상용화된 16비트 A/D 변 

환기를 인터페이스하여 8kHz의 표본율로 데이터를 입력 

하였다. 각 시료에 대해 한 프레임의 길이를 256표본 단 

위로 처리하였다. 처리결과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다 

음의 대표적인 문장을 연령층이 다양한 남녀 5명의 화 

자가 각 5번씩 발성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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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성음의 기울기 측정

(a) 음성신호 (b) 원음성의 LPC분석 (c) 자기상관법을 

이용한 LPC분석 (d)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LPC분석 

또한 각 음성에 잡음이 부가되었을 때의 성능을 측정 

하기 위해 백색잡음을 사용하였고 4가지 발성의 SNR이 

각각 30dB, 20dB, 10dB, 6dB, 3dB가 되도록 잡음을 부

표 1. 제안한 방법에 대한 Gross Error Rate(단위 %)

30dB 20dB 10dB 6dB 3dB

발성 1 0.33 1.36 3.43 3.93 4.63

발성 2 0.96 1.12 2.12 2.56 3.71

발성 3 1.31 2.74 3.44 4.32 5.92

발성 4 0.72 1.62 3.56 5.16 7.21

Average 0.83 1.71 3.13 3.99 5.36

4. 결론

하모닉스 간격을 측정하여 피치를 검출할 때는 포만 

트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사 

용된 방법에는 LPC법과 Cepstrum법이 있다. 하지만 모 

두 정확히 포만트 성분을 모델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더 정확히 포만트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영역에서 피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고조파 분석법을 개선하여 피치 검색 방법의 성 

능을 향상시켰다. 피치정보는 음성 신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배경잡음에도 훨 

씬 강하고 더 낮은 에러율을 갖는 피치검출기를 구현하 

기 위해 계속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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