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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자간 영상통화의 오디오 게인콘트롤을 위한 저연산 음성분류방식을 제안

한다. 제안된 음성분류방식은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음성신호의 특징에 따라서 묵음/무성음/

유성음으로 분류한다. 입력된 음성신호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음성구간과 비음성구간을 판별

한다. 음성구간으로 판별된 구간에 대해서 ZCR(Zeor Crossing Rate)를 이용하여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분류한다. 제안된 방식의 성능을 측정을 위해 음성분류 정확도와 연산시간을 측

정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1. 서론

통신네트워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IP기반의 네트워

크로 발전하였고 유선망을 벗어나 무선IP망으로 발전하였

다. 무선IP망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망에 접속

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무선IP망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모바일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기반의 1:1 영상통화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한 다자간 영상통화 시스템이 연구 및 개발

되고 있다. 다자간 영상통화 시, 참여간의 통화환경 차이

로 인해서 전달되는 음성신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게

인콘트롤이 필요하다. 게인콘트롤의 성능 개선을 위해 입

력되는 음성신호의 정확한 음성분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저연산량을 가지는 음성분

류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 적

용할 수 있는 다자간 영상통화의 오디오 게인콘트롤을 위

한 저연산 음성분류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된 저연

산 음성분류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방식

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도록 한다. 4장

실험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맺는다.

2. 저연산 음성분류방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저연산 음성분류방식은 <그림

1>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된 음성신호의 특징에 따라서 묵

음/무성음/유성음인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그림 1. 다자간 영상통화의 오디오 게인콘트롤을 위한

저연산 음성분류방식

먼저 입력된 음성신호를 이용해서 STE(Short Time

Energy)를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을 통해서 음성구간과 비

음성구간을 판별한다.[1],[2]

비음성구간으로 판별된 음성신호는 최종적으로 묵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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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별한다. STE를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을 통해서 음

성구간으로 판별된 음성신호는 ZCR(Zero Crossing Rate)

를 계산한다. 계산된 ZCR값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성음

과 무성음으로 분류된다.[3]

STE를 이용한 음성구간 검출방식은 입력되는 음성신호

의 에너지계산을 통해서 음성구간을 검출한다. 먼저 처음

입력되는 25개의 음성프레임의 평균에너지계산을 통해서

음성구간검출을 위한 문턱값을 계산한다. 이 음성프레임에

는 배경잡음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신된 음성신호의 잡음

환경에 따라서 입력되는 배경잡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

에, 배경잡음의 크기에 따라서 계산되는 평균에너지의 크

기가 다르게 계산된다. 계산된 평균에너지에 따라서 문턱

값이 계산되므로, 수신된 음성신호의 잡음환경에 따라서

문턱값의 크기도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따라 큰 에너지의

잡음환경에서도 비음성구간에서 음성구간으로 검출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음성구간검출 문턱값

과 현재 입력된 음성신호의 에너지비교를 통해서 문턱값

보다 클 경우 음성구간으로 판별하고, 문턱값보다 작을 경

우 비음성구간으로 판별한다. 비음성구간으로 판별된 음성

신호는 최종적으로 묵음구간으로 분류된다.

음성구간으로 판별된 음성신호는 ZCR을 통해서 무성음

과 유성음으로 분류된다. ZCR이란 음성신호의 값이 0점을

지나는 횟수를 계산해서 음성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무성

음 신호의 값이 불규칙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점

을 지나는 경우가 유성음에 비해서 매우 많다. 유성음은

일정한 주기의 피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점을 지나는

경우가 무성음에 비해서 적다. 이러한 음성신호의 특징을

이용해서 음성구간으로 판별된 음성신호를 무성음과 유성

음으로 분류한다.

음성구간으로 판별된 음성신호의 0점을 지나는 횟수

ZCR을 계산한다. 계산된 ZCR을 문턱값을 이용해서 ZCR

값이 문턱값보다 클 경우 무성음으로 분류하고, ZCR값이

문턱값보다 작을 경우 유성음으로 분류한다.

3. 실험결과

방식

정확도
방식 1 방식 2

음성분류

정확도

클린환경 87.322 % 81.954 %

잡음환경 79.122 % 46.668 %

연산시간 1.176 ms 4.156 ms

표 1. 음성분류정확도 와 연산시간 측정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저연산 음성분류방식의 성능을 검

증하기위해서 Autocorrelation을 이용한 음성분류방식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을 비교하기위해 샘플레이트

8kHz의 음성샘플을 사용하였다. 클린 환경과 SNR 20dB,

15dB 10dB의 백색잡음환경에서 음성분류결과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한 개의 음성샘플을 음성분류하는데

걸리는 연산시간의 평균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모든 샘플

의 평균을 나타낸 수치이다. 방식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이고, 방식2는 Autocorrelation을 이용한 음성분류방식

이다.[4]

표 1의 결과와 같이 제안된 방식의 정확도는 다른 음성

분류방식에 비해 클린 환경일 경우 5.368%, 잡음환경일

경우 32.454%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산시간

의 결과도 다른 음성분류방식에 비해 2.98ms 빠른 연산시

간을 보이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자간 영상통화의 고품질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디오 게인콘트롤을 위한 저연산 음성

분류방식을 제안한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음성

분류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클린환경과 잡음환경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산시간도 더 단축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잡음

환경에서도 성능이 좋고, 연산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다자

간 영상통화의 고품질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디

오 게인콘트롤의 성능향상에 더 효과적인 음성분류방식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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