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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와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요약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와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가 개시된다.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이 장치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 및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

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부를 구비하고, 네트워크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이고, 단말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단말에 대한 정보이고, 신호 정보는 오디

오 신호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항상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네트워크 및/또는 단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스트리밍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등으로부터 전달되는 오디오 신호

가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단말에 수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그 단말에 적합한 우수한 음질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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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2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주 처리부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신호 처리부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제50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9는 도 7에 도시된 제50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10은 도 7에 도시된 제50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제804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12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한 문법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한 의미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한 문법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한 의미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의 문법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의 의미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은 대역 제거 동작의 문법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9는 대역 제거 동작의 의미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0은 데이타 선택 동작의 문법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1은 데이타 선택 동작의 의미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2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3은 MPEG-21 DIA 툴들의 편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4는 데이타 선택 동작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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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6은 대역 제거 동작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7은 일반적인 스트리밍 시스템의 개략적인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8은 ODG를 이용하여 표현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29는 DI를 이용하여 표현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30은 ODG를 이용하여 표현된 뉴스에 대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1은 ODG를 이용하여 표현된 팝 음악에 대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2는 XML로서 표현된 테이블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3은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4는 BSAC에 gBSD를 적용한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5는 BSAC에 gBSD를 적용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 오디오 신호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공급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나 장

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스트리밍(steaming)되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와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

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한 주문형 음악(MOD:Music On Demand) 또는 주문형 오디오(AOD:Audio On Demand) 또는 유

선이나 무선 휴대 기기 등은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요구한다. 이러한 스트리밍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말(미도

시)에 연결된 네트워크(미도시)가 허용하는 대역폭보다 서버(미도시)로부터 단말로 보내야할 오디오 신호의 데이타의 량

이 클 경우,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라우터(router)의 버퍼링 및 병목 현상으로 인해 패킷의 지연과 손실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스트리밍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단말의 능력이나 종류등

단말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였다. 예컨대, 단말이 개인용 컴퓨터(PC:Personal Computer)인

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용 디지탈 휴대장치(PDA:Personal Digital Assitanct)인가에 무관하게 동일한 비트율로 오디오 신

호를 스트리밍하였다.

결국, 전술한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 뿐만 아니라 단말의 종류에 무관하게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스트리밍한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패킷의 지연과 손실을 야기시키거나 단말기 내부의

처리 속도 지연으로 단말에서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음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응 방법(Adaptation Quality of Service)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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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1 기술적 과제는,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단말 및 그 단말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처한 물리적 환

경에 적합하게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스트리밍할 수 있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2 기술적 과제는,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단말 및 그 단말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처한 물리적 환

경에 적합하게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스트리밍할 수 있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3 기술적 과제는,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단말 및 그 단말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처한 물리적 환

경에 적합하게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스트리밍할 수 있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

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 과제를 이루기 위해,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

리 장치는, 상기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 및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부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부로 구성되고, 상기 네트워크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단말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단말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한 정보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과제를 이루기 위해,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

리 방법은, 상기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단계 및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상기 네트워크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이고, 상기 단말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단말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

한 정보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3 과제를 이루기 위해,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를 제어하

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 매체는, 상기 오디오 신호를 입

력시키는 단계 및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

계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네트워크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단말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단말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한 정보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실시예들 각각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의 블럭도로서, 입력부(10), 신호 처리부(12) 및 출력부(14)로 구성된다.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네트워크(미도시)와 연결된 단말(미도시)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

을 한다. 여기서, 단말과 연결된 네트워크의 상태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며, 단말의 상태 역시 네트워크의 상태

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변한다.

이 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오디오 신호를 단말로 스트리밍하는 서버측

(미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서버측은 서버(미도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단말에 포함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서버측 뿐만 아니라 단말에 각각 포함될 수 있

다.

도 1에 도시된 입력부(10)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여 신호 처리부(12)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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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처리부(12)는 입력부(10)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고, 입력단자 IN1을 통해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

보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한다. 이 때, 신호 처리부(12)는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출력한다. 여기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는 단말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신호 처리부(12)는 신호 정보를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로

부터 신호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술한 네트워크 정보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로서, 네트워크의 상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

트워크 정보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available bandwidth), 네트워크의 정적(static) 능력 및 네트워크의 시변(time-

varying) 조건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은 네트워크와 연결된 경로를 통해 이용

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다.

만일, 네트워크가 CDMA2000 1x 라고 할 때, 자동차의 이동 속도가 변함에 따라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network

monitoring program)에 의해 평균 가용 대역폭(BW)이 측정될 수 있다.

도 2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횡축은 초(sec)의 단위를 갖는 시간을 나타내고, 종축

은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BW) 및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가용 대역폭(BW)은 초당 킬로 비트

수(kbps:kilo bit per second)의 단위를 가지며 ■로서 표현되고, 속도는 킬로 미터(㎞)의 단위를 가지며 ◆로서 표현된다.

전술한 평균 가용 대역폭(BW)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할 수 있다.

전술한 네트워크의 정적 능력이란 초당 비트수(bits/sec)로 표현되는 네트워크의 최대 대역폭 등을 의미하고, 네트워크의

시변 조건이란 잇다른 패킷들(successive packets)의 단방향 패킷 지연차(one-way packet delay difference) 또는 특정

채널에 대한 패킷 손실율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패킷 손실율은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다. 여기서, 패킷 손실율이 '0'

이라는 것은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패킷 손실율이 '1'이라는 것은 모든 패킷이 손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단말 정보란 단말에 대한 정보로서, 상기 단말의 능력, 단말의 종류 및 단말의 상태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말 정보는 단말의 허용 비트율,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computation time), 단말의 전력에 대한 정보, 단말

의 저장 능력에 대한 정보 및 단말의 종류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의 허용 비트율이란 kbps의 단위

를 가질 수 있으며 단말이 받을 수 있는 데이타의 량을 의미한다. 이 때,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은 예를 들면, 단말에 내장

될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CPU:Central Processing Uint)의 처리 능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단말의 전력에 대한 정

보는 시간당 암페어(Ampere-Hours)의 단위를 갖는 단말의 평균 전력 소비 등을 포함할 수 있고, 단말의 저장 능력은 메

가 바이트(Mbytes)의 단위를 갖는 단말의 저장 용량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의 종류는 예를 들어 단말이 개인용 컴퓨터

(PC)인가 개인용 디지탈 휴대장치(PDA)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전술한 단말 정보와 네트워크 정보를 측정하는 종래의 방법들중 하나가 "System and method of network adaptive real-

time multimedia streaming"라는 제목의 미국 공개 번호 US2003/0083870에 개시되어 있다.

한편, 전술한 신호 정보란 오디오 신호에 대한 정보로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 또는 오디오 신호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할 수 있다. 여기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높다는 것은 스트리밍할 데이타의 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디오 신호

의 종류란 오디오 신호의 속성으로서, 예를 들어 오디오 신호가 뉴스(news)인가 팝(pop)인가 클래식(classic) 음악인가 모

노(mono)인가 스테레오 (stereo)인가 다중 채널(multi-channel) 인가 등을 나타낸다.

이 때, 출력부(14)는 신호 처리부(12)에서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출력단자 OUT1을 통해 스트리밍한다. 출력부(14)는 신

호 처리부(12)에서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저장 및 재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하면,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장치의 실시예들 각각은 입력부(10)와 신호

처리부(12)만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가 단말에 포함될 경우,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입력부(10)와 신호 처리부(12)만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도 1에 도시된 신호 처리부(12)는 주 처리부(20)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주 처리부(20)

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단자 IN1을 통해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여 오디오 신호의 처리로서 수행하며, 수행된 결과를 출력부(14)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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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타 선택 동작이란, 주 처리부(20)가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데이타들중 일

부만을 선택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 처리부(20)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

트율이나 가용 대역폭보다 크면 그 오디오 신호의 상위(enhancement) 데이타를 제거(truncation)한다. 여기서, 하위 데이

타 대신에 상위 데이타를 제거하는 이유는, 상위 데이타보다 하위 데이타에 비교적 중요한 데이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 처리부(20)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상위 데이타를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 이 때,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타 선택 동작을 수행할 때, 상위 데이타들을 비트 단위로 제거할 수도 있고 층

(layer) 단위로 제거할 수도 있다. 이 때 본 발명에 의하면, 오디오 신호의 상위 데이타들중 제거될 수 있는 상위 데이타의

최대량은 사전에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최대량에 대한 정보는 입력부(10)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에 포함될 수 있

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술한 대역 제거 동작이란, 주 처리부(20)가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

거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 처리부(20)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이나

가용 대역폭보다 크면 그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부터 제거한다. 여기서,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는 이유는, 인간의 청각

체계가 매우 높은 고주파 성분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 처리부(20)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 이 때 본 발명에 의하면, 오디오 신호

의 고주파 성분에서 제거될 수 있는 최대량은 사전에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최대량에 대한 정보는 입력부(10)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이란, 주 처리부(20)가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채널의 개수를 조정

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디오 신호는 스테레오 모드, 모노 모드 또는 예를 들면 5.1 서라운드(surround) 모드 같

은 다중 채널 모드(multi channel mode)로서, 입력부(10)로부터 신호 처리부(12)로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처리부

(20)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이나 가용 대역폭보다 크면 그 오디오 신호의 채널

의 개수를 드롭(drop)시킨다. 그러나, 주 처리부(20)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이나

가용 대역폭보다 적다면 그 오디오 신호의 채널의 개수를 부가(add)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주 처리부(20)는 입력부(10)

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채널을 비트율에 따라 드롭시키거나 부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본 발명에 의하면, 드롭

또는 부가될 수 있는 채널의 최대 개수 및/또는 번호 및 채널 형태(configuration)중 적어도 하나는 사전에 결정될 수 있으

며, 이러한 개수, 번호 및/또는 채널 형태에 대한 정보는 입력부(10)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

서, 채널 형태는, 드롭될 채널이 오른쪽 채널인가 왼쪽 채널인가 또는 서라운드 채널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은 데이타 선택 동작이나 대역 제거 동작보다 오디오 신호의 데이타량을 훨씬 많이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처리부(20)는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매우 클 경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이용하고, 오디오 신호의 비트

율이 크지 않을 경우 데이타 선택 동작 및/또는 대역 제거 동작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처리부(20)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 및 가용 대역폭 각각과 동일하

다면, 전술한 데이타 선택 동작, 대역 제거 동작 및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의 어느 것도 수행하지 않고, 그 오디오 신호의 전체

를 출력부(14)로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부(14)는 신호 처리부(12)의 주 처리부(20)를 경유하여 입력부(10)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의 전체를 출력단자 OUT1을 통해 스트리밍할 수 있다. 만일,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가

서버측에 마련될 경우, 출력부(14)는 오디오 신호를 단말로 스트리밍한다.

도 1에 도시된 입력부(10)로부터 신호 처리부(12)로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는 압축된 오디오 신호일 수도 있고 압축되지 않

은 오디오 신호일 수도 있다. 여기서, 압축된 오디오 신호는 프레임 단위로 변환된 후 압축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계층성

(functionally of scalability)을 갖는 비트 스트림 즉, 오디오 미세 계층(FGS:Fine Grain Scalability)을 제공하는 엠펙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4 BSAC(Bit Sliced Arithmetic Coding) 비트 스트림(bitstream) 및/또는

MPEG-4 AAC(Advanced Audio Coding) Scalable 비트 스트림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BSAC는 ISO/IEC 14495-

3:200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 신호는, 예를 들면, 펄스 코드 변조(PCM:Pulse Coding

Modulation)된 데이타 또는 웨이브(wave)데이타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신호 처리부(12)는 압축된 오디오 신호인 비트 스트림에 대해서만 데이타 선택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

나, 신호 처리부(12)는 압축되거나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 신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이나 대역 제거 동

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주 처리부(20)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20A)의 블럭도로서, 제1 및 제2 비교부들(40 및

42) 및 종 처리부(44)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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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제1 비교부(40)는 입력단자 IN2를 통해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단자 IN3을 통해 신호 정보를 입력

하며,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와 신호 정보를 비교하며, 비교된 결과를 종 처리부(44)로 출력한다.

제2 비교부(42)는 입력단자 IN3을 통해 신호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단자 IN4를 통해 단말 정보를 입력하며, 입력한 신호

정보와 단말 정보를 비교하며, 비교된 결과를 종 처리부(44)로 출력한다.

종 처리부(44)는 입력부(10)로부터 입력단자 IN3을 통해 입력한 오디오 신호를 제1 및 제2 비교부들(40 및 42)에서 비교

된 결과들에 응답하여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출력단자 OUT2를 통해 출력부(14)로 출력한다. 예컨대, 종 처리부(44)는

제1 및 제2 비교부들(40 및 42)에서 비교된 결과들에 응답하여,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

중 적어도 하나의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신호 처리부(12)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12A)의 블럭도로서, 주 처리부(60) 및 동작 결정부

(62)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4에 도시된 주 처리부(60)는 입력단자 IN5를 통해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

도 하나를 입력하고, 입력단자 IN6을 통해 오디오 신호 및/또는 신호 정보를 입력한다. 이 때, 주 처리부(60)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 동작 결정부(62)에서 결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출력부(14)로 출력단자 OUT3을 통해 출력한다.

여기서, 도 1에 도시된 주 처리부(20)는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는 동작을 자체적으로 결정하

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 이에 반하여, 도 4에 도시된 주 처리부(60)는 동작 결정부(62)에서 결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

호를 처리한다. 이를 제외하면, 주 처리부(60)는 도 1에 도시된 주 처리부(20)와 동일하다. 따라서, 주 처리부(60)는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현될 수 있다. 만일, 주 처리부(60)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현될 경우, 종 처리부(44)는 제1

및 제2 비교부들(40 및 42)에서 비교된 결과들을 통해 오디오 신호를 채널 개수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

들중 적어도 하나의 동작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되면, 동작 결정부(62)에서 결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

리한다.

도 4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입력단자 IN5를 통해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는 동작을 결정하고, 결정된 결과를 주 처리부(60)로 출력한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동작 결정부(62)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단말

에서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때의 음질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동작 결정부(62)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입

력부(10)로부터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는 동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

부가 정보란, 사용자의 선호도 및 메타 데이타(meta data)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메타 데이타란, 오디

오 신호의 기본적인 데이타가 자체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데이타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타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동작 결정부(62)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음질을 최대화시키고 부가 정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동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의하면, 동작 결정부(62)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동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작 결정부(62)는

외부에서 생성된 테이블을 입력단자 IN7을 통해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단자 IN5를 통해 입력된 단말 정보 및 네트워크 정

보중 적어도 하나 및 입력단자 IN6을 통해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자체에서 생성할 수도 있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62A)의 블럭도로서, 동작 종류 선택부(80) 및 처리량

결정부(82)로 구성된다.

도 5에 도시된 동작 종류 선택부(80)는 입력단자 IN8을 통해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하고, 입력

단자 IN9를 통해 외부에서 생성된 테이블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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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테이블은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킨다. 따라서, 동작 종류 선택부(80)는 입력단자 IN8을

통해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동작을 테이블을 통해 찾고, 찾아진 동작을 출력단자

OUT4를 통해 주 처리부(60)로 출력한다. 이를 위해, 동작 종류 선택부(80)는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

를 어드레스(ADDRESS)로서 갖고 해당하는 동작을 데이타(DATA)로서 갖는 룩 업 테이블(미도시)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테이블은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음질 및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

를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킨다. 따라서, 동

작 종류 선택부(80)는 입력단자 IN8을 통해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음질

및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도 해당하는 동작을 테이블을 통해 찾고, 찾아진 동작을 출력단자 OUT4를 통해 주 처리부

(60)로 출력한다. 이를 위해, 동작 종류 선택부(80)는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음질 및 부가 정보중 적

어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어드레스(ADDRESS)와 해당하는 동작을 데이타(DATA)로서 갖는 룩 업 테이블(미도시)로 구현

될 수 있다.

따라서, 주 처리부(60)는 동작 종류 선택부(80)로부터 출력단자 OUT4를 통해 출력되는 선택된 동작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하고, 입력한 정보를 통해 인식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테이블에 포함되는 음질은 객관적 차이 등급(ODG:Objective Difference Grade)과

왜곡 인덱스(DI:Distortion Index)중 적어도 하나로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ODG와 DI는 오디오 음질

(PEAQ:Perceptual Evaluation of Audio Quality)의 객관적 평가법에 의해 구해질 수 있으며, 왜곡이 적을수록 큰 값을 갖

는다. PEAQ라는 객관적 평가법에 대해서는 ITU-R Recommendation BS.1387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ODG는 '-4'

부터 '0'까지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는 ITU-R BS.562에 의하면 5등급의 장애 눈금들(1 ~ 5)에 해당한다. 이 때, DI

는 ODG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제한된 범위를 갖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높은 음질(high quality)을 표현할 때 ODG를

이용하고, 높지 않은 음질 즉, 낮거나(low)나 중간(intermediate) 음질을 표현할 때 DI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높은 음질을

갖는 테이블은 ODG를 이용하여 구하고, 높지 않은 음질을 갖는 테이블은 DI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테이블에 포함되는 음질은 음질 선명도(brightness), 음상 폭 정보(wideness) 및 음질

명료도(cleanness)중 적어도 하나로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음질 선명도는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 예를 들면, 주파수 대

역폭과 관련된다. 음상 폭 정보는 음원 위치에 따른 음질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스테레오로부터 모노로 갈수록 음상 폭은

좁아진다. 음질 명료도는 왜곡 잡음과 관련된다.

먼저, 본 발명에 의하면, 음질 선명도, 음상 폭 정보 및 음질 명료도는 주관적 평가법을 이용하여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주관적 평가(subjective listening test)법이란, 음악의 경우에 히든 참조 및 앵커를 갖는 멀티 자극 테스트

(MUSHRA:MUlti Stimulus test with Hidden Reference and Anchors) 또는 ITU-R Recommendation BS.1116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법은 음질 선명도. 음상 폭 정보 및 음질 명료도를 하나씩 세분화하여 구하지 않고 음질을 전

체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음질 선명도와 음질 명료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객관적 평가법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객

관적 평가법은 ITU-R Recommendation BS.1387이 될 수 있으며, 특성 추출에 기반한 PEAQ에 따른 중간 모델 출력 값

(MOV:Model Output Value)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객관적 평가법의 마지막 과정에서, 추출된 특성들인 MOV값들

을 맵핑하여 기본적인 오디오 음질을 ODG와 DI로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도 5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A)는 처리량 결정부(82)를 더 마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처리량 결정부(82)는 동작 종

류 선택부(80)에서 동작이 선택될 때, 처리량을 입력단자 IN9를 통해 외부에서 입력한 테이블 및 입력단자 IN8을 통해 입

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처리량을 출력단자 OUT5를 통해 주 처리부

(60)로 출력한다. 여기서, 처리량이란,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서 조정될 채널의 개수, 데이타 선택 동작에서 선택될 데이타

의 량 및 대역 제거 동작에서 제거될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의 량중 적어도 하나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입력단자 IN9를 통해 입력되는 테이블은 동작별 처리량을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매핑시

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처리량 결정부(82)는 동작 종류 선택부(80)에서 선택된 동작과 입력단자 IN8을 통해 입력한 네트워

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어드레스(ADDRESS)에 응답하여 데이타(DATA)로서 저장한 처리량을

출력단자 OUT5를 통해 주 처리부(60)로 출력하는 룩 업 테이블(미도시) 따위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 때, 주 처리부(60)는

처리량 결정부(82)에서 결정된 처리량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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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처리량 결정부(82)는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와 테이블을 이용하여 처리량을 결정

하며, 결정된 처리량을 출력단자 OUT5를 통해 주 처리부(60)로 출력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처리량 결정부(82)는 입력

단자 IN10을 통해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나타내는 신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의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62B)의 블럭도로서, 테이블 생성부(100), 동작 종류

선택부(102) 및 처리량 결정부(104)로 구성된다.

도 6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B)는 도 5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A)와 달리 테이블을 자체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테이블

생성부(100)를 더 마련한다. 이를 제외하면, 도 6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B)는 도 5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A)와 동일

한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 6에 도시된 동작 종류 선택부(102) 및 처리량 결정부(104)는 도 5에 도시된 동작 종류 선

택부(80) 및 처리량 결정부(82)와 각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6에 도시된 테이블 생성부(100)는 입력단자 IN8을 통해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와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입력부

(10)로부터 입력단자 IN10을 통해 입력한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이블을 생성하고,

생성된 테이블을 동작 종류 선택부(102)로 출력한다. 이를 위해, 테이블 생성부(100)는 예를 들면 ITU-R

Recommendation BS.1387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정보와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오디오 신호로부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네트워크 정보와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처리하여 스트리밍하는 단계(제500 ~ 제50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오디오 신호를 입력한다(제500 단계).

제500 단계후에,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 및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제502 단

계). 이 때,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502 단계후에,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스트리밍한다(제504 단계).

도 7에 도시된 제500, 제502 및 제504 단계들은 도 1에 도시된 입력부(10), 신호 처리부(12) 및 출력부(14)에서 각각 수

행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서버측에서 수행되거나, 단말에서 수행되거나 서버측과 단말에서 모두 수행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이 단말에서 수행될 경우, 도 7에 도시된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은 제500 및 제502 단계들만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하, 네트워크 정보가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이고, 단말 정보가 단말의 허용 비트율이며, 신호 정보가 오디오 신호의 비

트율이라고 가정하면서, 도 7에 도시된 제50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

하여 살펴본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제50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502A)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과 허용 비트율 및 가용 대역폭을 각각 비교한 결과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제600 ~ 제604 단계

들)로 이루어진다.

제500 단계후에,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가를 판단한다(제600 단계). 만일,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한다(제

602 단계).

만일,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504 단계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

500 단계에서 입력된 오디오 신호 자체가 스트리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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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

고 판단되면,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

한다(제604 단계).

본 발명에 의하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달리, 제602 단계가 제600 단계보다 먼저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602 단계에

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600 단계로 진행하고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제604 단계로 진행한다. 이 때, 제600 단계에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

다고 판단되면 제504 단계로 진행하고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604 단계로 진

행한다.

도 8에 도시된 제600 ~ 제604 단계들은 도 1 또는 도 4에 도시된 주 처리부(20 또는 60)에서 수행될 수도 있고, 제600 및

제602 단계들은 제2 및 제1 비교부들(42 및 40)에서 각각 수행될 수도 있다. 이 때, 제604 단계는 도 3에 도시된 종 처리

부(44)에서 수행된다.

도 9는 도 7에 도시된 제50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502B)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과 허용 비트율 및 가용 대역폭을 각각 비교한 결과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제700 ~ 제708 단계

들)로 이루어진다.

도 9에 도시된 제502B 단계는 도 8에 도시된 제502A 단계와 달리, 데이타 선택 동작이나 대역 제어 동작 보다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먼저 수행한다. 여기서,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데이타 선택 동작이나 대역 제거 동작보다도 먼저 수행하는 이

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때가, 데이타 선택 동작이나 대역 제거 동작에

의해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때보다,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데이타량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00 단계후에,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가를 판단한다(제700 단계). 만일,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한다(제

702 단계). 만일,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고 판단되거나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수행한다(제704 단계). 제704 단계후에,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

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한다(제706 단계). 만일,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된 오디

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제708 단계).

그러나, 제702 단계에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채널 개수 조정 동

작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708 단계후에, 제504 단계로 진행

한다. 이 경우, 제500 단계에서 입력된 오디오 신호 자체가 그대로 스트리밍된다(제504 단계).

본 발명에 의하면, 도 9에 도시된 바와 달리, 제702 단계가 제700 단계보다 먼저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702 단계에

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700 단계로 진행하고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제704 단계로 진행한다. 이 때, 제700 단계에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

다고 판단되면 제504 단계로 진행하고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704 단계로 진

행한다.

도 9에 도시된 제700 ~ 제708 단계들은 도 1 또는 도 4에 도시된 주 처리부(20 또는 60)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또는, 제700 단계는 제2 비교부(42)에서 수행되고 제702 및 제706 단계들은 제1 비교부(40)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

우, 제704 및 제706 단계들은 도 3에 도시된 종 처리부(44)에서 수행된다.

도 10은 도 7에 도시된 제502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실시예(502C)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테이

블을 이용하여 결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제800 ~ 제80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먼저, 네트워크 정보와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테이블을 생성한다(제800 단

계). 제800 단계후에, 테이블을 통해 채널 개수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들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

는 동작을 결정한다(제802 단계). 제802 단계후에, 결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제804 단계). 본 발명에 의하

면, 도 10에 도시된 제502C 단계는 제800 단계를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생성된 테이블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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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도 10에 도시된 제502C 단계는 도 8에 도시된 제604 단계 또는 도 9에 도시된 제708 단계의 일 실시예

가 될 수도 있다.

이 때, 도 10에 도시된 제800 단계는 도 6에 도시된 테이블 생성부(100)에서 수행되고, 제802 단계는 도 4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 도 5 또는 도 6에 도시된 동작 종류 선택부(80 또는 102)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제804 단계는 도 4에 도시된 주

처리부(60)에서 수행될 수 있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제804 단계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804A)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오디오 신호

의 종류에 따라 처리량을 결정하는 단계(제900 ~ 제90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제802 단계후에, 신호 정보로부터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체크한다(제900 단계). 제900 단계후에, 체크된 결과와 테이블을

이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량을 결정한다(제902 단계). 제902 단계후에, 결정된 처리량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

고, 제504 단계로 진행한다(제904 단계). 여기서, 도 11에 도시된 제900 및 제902 단계들은 도 5 또는 도 6에 도시된 처리

량 결정부(82 또는 104)에서 수행되고, 제904 단계는 도 4에 도시된 주 처리부(60)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전술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

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한 기록 매체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시키는 단계 및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

램을 저장한다. 이 때, 기록매체에 저장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스트리밍시키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킬 수 있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단말 정보에 해당하는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오디오 신호의 비

트율이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거나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시키는 단계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

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네트워크의 가

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고 판단되거나 오디오 신호의 비트

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수행시키는 단계와,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

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가용 대역폭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시키는 단계를

수행한다.

한편,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테이블을 통해 동작들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을 결정하는 단계 및 결

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네트워크 정

보와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생성시키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때,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처리량을 구하고, 처리량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킬 수 있

다. 이 경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체크시키는 단계와, 체크된 결과와 테이블을 이용하

여 처리량을 결정시키는 단계와, 결정된 처리량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장치의 실시예의 각 부에서 수행되는 과정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 실행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와 방법 및 그를 위한 기록 매체는 MPEG-21 디지탈 아이템 적응

(DIA:Digital Item Adaptation)을 위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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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MPEG-21 DIA에 적용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하나

의 모습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여기서,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을 ChannelDropping, auudio FGS 및 spectralBandReduction으로 각각 표기한다.

도 12 ~ 도 21은 오디오 적응을 위한 문법(syntax) 및 의미(semantics)의 실시예들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MPEG-21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 ~ 도 21에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에 의해 도출된 부분은 박스(920, 922, 924 및 926)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5.1 서라운드 모드로 오디오 신호가 전달될 때, 채널의 개수는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채널

에 할당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5.1 채널 이상의 다중 채널 모드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은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작의 속성(attributes)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도 22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만일,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이 데이타 선택 동작의 속성으로서 구현된다면,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은 예를 들면 도 2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최초 가용 대역폭은 128kbps이고, 가용 대역폭이 예를 들어 90kbps로 감소할 때 신

호 처리부(12)에서 데이타 선택 동작이 수행되고, 가용 대역폭이 예를 들어 54kbps로 감소할 때 신호 처리부(12)에서 채

널 개수 조정 동작이 수행된다고 가정한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MPEG-21 DIA에 적용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에 대한 다른

모습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여기서,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데이타 선택 동작 및 대역 제거 동

작을 ChannelDropping, Scalable Audio 및 Spectral Band Reduction으로 각각 표기한다.

도 23은 MPEG-21 DIA 툴들(tools)의 편성(organization)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MPEG-21 DIA의 툴들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

치 및 방법은 도 23에 도시된 편성에서 단말 및 네트워크(Terminal and Network) 서비스질(QoS:Quality of Service)

(1000)에 적용될 수 있다.

도 24는 2O03년 10월에 호주 Brisbane에서 발표된 Study of ISO/IEC 21000-7 FCD-Part 7 : Digital Item Adaptation,

ISO/IEC JTC1/SC29/WG11/N5933 및 2003년 12월에 하와이(Hawaii)에서 발표된 ISO/IEC 21000-7 FDIS-Part 7 :

Digital Item Adaptation, ISO/IEC JTC1/SC29/WG11/N6168의 Adaptation QoS Classfication Scheme에 채택된 데이

타 선택 동작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서, termID는 분류표(classification scheme)에 입각한 항목의 번호를 나

타낸다.

만일, 네트워크 정보가 kbps의 단위를 갖는 가용 대역폭이고, 단말 정보가 밀리 세컨드(miliseconds)의 단위를 갖는 단말

의 데이타 처리 능력이고, 음질은 평균 의견 점수(MOS:Mean Opinion Score)에 의해 신호 대 잡음비로서 표현된다고 할

때, 신호 처리부(12)에서 수행되는 데이타 선택 동작은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도 25는 2O03년 10월에 호주 Brisbane에서 발표된 Study of ISO/IEC 21000-7 FCD-Part 7 : Digital Item Adaptation,

ISO/IEC JTC1/SC29/WG11/N5933 및 2003년 12월에 하와이(Hawaii)에서 발표된 ISO/IEC 21000-7 FDIS-Part 7 :

Digital Item Adaptation, ISO/IEC JTC1/SC29/WG11/N6168의 Adaptation QoS Classfication Scheme에 채택된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예를 들어, 오디오 신호가 5.1 서라운드 모드로 전달되고 단말은 스테레오 모드만을 지원할 수 있을 때, 채낼 개수 조정 동

작에 의해 신호 처리부(12)에서 드롭될 채널의 개수는 '4'로 설정되고 채널 형태는 'L', 'R' 및 'S'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

'L', 'R' 및 'S'는 왼쪽, 오른쪽 및 서라운드 채널들을 각각 의미한다. 또는, 오디오 신호가 스테레오 모드로 전달될 때, 드롭

될 채널의 개수는 '1'로 설정되고 채널의 형태는 모노를 의미하는 'M'으로 설정될 수 있다.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은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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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2O03년 10월에 호주 Brisbane에서 발표된 Study of ISO/IEC 21000-7 FCD-Part 7 : Digital Item Adaptation,

ISO/IEC JTC1/SC29/WG11/N5933 및 2003년 12월에 하와이(Hawaii)에서 발표된 ISO/IEC 21000-7 FDIS-Part 7 :

Digital Item Adaptation, ISO/IEC JTC1/SC29/WG11/N6168의 Adaptation QoS Classfication Scheme에 채택된 대역

제거 동작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예를 들면, 대역 제거 동작은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하,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와 방법 및 기록 매체에서 이용되는 테이블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들

에 대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CDMA2000 1x이라고 가정한다.

도 27은 일반적인 스트리밍 시스템의 개략적인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서버(1100), 스위칭 허브(switching hub)들

(1102 및 1112), 라우터들(1104 및 1108), 제어부들(1106 및 1110), 단말(1114) 및 네트워크(1116)로 구성된다.

도 27에 도시된 서버(1100)는 도 1에 도시된 장치를 포함할 수 있고, 단말(1114)은 스위칭 허브(1112)를 통해 네트워크

(1116)와 연결되어 있다. 이 때, 네트워크(1116)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가용 대역폭을 가질 경우, 서버(1100)가 더미

패킷들(dummy packets)을 발생하여 단말(1114)로 보내고, 더미 패킷들의 비트율은 4kbps부터 86kbps까지 변하고, 서

버(1100)에서 데이타 선택 동작에 의해 처리되는 오디오 신호는 MPEG-4 BSAC이고 데이타 선택 동작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오디오 신호는 AAC라고 가정한다. 이 때, 오디오 신호의 종류는 팝, 뉴스 및 클래식 음악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BSAC의 최상위 층(top layer)은 CDMA2000 1x의 가용 대역폭의 최대값 예를 들면 86kbps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되고

BSAC의 하위 층들(lower layers)은 채널당 1kbps의 스텝 크기(step size)의 FGS 계층성을 갖고, AAC는 86kbps로 부호

화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가용 대역폭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더라도 단말(1114)에서 재생하는 동안 버퍼링 시간없이 BSAC를 스트

리밍할 수 있다. 반면에, AAC의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호 처리부(12)에서 수행되는 데이타 선택 동

작에 의한 끊김없는 데이타의 재생은 음질의 손실 덕분에 가능하다.

도 28은 ODG를 이용하여 표현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면으로서, 횡축은 데이타 선택 동작에 의해 제거되는 층의 개수(#)를 나타내고 종축은 ODG를 각각 나타낸다.

도 29는 DI를 이용하여 표현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으로서, 횡축은 데이타 선택 동작에 의해 제거되는 층의 개수(#)를 나타내고 종축은 ODG를 각각 나타낸다.

도 28 및 도 29 각각에서, ■는 뉴스에 해당하고, ◆은 팝에 해당하고, ▲은 클래식 음악에 해당한다.

도 28 및 도 29에 도시된 그래프는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도 28 또는 도 29에 도시된 그래프로 표현되

는 테이블은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 ODG 및/또는 DI로서 표현되는 음질 및 #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

한다. 도 28 또는 도 29에 도시된 그래프를 통해, 도 5 또는 도 6에 도시된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처리량을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동작 결정부(62)의 동작 종류 선택부(80 도는 102)에서 동작의 종류가 데이타

선택 동작으로 결정된 경우,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IN8을 통해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

하고,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매칭하는 음질에 해당하는 도 28 또는 도 29에 각각 도시된

ODG 또는 DI값을 테이블에서 찾는다. 이 때,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찾아진 ODG 또는 DI값과 매칭되는 #를 도

28 또는 도 29에서 처리량으로서 찾는다.

이 때, 주 처리부(60)는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에서 결정된 처리량(#)만큼 오디오 신호의 상위 층을 제거하면 된다.

이 때,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처리량을 결정할 때, 오디오 신호의 종류가 뉴스인가 팝인가 클래식 음악인가를 고

려할 수 있다.

도 30은 ODG를 이용하여 표현된 뉴스에 대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횡축은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kbps로 나타내고 종축은 ODG를 각각 나타낸다.

도 31은 ODG를 이용하여 표현된 팝 음악에 대한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

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횡축은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kbps로 나타내고 종축은 ODG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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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및 도 31 각각에서, 신호 처리부(12)에서 데이타 선택 동작만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음질

은 ■로서 표기하고, 데이타 선택 동작과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모두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오디

오 신호의 음질은 ◆로서 표기한다.

도 30 및 도 31에 도시된 그래프는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도 30 또는 도 31에 도시된 그래프로 표현되

는 테이블은 네트워크 정보인 가용 대역폭, 신호 정보인 음악의 종류 및 ODG로 표현되는 음질을 서로 매칭시키면서 저장

한다. 도 30 또는 도 31에 도시된 그래프를 통해, 도 4에 도시된 동작 결정부(62)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동작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동작 결정부(62)는 입력단자 IN7을 통해 도 30 및/또는 도 31에 도시된 그래프에 해당하는 테이블

을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단자 IN5를 통해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입력단자 IN6을 통해 입

력한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도 30 및/또는 도 31에 도시된 그래프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다.

먼저, 동작 결정부(62)는 입력단자 IN6을 통해 입력한 신호 정보를 통해 오디오 신호가 뉴스인가 팝 음악인가를 검사한다.

만일, 오디오 신호가 뉴스인 것으로 인식되면, 동작 결정부(62)는 도 30에 도시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

할 동작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디오 신호가 팝 음악인 것으로 인식되면, 동작 결정부(62)는 도 31에 도시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동작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디오 신호의 종류에 따라 참조할 그

래프가 결정될 경우, 동작 결정부(62)는 입력단자 IN5를 통해 입력한 네트워크 정보인 가용 대역폭이 도 30 또는 도 31에

도시된 가용 대역폭의 범위들[(A, B, C 및 D) 또는 (E, F, G 및 H)]에서 어디 범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한다.

만일, 입력단자 IN5를 통해 입력된 가용 대역폭이 도 30 또는 도 31에 도시된 범위(A 또는 E)에 속한다고 인식되면, 범위

(A 또는 E)에 ◆만 존재하므로, 동작 결정부(62)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동작의 종류를 데이타 선택 동작과 채널 개수 조

정 동작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입력단자 IN5를 통해 입력된 가용 대역폭이 도 30 또는 도 31에 도시된 범위(D 또는 H)에

속한다고 인식되면, 범위(D 또는 H)에 ■만 존재하므로, 동작 결정부(62)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동작의 종류를 데이타

선택 동작으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입력단자 IN5를 통해 입력된 가용 대역폭이 범위(B, C, F 또는 G)에 속한다고 인식되면, 범위(B, C, F 또는 G)에

■과 ◆이 모두 존재하므로, 동작 결정부(62)는 ■과 ◆중에서 음질을 표현하는 ODG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것을 선택한

다. 예를 들어, 가용 대역폭이 범위(B)에 속할 경우 동일한 가용 대역폭에서 ■이 ◆보다 높은 ODG 즉, 높은 음질을 제공하

기 때문에, 동작 결정부(62)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동작의 종류를 데이타 선택 동작만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가용 대역

폭이 범위(C, F 또는 G)에 속할 경우 동일한 가용 대역폭에서 ◆이 ■보다 높은 ODG 즉, 높은 음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

작 결정부(62)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동작의 종류를 데이타 선택 동작과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서

결정한다. 이 때, 주 처리부(60)는 동작 결정부(62)에서 결정된 동작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한다.

도 32는 XML로서 표현된 테이블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MPEG-21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네트

워크 정보인 가용 대역폭(BANDWIDTH) 영역(1200), 데이타 선택 동작(SCALABLE_AUDIO) 영역(1202), 채널 개수 조

정 동작 영역(1204 및 1206) 및 음질(Utility) 영역(1208)으로 구성된다.

도 32에 도시된 가용 대역폭 영역(1200)은 플로트 벡터(Float Vector)로 가용 대역폭값들을 표현하였고, 데이타 선택 동

작 영역(1202)은 정수 벡터(Integer Vector)로 제거될 상위 층의 개수를 표현하였고, 채널 개수 조정 영역(1204)은 정수

벡터로 드롭될 채널의 개수를 표현하였고, 채널 개수 조정 영역(1206)은 채널 형태를 표현하였고, 음질 영역(1208)은 플

로트 벡터로 ODG에 의해 음질을 표현하였다. 이 때, 채널 형태에서, M, L 및 R은 채널의 모노, 오른쪽 및 왼쪽을 각각 나

타낸다.

도 32에 도시된 테이블에서, 가용 대역폭, 데이타 선택 동작의 처리량,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의 처리량, 음질의 각 값은 서로

매칭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용 대역폭이 '16'인 경우, '16'의 가용 대역폭은 데이타 선택 동작의 처리량 '27'과 매칭되고

(1300), 처리량 '27'은 드롭될 채널의 개수 '1'과 매칭되고(1302), 드롭될 채널의 개수 '1'은 모노 채널 형식(M)과 매칭되고

(1304), 모노 채널 형식(M)은 '-3.86'이라는 음질과 매칭된다(1306).

이하, 단말의 종류는 개인용 컴퓨터이고, 단말 정보는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이고, 채널당 64kbps의 비트율을 갖는 비트

스트림인 BSAC의 상위 층이 단말로 제공될 때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을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Entrek Toolbox를 이용

하여 계산할 경우, 테이블의 다른 례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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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테이블의 다른 표현인 그래프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횡축은 데이타 선택 동작에 의해

제거될 층의 개수(#)를 나타내고 종축은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CPU)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오디오 신

호가 모노인 경우를 나타내고, ■은 오디오 신호가 스테레오인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도 33에 도시된 그래프는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도 33에 도시된 그래프로 표현되는 테이블은 단말 정

보인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CPU%), 신호 정보인 오디오 신호의 종류 및 #를 서로 매칭시키면서 저장한다. 예를 들어,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동작의 종류가 동작 종류 선택부(80 또는 102)에서 데이타 선택 동작으로 결정된 경우, 도 33에 도

시된 그래프를 통해, 도 5 또는 도 6에 도시된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처리량(#)을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IN8을 통해 단말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단말 정보인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에 매칭하는 #을

테이블에서 찾는다. 이 때,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찾아진 처리량(#)을 주 처리부(60)로 출력한다. 이 때, 주 처리

부(60)는 처리량 결정부(82 또는 104)에서 찾아진 처리량(#)만큼 오디오 신호의 상위 층을 제거하면 된다. 이 경우, 처리

량 결정부(82 또는 104)는 처리량을 결정할 때, 오디오 신호의 종류가 모노인가 스테리오인가 또는 다중 채널인가를 고려

할 수 있다.

이하, 신호 처리부(12)에서 수행되는 데이타 선택 동작에서 상위 데이타를 층 단위가 아니라 비트 단위로 제거할 경우, 전

술한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과 그 기록 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포괄적 비트 스트림 기술(gBSD:generic Bitstream Descriptions)은 MPEG-4 오디오 BSAC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비트 슬라이스 연산 부호화(BSAC)된 오디오 신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타 선택 동작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디오 신호의 모든 상위 층들은 비트 단위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층들의 길이는 변하지 않

는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길이는 디코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타 선택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에

갱신될 필요는 있다. 또한, BSAC로 압축된 오디오 신호는 데이타 선택 동작이 수행될 때 변하지 않은 헤더로 시작한다.

도 34는 BSAC에 gBSD를 적용한 일 실시예를 MPEG-21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5는 BSAC에

gBSD를 적용한 다른 실시예를 MPEG-21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4 또는 35를 참조하면, 비트 스트림의 묘사가 어떻게 서로 비슷해보이는가를 알 수 있으며, 프레임들은 절대 모드에서

어드레스되고 층들은 상대 모드에서 어드레스된다. "비트율(bitrate)"이라는 표시자(marker)를 갖는 서브 유닛(subunit)

에 상위 층이 리스트된다. 따라서, 데이타 선택 동작을 수행할 때, 표시자를 이용하여 삭제될 상위 층들이 확인될 수 있다.

비트 스트림 즉, 압축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때, 샘플링 주파수, 채널의 개수 및 윈도우 길이는 더 이상 필요없으며 데이

타 선택 동작에서 제거될 상위 데이타의 개수 및/또는 번호만이 필요하다. 상위 층의 상대적 크기로 표시된 옵셋에 따라 프

레임이 삭제되고 파라미터들(frame_size 및 top_layer)이 적합된다. 이 경우,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타 선택 동작에서 상

위 데이타를 비트 단위로 제거할 때, 제거된 부분의 경계가 층의 경계와 일치할 경우 음질이 개선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와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네트워크 및/또는 단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

를 효율적으로 스트리밍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버측등으로부터 전달되는 오디오 신호가 끊김없이 지속적으

로 단말에 수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그 단말에 적합한 우수한 음질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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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부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부를 구비하고,

상기 네트워크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단말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

를 갖는 상기 단말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상기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스트리밍하는 출력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채널의 개수를 조정하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데이타들중 일부만을 선택

하는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대역 제거 동작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네트워크 정

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의 처리로서 수행하는 주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정보는 상기 네트워크의 상태를 포함하고, 상기 단말 정보는 상기 단말의 능력, 종류 및 상

태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의 상태는 상기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 상기 네트워크의 정적 능력 및 상기 네트워크의

시변 조건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단말 정보는 상기 단말의 허용 비트율, 상기 단말의 데이타 처리 능력, 상기 단말의 전력에 대한 정보, 상기 단말의 저

장 능력에 대한 정보 및 상기 단말의 종류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입력부로부터 압축된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

리 장치.

청구항 7.

등록특허 10-0561867

- 16 -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오디오 신호는 계층성을 갖는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

리 장치.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오디오 신호는 BSAC 비트 스트림 및 AAC 비트 스트림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입력부로부터 압축되거나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

각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을 수행할 때, 상기 데이타들중 일부만을 비트 단위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

리 장치.

청구항 11.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을 수행할 때, 상기 데이타들중 일부를 층 단위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

치.

청구항 12.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신호 정보와 상기 네트워크 정보를 비교하는 제1 비교부;

상기 신호 정보와 상기 단말 정보를 비교하는 제2 비교부; 및

상기 입력부로부터 입력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비교부들에서 비교된 결과들에 응답하여 처리하는

종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여,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을 수행할 때, 상기 데이타들의

하위 부분을 상기 일부분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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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여,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수행할 때, 상기 오디오 신

호의 채널의 개수를 드롭시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는 동작을 결정하는 동작 결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동작 결정부에서 결정된 동작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결정부는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상기 단말의 음질 및 상기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는 동작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

리 장치.

청구항 17.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사용자의 선호도 및 메타 데이타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8.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결정부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

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동작을 선택하는 동작 종류 선택부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결정부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음질 및 상기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

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테이블을 이용하

여 상기 동작을 선택하는 동작 종류 선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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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은 객관적 차이 등급과 왜곡 인덱스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높은 상기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은 상기 객관적 차이 등급을 이용하여 결정되고, 높지 않은 상기 음질

을 포함하는 테이블은 상기 왜곡 인덱스를 이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2.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음질을 포함하는 테이블은 음질 선명도, 음상 폭 정보 및 음질 명료도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결정되고,

상기 음질 선명도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와 관련되고, 상기 음상 폭 정보는 음원 위치에 따른 음질과 관련되고, 상기

음질 명료도는 상기 왜곡 잡음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3.

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음질 선명도, 상기 음상 폭 정보 및 상기 음질 명료도는 주관적 평가법을 이용하여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4.

제23 항에 있어서, 상기 주관적 평가법은 히든 참조 및 앵커를 갖는 멀티 자극 테스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5.

제23 항에 있어서, 상기 주관적 평가법은 ITU-R Recommendation BS.11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

치.

청구항 26.

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음질 선명도와 음질 명료도는 객관적 평가법을 이용하여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

호 처리 장치.

청구항 27.

제26 항에 있어서, 상기 객관적 평가법은 ITU-R Recommendation BS.138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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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결정부는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서 조정될 상기 채널의 개수,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에서 선택될 데이타의 량, 상기 대역 제거

동작에서 제거될 상기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의 량중 적어도 하나인 처리량을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매핑시키는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처리량을 결정하는 처리량 결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처리량 결정부에서 결정된 상기 처리량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9.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결정부는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서 조정될 상기 채널의 개수,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에서 선택될 데이타의 량 및 상기 대역 제

거 동작에서 제거될 상기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의 량중 적어도 하나인 처리량을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

보중 적어도 하나에 매핑시키는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처리량을 결정하는 처리량 결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주 처리부는 상기 처리량 결정부에서 결정된 상기 처리량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0.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량 결정부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와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처리량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1.

제18 항, 제19 항, 제28 항 및 제2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결정부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와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테이블을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테이블을 상기 동작 종류 선택부로 출력하는 테이블 생성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

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2.

제3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 생성부는 ITU-R Recommendation BS.1387을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 정보와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오디오 신호로부터 상기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MPEP-21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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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단계; 및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네트워크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단말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

를 갖는 상기 단말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35.

제34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은

상기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스트리밍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36.

제34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채널의 개수를 조정하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데이타들중 일부만을 선택

하는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여 수행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37.

제36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단말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가

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네트워크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거나 상기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38.

제36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단말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가

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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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네트워크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고 판단되거나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

다고 판단되면,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가용 대역폭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39.

제36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테이블을 통해 상기 동작들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동작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테이블은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40.

제39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정보와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41.

제39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단말의 음질 및 상기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42.

제4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단말의 음질 및 상기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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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 항, 제40 항, 제41 항 및 제4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서 조정될 상기

채널의 개수,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에서 선택될 데이타의 량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에서 제거될 상기 오디오 신호의 고주

파 성분의 량중 적어도 하나인 처리량을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매핑시키고,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처리량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44.

제43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체크하는 단계;

상기 체크된 결과와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처리량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처리량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45.

네트워크과 연결된 단말이 재생할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

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입력시키는 단계; 및

네트워크 정보 및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네트워크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갖는 상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단말 정보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

를 갖는 상기 단말에 대한 정보이고, 상기 신호 정보는 상기 오디오 신호에 대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46.

제45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상기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스트리밍시키는 단계를 더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47.

제45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채널의 개수를 조정하는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오디오 신호에 포함된 데이타들중 일부만을 선택

하는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오디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대역 제거 동작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작을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여 수행시키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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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47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상기 신호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단말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가

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네트워크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허용 비트율보다 적지 않거나 상기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상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시키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49.

제47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상기 신호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단말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단말의 허용 비트율보다 적은가

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허용 비트율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네트워크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가용 대역폭 보다 크다고 판단되거나 상기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허용 비트율보

다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을 수행시키는 단계;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가용 대역폭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 의해 처리된 오디오 신호의 비트율이 상기 가용 대역폭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시키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0.

제47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테이블을 통해 상기 동작들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동작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를 수행하고,

상기 테이블은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1.

제50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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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트워크 정보와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테이블을 생성시키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2.

제5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단말의 음질 및 상기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3.

제5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단말의 음질 및 상기 부가 정보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들중 적어도 하나의 해당하는 동작에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4.

제50 항, 제51 항, 제52 항 및 제5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은 상기 채널 개수 조정 동작에서 조정될 상기

채널의 개수, 상기 데이타 선택 동작에서 선택될 데이타의 량 및 상기 대역 제거 동작에서 제거될 상기 오디오 신호의 고주

파 성분의 량중 적어도 하나인 처리량을 상기 네트워크 정보 및 상기 단말 정보중 적어도 하나에 매핑시키고,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상기 처리량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을 저장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청구항 55.

제54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는

상기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체크시키는 단계;

상기 체크된 결과와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처리량을 결정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처리량으로 상기 오디오 신호를 처리시키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

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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