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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와 다양한 샘플링 구간 근사치를 사용하는 방법

요약

다양한 샘플 비율 근사치 기술은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서 음악신호를 코딩하고 재생하기 위해 사용
된다. 많은 사운드가 음악 사운드의 대역폭 요구량이 경과하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시간을 
무디게 하는 진동에 의해 따라오는 에너지의 하나의 큰 빠른 전송을 원래부터 포함한다. 가변 샘플 비율 
근사치  기술의  사용에서,  음악  사운드는  두  개의  범주,  지구적인  사운드와  타진하는  사운드에서 
분류된다. 지속적인 악기는 시끄러운 자극을 생성하고, 시끄러운 자극에 의해 생성된 사운드를 유지한다. 
타진하는 악기는 또한 자극 원천이며, 지속적인 악기가 모든 주파수가 거의 균일할 때 유지하는 동안 빠
르게 감소하는 고주파수를 가지는 사운드 신호를 생성한다. 지속적인 악기와 타진하는 악기는 실질적으로 
다른 파형 특성을 가지지만, 메모리 감소에 관해서는 현재 비슷한 조건을 갖는다. 지속적인 사운드와 타
진하는 사운드의 음향 특성 사이의 유사점은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의 메모리 예산을 동시에 감소시키
기 위해 가변 샘플링 비율 기술을 사용하여 설명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음악 기계의 용법을 위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양한 샘플링 
비율 근사치 기술의 용법을 통한 메모리 크기를 줄이는데 사용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및 작동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신디사이저는 전자 음파를 생성하고, 주파수, 음색, 진폭과 기간(duration)을 포함하는 소리의 다양한 파
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함에 의해 소리를 생산하는 전자 음향 기기이다. 소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하는 모양의 파형을 생산하는 발진기에 의해 생성된다.

많은 종류의 신디사이저가 개발되어 왔다. 신디사이저의 하나의 종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인데, 이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는 펄스 코드 변조(PCM) 형식의 소리 파형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소리 파형을 읽고 정의된 소리의 연주를 위한 파형을 진행하여 소리를 재생산한다. 소리 파형은 
전형적으로 크고,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음향기기에 대한 음악적 기재를 포함하
는 많은 소리의 연주를 반주한다. 따라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의 하나의 문제점은 메모리의 많은 부
분이 소리의 원하는 라이브러리(library)를 저장하고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점은 진전되는 향상과 연주의 개선을 반주하는 동안 더 작은 크기를 지시하는 전자 장치의 계속되는 소형
화에 의해 보안될 것이다.

다행히, 소리 파형의 자연성은 소리 파형의 높은 반복성에 의해 메모리 크기의 감소를 돕고 있다. 다양한 
방법들이 기록된 샘플로부터 정확하게 소리를 재현하는 동안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이러한 반복성을 개
발하는 것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파형의 반복성 구조를 확인, 확인된 구조를 특징짓
고, 저장된 파형으로부터 특징지어진 구조를 삭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소리의 재생에 있어서, 특징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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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구조는 소리신호에 통합시킨다. 메모리는 또한 적당한 악기의 샘플링 비율의 감소에 의해 절약된다. 
어떤 악기는 메모리가 낮은 구간에서 낮은 주파수의 악기에 대한 파형을 선택적으로 재샘플링하는 것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높은 샘플링 비율을 요구하지 않는다.

웨이브테이블 오디오 신디사이즈를 사용하는 높은 질의 오디오 재생은 단지 메모리의 많은 부분, 전형적
으로  1  메가바이트(megabyte)  이상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집적회로  칩(integrated  circuit 
chip) 이상을 포함하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러한 높은 질의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 시스템은 전자 소
비자,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 소비자, 게임 박스, 값이 싼 음향기기와 미디사운드 모듈(MIDI  sound 
module)의 분야에서 값이 비싸다.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수한 오디오 재생성을 달성하면서 충분하게 감소된 메모리 크기와 감소된 
비용을 가지는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서, 다양한 샘플 비율 근사치 기술은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터에서 음악 신호를 코딩하고 
재생하는데 사용된다. 많은 소리가 음악 소리의 대역폭 요구량이 경과 시간에 의해 줄어들기 때문에 완충
시간의 다양성에 의해 따라오는 에너지의 하나의 매우 빠른 대체를 본래부터 포함하고 있다.

발명에 따라서, 음악 소리는 두 개의 범주, 즉 지구적인 소리(sustaining sound)와 타진 소리(percussive 
sound)로  구분된다.  지구적인  소리는  "활을  켜거나(bowed)  또는  숨을  불어넣는(blowed)"  소리를 

포함하고, 현악기,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악기에 의해 생성된다. 지구적인 소리는 진
동하는 리드(vibrating reed), 진동하는 입술 또는 활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현과 같은 요란한 에너지 
근원으로부터 생성된다. 지구적인 악기는 요란한 자극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란한 자극에 의해 생성된 
지구적인 소리를 사용한다. 현은 활을 켤때는 지구적이고, 잡아 뜯을 때는 타진(percussive)하게 될 수도 
있다. 지구적인 악기와 타진하는 악기는 실질상으로 다른 파형 특성을 갖지만, 메모리 감소에 관하여서 
본문에서는 비슷한 조건을 갖는다. 타악기는 또한 요란한 근원이고, 지구적인 악기가 매우 똑같은 모든 
주파수에서 지속하는 동안 빠르게 감소하는 높은 주파수를 갖는 소리 신호를 발생한다. 타진하는 소리의 
높은 주파수 목록은 지구적인 소리의 높은 주파수 목록보다 노이즈가 훨씬 적다. 타진하는 소리의 스펙트
럼 요소는 종종 조화롭게 연관되지 않고, 경과 시간의 주파수와 진폭에서 통상적으로 떨어진다.

지구적인 소리의 코딩은 전통적으로 소리의 고유의 자연성에 기인하여 메모리의 큰 부분을 사용한다. 지
구적인 소리는 샘플이 긴 시간 구간을 획득하기 위해서 매우 천천히 안정화된다. 더욱이, 모든 지구적인 
소리는 신호가 자주 샘플링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주파수 목록을 가진다. 덧붙여서, 지구적인 소리 스펙
트럼 전개의 초기 시작 부분은, 긴 샘플링 비율이 모든 전개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높다.

본 발명에 따라서, 지구적인 소리와 타진하는 소리의 음향의 특성 사이의 유사점은 웨이브테이블 신디사
이저의 메모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ldnl한 다양한 샘플링 비율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음악 신호의 고유의 근본은 낮은 구간에서 음악 신호의 샘플링에 의해 개발
되었고, 그 다음으로, 고역 통과 필터링(high-pass filtering)과 인공의 기낭의 적용을 통해 음악신호로
부터 파생된 추가적인 음파에 의해 높은 주파수 목록이 재생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는 인코딩되기 위한 지구적인 소리는 두 개의 주파수 대역, 
낮은 대역과 높은 대역으로 해체되는 기술의 이행을 통해 웨이브테이블 샘플 메모리 요구량을 감소한다. 
각 대역은 기본적인 웨이브테이블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주파수 나눔, 주파수 대역 사이의 나뉘는 
지점은 높은 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 목록이 거의 일정하기 위해서 선택된다. 높은 주파수 대역의 어떤 
구간 샘플은 미리 설정된 구간에서 샘플링되고 저장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적은 메모리 용량이 긴 스
페트럼 전개를 획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에 대한 전형적인 샘플 비율보다 더 
낮은, 미리 선택된 낮은 비율에서 샘프링된다. 

신호의 스펙트럼 목록은 낮은 주파수 요소와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진 높은 주파수 대역 신호를 포함하는 
기록된 합성된 파형의 재생에 의해 연주에서 재생된다. 파형의 낮은 주파수 요소는 음악 신호를 저역 통
과 필터링(low-pass filtering)에 의해 기본적인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방법을 사용하고, 저역 통과 
필터링된 음악 신호의 안정된 구간을 찾고, 안정된 구간을 통해 샘플을 기록하는 것에 의해 발생된다. 높
은 주파수 대역 신호는 지구적인 소리에 대한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높은 주파수 노이즈 발생기로써 재생
된 신호에 더해진다.

기술된 웨이브테이블 복구 기술은 실질적으로 증가된 컴퓨터의 부하(computational load)의 비용에서 웨
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의 메모리 크기를 감소한다. 기술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 기술의 컴퓨터 부하
는 두 개의 주파수 대역,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이 단일 대역보다 낫다고 계산되므로 전형적인 방법의 약 
두 배의 부하이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높은 주파수 대역과 낮은 주파수 대역 산정수치(computation)는 독립적
으로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두 개의 웨이브테이블 엔진(engine)을 사용한다. 단일 웨이브테이블 엔진은 연
속적으로 산정수치를 진행하고, 적어도 하나이상의 진행된 신호를 임시 저장하고, 연속적으로 계산된 신
호를 섞는다. 조건 엔진은 일반적으로 제어기 또는 특정한 기능을 제어하는 상태 장치에 속한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소리 신호는 두 개의 분리된 주파수 범위, 높은 범위와 낮은 범위로 나
뉜다. 같은 실시예에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터는 소리 신호를 복수의 분리된 주파수 범위로 분리하고, 
오디오 신호의 실행의 복수의 범위로부터 신호를 재결합시킨다.

본 발명에 따라서, 다양한 샘플 비율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 기술은 타진하는 소리를 저장하고 실행하
기 위한 웨이브테이블 샘플 메모리 크기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소리 신호는 로우 주파수 대역과 높은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두 개의 분리된 주파수 대역으로 나뉜다. 각 주파수 대역 신호는 기본적인 웨이
브테이블 방법을 사용하여 인코딩된다. 높은 주파수 대역은 선택된 짧은 구간 동안 높은 기간에서 샘플링
된다. 짧은 구간은 작은 메모리 요구량이 부과되기 위해 가능하다. 왜냐하면, 높은 주파수 대역 신호는 
빠르게 쇠퇴하거나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낮은 주파수 대역 신호는 음악 신호의 안정된 샘플의 필터링에 
의해 다르게 재생되는 미세한 스펙트럼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을 전개하는 신호를 허용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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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훨씬 넓은 구간 동안 샘플링 된다. 분리 주파수라고 불리는 주파수 대역 사이의 분리 지점은 빠르게 
쇠퇴하는 노이즈 신호 요소가 타진하는 신호의 조화 부분의 미세한 스펙트럼 전개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선택된다. 지구적인 소리의 연주에 대한 다양한 샘플 비율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 기술은 기본적인 웨
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 기술과의 비교에서 약 두 배의 산정 수치 부하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웨이브테
이블 저장 요구량은 감소한다. 지구적인 소리에 적용된 다양한 샘플 비율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 기술
은 소리의 질은 원래 감소하지 않는다.

많은 이점들이 기술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와 방법의 실행에 의해 얻어진다. 중요한 이점은 샘플 롬
(ROM)과 효과 램(RAM)의 크기가 우수한 오디오 충실성이 달성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롬
과 램 메모리 크기에서 실질적인 감소는 낮은 샘플링 비율과 작은 데이터 경로 폭에 의해 유리하게 수행
된다. 효과 램 크기와 데이터 경로 폭은 내부 샘플링 감소와 샘플 크기의 수반하는 복구를 통해 유리하게 
감소한다. 감소된 롬과 램 메모리 크기와 데이터 경로 폭은 회로와 작은 전체 회로 크기까지의 더 작은 
요소에서 기인한다. 같은 실시예에서, 더 낮은 샘플링 비율은 유리하게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고, 
신호 충실도를 개선한다.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술된 실시예의 형태는 덧붙인 청구함에서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구조와 실시 방법 모두에 관련된 발명의 실시예는 다음의 기술과 첨부된 도면의 참조에 의해 가장 잘 이
해될 것이다.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터 장치의 실시예의 두 개의 높은 레벨 
블록도.

도 2는 서브-대역 음향 샘플을 코딩하는 방법의 실시예를 보인 순서도.

도 3은 도 2에서 보인 방법에서 사용된 알맞은 샘플 생성 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보인 그래프.

도 4는 저역 통과 루프 강압 필터의 사용법에 대한 코움(comb) 필터의 실시예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

도 5는 선택적인 계수(α)의 시간에 대한 전형적인 변화를 보인 그래프.

도 6은 도 1에서 보여진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의 피치 발생기와 효과 프로세서의 다양한 램과 롬 
구조를 가지는 음악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의 상호연결을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

도 7은 도 1에서 보여진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의 피치 발생기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

도 8은 도 7에서 보여진 피치 발생기에서 사용된 알맞은 12-탭(tap) 보간법(interpolation) 필터의 주파
수 응답을 보인 그래프.

도 9는 도 7에서 보여진 피치 발생기의 샘플 그래버(grabber)의 동작을 보인 순서도.

도 10은 도 7에서 보여진 피치 발생기에서 선입선출(FIFO) 버퍼의 구성을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

도 11은 도 1에서 보여진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의 효과 프로세서의 실시예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
도.

도 12는 도 11에서 묘사된 효과 프로세서에서의 용법에 대한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LFSR)의 실시
예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도 13은 도 11에서 묘사된 효과 프로세서에서의 용법에 대한 상태-구역 필터를 
보

인 개략적인 회로도.

도 14는 음조 신호(note signal)에 적용된 진폭 기낭 함수를 묘사한 그래프.

도 15는 채널 효과 상태 장치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

도 16은 코러스 프로세싱 회로의 요소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

도 17은 반향음(reverberation(reverb)) 프로세싱 회로의 요소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a 및 도 1b에 대해 설명하면,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웨이브테이블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복수개의 연
주에 대한 음향에서 음악 신호를 생성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의 두 개의 실시예의 하이-
레벨 블록도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의 쌍이다.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는 종래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메모리 크기를 갖는다. 묘사된 실시예에서, 롬 메모리 크기는 
여기에 기술된 다수의 메모리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높은-질의 오디오 신호를 생산하는 동안 롬 메모리 
크기는 0.5 메가바이트(Mbyte)보다 작은 양, 예를 들어 약 300 킬로바이트(Kbyte),이 감소하고, 램 메모
리 크기는 약 1킬로바이트(Kbyte)  감소한다. 묘사된 실시예에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는 
32개의 음향을 연주한다. 거의 모든 악기에 대한 기록(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의 음향과 일치
하는 각각에 대해)은 두 개의 요소, 높은 주파수 샘플과 낮은 주파수 샘플로 분리된다. 따라서, 32개의 
음향 각각에 대한 두 개의 주파수 요소는 64개의 독립적인 오퍼레이터로써 수행된다. 오퍼레이터는 단일 
파형 데이터 열이고, 하나의 음향의 하나의 주파수 요소와 일치한다. 어떤 경우에서는, 두 개보다 많은 
주파수 대역 샘플은 32개보다 더 적은 분리된 음향이 때때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록을 재생하기 위해 사용
된다. 어떤 경우에서는, 두 개보다 많은 주파수 대역 샘플이 기록을 재생하기 위해 사용되고, 다른 경우
에서는, 단일 주파수 대역 신호가 기록을 재생하기 위해 충분하다.

때때로, 모든 오퍼레이터가 전체 32개의 음향이 연주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또는 더 많은 오퍼레이터가 
사용되는  기록이  실행된다.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소리에  대해  가장  작게  기여하는 것
(contributor)이 결정되고, 가장 작은 기여를 가지는 기록은 새로운 "음조 온(Note On)" 메시지가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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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종결된다.

복수의 독립적인 오퍼레이터의 용법은 또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서 표현법(layering) 및 크로스-패
이드(cross-fade) 기술의 실행을 쉽게 한다. 많은 소리와 소리 효과는 복합적인 단일 소리의 조합이다. 
메모리는 소리 요소가 복합적인 소리에서 사용될 때, 절약된다. 크로스-패이딩(cross-fading)은 표현법
(layering)과 비슷한 기술이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많은 소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진폭을 가지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소리 요소에 의해 재생된다. 크로스-패이딩은 어떤 소리가 특별한 소리 요소로써 시작
될 때, 발생하지만, 소정시간 후에 다른 요소로 변한다.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는  음악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  피치 발생기
(104), 샘플 읽기 전용 메모리(ROM)(106)와 효과 프로세서(108)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미디(MIDI) 해석
기(102)는 입력되는 미디(MIDI) 직렬 데이터 열을 받아서, 데이터 열을 분석하고, 샘플 롬(ROM)(106)으로
부터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고, 피치 발생기(104) 및 효과 프로세서(108)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한다.

도 1a에서 보여진 제1 실시예에서, 미디(MIDI) 직렬 데이터 열은 시스템 버스(122)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

서(120)로부터 받는다. 전형적인 호스트 프로세서(120)은 펜티엄 티엠(Pentium
TM
) 또는 펜티엄 프로 티엠

(Pentium Pro
TM
) 프로세서와 같은 x86 프로세서이다. 전형적인 시스템 버스(122)는 예를 들어 ISA 버스이

다.

도 1b에서 보여진 제2 실시예에서, 미디(MIDI) 직렬 데이터 열은 게임 또는 장난감 같은 장치에서 키보드
(130)로부터 받는다.

샘플 롬(ROM)(106)은 펄스 코드 변조(PCM) 파형이 코딩되고 낮은 대역과 높은 대역을 포함하는 두 개의 
분리된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된 음향 기록의 형식에서 웨이브테이블 소리 정보 샘플을 저장한다. 두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된 음에 의해, 진행된 오퍼레이터의 수는 두 배가 된다. 그러나, 저역 및 고역으로 
알맞게 선택된 주파수 분리의 사용에 의해 달성된 메모리 크기의 실질적인 감소에 의한 보상보다 추가적
인 오퍼레이터에 의한 단점이 더 크다.

지구적인 소리에 대해, 실질적인 메모리 감소는 고주파수 대역이 고주파수 대역 신호의 하나의 기간 샘플
로부터 재현하기 때문에 옳게 선택된 주파수 분리 경계에 대해 거의 일정하다. 제거된 고주파수 요소를 
가지는, 저주파 대역은 더 낮은 음에서 샘플링되고, 보다 작은 메모리는 낮은 대역 신호의 긴 스펙트럼 
전개가 사용된다.

지구적인 소리에 대해, 실질적인 메모리 감소는 고주파수 요소가 빠르게 쇠퇴하거나 안정화되기 때문에 
고주파수 대역이 높은 비율에서 샘플링될 지라도 달성된다. 고주파수 요소는 제거되고, 저주파수 대역은 
안정한 파형의 필터링과 필터링된 안정된 신호 요소와 파형을 더함에 의해 쉽게 복구되지 않는 미세한 스
펙트럼 변화를 재생하기 위해 고주파수 샘플링 시간보다 훨씬 긴 샘플링 구간에 대해 낮은 비율에서 샘플
링된다.

샘플 롬(ROM)(106)에 저장된 펄스 코드 변조(PCM) 파형은 샘플이 고주파수 대역 요소 또는 저주파수 대역 
요소인지를 신호의 스펙트럼 목록에 의해 결정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가능한 샘플 비율에서 샘플링
된다. 같은 실시예에서, 가장 낮은 가능한 샘플 비율에서의 샘플링은 회로의 감소에 의하여, 램의 저장 
크기, 홀딩(holding) 샘플에 대한 다양한 버퍼 및 선입 선출(FIFO)과 데이터 경로 폭을 실질적으로 감소
시킨다. 샘플은 그 다음에 고주파수 및 저주파수 대역 요소를 저장하는 과정 전에 일치된 샘플 비율에 삽
입된다.

전자  음악  기기(MIDI)  해석기(102)는  31.25  KBaud로  한정된  전자  음악  기기(MIDI)  직렬  데이터 열
(stream)을 받고, 직렬 데이터를 병렬 형식으로 바꾸고, 전자 음악 기기(MIDI) 명령과 데이터로 전자음악
기기(MIDI)  병렬  데이터를  분석한다.  전자음악기기(MIDI)  해석기(102)는  데이터로부터 전자음악기기
(MIDI) 명령을 분리하고, 전자음악기기(MIDI) 명령을 해석하고, 피치 발생기(104)와 효과 프로세서(108)
에 의한 용법에 대해 제어 정보로 데이터를 포맷하고, 피치 발생기(104)와 효과 프로세서(108)의 다양한 
램과 롬 구조와 전자음악기기(MIDI) 해석기(102) 사이에서 데이터와 제어 정보를 전달한다. 전자음악기기
(MIDI) 해석기(102)는 피치 발생기(104)에 적용된 전자음악기기(MIDI) 음조 번호, 샘플 번호, 피치 조율
(tuning), 피치 대역과 진동의 깊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발생한다. 전자음악기기(MIDI) 해석기(102)
는  또한  효과  프로세서(108)에  적용된  채널  음량,  팬  좌측(pan  left)과  팬  우측(pan  right), 반향음
(reverb) 깊이와 코러스 깊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발생한다. 전자음악기기(MIDI) 해석기(102)는 소리 
신디사이즈 과정에 대한 제어 정보의 초기값을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피치 발생기(104)는 원래의 기록된 샘플 비율과 동등한 비율에서 샘플 롬(106)으로부터 샘플
을 추출한다. 진동 효과는 피치 발생기(104)가 샘플 비율을 바꾸기 때문에 피치 발생기(104)에 의해 통합
된다. 피치 발생기(104)는 또한 효과 프로세서(108)에 의한 용법에 대한 샘플을 통합한다.

특히, 피치 발생기(104)는 피치 조율, 진동 깊이와 피치 대역 효과를 고려하여, 요구되는 전자음악기기
(MIDI)  음조 번호에 의해 결정된 비율에서 샐플 롬(106)으로부터 열(row)  샘플을 읽는다. 피치 발생기
(104)는 효과 프로세서(108)에 의한 용법에 대한 샘플을 동조시키기 위해 원래의 샘플 비율을 삽입함에 
의해 샘플 비율을 일정한 44.1킬로헤르쯔(KHz) 비율으로 바꾼다. 삽입된 샘플은 피치 발생기(104)와 효과 
프로세서(108) 사이에 있는 버퍼(110)에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효과 프로세서(108)는 시간-변환 필터링, 기낭(envelope) 발생, 음량, 전자음악기기(MIDI)-
특성 팬(pan), 코러스와 반향음(reverb)과 같은 효과를 데이터 분류에 더하고, 오퍼레이터와 일정한 비율
에서 동작하는 동안 데이터의 채널-특성 제어를 생성한다.

효과 프로세서(108)는 삽입된 샘플을 받고, 기낭(envelope) 발생과 필터링 조작에 의해 소리 발생 질을 
높이는 동안 음량, 팬(pan), 코러스와 반향음(reverb)과 같은 효과를 더한다.

도 2에 관하여 설명하면, 순서도는 지구적인 소리, 타진하는 소리와 다른 소리들을 포함하는 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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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대역(sub-band) 음향 샘플을 코딩하기 위한, 샘플 교정기(editor)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수행된 
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제1 저역 통과 필터(210) 단계, 제2 저역 통과 필터(220) 단
계, 고역 통과 필터(230) 단계,  저역 통과 루프 강제 필터 단계(240), 저역 통과 루프(270) 단계, 요소 
부분 제거(decimation)(280) 단계와 갖가지 재생 파라미터 조절(290) 단계를 포함하는 다수의 단계를 포
함한다.

제1 저역 통과 필터(210) 단계는 소리 신호 재생의 최대 전체의 충실도를 설립하기 때문에, 고주파수 대
역에 대한 샘플링 비율의 상위 한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는 8-비
트 펄스 코드 변조(PCM) 데이터를 유지함에 의해 가장 큰 스펙트럼 요소로부터 노이즈 연주에 대해 50dB 
신호를 유지한다. 고주파수 대역에 대한 샘플링 비율의 상위 한계는 제1 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결정한다.

도 3은 알맞은 샘플 생성 저역 통과 필터(미도시)의 주파수 응답을 보인 그래프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샘플 발생에서 사용된 필터는 상승된 코사인 윈도우를 사이 함수에 적용함에 의해 생성된 2048 탭(tap) 
유한 충격 응답(finite impulse response)(FIR) 필터이다. 샘플 교정기에 의해 한정된, 도시된 예에서는 
5000 Hz, 차단 주파수는 필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액세스된 계수의 셋을 발생한다. 이러한 예에서, 코사인 
윈도우 안의 계수는 0.42, -0.5와 +0.08 이다.

제2 저역 통과 필터(220) 단계는 소리의 초기의 요소로써 코딩된 저 주파수 대역 신호를 생산한다. 제2 
저역 통과 필터(220) 단계에 대한 차단 주파수는 다소 독단적으로 선택된다. 차단 주파수의 더 낮게 선택
된 값은 보다 소수의 샘플을 가지는 저주파수 대역 신호를 발생하지만, 고주파수 대역 신호를 코딩하는 
어려움은 불리하게 증가된다. 차단 주파수의 더 높게 선택된 값은  고주파수 대역신호를 코딩하는 어려움
은 유리하게 감소되지만, 불리하게 메모리를 절약하지는 못한다. 알맞은 기술은 위치 요소가 35dB보다 훨
씬 더 큰 고주파수 대역 신호로 감소하는 차단 주파수를 초기에 선택함을 포함한다. 제2 저역 통과 필터
의  출력은  일정한  진폭을  가지는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테두리  낮춤  서브단계(envelope  flattening 
substep)(222)에서 다양한 이득 단계를 통해 출력된다.

테두리 낮춤 서브단계(222)는 압축과 샘플링된 파형에 인공적인 테두리의 적용을 포함한다. 알맞는 시간
동안 감소하는 소리는 원래의 소리가 인공적으로 평탄화(flatten)되거나 진폭에서 평활(smooth)되면, 대
개 루프된다. 테두리의 적용은 원래의 감소가 재생 장치로 재생하면, 루프된 감소하지 않은 소리에 의해 
접근하기 위해 감소하는 소리를 허용한다.

제2 저역 통과 필터(220) 단계의 출력 신호는 원래의 신호로써 어떤 진폭에서 동적인 범위의 대부분을 포
함한다. 8-비트 펄스 코드 변조(PCM) 형식에서 인코딩된 샘플에 대해, 양자화 노이즈는 신호 세기가 감소
할 때 못 마땅하게 된다. 양자화 노이즈와 관계있는 높은 신호 세기를 유지하기 위해, 테두리 평탄화 하
위단계(222)는 신호의 감소가 자연적인 진행에 의해 생성되는 감소하는 신호 가정을 평탄화 하고, 지수적
인 감소에 접근시킨다.

테두리 평탄화 하위단계(222)는 먼저 감소하는 신호(224)의 테두리에 접근시킨다. 20 밀리초
(millisecond) 윈도우는 검사되고, 각 윈도우는 그 윈도우에서 최대 신호 진폭을 재연하는 테두리 값을 
할당한다. 테두리 평탄화 하위단계(222)는 다음으로 예를 들어 윈도우의 시작에서 신호에 관계된, 0.02로
부터 0.1까지의 멱지수(exponent) 범위에 대한 값을 사용하는 일정하게 지수적인 감소(226)에 가장 근접
한 근사치를 찾는다. 가장 지수적인 적합은 복구에 대해 기록된다. 테두리 평탄화 하위단계(222)는 다음
으로 거의 평탄한 신호를 구성하기 위해 반전 테두리(228)를 가지는 소리 샘플을 진행한다. 거의 평탄한 
신호는 원래의 파형에 접근시키기 위해 기록된 테두리를 재구성한다.

고역 통과 필터(230) 단계는 보완적으로 제2 저역 통과 필터(220) 단계와 같은 차단 주파수를 사용한다. 
신호의 고역 통과 부분은 최대 신호 세기를 유지하기 위해 증폭된다.

루핑(looping)은 전체 파형의 저장을 제거하는 조정된 소리 파형의 바로 이전의 부분이 저장된 웨이브테
이블 진행 방법이다. 대부분의 조정된 소리는 조정된 시간 범위 파형이 반복되거나 소리의 약간의 시간 
간격 후에 거의 반복되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여분이 있다. 하위 대역 코딩 방법은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40), 저역 통과 루핑(250) 단계, 임의의 고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60)과 고역 통과 루
핑(270) 단계를 포함하는 몇몇의 루핑 단계를 포함한다.

임의의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40)는 주기적으로 되기 위해 소리 신호를 강제적인, 소리를 미세
하게 변화시킴에 의해 주기적으로 되지 않는 소리를 인코딩하기 위해 아주 알맞게 사용된다. 가장 지구적
인 소리는 절대 주기적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소리는 주기적으로 되지만, 매우 긴 시간 간격을 초과하지
는 않는다.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40)은 제1 저역 통과 필터(210) 단계, 제2 저역 통과 필터
(220) 단계와 고역 통과 필터 단계(230)로부터 결정된 샘플 파형에 적용된다.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40)은 알맞은 거의-주기적인 파형, 루프에서 재생된 파형을 발생하기 위해 사용되고, 들을 수 있지
만 못마땅한 인공 구조의 삽입 없이 형성된다.

주기적이지 않은 파형은 조화롭지 않은 고주파수 스펙트럼 목록에 기인하여 주기적이지 않은 형식을 갖는
다. 고주파수 요소는 파형의 루핑이 시간의 중요한 구간에 대한 루핑에 의해 점차적으로 촉진되기 때문에 
저주파수 요소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 루핑 시간은 다른 악기와 소리에 대해 변한다. 다양한 파형에 대
한 루핑 절차와 작용은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즈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저역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
계(240)는 비주기적인 파형으로부터 비조화적인 스펙트럼 요소의 제거를 증가시키기 위해 초과시간을 바
꾸는 선택도를 가지는 코움(comb) 필터를 사용한다. 같은 실시예에서, 루프 강제 진행은 수동적인데, 코
움 필터의 동작은 선택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들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함
수는 필터의 주기가 원하는 음조의 기본적인 주파수의 정수 배이기 위해 선택된다면, 능가한다. 못마땅한 
인공구조의 삽입 없는 파형의 루핑을 쉽게하는 계수가 요구된다.

도 4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블록 회로도가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로써의 용법에 대한 코움 필터(400)
의 요소를 도시하였다. 루핑의 개념은 신호가 반복되는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 신호의 샘플링 및 해석과 
관계 있다.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는 신호의 샘플링과 해석에 덧붙여서 저역통과 필터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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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규정은 주기가 발견될지의 검출에 적용된다. 하나의 규정은 주기가 파형이 직류(DC) 또는 제로 진
폭 레벨과 교차하고 두 지점에서의 도함수가 동등하다고 고려되는 범위 안에 있다는 두 개의 지점에 의해 
바운드된다. 두 번째 규정은 주기가 샘플의 기본적인 주파수의 주기 또는 기본적인 주파수의 주기의 정수 
배의 어느 한 쪽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코움 필터(400)는  다양한 이득을 가지며,  주기 강제 필터로써 사용된다.  코움 필터(400)는  지연 라인
(402), 피드백 증폭기(404), 입력 증폭기(406)와 덧셈기(408)를 포함한다. 지연 라인(402)으로부터의 피
드백 신호는 피드백 증폭기(404)의 입력 단자에 입력된다. 증폭된 입력 신호와 증폭된 피드백 신호는 입
력  증폭기(406)와  피드백  증폭기(404)로부터  각각  덧셈기(408)에  입력된다.  지연  라인(402)은 덧셈기
(408)로부터 증폭된 피드백 신호와 증폭된 입력신호의 합을 받는다. 피드백 증폭기(404)는 시간-변환 선
택도 계수(α)를 갖는다. 입력 증폭기(406)은 시간-변환 선택도 계수(α-1)을 갖는다.

코움 필터(400)는 두 개의 디자인 파라미터, 샘플링 주파수(44.1KHz)에서의 샘플에서 지연 라인(402)의 
크기(N)와 시간-변환 선택도 계수(α)를 갖는다. 전형적으로, 크기(N)는 필터의 주기가 원하는 음조의 기
본적인 주파수의 주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되거나, 필터의 주기가 기본적인 주파수의 주기의 적분 상
수이기 때문에 선택된다. 선택도 계수(α) 초과시간에서의 다양성은 라인 구획(segment)의 시리즈로써 모
델화된다. 선택도 계수(α)는 도 5에서 묘사되고, 통상적으로 제로에서 시작하여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신호의 조화 목록의 레벨은 일반적으로 선택도 계수(α)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한다. 선택도 계수(α)의 
전형적인 최종 값은 0.9이다.

다시 도 2에 관해서는, 저역 통과 루핑(250) 단계는 전형적인 웨이브테이블 샘플 발생 과정과 일관된다. 
그 분야에서 알려진, 모든 종래 및 전형적인 웨이브테이블 샘플 발생 방법은, 저역통과 루핑(250) 단계에
서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소리 신호를 샘플링하고, 시간 영역 파형이 반복할 때의 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의 알맞은 시간 샘플링 주기를 통해 샘플을 루핑하고, 전체 주기에 대한 샘플을 저장
하는 단계를 사용한다. 샘플이 형성될 때, 루프의 전 주기를 통해 파형의 저장된 샘플이 메모리로부터 반
복적으로 읽히고, 진행되고,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 형성된다.

임의의 고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60)는 저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40)와 비슷하지만, 소리
의 고주파수 요소에서 수행된다. 고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60)은 고역 통과 필터(230) 단계로부터 
샘플 파형 결과에 적용된다. 고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60)는 비주기적인 파형으로부터 비조화적인 
스펙트럼 요소의 제거를 증가시키는 초과시간을 변화시키는 선택도를 가지는 도 4에서 보여진 코움 필터
(400)을 사용한다. 코움 필터(400)는 샘플링 주파수에서의 샘플링에서 지연 라인(402)의 크기(N)과 고주
파수 대역 샘플에 대해 알맞은 시간-변조 선택도 계수(α)를 사용하여 동작된다.

고역 통과 루핑 단계(270)는 소리의 고주파수 요소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역 통과 루핑 단계
(250)와 비슷하다. 고역 통과 루핑 단계(270)는 고역 통과 루핑 강제 필터 단계(260)으로부터 샘플 파형 
결과에 적용된다.

요소 부분 제거(decimation) 단계(280)는 샘플 생성의 다운샘플링 동작이다. 이전의 요소 부분 제거 단계
(280)의 하위-대역 음향 샘플 코딩 단계는 소리 신호에서 반복되는 주기적인 구조의 생성이 높은 샘플링 
비율에서 쉽기 때문에 원래 소리 신호, 예를 들어 44.1KHz의 샘플링 비율에서 수행된다. 요소 부분 제거 
단계(280)는 감소된 샘플링 비율을 가지는 고주파수 대역 파형과 저주파수 대역 파형을 포함하는 두 개의 
루핑된 펄스 부호 변조(PCM) 파형을 생성하는 샘플 롬(106)에서 메모리를 유지하기 위해 샘플링 비율을 
감소시키지만, 다른 점에서는 저역 통과 루핑 단계(250)와 고역 통과 루핑 단계(270)에서 생성된 루핑된 
신호와 같다.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대한 파형의 조정의 목적은 파형에서 들리지 않는 루프의 삽입이다. 루프는 
파형에서의 불연속이 그 루프가 삽입되는 곳에 삽입되지 않고, 파형의 제1 도함수(기울기)가 또한 연속적
이고, 파형의 진폭이 거의 일정하고, 루프 크기가 소리의 기본적인 주파수의 정수 배와 같은 정도이면, 
들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파형은 파형이 원래의 소리 신호의 샘플링 비율, 예를 들어 
44..1 KHz에서 오버샘플링될 때, 가장 쉽게 발견된다. 요소 부분 제거 단계(280)는 샘플을 저장하는 메모
리 크기를 충분하게 감소하는 동안, 저역 통과 루핑 단계(250)와 고역 통과 루핑 단계(270)에서 각각 생
성된 저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 루핑된 샘플과 같은 소리의 파형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요소 부분 제거 단계(280)는 부분 제거 비율(282)을 결정하고, 부분 제거될 때, 적분 루프 크기를 생성하
는 피치 시프팅(284)과, 적분 루프 끝점을 발생하는 제로 삽입(286)과, 부분 제거(288)과, 가상의 샘플링 
비율(289)을 계산하는 하위단계를 포함한다. 부분 제거 비율(282)을 결정하는 단계는 도 8에서 보여진 보
간법(interpolation) 필터의 동작상의 특성을 기초로하는 부분 제거 비율의 선택을 포함한다. 부분 제거 
비율을 한정하는 변조 대역(802)의 저주파수 에지(edge)는 0.4fs이다. 부분 제거 비율은 초기의 필터링 
단계에 의해 바운드되고, 필터링 주파수는 보간법 필터를 사용할 때 유효하게 하기 위해 선택된다.

피치 시프팅과 보간법은 악기의 톤의 질(tone quality)(음질(timbre))이 피치에서 작은 변화를 가지고 근
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피치 시프팅과 보간법은 약간의 
다른 샘플링 비율에서 재생될 때, 원래 소리에 대한 피치에서 비슷한 톤을 대신하는 기록된 파형을 허용
하기 위해 사용된다. 피치 시프팅과 보간법은 비록 큰 피치 시프트가 높은-피치의 진동 소리와 같은 오디
오 인공 구조를 생성할지라도, 작은 피치 시프트에 대해 효과적이다.

피치 시프팅 단계(284)는 부분 제거에서 적분 루프 크기를 생성하기 위해 3차의 보간법(cubic 
interpolation)에 의해 피치를 시프트 한다. 피치 시프팅(284)은 전형적인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
(100)가 적분되는 루프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시된 실시예에서 사용된다.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의 
다른 실시예는 피치 시프팅 단계(284)가 생략되기 때문에 적분 루프 크기를 억제할 수 없다. 하나의 예로
써, 44.1 KHz의 샘플링 비율에서 37 샘플의 길이를 가지는 루프가 9.25의 루프 길이를 산출하는 4의 부분
제거 비율에서 부분제거 된다. 비적분 루프 길이는 예시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에 의해 나
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치 시프팅 단계(284)는 36 샘플의 주기로 44.1 KHz에서 샘플링된 새로운 파
형을 생성하기 위해 3차의 보간법에 의해 1.027777의 계수에 의해 파형의 주파수를 피치 시프트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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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된다.

제로 삽입 단계(286)는 처리된 파형의 루프 지점이 부분제거 비율에 의해 완전하게 나눌 수 없다. 제로는 
부분제거 비율에 의해 나주어지는 루프 지점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파형을 움직이기 위해 샘플 파형
의 시작에 더해진다.

부분제거 단계(288)는 파형으로부터 버려진 샘플에 의해 감소된 샘플링 비율을 가지고 새로운 파형을 생
성한다.  버려진  샘플의  수는  부분제거  비율  단계(282)의  결정에서  결정된  부분제거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로 삽입 단계(286)로부터 36-샘플 파형 결과는 매 4번째 샘플이 유지되고 다른 
샘플은 버려지기 때문에 4의 부분제거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가상 샘플링 비율 단계(289)의 계산은 재생된 신호가 원래의 샘플링된 신호의 피치를 재생하기 때문에 가
상 샘플링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계산은 피치 시프팅 단계(284)에서 발생된 주파수 변
화를 수용한다. 예를 들어, 원래의 음조가 1191.89 Hz 의 주파수를 가지고, 36의 루프 크기를 생성하기 
위해 1.027777에 의해 조절된다면, 음조의 주파수는 1225 Hz로 시프트 된다. 11025 Hz의 샘플링 비율을 
가지고 재생된 파형이 9 샘플의 루프 크기로 연주될 때, 톤(tone)의 피치는 1225 Hz이다. 1191.89 Hz 의 
원래의 음조 주파수를 재생하기 위해, 재생된 파형의 가상 샘플링 주파수는 새로운 파형이 1191.89 Hz에
서 톤을 생성하는 9의 루프 크기와 10727 Hz 의 가상 샘플링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1.027777 아래로 조절
된다.

갖가지 복구 파라미터 조절 단계(290)는 필요한 만큼, 음조에 따라(note-by-note) 샘플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된다. 지구적인 소리와 타진하는 소리 모두에 적용되는, 가변의 
샘플 비율 웨이브테이블 조합 기술은 높은 소리 질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소리 신호에 대해 다양한 수
행 파라미터의 주의 깊은 선택을 사용한다. 이러한 수행 파라미터는 분리 주파수, 필터 주파수, 샘플링 
지속 기간 등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파형은 가변의 필터가 수동적으로 적용되면, 개선된 재생 음조를 때때로 생성한다. 다른 예에
서, 메모리는 단일 샘플이 샘플에서 하나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의해, 또는 하나 이상의 악기에 의해 나
누어진다. 파형 분할의 특정한 예는 4대의 피아노가 인조 그랜드 피아노를 포함하여 규정되는 일반적인 
전자음악기기(MIDI) 명세서에 존재한다. 모든 4 개의 피아노에 대한 파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구 파
라미터에서의 변조를 통해 다른 소리를 생성하는 각각의 피아노와 같다.

다른 예에서, 두 개의 파라미터는 시간 변조 필터의 초기 필터 차단을 제어한다. 하나의 파라미터는 음조
의 강제에 근거하여 필터 차단을 떨어뜨린다. 음조가 부드럽게 연주되면 될수록, 초기 차단 주파수는 더 
낮아진다. 음조가 위쪽으로 피치 시프트 될 때, 차단은 낮아진다. 피치 시프팅이 더 강한 조화 목록을 아
래쪽으로 생성한다. 제2 파라미터 조절은 조각들을 통해 부드러운 팀브럴(timbral)의 변화를 용이하게 한
다.

도 6에 대해서는, 피치 발생기(104)와 효과 프로세서(108)의 가변의 램과 롬 구조를 가지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의 상호 연결을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롬(602)에 직접 연결되고,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
(MIDI) 해석기 램 엔진(606)을 통해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604)에 연결된다. 악기 디
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 엔진(606)은 피치 발생기 데이터 엔진(612)와 선입선출(FIFO)(610)을 
통해 피치 발생기 램(608)에 데이터를 출력한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 엔진(606)과 
피치 발생기 데이터 엔진(612)은 전형적으로 제어기 또는 효과 과정을 제어하는 상태 장치이다. 악기 디
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 엔진(606)은 선입선출(FIFO)(616)과 효과 프로세서 데이터 엔진(618)을 
통해 효과 프로세서 램(614)에 데이터를 출력한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 엔진(606)은 
선입선출(620)과 효과 프로세서 데이터 엔진(618)을 통해 효과 프로세서 램(614)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롬(602)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명령을 해석하기 위해, 
그리고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가 "음조 온(Note On)" 명령의 결과에 응답하는 데이터
를  포맷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를  출력한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롬(602)은  악기 
정보, 음조 정보, 오퍼레이터 정보와 볼륨/표현 램 엔진(606)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을 포함한다.

악기 정보는 악기의 목록이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롬(602)의 악기 정보 부분에서 하나
의 등록은 할당되고,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에 의해 연주된 각 악기에 대해 인코딩 된다. 악
기에 대한 악기 정보는: (1) 다중샘플의 전체 또는 최대 수, (2) 코러스 깊이 디폴트(default), (3) 반향
음 깊이 디폴트, (4) 팬(pan) 좌/우 디폴트와 (5) 음조 정보에서의 목록을 포함한다. 다중샘플 수는 악기
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샘플의 수의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를 알린다. 코러스 
깊이 디폴트는 효과 프로세서(108)에서 진행된 악기에 대한 발생된 코러스 중에서 디폴트를 나타낸다. 반
향음 깊이 디폴트는 효과 프로세서(108)에서 연주된 악기에 대해 발생된 반향음 중에서 디폴트를 나타낸
다. 팬(pan) 좌/우 디폴트는 일반적으로 타진하는 악기의 디폴트 팬 위치를 나타낸다. 음조 정보의 목록
은 악기에 대한 다중샘플과 일지하는 음조 정보에서의 제1 등록을 가리킨다. 다중샘플 수 파라미터는 악
기와 관련된 제1 목록 후의 목록들을 규정짓는다.

음조 정보는 각 다중샘플 음조의 정보 목록을 포함하고, (1) 최대 피치, (2) 자연적인 피치, (3) 오퍼레
이터 수, (4) 포락선(envelope) 스케일 플래그, (5) 오퍼레이터 롬(OROM)/ 효과 롬(EROM) 목록과 (6) 시
간-변조 필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FROM) 목록을 포함한다. 최대 피치는 특별한 다중샘플이 사용된 최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키 값,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음조 온(Note On)" 명령의 일부분
과 일치한다. 자연적인 피치는 저장된 샘플이 기록된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키 값이다. 음조의 
피치 시프트는 요구되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키 값과 자연적인 피치 값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
정된다.  오퍼레이터  수는  개체  오퍼레이터  또는  음조로부터  결합된  샘플의  수를  규정짓는다. 포락선
(envelope) 스케일 계수는 포락선 상태 장치(미도시)가 피치에서의 변화를 가지는 일정한 포락선 시간을 
적절히 판단하는지를 제어한다. 즉, 포락선 상태 장치는 음조의 자연적인 피치 값으로부터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키  값의  변화에  기초하여 포락선 시간  파라미터를 적절히 판단한다.  오퍼레이터 롬
(OROM)/효과 롬(EROM) 목록은 오퍼레이터 수에 의해 규정된 목록의 수반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음조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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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 롬 목록을 가리킨다. 오퍼레이터 롬(OROM)/효과 롬(EROM) 목록은 또한 오퍼레이터에 대한 포
락선 파라미터를 가리킨다. 시간-변조 필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FROM) 목록은 음조와 일치하는 필터 정
보 롬(미도시)에서 의 구조를 가리킨다.

오퍼레이터 정보는 특정한 개체 오퍼레이터 또는 다중샘플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샘플인 정보를 포함한
다. 오퍼레이터 정보 파라미터는: (1) 샘플 어드레스 롬 목록, (2) 자연적인 샘플 비율, (3) 1/4 피치 시
프트 플래그와 (4) 진동 정보 롬 포인터를 포함한다. 샘플 어드레스 롬 목록은 시작 어드레스, 끝 어드레
스와 루프 카운트를 포함하는 저장된 샘플과 일치하는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샘플 어드레스 롬(미도시)에
서 의 어드레스를 가리킨다. 자연적인 샘플 비율은 저장된 샘플의 원래의 샘플링 비율을 나타낸다. 자연
적인  샘플  비율은  "음조  온(Note  On)"  명령의  수신의  시간에서  피치  시프트  변조의  계산에  대해 
사용된다. 1/4 피치 시프트 플래그는 피치 시프트 값이 반음 또는 1/4 반음에서 계산되는지를 나타낸다. 
진동 정보 롬 포인터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진동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
기 롬(602)의 진동정보의 목록이다.

볼륨/표현 룩업 테이블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에 대한 채널 볼륨과 채널 표현 제어
를 용이하게 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604)은 전달 선입선출(FIFO)에 대한 내부 오퍼레이터와 임시 저
장의 상태에 따라는 정보를 저장한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604)은 채널 정보 저장, 
오퍼레이터 정보 저장,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FIFO) 저장과 효과 프로세서 선입선출(FIFO) 저장을 포함한
다.

채널 정보 저장은 특별한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에 속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악기 디지
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에 할당된다. 예를 들어, 16-채널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장치(100)에
서, 채널 정보 저장은 각 채널에 대한 16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채널 정보 저장 요소는 특별한 악기 디지
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에 대한 악기를 할당하는 채널 악기 할당,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강제 명령에 의해 유도된 음조에 대한 포락선 발생기에 의해 더해진 전음(tremolo) 중에서의 변화에 대한 
채널 강제 값,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피치 대역 변화 명령에 의해 유되된 위상 델타 계산 동안 
피치 발생기(104)에 의한 용법에 대한 피치 대역 값과 허용된 피치 대역 값의 범위의 한계를 규정짓는 피
치 대역 감도를 포함하는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채널 정보 저장 요소는 또한 피치 발생기(104)의 위상 델
타 계산에서 음조의 조율에 대한 좋은(fine) 조율값과 조잡한(coarse) 조율값, 팬 제어기 변화 명령에 의
해 유도된 효과 프로세서(108)의 팬 발생기에 의한 용법에 대한 팬 값과 채널에서 감소하는 진동 중에서 
제어하는 피치 발생기(104)에 의한 용법에 대한 변화 값을 포함하는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채널 정보 저
장 요소는 또한 채널 볼륨 제어기 변환 명령에 의해 유도된 효과 프로세서(108)의 불륨 발생기에서의 볼
륨의 셋팅에 대한 채널 볼륨 값과 채널 음조 제어기 변화 명령에 대한 응답에서의 채널의 볼륨을 제어하
는 채널 음조 값을 포함하는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오퍼레이터 정보 저장은 오퍼레이터에 속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
기(102)에  할당된다.  오퍼레이터  정보  저장  요소는  오퍼레이터에  악기의  전류  할당을  규정짓는  악기 
할당, 오퍼레이터가 "음조 온(Note On)" 명령을 수신에서 새로운 음조의 할당에 대해 유효한지를 나타내
는 오퍼레이터에 사용된(operator-in-use) 의미(designation)와 "음조 오프(Note Off)" 명령이 특별한 음
조-오퍼레이터 할당에 대해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 오프 플래그를 포함하는 파라미터를 저장
한다. 악기 할당은 같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에서 같은 악기로부터 이미 연주된 음조를 나
타내는 "음조 온(Note On)" 명령의 수신에서 종결하기 위해 오퍼레이터를 결정하기 위해 악기 디지털 인
터페이스(MIDI) 해석기(102)에 의해 사용된다. 오퍼레이터 오프 플래그는 새로운 "음조 온(Note On)" 명
령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종결이 계류중이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
스(MIDI)  해석기(102)에  의해  사용된다.  오퍼레이터  정보  저장  요소는  또한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
(MIDI) 채널에 대한 오퍼레이터의 할당을 나타내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파라미터, 주어진 
음조와  일치하는  오퍼레이터의  수와  오퍼레이터가  연주되는  채널에  대한  "유지  제어기(Sustain 

Controller)" 명령의 수신을 나타내는 유지 플래그를 포함하는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유지 플래그는 유지
가 해제되거나 오퍼레이터가 진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포락선의 감소 상태에서 포락선 상태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오퍼레이터 정보 저장 요소는 또한 오퍼레이터가 동작하는 채널에 대한 "연장 
제어기(Sostenuto Controller)" 명령의 수신을 나타내는 연장 플래그, 음조 정보 저장 목록과 오퍼레이터 
정보 저장 목록을 저장한다. 연장 플래그는 현재의 활성 오퍼레이터가 "연장 오프(Sostenuto Off)" 명령
이 수신될 때까지 "음조 오프(Note Off)" 명령에 의해 종결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음조 정보 저장 목
록은 선정된 음조 정보에 대한 음조 저장을 나타낸다. 오퍼레이터 정보 저장 목록은 선정된 오퍼레이터 
정보에 대한 오퍼레이터 저장을 나타낸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로부터 피치 발생기(104)로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선입선출
(FIFO)(610)은 저장된 정보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피치 발생기(104)에 의한 용법
에 대한 완전한 메시지를 조립하는 임시 버퍼이다. 상기 완전한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 범위, 오퍼레이터
가 할당될지 freed될지를 나타내는 비트를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가 새로운 데이터로 갱신되도
록 선정하는 오퍼레이터 수와 오퍼레이터의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할당을 나타내는 악기 디
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수를 포함한다. 유효한 메시지 타입은 오퍼레이터 데이터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오퍼레이터 정보의 갱신에 대한 갱신 오퍼레이터 정보, 변조 순회와 피치 대역 값을 사용
하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명령에 대한 응답에서의 변조 순회 변화 타입과 피치 대역 변화 타입
과 모든 소리 오프 메시지 타입을 포함한다. 메시지는 또한 피치 시프트 정보, 진동 선택 목록, 샘플 수
집기(grabber) 선택 목록, 오퍼레이터에 대한 원래의 샘플 비율의 선정과 변조 순회 변화 파라미터를 포
함한다. 샘플 비율 선정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 수집기(706)에서 새로운 진동 비율과 위상 델
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변조 순회 변화는 변조 순회 제어기 변화 명령에 대한 응답에서 샘플 
수집기에 대한 위상 델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로부터 효과 프로세서(108)로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선입선
출(616)은 정보를 저장하고 효과 프로세서(108)에 의한 용법에 대한 완전한 메시지를 조립하는 하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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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임시 버퍼이다. 완전한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 범위, 연사자가 할당되는지 해
산되는지를 나타내는 비트의 사용에서의 오퍼레이터, 포락선 상태 장치가 피치 시프트를 기초로 하는 주
어진 오퍼레이터에 대해 시간 파라미터를 적절히 판단하는지를 나타내는 포락선 조립 비트, 오퍼레이터가 
메시지를 받는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 수, 오퍼레이터의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할당을 나
타내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수와 음조 오프 또는 다른 명령이 발생하면, 주어진 오퍼레이
터를 종결시킬지를 결정하는 오퍼레이터 오프 플래그를 포함한다. 유효한 메시지 타입은 채널 볼륨, 팬
(pan) 변화, 반향음 깊이 변화, 코러스 깊이 변화, 유지(sustain) 변화, 연장(sostenuto) 변환, 프로그램 
변화, 음조 온, 음조 오프, 피치 갱신, 모든 제어기 리셋, steal 오퍼레이터, 모든 음조 오프와 모든 소
리 오프 메시지를 포함한다. 메시지는 또한 포락선 조합을 진행하는 포락선 상태 장치에 의해 사용된 피
치 시프트 정보, 메시지 타입이 최대 진폭 값을 계산하기 위해 포락선 상태 장치에 의해 사용된 새로운 
오퍼레이터의 할당을 요구할 때의 "음조 온 속도(Note On Velocity)"와 메시지 타입이 새로운 악기 디지
털 인터페이스(MIDI) 팬 제어기 변화 명령일 때의 팬 값을 포함한다. 메시지는 추가로 새로운 악기 디지
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볼륨 명령이 수신될 때의 채널 볼륨 정보, 새로운 코러스 깊이 명령이 수신될 
때의 코러스 깊이 정보와 새로운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반향음 명령이 수신될 때의 반향음 깊이 
정보를 포함한다. 메시지에서의 추가적인 정보는 필터 상태 장치(미도시)에 의한 용법에 대한 필터 정보
와 포락선 상태 장치에 의한 용법에 대한 포락선 정보에 대한 목록을 포함한다.

선입선출(620)은 "오퍼레이터 stealing"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각의 프레임에서, 효과 프로
세서(108)는 전체 소리에 가장 작은 기여자를 결정하고, 선입선출(620)을 통해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
(MIDI) 해석기(102)로 가장 작은 기여자의 수를 보낸다. 모든 오퍼레이터가 할당되는 동안 새로운 "음조 
온(Note On)" 명령이 수신되면,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는 새로운 음조를 할당하기 위
해 하나의 오퍼레이터 또는 필요하다면 다중 프레임에서 다중 오퍼레이터를 steal 한다. 악기 디지털 인
터페이스(MIDI) 해석기(102)가 오퍼레이터를 훔칠 때, 메시지는 선입선출(616)을 통해 상태의 효과 프로
세서(108)을 알리기 위해 보내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효과 프로세서(108)는 음조의 볼륨, 오퍼레이터의 포락선, 다른 오퍼레이터의 이득과 
비교된 오퍼레이터의 관계 이득, 모든 다른 악기 또는 소리와 간련된 악기의 소리의 세기와 오퍼레이터의 
표현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미터의 해석을 통해 음조에 대한 오퍼레이터의 기여도를 결정
한다. 표현은 음조의 볼륨과 비교할 수 있지만, 정적 소리의 세기보다 전음(tremolo)을 포함하는 음조의 
동적인  작용에  더  관계가  있다.  같은  실시예에서,  효과  프로세서(108)는  음조의  볼륨의 모니터링
(monitoring),  오퍼레이터의 포락선과 다른 오퍼레이터의 이득과 비교된 오퍼레이터의 관계이득에 의해 
음조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효과 프로세서(108)는 샘플링 주파수에서 각 주기에 대한 64 오퍼레이터의 기
여도를  평가하고,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에  전달하는  선입선출(620)에 기여
(contribution) 값을 쓴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102)는 가장 작은 기여 오퍼레이터를 
종결하고,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활성화 한다.

도 7에 대해서, 로우(raw) 샘플이 샘플 롬(106)으로부터 읽혀지고, 진행되고, 효과 프로세서(108)에 보내
지는 비율을 결정하는 피치 발생기(104)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여기서는 출력 데이터 비율이 64 
샘플이고, 각각 44.1 KHz 프레임에서, 오퍼레이터마다 하나의 샘플이다. 64 오퍼레이터에 대해 64 샘플은 
본질적으로 병렬로 진행된다. 각 음성 음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오퍼레이터, 사실상 두 개의 웨이브테
이블 엔진이 두 개의 샘플로 동시에 독립적으로 진행하므로 동시에 진행되는 고주파수 대역 오퍼레이터와 
저주파수 대역 오퍼레이터로 코딩된다.

피치 발생기(104)는 세 개의 1차 계산 엔진: 진동 상태 장치(702), 샘플 수집기(704)와 샘플 비율 변환기
(706)를 포함한다. 진동 상태 장치(702)와 피치 발생기 데이터 엔진(612)은 상호 연결되고, 제어 정보와 
데이터를 서로 전달한다. 진동이 선택되면, 진동 상태 장치(702)가 샘플 롬(106)으로부터 로우(raw) 샘플
이 읽혀지기 전에 작은 양에 의해 피치 위상이 수정된다. 진동 상태 장치(702)는 또한 피치 발생기 롬 데
이터 엔진(708)을 통해 피치 발생기 롬(707)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피치 발생기 데이터 엔진(612)
과 피치 발생기 롬 데이터 엔진(708)은 데이터 저장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제어기 또는 상태 장치이다.

샘플 수집기(704)와 피치 발생기 데이터 엔진(612)은 데이터를 교환하고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상호 연결
된다. 샘플 수집기(704)는 샘플 롬(106)으로부터 로우(raw) 샘플 데이터와 피치 발생기 롬(707)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샘플 수집기(704)는 선입선출(710)을 통해 샘플 비율 변환기(706)에 데이터를 전달한
다. 샘플 수집기(704)는 피치 발생기 램(608)으로부터 현재의 샘플 롬 어드레스를 읽고, 다음에 기술된 
방법에서 진동 상태 장치(702)에 의해 결정되는 수정된 위상 델타를 더하고, 새로운 샘플이 읽혀지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위상 델타 덧셈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위상 델타 덧셈이 증가된 어드레
스의 정수 부분을 야기하면, 샘플 수집기(704)는 다음 샘플을 읽고 이전의 12개의 샘플과 예를 들어, 12-
딥(deep) 선입선출에 대해 가장 새로운 샘플을 유지하는 피치 발생 선입선출(710)의 적당한 선입선출에 
샘플을 쓴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샘플 롬(106)으로부터 획득된 펄스 코드 변조(PCM) 파형 데이터이다. 저장된 펄
스 코드 변조(PCM) 파형은 저주파수 또는 고주파수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샘플의 주파수 목록에 기초로 하
여 가장 낮은 가능한 비율에서 샘플링 된다. 보통의 선형 보간법 기술은 신호를 알맞게 재생하는 석을 실
패한다. 음향 신호의 재생을 충분히 개선하기 위해,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256의 비율에 의해 오버샘
플링된 12-탭(tap) 보간법을 실행한다. 도 8은 알맞은 12-탭(tap) 보간법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을 통해서 샘플 수집기(704)에 연결되고, 또한 샘플 
비율 변환기 필터 롬(712)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샘플 비율 변환기 출력 
데이터 버퍼(714)와 효과 프로세서 데이터 엔진(618)을 통해 효과 프로세서 램(614)에 데이터를 보낸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프레임(예를 들어, 44.1 KHz)마다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의 각 선입선출을 
읽고, 선정된 프레임 비율(여기서는 44.1 KHz)에 샘플을 삽입하기 위해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에서 
12 개의 샘플에 샘플 비율 변환 오퍼레이션을 형성한다. 삽입된 샘플은 효과 프로세서(108)에 의해 수반
하는 진행에 대해 효과 프로세서 램(614)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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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상태 장치(702)는 음조가 연주되는 동안 음조에 진동 또는 피치 변화 효과를 첨부한다. 음악가는 소
리에 풍부를 첨부하기 위해 피치 또는 강도에서 작은 준-주기적인 변화(quasi-periodic variation)를 종
종 만든다. 피치에서의 작은 변화는 진동이라고 부른다. 강도에서의 작은 변화는 전음이라고 부른다. 어
떤 악기, 예를 들어 트럼펫은 자연스럽게 진동을 포함한다. 변조 순환(modulation wheel)(미도시)dms 또
한 악기의 진동 깊이를 제어한다. 진동의 두 개의 타입은 도시된 실시예에서 실행된다. 첫 번째 타입 진
동은 악기의 초기 피치 시프트로써 실행된다. 피치로써의 진동 결과는 복수의 주기에 결정된다. 어떤 수
단에서, 진동에서의 결정된 피치 시프팅은 저장된 샘플에 기록된다. 진동의 두 번째 타입은 선택된 지연 
후에 피치 변화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피치 발생기 롬(707)의 진동 부분에서 저장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줄어든 피치 시프트의 양,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피치 발생기 롬(707)의 진동 부분에 저
장된다. 같은 실시예에서, 자연적인 샘플 피치에 진동인 첨부되는 비율을 제어하는 파형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롬(602)에서 진동 정보 안에 진동 룩업 테이블에 저장된다.

샘플 수집기(704)는 샘플 롬(106)에서 현재의 어드레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계산된 위상 델타 값을 사용하
고, 새로운 샘플이 샘플 롬(106)으로부터 읽혀지고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에 써지는지를 결정한다. 
도 9는 샘플 수집기(704)의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될 때(902),  샘플 수집기
(704)는 피치 발생기 롬(608)으로부터, 샘플 어드레스 플래그(SAF) 값을 읽는다(904). 샘플 어드레스 플
래그(SAF)  값은  새로운  샘플이  이전의  프레임 어드레스의 증가에 기인하여 읽혀지는지를 샘플 수집기
(704)에 알린다. 샘플 어드레스 플래그(SAF) 값이 제로이면, 샘플 수집기(704)는 제2 위상 진행(940)으로 
점프한다. 샘플 어드레스 플래그(SAF) 값이 제로가 아니면, 샘플 수집기(704)는 샘플에 포인터로써 현재
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샘플 롬(106)으로부터 다음 샘플을 읽고,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에 샘플을 
쓴다(906). 샘플 수집기(704)는 단지 롬/램 대역폭 한계에 기인하여 오퍼레이터마다의 프레임마다 두 개
의 샘플로 움직인다. 샘플이 움직인 후에, 샘플 어드레스의 정수부분은 증가되고(908), 피치 발생기 램
(608)에 다시 쓰여진다.

일단 샘플이 움직이면, 샘플 수집기(704)는 샘플 롬(106)에서 어드레스를 증가시키고(910), 필요하다면, 
다음 프레임에 대한 샘플 어드레스 플래그(SAF)를 셋 한다(912). 오퍼레이터에 대한 위상 델타는 진동 상
태 장치(702)가 위상 델타에 어떤 변경을 형성한 후에 피치 발생기 램(608)으로부터 읽혀지고, 현재 샘플 
어드레스를  더한다(916).  위상  델타가  적어도  하나의  정수  값에  의해  증가되기  위해  어드레스를 
야기하면, 샘플 어드레스 플래그(SAF)는 제로가 아닌 값을 포함하고, 다음 프레임 동안, 새로운 샘플이 
샘플 롬(106)으로부터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로 복사된다. 증가된 정수 어드레스는 이 시간에 저장되
지 않는다. 샘플 수집기(704)는 샘플이 샘플 롬(106)으로부터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로 움직인 후에 
다음 프레임 동안 어드레스의 정수 부분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값은 피치 발생기 램(608)에 다시 저장된
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에서 각 오퍼레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원래
의 샘플 비율을 정의된 비율, 예를 들어 44.1 KHz로 변환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동작을 형성한
다. 각 클럭 주기 동안,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로부터 샘플을 읽고, 샘플 
비율 변환기 필터 롬(712)로부터 필터 계수를 읽고, 필터 계수에 의해 샘플을 곱한다. 이러한 곱셈 결과
는 누산기(미도시)로부터 샘플 비율 변환기(706) 안으로 움직이고, 샘플 비율 변환기(706)의 출력 버퍼
(미도시)에 움직이고, 누산기는 클리어 된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모든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
(예를 들어, 64 개의 선입선출)이 진행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같은 실시예에서, 필터 계수는 오퍼레이터 다상(polyphase) 값에 의해 결정된다. 샘플 비율 변환기 필터 
롬(712)는 12-탭(tap) 필터 계수의 256 셋으로써 편성된다. 샘플 수집기(704) 다상은 오퍼레이터 샘플 어
드레스의 분수 부분의 가장 중요한 8 비트에 상당하는 8-비트 값이다. 오퍼레이터 샘플 어드레스는 샘플 
비율 변환기 필터 롬(712)에서 계수의 256 셋으로부터 계수의 셋을 선택하기 위한 목록으로써 사용된다.

피치 발생기 롬(707)은 샘플 어드레스 롬, 진동 디폴트 파라미터 저장과 진동 포락선 파라미터 저장을 포
함하는 세 개의 데이터 구조를 포함한다. 샘플 어드레스 롬은 각각의 샘플에 대해 특별한 다중샘플에 대
한 첫 번째 로우(raw) 샘플의 시작하는 어드레스 위치, 샘플 수집기(704)가 끝마치는 때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우(raw) 샘플의 끝나는 어드레스와 샘플 루프가 진행되는 동안 끝나는 어드레스로부터 시작하
는 어드레스로 거꾸로의 카운팅에 대한 루프 뺄셈 카운트를 포함한다.

진동 디폴트 파라미터 저장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604)에서 각 오퍼레이터 정보 저
장과 일치하는 파라미터를 유지한다. 진동 디폴트 파라미터는 진동이 초기 피치 시프트인지 자연적인 진
동인지를 나타내는 모드 플래그와 오퍼레이터로부터 더해지거나 빼진 피치 변화 중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진동의 두 타입은 시간-분할 주기적인 진동 실행과 피치 램프 또는 피치 시프트 실
행을 포함하여 실행된다. 진동 디폴트 파라미터는 진동이 진동의 두 개의 타입 모두에 대해 시작할 때를 
나타내는 시작 시간을 포함한다. 진동 디폴트 파라미터는 또한 피치가 피치 시프트 진동 실행에 대해 자
연적인 피치증가에 대한 시간-분할 주기적인 진동 실행 또는 비율에 대한 끝날 때를 나타내는 끝나는 시
간조차 포함한다.

진동 포락선 파라미터 저장은 샘플 수집기(704)의 위상 델타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진동 상태 장치(702)에 
의한 용법에 대해 포락선 모양을 유지한다.

피치 발생기 램(608)은 각각 진동 상태 장치(702)와 샘플 수집기(704)에 의한 용법에 대한 변조와 진동 
상태 장치 정보를 포함하는 램의 큰 블록이다. 진동 상태 장치 정보는 각 오퍼레이터에 대한 샘플 어드레
스 값을 증가시키는 위상 델타 파라미터, 가장 최근의 위상 델타 파라미터를 유지하는 이전의 위상 델타
와, 초기의 피치 시프트 진동을 실행하기 위해 오퍼레이터에 더하는 초기의 위상 델타를 유지하는 시작 
위상 델타를 포함한다. 진동 상태 장치 정보는 또한 위상 델타를 계산하는 원래의 샘플 비율, 자연적인 
진동 실행에 대한 최대 위상 델타를 규정하는 위상 깊이, 요구되는 키 값을 달성하기 위한 피치 시프트 
중에서 표시하는 피치 시프트 반음과 피치 시프트 중요한 값을 포함한다. 진동 상태 장치 정보는 추가로 
64개의 오퍼레이터 각각에 대한 진동 상태 장치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진동 상태 파라미터, 진동이 시
작하는 시작시간을 나타내는 64 주기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에서의 주기의 카운트를 저장하는 진동 카운트
와 각 프레임마다 위상 델타에 더해지는 델타 값을 유지하는 진동 델타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진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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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정보는 플래그를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동작이 발생하는 데이터인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
널을 나타내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확인과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롬(60
2)의 샘플 수집기 정보와 진동 정보 목록을 포함한다.

변조 값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해석기 램(604)의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에 악기 디지털 인터페
이스(MIDI) 해석기(102)에 의해 쓰여진 채널 변조 값을 저장한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에 샘플 롬(106)에서 샘플을 어드레싱 하는 현재의 
샘플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램과 피치 발생기 램(608)을 포함한다. 샘플 비율 변환기 램은 또한 각 오퍼레
이터에 대한 샘플 어드레스의 분수 부분을 유지하는 다상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모든 샘플링 주파수 주기
와 모든 오퍼레이터에 대해,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다상 값을 샘플 롬(106)에 있는 정수 어드레스에 
더하고, 각 프레임에 대한 위상 델타 값을 더하고, 다상 저장에서 분수 결과를 저장한다. 램은 또한 샘플 
수집기(704)에 의해 계산된 샘플 어드레스와 원래의 샘플 어드레스 값 사이의 차이를 유지하는 샘플 진행 
플래그를 유지한다. 다음의 프레임에서,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샘플 롬(106)으로부터 피치 발생기 선
입선출(710)로 움직이기 위해 샘플의 수를 결정하는, 샘플 진행 플래그를 읽는다. 앰은 또한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에서 가장 새로운 샘플의 위치의 샘플 비율 변환기(706)를 형성하는 선입선출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도 10은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의 구조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피치 발생
기 선입선출(710)은 64개의 오퍼레이터의 각 오퍼레이터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이전의 8 개의 샘플을 유지
한다.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은 각 버퍼가 128-비트 워드인 64개의 버퍼(1002,1004)로써 편성된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각 프레임에서 형성된 768 리드를 가지는 클럭 주기마다 하나의 선입선출 워드
를 읽는다. 샘플 수집기(704)는 128 워드의 최대치를 각 프레임 동안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에 쓴다. 
따라서,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710)은 어드레스 디코더(1006,1008)의 두 개의 셋, 버퍼(1002)의 상위 절
반에 대한 하나와 버퍼(1004)의 하위 절반에 대한 하나를 갖는다. 샘플 수집기(704)와 샘플 비율 변환기
(706)는 항상 샘플 수집기(704)와 샘플 비율 변환기(706)의 버퍼 액세스가 서로 위상을 떠나서(out-of-
phase) 마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스든지 버퍼(1002,1004)의 서로 다른 버퍼를 액세스한다.

버퍼(1002)의  동작 선입선출(0-31)의  첫  번째 위상은 32  개의 오퍼레이터의 진행에 대한 샘플 수집기
(704)에 의해 쓰여진다. 또한 첫 번째 위상 동안,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버퍼(1004)의 선입선출(32-
63)로부터 읽는다. 두 번째 위상 동안, 샘플 수집기(704)는 버퍼(1004)의 선입선출(32-63)을 갱신하고, 
샘플 비율 변환기(706)은 버퍼(1002)의 선입선출(0-31)로부터 읽는다. 버퍼 액세싱은 위상에 따라서 입력 
어드레스를 멀티클렉스하는 어드레스 멀티플레서(1010,1012)와 위상에 따라서 샘플 비율 변환기(706)에 
전달하기 위해 출력을 결정하는 출력 디코더(1014)에 의해 제어된다.

다시 도 7에 대해서는, 샘플 비율 변환기 출력 데이터 버퍼(714)는 효과 프로세서(108)에 피치 발생기
(104)를 동기 시키기 위해 사용된 저장 램이다. 샘플 비율 변환기(706)는 프레임마다 64 개의 샘플의 비
율에서 샘플 비율 변환기 출력 데이터 버퍼(714)에 데이터를 쓴다. 효과 프로세서(108)는 각 값이 진행될 
때 그 값을 읽는다. 효과 프로세서(108)와 피치 발생기(104)는 각각에 의해 같은 비율에서 값이 읽혀지고 
쓰여진다. 샘플 비율 변환기 출력 데이터 버퍼(714)는 하나는 프레임에서 피치 발생기(104)에 의해 쓰여
지고 다른 하나는 다음 프레임의 시작에서 복사되는 두 개의 버퍼(미도시)를 포함한다. 두 번째 버퍼는 
효과 프로세서(108)에 의해 읽혀진다. 이러한 방법에서, 데이터는 완전한 프레임에 대해 효과 프로세서
(108)와 피치 발생기(104) 각각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도 11은 효과 프로세서(108)의 실시예를 보인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효과 프로세서(108)는 샘플 비율 변
환기(708)로부터  샘플을  액세스하고  특별한  효과를  샘플로부터  발생된  음조에  더한다.  효과 프로세서
(108)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명령을 실행하는 효과와 오퍼레이터 샘플을 높이는 효과를 포함하
는 오퍼레이터의 샘플에 효과의 많은 타입을 더한다. 효과 프로세서(108)는 두 개의 주요한 하위 부분, 
일반적인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중에서 효과를 진행하는 첫 번째 하위부분(1102)과 나누어
진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진행하는 두 번째 부분(1104)을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 첫 번째 하위부분(1102)과 두 번째 하위부분(1104) 효과 모두는 오퍼레이터의 기본에 의해 진
행된다. 첫 번째 하위 부분(1102)과 두 번째 하위부분(1104)은 효과 프로세서 롬(1106)에서 유지된 데이
터를 사용하는 효과를 진행한다.

첫 번째 하위부분(1102)은 모든 효과는 프레임 안에 각 오퍼레이터를 조정하기 위해 프레임마다 64번 진
행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에 기초로 하는 효과를 진행한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사이에 
연결되는 효과는 임의의 노이즈 발생, 포락선 발생, 관계 이득과 오퍼레이터 향상에 대해 진행하는 시간-
분할 필터를 포함한다. 두 번째 하위부분(1104)은 채널 볼륨, 팬 왼쪽과 팬 오른쪽, 코러스와 반향음을 
포함하는 다중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에서 생성된 효과를 진행한다. 두 번째 하위부분(110
4)은 또한 진행에 대한 16 개의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프레임마다 64 
번의 효과를 진행한다.

첫 번째 하위부분(1102)은 백색 노이즈 발생, 시간-분할 필터 진행과 포락선 발생을 포함하는 효과를 진
행하는 상태 장치이다. 첫 번째 하위부분(1102) 노이즈 발생기는 시간-분할 필터에서 실행되고, 활성화될 
때, 음조의 실행 동안 임의의 백색 노이즈를 발생한다. 백색 노이즈는 바닷가의 소리와 같은 효과를 생성
하기 위해 사용된다. 같은 실시예에서, 첫 번째 하위부분(1102) 노이즈 발생기는 도 12에서 묘사된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LFSR)(1200)을 사용하여 실행된다.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LFSR)(1200)는 
직렬 연결된 복수개의 플립플롭을 포함한다. 12 개의 직렬 연결된 플립플롭은 초기 값으로 초기화된 12-
비트 임의의 수 레지스터(1202)를 형성한다. 직렬 연결된 플립플롭은 각 주기마다 한번씩 왼쪽으로 시프
트 된다.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LFSR)(1200)는 높은-등급 비트(1204), 14-비트 중간 등급 레지스
터(1206), 3-비트 하위 등급 레지스터(1208), 제1 배타적 오아게이트(EXOR)(1210)와 제2 배타적 오아게이
트(EXOR)(1212)를 포함한다. 12-비트 임의의 수 레지스터(1202)는 높은-등급 비트(1204)와 중간 등급 레
지스터(1206)의 가장-중요한 12 비트를 포함한다. 제1 배타적 오아게이트(1210)는 제1 입력 단자에 14-비
트 중간 등급 레지스터(1206)의 최상위 비트를 수신하고, 제2 입력 단자에 높은-등급 비트(1204)를 수신
하고, 높은-등급 비트(1204)에 전달된 배타적 오아게이트 결과를 생성한다. 제2 배타적 오아게이트(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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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제1 입력 단자에 3-비트 하위 등급 레지스터(1208)의 최상위 비트를 수신하고, 제2 입력 단자에 높
은-등급 비트(1204)를 수신하고, 14-비트 중간 등급 레지스터(1202)의 최하위 비트가 전송된 배타적 오아
게이트 결과를 생성한다.

도 13은, 상태-영역 필터를 사용하는 같은 실시예에서, 제1 하위부분(1102) 시간 분할 필터 진행이 실행
된다. 도시된 상태-영역 필터는 일반적으로 저역통과 필터로써 사용된 제2-등급 무한 충격 응답(IIR) 필
터이다. 시간-분할 필터는 음조 증가의 기간에 따라 저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보다 낮게 실행된다. 
일반적으로, 음조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명함은 고주파수 음조 정보가 더 작은 에너
지를 갖기 때문에 더 잘 잃어버리고, 저주파수 목록과 비교해서 빠르게 흩어진다.

시간-분할 필터는 저주파수에서보다 고주파수에서 더 빠른 감소를 가지는 자연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유익
하다. 루핑 기술과 파형의 인공적인 레벨링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감소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주
파수 초과 시간에서 소리 신호의 필터링에 의해 더 사실적으로 재생된다. 루프는 전체 변화가 유지되는 
동안 파형에서 더 일찍 유익하게 생성된다.

제 1 하위부분(1102) 포락선 발생기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포락선을 생성한다. 도 14는 음조 신호에 적용
된  대수  크기에  진폭  포락선  함수(1400)를  묘사한  그래프이다.  진폭  포락선  함수(1400)는  시작 단계
(1402),  유지  단계(1404),  초기  부자연적인 감소  단계(1406),  자연적인 감소  단계(1408)와  해제 단계
(1410)를 포함하는 다섯 단계를 갖는다. 시작 단계(1402)는 진폭이 제로 레벨에서 최대 규정된 레벨로 빠
르게 증가하는 동안 짧은 기간을 갖는다. 시작 단계(1402) 다음에 오는 유지 단계(1404)는 제로 기간일 
수 있는 선택된 짧은 기간 동안 진폭 상수를 유지한다. 유지 단계(1404) 다음에 오는 부자연적인 감소 단
계(1406)는 샘플에 기록된 부자연적인 이득을 제어하기 위해 편승된다. 샘플은 전체-크기 진폭에서 기록
되고 저장된다. 부자연적인 감소 단계(1406)는 적당한 악기를 사용하는 자연적인 레벨에 대한 진폭을 감
소시킨다. 부자연적인 감소 단계(1406) 다음에 오는 자연적인 감소 단계(1408)는 전형적으로 진폭 포락선 
함수(1400)의 모든 단계의 가장 긴 기간을 갖는다. 자연적인 감소 단계(1408) 동안, 음조 진폭은 서서히 
활성 음악 신호의 방법으로 점점 작아진다. 제1 하위부분(1102) 상태 장치는 "음조 오프(Note Off)" 메시
지가 수신되고 음조가 빠르게 종결되기 위해 강제할 때, 해제 단계(1410)로 들어간다. 해제 단계(1410) 
동안, 진폭은 빠르게 현재 레벨에서 제로 레벨로 감소한다.

제 1 하위부분(1102) 포락선 발생기는 포락선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음조에 대한 규정된 키 속도 파라미
터를 사용한다. 포락선의 진폭이 증가하고 형성된 음조 진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키 속도는 키의 더 
힘껏 치는 것의 지시이다.

형성된 음조의 진폭은 제1 하위부분(1102) 관계 이득 동작에 더 많이 의존한다. 관계 이득은 계산되고 다
른 오퍼레이터 포락선 정보를 가지는 효과 롬(EROM) 메모리에 저장된다. 관계 이득 파라미터는 악기의 관
계 볼륨, 악기에 대한 음조의 관계 볼륨과 음조를 형성하기 위해 포함된 다른 오퍼레이터에 관계된 오퍼
레이터에 대한 관계 볼륨의 결합이다.

제1 하위부분(1102)은 나누어진 관계 이득 멀티플리어를 사용하는 단일 상태 장치 안에서 동작의 진행에 
기초로 하는 많은 다중 오퍼레이터를 형성한다. 따라서, 전체 제1 하위부분(1102) 상태 장치는 일반적인 
멀티플리어를 시간-분할 한다.

일단 오퍼레이터 이득이 제1 하위부분(1102)에 의해 계산되면, 제2 하위부분(1104) 상태 장치는 개별적인 
오퍼레이터 출력신호에서 채널-특정 효과를 진행한다. 채널-특정 효과는 채널 볼륨, 좌/우 팬, 코러스와 
반향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  15에  관해서,  제2  하위부분(1104)  상태  장치는  채널  볼륨  상태 장치
(1502), 팬 상태 장치(1504), 코러스 상태 장치(1506), 코러스 엔진(1508), 반향음 상태 장치(1510)와 반
향음 엔진(1512)을 포함한다.

채널 볼륨 상태 장치(1502)는 진행되고, 먼저 다른 남겨진 효과가 관계 볼륨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병렬로 
계산되기 때문에 채널 볼륨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같은 실시예세서, 채널 볼륨은 다음의 식에 따라서 악
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채널 볼륨 명령의 선형 범위에서 관계 값에 의해 다중값을 사용하여 간단하
게 계산된다:

여기서, 디폴트 '표현값'은 127과 같다.

볼륨 결정에 따라오는 채널 볼륨 상태 장치(1502)에 의해 형성된 제1 효과는 팬 상태 장치(1504)를 사용
하는  팬  효과이다.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팬  명령은  좌로  팬의  양을  열거하고, 리마인더
(reminder)가 우로 팬의 양을 열거한다. 예를 들어, 0으로부터 127의 팬 범위에서, 64의 값은 중심에 있
는 팬을 나타낸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좌, 우 멀티플라이는 파워 상수를 유지하는 원래의 총계를 액세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총계의 제곱근을 유지하는 룩업 테이블 값의 액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동등-파워
(equal-power)" 팬 크기에 대한 식은 다음의 식에 의해 나타난다:

현재의 피승수는 팬값에 기초로 한 효과 프로세서 롬 팬 상수로부터 읽혀진다. 좌, 우 팬 값은 계산되고 
출력 누산기에 보내진다. 주선율의 악기 채널에서 팬값은 수신된 값이 특정한 채널에 선택된 악기에 대한 
디폴트 값을 바꾸는 것과 같이 독립적이다. 타진하는 채널에서 팬 값은 개별적인 타진하는 소리 각각에 
대한 디폴트 값에 관계된다.

효과 프로세서(108)는 효과를 진행하기 위해 효과 프로세서 롬(1106)에 저장된 디폴트 파라미터의 몇몇 
셋을 액세스한다. 효과 프로세서 롬(1106)은 채널 볼륨 상태 장치(1502), 팬 상태 장치(1504), 코러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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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장치(1506)와 반향음 상태 장치(1510)로 나뉜 롬이다. 효과 프로세서 롬(1106)에서 유지된 디폴트 파
라미터는 시간-변화 필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FROM), 포락선 발생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EROM), 포락선 
크기 파라미터, 코러스와 반향음 상수, 팬 피승수 상수, 전음 포락선 모양 상수와 키 속도 상수를 포함한
다.

시간-변화 필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FROM)는 전형적으로 고주파수 정보를 더하거나 또는 빼는 것에 의해 
악기의 음조에 더욱 자연스런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된 정보를 포함한다. 시간 변화 필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FROM)는 초기 주파수, 주파수 시프트 카운트, 필터 감소, 활성화 시작 시간, 감소 시간 카운트, 
초기 속도 필터 시프트 카운트, 피치 시프트 필터 시프트 카운트와 Q 값을 포함한다. 주파수 시프트 값과 
필터 감소는 주파수 차단 감소의 비율을 제어한다. 활성화 시작 시간은 음조가 활성화 된 후에 필터 상태 
장치(미도시)가 데이터 필터링 시작을 기다리는 기간을 결정한다. 감소 시간 카운트는 일정한 주파수에서 
멈추기 전에 필터가 계속 감소하는 기간을 제어한다. 초기 속도 필터 시프트 카운트(IVFSC)는 필터 차단 
주파수가 음조의 초기 속도에 기초로 하여 조절되는 양을 제어한다. 같은 실시예에서, 초기 속도 필터 시
프트 카운트(IVFSC)는 다음의 식에 따라서 초기 차단 주파수를 조절한다:

피치 시프트 필터 시프트 카운터(PSFSC)는 필터 차단 주파수가 음조의 초기 피치 시프트에 기초로 하여 
조절되는 양을 제어한다. 같은 실시예에서, 피치 시프트 필터 시프트 카운트(PSFSC)는 다음 식에 따라서 
초기 차단 주파수를 조절한다:

Q 시프트 파라미터는 필터 차단의 모양을 결정하고 마지막 출력 신호를 계산하기 전에 고역 통과 계수를 
시프트 하는 필터 계산에서 사용된다.

포락선 발생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EROM)는 각 오퍼레이터가 포락선의 각 상태에서 남겨지는 시간의 길
이와 각 오퍼레이터 단계에 대한 진폭 델타를 규정한다. 포락선 발생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EROM)는 시
작 타입, 시작 델타, 시간 유지, 전음 깊이, 부자연적인 감소 델타, 부자연적인 감소 시간 카운트, 자연
적인 감소 델타, 해제 델타, 오퍼레이터 이득과 노이즈 이득을 포함한다. 시작 타입은 시작의 타입을 결
정한다. 같은 실시예에서, 시작 타입은 S자 모양/이중의 과장적인 시작, 기본적인 선형 기울기 시작과 반
전 지수적 시작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 시작 델타는 시작이 진폭에서 증가할 때의 비율을 결정한다. 시간 
유지는 유지 단계(1404)의 기간을 결정한다. 전음 깊이는 전음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포락선을 더하기 위
해 진폭 변조의 양을 결정한다. 부자연적인 감소 델타는 포락선 진폭이 부자연적인 감소 단계(1406) 동안 
감소되는 양을 결정한다. 자연적인 감소 델타는 포락선 진폭이 자연적인 감소 단계(1408) 동안 감소된 양
을 셋 한다. 해제 델타는 해제 단계(1410) 동안 포락선 감소의 비율을 셋 한다. 오퍼레이터 이득은 최대 
포락선 진폭 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이즈 이득은 오퍼레이터에 더해지는 백색 노이즈의 양을 결
정한다.

포락선 크기 파라미터는 두 개의 파라미터, 시간 계수와 비율 계수를 포함한다. 시간 계수와 비율 계수는 
샘플이 원래의 샘플링의 시간으로부터 피치-시프트되는 양에 기초로 하여 저장된 포락선 발생기 오퍼레이
터 파라미터(EROM)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된다. 피치가 시프트 다운되면, 시간 계수는 비율 크기
가 감소 비율을 감소시키는 동안 시간 상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축소된다. 반대로, 피치가 높게 시프트되
면, 시간 계수는 비율 크기가 감소 비율을 증가시키는 동안 시간 상수를 감소 시키기 위해 축소된다.

전음 포락선 모양 상수는 음조의 유지 단계 동안 전음을 발생시기기 위해 포락선 상태 장치(미도시)에 의
해 사용된다. 전음 포락선 모양 상수는 전음 파형의 모양으로부터 복수의 상수를 포함한다.

티 속도 상수는 최대 진폭 식의 일부분으로써 포락선 발생기에 의해 사용된다. 키 속도 값은 상수 피승수
를 정정하기 위해 포락선 발생기 룩업 롬에 색인을 단다.

효과 프로세서 램(614)은 효과 프로세서(108)에 의해 사용된 스크래치패드(scratchpad) 램이고, 시간-변
화 필터 파라미터, 포락선 발생기 파라미터, 오포레이터 제어 파라미터, 채널 제어 파라미터, 반향음 버
퍼와 코러스 램을 포함한다. 시간 변와 필터 파라미터는 필터 상태, 차단 주파수, 차단 주파수 시프트 
값, 필터 시간 카운트, 필터 델타, 피치 시프트 반음 파라미터, 제1 지연(D1), 제2 지연(D2)과 시간-변화 
필터 롬 목록을 포함한다. 필터 상태는 각 오퍼레이터에 대한 필터 상태 장치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 
차단 주파수는 필터의 초기 차단 주파수이다. 차단 주파수 시프트 값은 지수적 감소의 근사치에서의 사용
에 대한 지수이다. 필터 시간 카운트는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 적용되는 기간을 제어한다. 필터 델타는 지
수적인 감소 근사치에서 적용된 차단 주파수 초과 시간에서의 변화이다. 피치 시프트 반음 파라미터는 원
래의 샘플이 요구되는 음조를 적용하기 위해 시프트되는 피치 시프트의 양이다. 제1 지연(D1)과 제2 지연
(D2)은 무한 충격 응답(IIR) 필터의 제1, 제2 지연 소자를 나타낸다. 시간-변화 필터 롬 목록은 오퍼레이
터에 대한 시간-변화 필터 롬에서의 목록이다.

포락선 발생기 파라미터는 포락선의 각 단계에 대한 시간의 카운트와 데이터에 대한 진폭 멀티플리어를 
계산하기 위한 포락선 발생기 상태 장치에 의해 사용된다. 포락선 발생기 파라미터 램은 포락선 상태, 포
락선 시프트 값, 포락선 델타, 포락선 시간 카운트, 포락선 멀티플리어, 최대 포락선 진폭, 시작 타입과 
포락선 크기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포락선 상태는 각 오퍼레이터에 대한 포락선 상태 장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포락선 시프트 값은 포락선 진폭 계산에 대한 현재 시프트 값을 포함한다. 포락선 델타는 현재 
포락선 감소 진폭델타를 포함하고, 포락선 상태 장치의 상태가 변할 때, 갱신된다. 포락선 시간 카운트는 
0으로 카운트 다운하는 카운트-다운 값을 유지하고, 제로 카운트에서 상태가 변하기 위해 포락선 상태 장
치를 강제한다. 포락선 시간 카운트는 상태 장치의 상태가 변할 때 쓰여지고, 각 프레임마다 읽혀지고 쓰
여진다. 포락선 시간 카운트는 64로 바우어진 샘플링 주파수의 주기를 갖는 각 프레임에 대해 쓰여진다. 
포락선 프레임 카운트는 각 프레임마다 쓰여지지만, 모든 프레임에서 변경되지는 않는다. 포락선 멀티플
리어는 포락선을 발생하기 위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증가에 대한 진폭 값을 포함한다. 최대 포락선 진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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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오퍼레이터가 할당되고 키 속도, 시작 타입과 시작 델타로부터 구동될 때, 계산된다. 시작 타입은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할당될 때, 포락선 롬에서 효과 프로세서 램(614)에 복사된다. 포락선 크기 플래그
는 시간과 비율 상수가 포락선 롬에서 효과 프로세서 램(614)에 복사되는 동안 감소되는지를 포락선 상태 
장치에 알린다.

오퍼레이터 제어 파라미터는 오퍼레이터 진행에 대한 각 오퍼레이터와 관계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효
과 프로세서(108)에 의해 사용된다. 오퍼레이터 제어 파라미터는 오퍼레이터 사용 플래그, 오퍼레이터 오
프 플래그, 오퍼레이터 오프 소스테누토(sostenuto) 플래그, 미디 채널 번호, 키 온 속도, 오퍼레이터 이
득, 노이즈 이득 오퍼레이터 진폭, 반향음 깊이, 팬 값, 코러스 이득과 반향음 발생기 오퍼레이터 파라미
터(EROM) 목록을 포함한다. 오퍼레이터 시작 플래그는 오퍼레이터가 소리를 발생하는지를 정의한다. 오퍼
레이터  오프  플래그는  음조  오프  메시지가  오퍼레이터가  생성되는  특별한  음조에  대해  수신될  때  셋 
된다. 오퍼레이터 오프 소스테누토 플래그는 오퍼레이터가 활성화되고, 소스테누토 온 명령이 특별한 미
디 채널에 대해 수신될 때 셋 된다. 오퍼레이터 오프 소스테누토 플래그는 소스테누토 오프 명령이 수신
될 때까지 유지 상태에서 오퍼레이터를 강제한다. 미디 채널 번호는 오퍼레이터의 미디 채널을 포함한다. 
키 온 속도는 음조 온 명령의 부분인 속도 값이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해 포락선 상태 장
치에 의해 사용된다. 오퍼레이터 이득은 오퍼레이터의 관계이득이고, 음조 메시지가 수신되고, 오퍼레이
터가 할당 될 때, 효과 프로세서 선입선출에 미디 해석기(102)에 의해 쓰여진다. 노이즈 이득은 오퍼레이
터와 연합되고, 음조 온 메시지가 수신되고, 오퍼레이터가 할당 될 때, 미디 해석기(102)에 의해 효과 프
로세서 선입선출에 쓰여진다. 오퍼레이터 진폭은 데이터 경로를 통해 오퍼레이터가 움직일 때 오퍼레이터
에 적용된 감쇠이다. 반향음 깊이는 반향음 제어기 변화가 발생할 때, 미디 해석기(102)에 의해 피치 발
생기 선입선출에 쓰여진다. 팬 값은 팬 상수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메시지가 미디 해석기(10
2)에서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로 수신될 때 쓰여진다. 팬 상태 장치(1504)는 좌우 채널 출력에 전송되는 
출력신호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팬 값을 사용한다. 코러스 이득은 코러스 이득 변화를 야기하는 메시지
가 발생할 때 쓰여지고, 코러스 상태 장치(1506)에 의해 각 프레임에서 읽혀진다. 반향음 발생기 오퍼레
이터 파라미터(EROM) 목록은 반향음 발생기 오퍼레이터 파라미터 롬에 목록을 만들기 위해 반향음 상태 
장치에 의해 사용된다.

채널 제어 파라미터는 효과 프로세서(108)에 의한 용법에 대한 미디 채널에 정보 특성을 적용한다. 채널 
제어 파라미터는 채널 볼륨, 유지 플래그와 소스테누토 패달 플래그를 포함한다. 채널 볼륨은 채널 볼륨 
제어기 변화가 발생할 때 피치 발생기 선입선출에 미디 해석기(102)에 의해 쓰여진다. 유지 플래그는 유
지 패달 제어는 명령이 미디 해석기(102)에 의해 수신될 때 셋 된다. 포락선 상태 장치는 음조 오프 메시
지가 발생할 때, 해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오퍼레이터를 허용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유지 플래그를 
읽는다. 소스테누토 패달 플래그는 소스테누토 패달 제어기 온 명령이 미디 해석기(102)에 의해 수신될 
때 셋 된다. 포락선 상태 장치는 음조 오프 명령이 발생할 때 해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오퍼레이터를 
허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소스테누토 패달 플래그를 읽는다. 오퍼레이터 오프 소스테누토 플래그가 셋 
되면, 포락선 상태 장치는 플래그가 리셋 될 때까지 자연적인 감소 상태에서 오포레이터를 유지한다.

도 15와 결합된 도 16은 코러스 상태 장치(1506)의 요소를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팬은 결정되고 
코러스는 진행된다. 먼저, 코러스된 오퍼레이터 샘플의 양은 코러스 깊이 파라미터에 기초로 하여 각 채
널에 대해 결정된다. 코러스 깊이 파라미터는 미디 명령을 통해서 전달되고, 멀티플리어는 코러스 알고리
즘에 전달하기 위해 신호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단 코러스 비율이 결정되면, 오디오 신호
는 코러스에 대해 진행된다. 코러스 상태 장치(1506)는 좌측 채널에 대한 무한 충격 응답(IIR) 모든 대역 
통과 필터(1602)와 우측 채널에 대한 무한 충격 응답(IIR) 모든 대역 통과 필터(1604)를 포함한다. 무한 
충격 응답(IIR) 모든 대역 통과 필터(1602,1604)는 각각 다른 저주파수 발진기(LFO)를 가지고 각각 동작
하는 두 개의 직렬 연결된 모든 대역 무한 충격 응답(IIR) 필터를 포함한다. 저주파수 발진기(LFO)의 차
단 주파수는 사운드 신호의 위상을 퍼뜨리기 위해 코러스 상태 장치(1506)가 동작하기 때문에 소사 된다. 
두 개의 무한 충격 응답(IIR) 필터(1602,1604)는 각각 두 개의 무한 충격 응답(IIR) 필터를 포함한다. 모
든 네 개의 무한 충격 응답(IIR) 필터는 실질적으로 모든 시간에서 네 개의 무한 충격 응답(IIR) 필터가 
다른 차단 주파수를 가지므로 초과 시간에서 소사되는 차단 주파수를 갖는다.

도 15와 연합된 도 17은 반향음 상태 장치(1510)의 요소를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반향음 상태 장
치(1510)는 반향음 프로세서에 보내기 위해 채널 샘플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반향음 깊이 미디 제어 파
라미터를 사용한다. 반향음 계산은 신호의 저역 통과 필터링과 다수의 증가적으로-지연되고, 필터링되고, 
조절된 필터링 된 신호의 복사를 가지는 다수의 필터링된 신호의 합계를 포함한다.  반향음 상태 장치
(1510)의 출력은 효과 프로세서(108)에서 다른 상태 장치로부터 출력신호를 더하는 출력 누산기(미도시)
에 보내진다.

반향음 상태 장치(1510)는 신호에서의 다수의 지연의 포함과 다중-에코 사운드 신호를 형성하는 신호가 
지연되고 지연되지 않은 누산에 의해 반향 효과를 생성하는 디지털 반사기이다. 다수의 지연은 다수의 탭
을 가지는 지연 라인 메모리(1702)에 의해 적용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지연 라인 메모리(1702)는 12 
비트 또는 14 비트의 워드 길이를 갖는 길이에서의 805 워드인 선입선출(FIFO) 버퍼로써 실행된다. 그러
나, 알맞은 버퍼 길이와 워드 길이는 지연 라인 메모리(1702)에 의해 알맞게 된다. 같은 실시예에서, 지
연 라인 메모리(1702)는 단청(monaural) 반향 결정에 의해 77,388,644와 779 워드에서의 탭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탭은 다른 알맞은 워드 위치에 위치한다. 어떤 실시예에서, 지연 탭 배치는 프로그램된
다. 77,388,644와 779 워드에서의 탭에 대한 지연 신호와 지연 라인 메모리(1702)의 끝에서의 지연 신호
는  각각  제1  등급  저역  통과  필터(1710,1712,1714,1716,1718)에  적용된다.  제1  등급  저역  통과 필터
(1710,1712,1714,1716,1718)로부터 필터링되고 지연된 신호는 각각 멀티플리어
(1720,1722,1724,1726,1728)에서  각각의 이득 계수(G1,G2,G3,G4)에  의해 증가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이득 계수(G1,G2,G3,G4)는 프로그램될 수 있다.

멀티플리어(1720,1722,1724,1726,1728)로부터 지연되고, 필터링 되고, 증가된 신호는 단청 반향 결과를 
형성하기 위해 덧셈기(1730)에서 누산된다. 멀티플리어(1728)의 출력단자에서 지연 라인 메모리(1702)의 
끝에서 필터링되고 지연된 신호는 좌측 채널 반향 신호를 생성하기 의해 덧셈기(1732)를 사용하는 덧셈기
(1730)의 출력 단자에서 단청 반향 결과를 더한다. 멀티플리어(1728)의 출력 단자에서 지연 라인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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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의 끝에서 필터링되고 지연된 신호는 우측 채널 반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덧셈기(1734)를 사용하
는 덧셈기(1730)의 출력단자에서 단청 반향 결과로부터 빼진다.

덧셈기(1730)에 의해 생성된 단청 반향 결과 는 피드백 계수(F)에 의해 단청 반향 결과를 증가시키는 멀
티플리어(1736)에 적용된다. 피드백 계수(F)는 비록 다른 피드백 계수 값이 알맞을 지라도, 도시된 실시
예에서 1/8이다. 멀티플리어(1736)에 의해 생성된 결과는 덧셈기(1708)에서 반향음 상태 장치(1510)에 입
력 신호에 일치하는 신호를 더하고, 반향음 상태 장치(1510) 안에서 피드백 경로를 완성하기 위해 지연 
라인 메모리(1702)에 입력된다.

메모리 요구량을 줄이기 위해, 반향음 상태 장치(1510)는 4410Hz에서 동작된다. 덧셈기(1708)을 통해 지
연 라인 메모리(1702)에 적용된 입력 사운드 신호는 44.1KHz에서 4410Hz로 부분 제거되고, 반향음 상태 
장치(1510)를 나가는 44.1KHz 에 다시 삽입된다. 효과 프로세서(108)에서의 사운드 신호는 44.1KHz에서 
공급되고, 제6 등급 저역 통과 필터(1704)를 사용하여 필터링되고, 부분제거기(1706)를 사용하여 10 개중
에 하나의 계수에 의해 부분제거 된다. 제6 등급 저역 통과 필터(1704)는 세 개의 제2 등급 무한 충격 응
답(IIR)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2000Hz에서 사운드 신호를 필터링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부분제거
기(1706)는 시프트와 덧셈 동작을 사용하는 샘플 단일-폴(one-pole) 필터로써 실행되지만, 회로 영역과 
동작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곱셈 동작은 실행하지 않는 제4 등급 무한 충격 응답(IIR) 필터이다. 반향 
후의 사운드 신호는 44.1 KHz 좌측 채널 반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시간 테누토(ten) 보간 회로(1740)와 
제6 저역 통과 필터(1742)를 통해 좌측 채널 반향 신호의 전송에 의해 44.1 KHz 로 다시 저장된다. 도시
된 실시예에서, 시간 테누토 보간 회로(1740)는 부분제거기(1706)와 동일하다. 우측 채널 반향 신호는 
44.1 KHz 우측 채널 반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시간 테누토 보간 회로(1744)와 제6 등급 저역 통과 필터
(1746)를 통해 전송된다.

특별한 회로 실시예가 반향음 상태 장치(1510)에 대해 도시될 지라도, 바향 시뮬레이터의 다른 알맞은 실
시예가 가능하다. 특히, 알맞은 반향음 상태 장치는 많거나 거의 없는 저장 요소를 갖는 지연 라인 메모
리를 포함하고, 각각의 저장 요소가 더 크거나 더 작은 비트-넓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저역 통과 필터를 
모든 대역 필터로 바꾸는, 갖가지 다른 필터는 실행될 것이다. 더 많거나 거의 없는 탬은 지연 라인 메모
리에 적용될 것이다. 게다가, 이득 계수(G)는 고정되거나 프로그램 될 수 있고, 갖가지 알맞은 비트-넓이
를 가질 수 있다.

반향의 적용 이전의 사운드 신호의 부분제거는 반향음 상태 장치(1510)의 메모리 요구량을 점차적으로 줄
이기 위한 높은 이득이 있다. 예를 들어, 도시된 실시예에서 지연 라인 메모리(1702)는 전체 메모리 저장
이 거의 1200 바이트이기 때문에 805 12 비트 저장 요소를 포함한다. 부분제거와 보간법이 없는, 상대적
으로 낮은-밀도의 롬의 약 12,000 바이트는 반향 시뮬레이션 기능성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훨
씬 높은 밀도의 메모리 양은 저 비용, 높은 기능성 또는 단입칩, 높은 기능성 신디사이저 적용에서 가능
하다.

도시된 반향음 상태 장치(1510)의 부분제거 계수와 보간법 계수가 열의 값을 가질지라도, 다양한 실시예
에서, 반향음 상태 장치는 부분제거되고 다른 알맞은 계수에 의해 삽입될 것이다.

본 발명이 다양한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되는 동안, 이러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발명의 범위가 그 실시예
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설명된 실시예의 많은 다양성, 변형, 추가와 개선은 가능하
다. 예를 들어, 어떤 실시예가 펜트엄 호스트 컴퓨터와 특별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멀티프로
세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써 도시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는 게임 박스, 저가의 악기, 미디 
사운드 모듈 등의 적용에 대한 키보드에 의해 제어되는 시스템으로써 도시될 수 있다. 사운드 발생기와 
신디사이저의 분야에서 잘 알려진 다른 구성은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더 높은 주파수 대역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에서 음악 신호를 
필터링 하는 단계와;

데이터가 제1 샘플 기간 동안 제1 샘플링 비율로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샘플링 하는 단계;

실질적으로 제1 샘플링 비율보다 더 긴 제2 샘플링 기간에 대한 실질적으로 제1 샘플링 비율보다 더 낮은 
제2 샘플링 비율에서 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샘플링 하는 단계;

제 1 저장에서 샘플링된 더 높은 주파수 대역과 연합된 재생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제 2 저장에서 
연합된 재생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
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인접한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의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 목록이 거의 일정하
므로 인접한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사이의 분리 주파수를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사운드는 유지하는 사운드인 음악 사운드의 견본이고, 상기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거의 하나의 주기에 대해 샘플링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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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사운드는 타진하는 사운드인 음악신호의 견본이고,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은 
높은 주파수 대역이 감소하거나 정적으로 될 때까지 샘플링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
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링 단계는 고주파수 대역에 대한 샘플링 비율로 상위 바운드를 셋 하기 위해 
제1 저역 통과 필터링 단계에서 음악신호를 저역 통과 필터링 하는 단계;

저주파수 대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제2 저역 통과 필터링 단계에서 음악신호를 저역 통과 필터링 하는 
단계;

제2 저역 통과 필터링 단계의 저역 통과 필터에 서로 보완적인 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음악신호를 고
역 통과 필터링 하는 단계;

저주파수 대역에서 음악신호의 반복의 주기를 획득하고 저장하기 위해 음악 신호를 고역 통과 루핑 하는 
단계; 그리고,

고주파수 대역에서 음악 신호의 반복의 주기를 획득하고 저장하기 위해 고역 통과 루핑 하는 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신호 필터링 단계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진폭에 제1 저역 통과 필터링 단계
에 다음에 음악 신호를 증폭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
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음악신호 필터링 단계는 저역 통과 필터링된 음악 파형으로부터 비주기적, 비조화적인 
고주파수 스펙트럼 목록의 제거를 가속하기 위해 루프 주기 강제 필터를 사용하는 저주파수 대역 음악신
호를 필터링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루프 주기 강제 필터는 가변 이득을 갖는 코움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
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신호 필터링 단계는 저역 통과 필터링된 음악 파형으로부터 비주기적, 비조
화적 고주파수 스펙트럼 목록의 제거를 가속시키기 위해 루프 강제 과정을 사용하는 고주파수 대역 음악
신호를 필터링 하는 단계(260)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샘플링 단계는 음악 신호의 요소를 부분제거하는 단계(280)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신호의 요소를 부분제거 하는 단계는 부분제거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

음악 신호에 제로를 삽입하는 단계; 그리고,

부분제거에서 음악신호를 부분제거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
이블 신디사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신호의 요소를 부분제거 하는 단계는 부분 제거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

부분 제거할 때 루프 크기가 적분되므로 음악 신호를 피치 시프팅 하는 단계;

루프 크기가 적분되므로 음악신호에 제로를 삽입하는 단계;

부분제거 비율에서 음악신호를 부분제거 하는 단계; 그리고,

가상 샘플링 비율을 계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
이저에 의한 재생에 대한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13 

복수의 샘플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복수의 사용 가능한-독립적인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

청구항 1의 음악신호를 코딩하는 방법에 따라 얻어진 음악신호 정보 저장을 포함하고, 복수의 웨이브테이
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샘플 저장;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을 독립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시키기 위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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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웨이브 테이블을 활성화시키고, 복수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샘플 저장에 연결된 해
석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14 

복수의 샘플을 동시에 진행시키기 위한 복수의 사용 가능한-독립적인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높은 샘플링 비
율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관계 있는 낮은 샘플 기간에서 샘플링된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링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샘플로 나누는 음악신호 정보 저장을 포함하고, 복수의 웨이브테
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샘플 저장;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을 독립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복수
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를 활성화시키고, 복수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해석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으로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샘플은 인접한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의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 목록이 거의 일정하므로 선택된 분리 주파수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
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샘플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의 거의 하나의 주기에 대해 
샘플링된 유지된 음악 사운드의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 테이블 신디
사이저(100)를 구성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샘플은 고주파수 대역 감소 또는 정적으로 될 때까지 샘
플링된 타진하는 음악 사운드의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
사이저.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사용할 수 있는-독립적인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는 오버샘플링된 다중-
탭 보간법 필터를 사용하는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의 실행 주파수를 상호 
복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복수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되고, 포락선 발생, 볼륨 제어, 팬, 코러스와 
반향음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효과 프로세서를 추가로 포
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20 

제 14 항에 있어서, 크기에서 0.5 메가바이트보다 작은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에서 전체 롬 메모리인,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함수를 수행하는 메모리를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는 단일 집적-회로 칩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22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는 단일 집적-회로 칩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

청구항 23 

복수의 샘플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복수의 실행 가능한-독립적인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단
계;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높은 샘플링 비
율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관계 있는 낮은 샘플 기간에서 샘플링된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링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샘플로 나누는 음악신호 정보 저장을 포함하고, 복수의 웨이브테
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샘플 저장을 제공하는 단계;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을 독립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복수
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를 활성화시키고, 복수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해석기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4 

호스트 프로세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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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샘플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복수의 사용 가능한-독립적인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높은 샘플링 비
율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관계 있는 낮은 샘플 기간에서 샘플링된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링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샘플로 나누는 음악신호 정보 저장을 포함하고, 복수의 웨이브테
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샘플 저장;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을 독립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복수
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를 활성화시키고, 복수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해석기를 포함하고, 
호스트 프로세서에 연결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5 

키보드/제어기; 그리고,

복수의 샘플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복수의 사용 가능한-독립적인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재생 파라미터, 높은 샘플링 비
율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관계 있는 낮은 샘플 기간에서 샘플링된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링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호 조절 주파수 대역 샘플로 나누는 음악신호 정보 저장을 포함하고, 복수의 웨이브테
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샘플 저장;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 대역 샘플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샘플을 독립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복수
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를 활성화시키고, 복수의 웨이브테이블 프로세서에 연결된 해석기를 포함하고, 
키보드/제어기에 연결된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운드 발생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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