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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신호 처리 장치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

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여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가산기부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부가 신호를 n개의 타

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기 위한 n개의 D/A 변환부들과,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1 신호 처리부와,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2 신호 처리부를 포

함한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신호 처리부, D/A 변환기, 가산기, 디지털 오디오 신호,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중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고 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을 출력

하기 위한 신호 처리 장치 및 신호 처리 방법과, 신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중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아날로그 신호들로 변환하고, 이 아날로그 신호들을 출력하기 위한 종래의 신호 처

리 장치(300)를 도 9, 10 및 11을 참조로 설명한다. 신호 처리 장치(300)는 예로서, DVD-비디오 플레이어에 통합된

다. DVD-비디오 표준들은 5.1 채널들까지 다중채널 오디오 신호들의 재생을 지원한다. 도 10은 5.1 채널 스피커 유

닛의 배열을 도시한다. 5.1 채널들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프트 포워드(L:좌측), 센터 포워드(C:중앙), 라이트

포워드(R:우측), 레프트 서라운드(LS) 및, 라이트 서라운드(RS) 채널을 포함하는 5개의 채널들과, 저주파 효과 채널(l

ow frequency effect channel)(LFE)의 1개의 채널을 의미한다.

도 9는 신호 처리 장치(300)의 구조를 도시한다. DVD-비디오 표준들에 따라서, 5.1 채널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

0)는 신호 처리 장치(300)로 입력된다. 디 코더(6)는 이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를 수신하고, 이 오디오 비트 스

트림 신호(40)를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디코딩한다(선형 PCM). 그후, 이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는 디지털 오디

오 신호를 제 1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31)(제 1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1)), 제 2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32)(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 …, 제 n(n≥2)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3n)(제 n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

호(3n)) 및, LFE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30)(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0))로 분리한다. 5.1 채널 시스템의 

경우에, n=5이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는 결과적인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30, 31, …, 3n)을 수신하고, 다운-믹

싱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5.1 채널 시스템의 경우에, 다운-믹싱 신호 처리는 예로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는 L, R, C, SL, SR 및 LFE 채널들의 5.1 채널

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R 및, LFE의 2.1 채널들로 다운-믹싱한다. 도 11에서, SL, L, C, R, SR 및, LFE 채

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은 참조 부호 51, 52, 53, 54, 55 및, 50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

는 승산기들 (multipliers)(8a, 8b, 8c, 8d, 8e 및, 8f)과 가산기들(adders)(9a 및 9b)을 포함한다. 승산기들(8a, 8b, 8

c, 8d, 8e 및, 8f)의 승산 계수들은 각각 m1, m2, m3, m4, m5 및, m6이다. 승산기(8a)는 S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

호(51)를 승산 계수 m1과 승산한다. 승산기(8b)는 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2)를 승산 계수 m2와 승산한다. 승산

기(8c)는 C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3)를 승산 계수 m3와 승산한다. 승산기(8d)는 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4)

를 승산 계수 m4와 승산한다. 승산기 (8e)는 S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5)를 승산 계수 m5와 승산한다. 승산기(8

f)는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0)를 승산 계수 m6과 승산한다.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1 내지 55 및, 50)은 각

각 도 9에 도시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31, 32, …, 3n 및 30)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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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기(9a)는 승산기들(8a, 8b 및, 8c)로부터의 출력 신호들을 가산하고,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56)(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6))를 출력한다. 가산기(9b)는 승산기들(8c, 8d 및, 8e)로부터의 출력 신호들을 가산하고, R 채

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57)(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7))를 출력한다. 승산기(8f)는 LFE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58)(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8))를 출력한다.

승산 계수들의 예시적인 일반적 비율은 m1:m2:m3:m4:m5:m6 = 0.7:1.0:0.7:1.0:0.7:1.0이다. 승산 계수들의 비율은

입력 신호 또는 시스템의 특성들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로 입력되는 신호가 오버플로우를

호피하도록 레벨-조정되는 경우에, 승산 계수들의 비율은 상술한 비율일 수 있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가 오버플로우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승산 계수들(m1 내지 m6)이 미리 규제될 필요가 있다. LFE, SL, L, C, R 및, S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0, 51, 52, 53, 54 및, 55)이 오버플로우에 대하여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모든 승산 계수들 m

1 내지 m6은 1/(2.4)로써 더 조절될 필요가 있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에 의해 얻어진 L, R 및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6, 57 및 58)은 도 9에 도시된 D/A 변

환기들(63, 64 및 65)에 주어진다. D/A 변환기(63)는 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6)를 L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

호 (56')(L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6'))로 변환하고, L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6')를 출력한다. D/A 변환기(

64)는 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7)를 R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7')(R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7'))로 

변환하고, R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7')를 출력한다. D/A 변환기(65)는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8)를 LF

E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8')(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8'))로 변환하고,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58')를 출력한다.

각 채널을 위해 하나의 D/A 변환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 9에 도시된 신호 처리 장치(300)는 세 개의 D/A 변환기들

(63, 64 및, 65)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제 제품들에서는 두 개의 D/A 변환기들이 하나의 LSI내에 패키

징되어 있다. 두 개의 이런 LSI들이 신호 처리 장치(300)내에 통합되는 경우에, 하나의 D/A 변환기는 이용되지 않는

다. 부가적으로, DVD 플레이어들을 위해 이용되는 D/A 변환기들은 높은 품질의 음향을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고가

이다.

이용자가 DVD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비디오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할 때, 그/그녀는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이루

어지지 않은 하나의 스피커 유니트를 종종 이용한다. 빈번하게, 그/그녀는 LFE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다. 휴대용 DVD

플레이어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헤드폰 스피커가 빈번히 이용되고, 이 경우에, LFE 채널은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DVD 플레이어로부터의 출력은 종종 일반적인 TV 수상기에 의해 재생되게 된다. 대부분의 TV 수상기

들의 스피커 유니트는 단 하 나의 L 채널 및 R 채널만을 가지며, 이는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LFE 

채널은 이용되지 않는다.

종래의 신호 처리 장치에서, 빈번하게 LFE 채널이 이용되지 않더라도,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각 채널에 대하여 하나의 D/A 변환기가 제공된다. 2.1 채널 출력 시스템의 경우에, 세 개의 D/A 변환기들이 필요하며

, 이는 불필요하게 비용을 증가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측면에 따라서, 신호 처리 장치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

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기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

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sound sour

ce positions)을 가지는, 상기 디코더와;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

지털 오디오 신호와,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는 가산기부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

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

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는 n개의 D/A 변환부들과;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

록,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

는 제 1 신호 처리부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

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제 2 신호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신호 처리 장치는 상기 디코더에 의해 발생된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 (multiplication section)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신호 처리 장치는 상기 디코더에 의해 발생된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저역 필터링 프로세스(low pass filtering process)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high pass filtering process) 또는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all pass filtering process)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는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와 상기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

를 선택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출력될 때 상기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되고,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상기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출력되지 않을 때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n은 5이고, 상기 스트림 신호는 5.1 채널들의 정 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서, 신호 처리 장치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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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

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

기 디코더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의 디지

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와;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는 제 1 가산부와; 제 2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

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는 제 2 가산부와; 상기 제 

1 부가 신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제 1 D/A 변환부와; 제 2 부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

호로 변환하는 제 2 D/A 변환부와;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는 제 3 가산부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제 1 신호 처리부와; 상기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

행하는 제 2 신호 처리부와; 상 기 R 채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제 3 신호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신호 처리 장치는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

산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신호 처리 장치는 상기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에 의해 발생된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신호 처리 장치는 상기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에 의해 발생된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저역 필터링 프로세스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 또는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

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는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와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될 때 상기 전역 필터링 프

로세스가 선택되고, 상기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되지 않을 때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3 신호 처리는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 또 는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 3 신호 처리부는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와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를 선

택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3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될 때 상기 전역 필터

링 프로세스가 선택되고,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3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되지 않을 때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n은 5이고, 상기 스트림 신호는 5.1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신호 처리 방법은,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

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

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지정

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신호 처리 방법은,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

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

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다운-믹싱하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

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부가 신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부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

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

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

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

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R 채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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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

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상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

≥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코딩 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

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

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

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

호들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

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

기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

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상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

≥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

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

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

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다운-믹싱하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L 채널의 디지털 오

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와,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2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부가 신

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부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3 아날로그 오

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 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R 채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

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

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판독가능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상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

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

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

털 오디오 신호 정보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

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

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 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라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

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판독가능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상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

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트림 신호를 디

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다운-믹싱하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

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

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2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부가 신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부

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

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

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

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R 채

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본 발명은 (1) 다중채널 오디오 신호들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고, LFE 채널의 아날

로그 오디오 신호들을 출력하기 위한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이용되는 D/A 변환기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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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회로 구조로 다중채널 오디오 신호들을 재생시키기 위한 신호 처리 장치 및 신호 처리 방법과, (2) 이런 신호 처

리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장점들을 가능하게 한

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첨부 도면들을 참조로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이들 및 본 발명의 다른 

장점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b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방법을 예시하는 흐름도.

도 2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b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를 예시하는 흐름도.

도 2c는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처리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되는 컴퓨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처리 시스템의 제 1 신호 처리부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제 1 신호 처리부의 주파수 특성을 예시하는 그래프.

도 5는 아날로그 회로에 의해 실현된 도 3에 도시된 제 1 신호 처리부의 회로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의 제 2 신호 처리부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제 2 신호 처리부의 주파수 특성을 예시하는 그래프.

도 8은 아날로그 회로에 의해 실현된 도 6에 도시된 제 2 신호 처리부의 회로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더 9는 종래의 신호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다중채널 시스템의 스피커 유니트의 배열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종래의 신호 처리 장치와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에 의해 이용되는 다운-믹싱 신호 처리 절차를 도시

하는 도면.

실시예

하기에, 첨부 도면들을 참조로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통해 본 발명을 설명한다. 서로 다른 실시예들에서 동일한 소자

들은 동일한 참조 부호들로 표시되어 있다.

(제 1 실시예)

도 1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100)를 도시한다. 신호 처리 장치(100)는 제 1 신호 처리부(1)

, 제 2 신호 처리부(2), D/A 변환기들 (41, 42, …, 4n), 승산기들(5a 및 5b), 디코더(6) 및, 가산기(7)를 포함한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신호 처리 장치(100)의 동작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신호 처리 장치(100)의 동작을 도 1b를 참조로 설명한다.

S101 : 디코더(6)가 외부 기기로부터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를 수신한다.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는 저주

파 성분을 포함하는 LFE 채널의 정보와,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정

보를 포함한다.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sound source position)들을 가진다. 디코더(6)는 오디

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를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디코딩한다(선형 PCM). 그후, 디코더(6)는 이 디지털 오디오 신호

를 제 1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31)(제 1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1)), 제 2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32)(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 …, 제 n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3n)(제 n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n)) 및, LF

E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30)(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0))로 분리시킨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참

조 부호 '3n'은 33 내지 39의 범위 이내의 소정의 숫자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이 채널들의 숫자는 2 이상의 소

정의 정수이다.

승산기(5a)는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0)를 승산 계수 M1과 승산하 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30')를 출력한다. 

승산기(5b)는 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를 승산 계수(M2)와 승산하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32')를 출력한다. 

제 2 채널은 지정된 채널(specified channel)로서 정의된다.

S102 : 가산기(7)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30')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32')를 가산하고, 부가 신호로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70)를 출력한다.

S103 : D/A 변환기(42)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70)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로 변환한다. D/A 변환기들(41 내지 

4n)(D/A 변환기(42) 제외)은 각각 제 1 내지 제 n 디지털 오디오 신호(31 내지 3n)(제 2 디지털 오디오 신호(32) 제

외)를 (n-1)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31' 내지 3n')(32' 제외)로 변환한다.

S104 : 제 1 신호 처리부(1)는 저역 필터(LPF; 도 1a에는 도시안됨)를 포함하고, 따라서, 저주파 성분을 추출하도록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의 저역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후, 제 1 신호 처리부(1)는 LFE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

호(30')(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0'))를 출력한다.

S105 : 제 2 신호 처리부(2)는 고역 필터(HPF; 도 1a에는 도시안됨)를 포함하고, 따라서, 고주파 성분을 추출하도록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의 고역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후, 제 2 신호 처리부(2)는 제 2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

호(32')(제 2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2'))를 출력한다.

신호 처리 장치(100)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는 다중채널 정보를 포함한다. 다중채널 정보는 저주파 성분을 재생하기 위한 LFE 채널

의 정보와,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주파수를 재생하기 위한 일반적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채널들의 수가 5.1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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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일반적 채널들의 수는 5이다. LFE 채널의 정보는 주로 주파수 성분으로서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

로 단지 저주파 성분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저주파 성분을 위한 주파수 대역은 각 코딩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된다. 예로

서, 돌비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 저주파 성분을 위한 주파수 대역이 120Hz 또는 그이하이며, DTS (Digital Theater

Systems)의 경우에는 240Hz 또는 그이하이다. 제 1 내지 제 n 채널의 정보는 각 코딩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되는 재

생될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 1 내지 제 n 채널의 정보는 적어도 저주파 성분을 가진 주파수 대역

과 같거나 그 이상인 주파수 대역의 성분을 포함한다.

제 1 실시예에서,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일반적 채널들이다. 하기의 설명에서, n=5이며, 제 1 채널은 L 채널이고, 

제 2 채널은 C 채널, 제 3 채널은 R 채널, 제 4 채널은 SL 채널, 제 5 채널은 SR 채널이다. 제 1 실시예에서, LFE 채

널의 신호와 가산되는 지정된 채널 신호는 채널 신호가 LFE 채널의 신호와 가산될 때 마다 얻어진다. LFE 채널 신호

는 복수의 일반적 채널들의 신호들에 가산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5.1 채널들의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는 디코더(6)에 의해 디코딩되고, 제 1 내지 제 5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31 내지 35)과,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0)로 분리된다. 역시 상술된 바와 같이, LFE 채

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0)는 승산기(5a)에 의해 승산 계수(M1)와 승산되고, 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는 승

산기(5b)에 의해 승산 계수(M2)와 승산된다. M1 및 M2의 값들은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 임의로 결정된다. 승산에 

의해 얻어진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30' 및 32')은 가산기(7)에 의해 함께 가산된다.

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는 저주파 성분과 동일한 주파수 성분의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승산 계수

들(M1 및 M2)은 가산기(7)에 의해 얻어진 부가 결과가 오버플로우하지 않도록 결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와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0)가 오버플로우를 회피하도록 디코더(6) 등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에, 승산기들(5a 및 5b)이 생략될 수 있다.

가산기(7)에 의한 디지털 오디오 신호(30)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32)의 가산의 결과로서 얻어진 디지털 오디오 신호(

70)는 D/A 변환기(42)로 입력되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로 변환된다. 병렬적으로, 제 1 내지 제 5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31 내지 35)(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 제외)은 각각 D/A 변환기들(41 내지 45)(D/A 변환기(

42) 제외)로 입력되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31' 내지 35')(32' 제외)로 변환된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31' 내지 35')(32' 제외)은 처리되지 않고 출력된다. D/A 변환기(42)로부터의 아날로그 오디

오 신호(70')는 제 1 신호 처리부(1)와 제 2 신호 처리부(2)로 입력된다.

도 3은 제 1 신호 처리부(1)의 구조를 도시한다. 제 1 신호 처리부(1)는 도 3에 도시된 저역 필터(LPF)(10)를 포함한

다. 도 4는 LPF(10)의 예시적인 주파수 특성을 도시하고 있다. 아날로그 회로에 의해 실현되었을 때, LPF(10)는 도 5

에 도시 된 회로 구조를 갖는다. LPF(10)는 연산 증폭기(11; operational amplifier), 저항들(R1 및 R2), 및 커패시터

들(C1 및 C2)을 포함한다. 커패시터(C1)는 피드백부에 제공된다.

제 1 신호 처리부(1)는 상술한 LPF(10)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로부터 저주파 성분을 추출하고,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0')를 출력한다. 보다 명확하게는, LPF(10)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의 고주파 성분

(도 4에 도시된 200Hz 또는 그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제거한다. 본 명세서에서, 고주파 성분의 제거는 고주파 성분의

감쇠를 포함한다. LPF(10)에 의해 제거된 주파수 성분은 약 200Hz 이상의 주파수 성분인 것이 적합하지만, 이에 제

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 1 신호 처리부(1)의 LPF(10)의 입력부 또는 출력부는 레벨 조정기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신호 처리부(2)는 승산 계수들(M1 및 M2)의 값들에 따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로부터 제 2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2')를 발생시킨다. 도 6은 제 2 신호 처리부(2)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신호 처리부(2)는 고역 필터(HPF; 14)와, 출력 스위치(15) 및 승산기(16)를 포함한다. 도 7은 HPF(14)의 예시적인 

특성을 도시하고 있다. 아날로그 회로에 의해 실현되었을 때, HPF(14)는 도 7에 도시된 회로 구성을 갖는다. HPF(14

)는 연산 증폭기(12), 저항들(R3 및 R4) 및, 커패시터들(C3 및 C4)을 갖는다. 저항(R3)은 피드백부에 제공된다.

제 2 처리부(2)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는 HPF(14)와 출력 스 위치(15)로 주어진다. HPF(14)는 아날

로그 오디오 신호(70')의 저주파 성분(도 4에 도시된 200Hz 또는 그이하의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고, 따라서, 아날로

그 오디오 신호(70')를 발생시킨다. 본 명세서에서, 저주파 성분의 제거는 저주파 성분의 감쇠를 포함한다. HPF(14)

에 의해 제거된 주파수 성분은 약 200Hz 또는 그이하의 주파수 성분인 것이 적합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HPF(14)로부터 출력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는 출력 스위치(15)로 입력된다. 출력 스위치(15)는 외부 기기에 

의해 수행되는 설정들에 따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 또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를

승산기(16)로 출력한다. 승산기 (16)는 선택된 신호를 승산 계수(M3)(=1/M2)와 승산하고, 그 결과를 제 2 채널 아날

로그 오디오 신호(32')로서 출력한다.

제 1 실시예의 신호 처리 장치(100)는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0') 출력 모드 또는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

오 신호(30') 비출력 모드 중 어느 한쪽일 수 있다. LFE 채널을 위한 스피커가 가용한 경우에, 제 1 신호 처리부(1)는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0')를 출력한다. 이 경우에, 제 2 신호 처리부(2)의 출력 스위치(15)는 HPF(14)로

부터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를 선택 및 출력할 수 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는 승산기(16)를 경유하여 C

채널(제 2 채널)을 위한 스피커로 공급된다.

LPF 채널을 위한 스피커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 제 1 신호 처리부(1)는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0')를 출

력하지 않는다. C 채널을 위한 스피커가 저주파 성분을 재생할 수 있는 경우에, 출력 스위치(15)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를 선택한다. 따라서, C 채널로부터 출력되게 되는 음향과 작은 지향성을 가지는 저주파수 음향이 C 채널을 

위한 스피커로부터 동시에 출력될 수 있다. C 채널을 위한 스피커가 시스템 디자인으로 인해 저주파 성분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 출력 스위치(15)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를 선택한다. 따라서, 저주파 성분이 제거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가 C 채널을 위한 스피커로 출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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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같이, 승산기(16)는 출력 스위치(15)로부터의 신호를 승산 계수 (M3)와 승산한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32')와 다른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 (31' 내지 3n'(32' 제외) 및, 30') 사이의 만족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 승산 계수(M3)는 1/M2로 설정된다. 제 1 실시예에서, 승산기(16)는 출력 스위치(15) 이후의 스테이지에 제공되

지만, 제 2 신호 처리부(2) 이전의 스테이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제공된다.

제 1 실시예에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디지털 오디오 신호(30)내에 포함된 저주파 성분과 디지털 오디오 신호(

32)내에 포함된 저주파 성분을 포함함)가 제 1 신호 처리부(1)에 의해 추출되고,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30'

)로서 출력된다. 따라서, LFE 채널을 위한 스피커가 가용한 경우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0')의 저주파 성분은 LFE

채널을 위한 스피커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저주파수 음향이 낮은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음향 품질은 저주파

수 음향이 어느 스피커에 의해 출력되는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 1 실시예에서, 승산 계수와 승산된 결과로서 얻어진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지정된 채

널의 신호에 가산되고, 상기 지정된 채널의 신호도 역시 승산 계수와의 승산의 결과로서 얻어진다. 결과적인 신호는 

D/A 변환되고, 그후,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저역 필터에 의해 발생된다. 이런 구조로 인해, LFE 채널을 

위한 D/A 변환기는 음향 품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생략될 수 있다. 제 1 실시예에서, n+1개의 타입들의 디지털 오디

오 신호들은 n 개의 D/A 변환기들에 의해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역

필터와 고역 필터가 필요하다. 저역 필터와 고역 필터가 온화한 주파수 특성들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신

호 처리 장치는 LFE 채널을 위한 D/A 변환기를 포함하는 장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제 2 실시예)

도 2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신호 처리 장치(200)를 도시한다. 신호 처리 장치(200)는 제 1 신호 처리부(1)

와, 제 2 신호 처리부(2')와,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와, D/A 변환기들(61 및 62)과, 승산기들(5a, 5c 및, 5d)과, 디

코더(6) 및, 가산기들(7a, 7b 및, 7c)를 포함한다.

신호 처리 장치(200)는 두 개의 D/A 변환기들(61, 62)로 신호 처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3개의 D/A 변환기들

을 필요로 하는 도 9에 도시된 종래의 신호 처리 장치(300)에 비해 D/A 변환기들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신호 처리 장치(200)의 동작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신호 처리 장치(200)의 동작을 도 2b를 참조로 설명한다.

S201 : 디코더(6)는 외부 기기로부터 오디오 비트 스트림(40)을 수신한다. 디코더(6)는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

를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디코딩한다(선형 PCM). 그후, 디코더(6)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 1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 (31)(제 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2), …, 제 n(n≥2)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 (3n) 및, LFE 채널 디지털 오

디오 신호(30)로 분리한다. 5.1 채널 시스템의 경우에, n=5이다.

S202 :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31, 32, …, 3n 및, 30)을 수신하고, 다운-믹싱 신호 처리

를 수행한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5.1 채널 시스템에서,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는 예로서, 

도 11을 참조로 상술된 다운-믹싱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는 디지털 오

디오 신호들(31, 32, …, 3n 및 30;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 51 내지 55 및 50에 대응함)을 수신하고, 승산기들(8a, 8b, 

8c, 8d, 8e 및, 8f)과, 가산기들(9a 및 9b)을 이용하여 다운-믹싱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는 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6)와, 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7) 및,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8

)를 출력한다.

승산기(5a)는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로부터의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8)와 승산 계수(M1)를 승산함으로

써 진폭 조정을 수행하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58')를 출력한다. 승산기(5c)는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로부터의 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6)를 승산 계수(M4)와 승산함으로써 진폭 조정을 수행하고, 디지 털 오디오 신호(56')를 

출력한다. 승산기(5d)는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로부터의 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7)를 승산 계수(M4)와 승산

함으로써 진폭 조정을 수행하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57')를 출력한다.

S203 : 가산기(7a)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58')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56')를 가산하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71)를 부

가 신호로서 출력한다.

S204 : 가산기(7b)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58')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57')를 가산하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72)를 부

가 신호로서 출력한다.

S205 : D/A 변환기(61)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71)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1')로 변환한다.

S206 : D/A 변환기(62)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72)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2')로 변환한다.

S207 : 가산기(7c)는 D/A 변환기(61)로부터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1')를 D/A 변환기(62)로부터의 아날로그 오디

오 신호(72')와 가산하고,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3)를 부가 결과로서 출력한다.

S208 : 제 1 신호 처리부(1)는 LPF를 포함하고, 따라서, 저주파 성분을 추출하도록 가산기(7c)로부터의 아날로그 오

디오 신호(73)의 저역 필터링을 수행하고, LFE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3)(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8

3))를 출력한다.

제 2 신호 처리부(2')는 신호 처리부들(21a 및 21b)을 포함한다. 신호 처리부들(21a 및 21b) 각각은 HPF를 포함한다

.

S209 : 신호 처리부(21a)는 저주파 성분을 제거하도록 D/A 변환기(61)로부터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1')의 고역 

필터링을 수행하고, 따라서, L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1)(L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1))를 출력한다.

S210 : 신호 처리부(21b)는 저주파 성분을 제거하도록 D/A 변환기(62)로부터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2')의 고역 

필터링을 수행하고, 따라서, R 챈러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2)(R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2))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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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처리 장치(200)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 신호 처리 장치(200)는 5.1 채널 오디오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고, 2.1 채널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을 출력한다.

제 1 실시예에서,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는 다중채널 정보를 포함한다. 다중채널 정보는 저주파 성분을 재생하

기 위한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와,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주파수 성분들을 재생하기 위한 일반적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채널들의 수가 5.1인 경우에, 일반적 채널들의 수는 5이다. 제 1 실시예에서, 제 1 내지 제 n 채널은 일반적

채널들이다. 하기의 설명에서, n=5이고, 제 1 채널은 L 채널, 제 2 채널은 C 채널, 제 3 채널은 R 채널, 제 4 채널은 S

L 채널 및 제 5 채널은 SR 채널이다.

5.1 채널들의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는 디코더(6)에 의해 디코딩되고, 제 1 내지 제 5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

들(31 내지 35)과,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30)로 분리된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

들(31 내지 35 및, 30)(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1 내지 55 및, 50)에 대응)을 수신하고, 승 산기들(8a 내지 8f)과, 가산

기들(9b 및 9b)을 이용하여 예로서, 도 11을 참조로 상술된 바와 같은 다운-믹싱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다운

-믹싱 신호 처리부(3)는 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6), 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7) 및, LFE 채널 디지털 오디

오 신호(58)를 출력한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로부터의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8)는 승산기(5a)에 의해 승산 계수(M1)와 승산된

다. 승산기(5a)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58')를 출력한다.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3)로부터의 L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

호(56)는 승산기(5c)에 의해 승산 계수(M4)와 승산된다. 승산기(5c)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56')를 출력한다. 다운-믹

싱 신호 처리부(3)로부터의 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7)는 승산기(5d)에 의해 승산 계수(M4)와 승산된다. 승산기(

5d)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57')를 출력한다. 승산기(5c)로부터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6') 및 승산기(5a)로부터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8')은 가산기(7a)에 의해 함께 가산되고, 가산기(7a)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71)를 출력한다. 

승산기(5d)로부터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7')과, 승산기(5a)로부터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8')은 가산기(7b)에 

의해 함께 가산되고, 가산기(7b)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72)를 출력한다.

M1 및 M4의 값들은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서 임의로 결정된다. L 및 R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56 및 57)은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58)와 동일한 주파수 성분의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승산계수들(M1 및 M4)은 가

산기들(7a 및 7b)에 의해 얻어진 가산 결과들이 오버플로우하지 않도록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산기(7a)로부터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71)와 가산기(7b)로부터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72)는 각각 D/A 변환기들(6

1 및 62)로 입력되고,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71' 및 72')로 변환된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71' 및 72')은 가산기

(7c)와 제 2 신호 처리부(2')에 주어진다. 가산기(7c)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71' 및 72')을 가산하고, 아날로그 오

디오 신호(73)를 출력한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3)는 제 1 신호 처리부(1)에 주어진다.

제 1 신호 처리부(1)는 도 3, 4 및 5를 참조로 제 1 실시예에서 설명된 LPF(10)를 포함한다. 제 1 신호 처리부(1)는 

상기 특성들을 가지며, 제 1 실시예의 그것들과는 서로다른 타입들의 신호들을 수신 및 출력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실시예에 설명된 동작을 수행한다. 제 2 실시예에서, 제 1 신호 처리부(1)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3)를 수신하고, 

저주파 성분을 추출하며,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3)를 출력한다.

제 2 신호 처리부(2')의 신호 처리부(21a)는 승산 계수들(M1 및 M4)의 값들에 따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1')로부

터 L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1)를 발생시킨다. 제 2 신호 처리부(2')의 신호 처리부(21b)는 승산 계수들(M1 및 

M4)의 값에 따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2')로부터 R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2)를 발생시킨다.

도 6을 참조하면, 신호 처리부들(21a 및 21b)은 각각 HPF(14)와, 출력 스위치(15) 및 승산기(16)를 포함한다. 신호 

처리부들(21a 및 21b)은 각각 상기 특성들을 가지며, 제 1 실시예의 그것들과는 서로다른 형태의 신호들을 수신 및 

출력하는 것을 제외하면, 도 6, 7 및 8을 참조로 제 2 신호 처리부(2)에 관하여 제 1 실시예에 설명된 동작을 수행한다

.

제 1 실시예의 제 2 처리부(2)에서, 신호 처리부(21a)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1')는 HPF(14)와 출력 스위

치(15)에 주어진다. HPF(14)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1')의 저주파 성분을 제거한다. 출력 스위치(15)는 외부 기기

에 의해 수행된 설정들에 따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1')를 선택하거나 또는 HPF(14)로부터의 출력을 선택하고, 선

택된 신호를 승산기(16)로 출력한다. 승산기(16)는 선택된 신호를 승산 계수(M5)(=1/M4)와 승산하고, 결과를 L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1)로서 출력한다. 신호 처리부(21b)에 입력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2')는 HPF(14) 및 출력

스위치(15)에 주어진다. HPF(14)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2')의 저주파 성분을 제거한다. 출력 스위치(15)는 외부 

기기에 의해 수행된 설정들에 따라 HPF(14)로의 출력 또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72')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를 승

산기(16)로 출력한다. 승산기(16)는 선택된 신호를 승산 계수(M5)(=1/M4)와 승산하고, 결과를 R 채널 아날로그 오디

오 신호(82)로서 출력한다.

제 2 실시예의 신호 처리 장치(200)는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3)를 출력하는 모드 또는 LFE 채널 아날로

그 오디오 신호(83)를 출력하지 않는 모드 중 어느 한쪽으로 존재할 수 있다.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3)가 

통상적인 LFE 채널 스피커 또는 소정의 다른 적절한 서라운드 스피커 유니트로부터 출력되는 경우에, 신호 처리부(2

1a 및 21b) 각각의 출력 스위치(15)는 HPF(14)로부터의 출력을 선택하고, 승산기(16)에 선택된 신호를 출력할 수 있

다.

어떠한 통상적인 LFE 채널 스피커 또는 다른 적절한 서라운드 스피커 유니트도 가용하지 않고(즉, LFE 채널 아날로

그 오디오 신호(83)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 L 및 R 채널을 위한 부가적인 스피커들이 저주파 성분을 재생할 수 있는 

경우에, 신호 처리부(21a 및 21b)의 출력 스위치들(15)은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71' 및 72')을 선택한다. 따라서, 

저주파 성분이 L 및 R 채널들을 위한 스피커들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시스템 디자인으로 인해 L 및 R 채널들을 위한 

스피커들 중 어느쪽도 저주파 성분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 신호 처리부들(21a 및 21b)의 출력 스위치들(15)은 저

주파 성분들이 그들로부터 제거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81 및 82)을 출력하도록 HPF들(14)로부터의 출력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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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각 신호 처리부들(21a 및 21b)의 승산기(16)는 출력 스위치(15)로부터의 신호를 승산 계수(M5)와 승산한다. 신호 처

리 장치(200)의 채널들로부터 출력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 사이의 만족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산 계수

M5는 1/M4로 설정된다. 제 2 실시예에서, 승산기(16)는 출력 스위치(15) 이후의 스테이지에 제공되어 있지만, 이는 

제 2 신호 처리부들(21a 및 21b) 이전의 스테이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제공된다.

제 2 실시예에서, 각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71' 및 72')의 저주파 성분은 제 1 신호 처리부(1)에 의해 추출되고, LF

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83)로서 출력된다. 따라서, LFE 채널을 위한 스피커가 가용한 경우에, 저주파 성분(L 

채널의 저주파 성분과 R 채널의 저주파 성분을 포함)이 LFE 채널을 위한 스피커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저주파수 음

향이 적은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음향 품질은 저주파수 음향이 어느 스피커에서 출력되는가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제 2 실시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승산 계수와의 승산의 결과로서 얻어진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L 및 R 

채널들의 각각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에 가산되며, 이는 또한 승산계수와의 승산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다. 결과적인

신호는 D/A 변환되고, 그후,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저역 필터에 의해 발생된다. 이런 구조로 인하여, LFE

채널을 위한 D/A 변환기가 음향 품질을 열화시키지 않고 생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역 필터와 고역 필터가 필요하

다. 저역 필터와 고역 필터가 온화한 주파수 특성들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신호 처리 장치는 LFE 채널을 

위한 D/A 변환기를 포함하는 장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다.

(기록 매체)

제 1 및 제 2 실시예들에서 수행된 신호 처리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기록 매체상에 기록될 수 있다. 기록 매체로서, 예

로서,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ROM 같은 소정의 컴퓨터 판독형 기록 매체가 이용될 수 있다.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신호 처리 프로그램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입출력할 수 있는 소정의 컴퓨터에 설치함으로

써, 컴퓨터가 신호 처리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 신호 처리는 컴퓨터에 내장된, 또는, 컴퓨터에 연결된 신

호 처리 장치에의해 수행될 수 있거나, 적어도 신호 처리의 일부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도 2c는 이런 신호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90)의 일 예시적 구조를 도 시하고 있다. 컴퓨터(90)는 CPU(91), 컴

퓨터(90)가 신호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록 디스크(96)로부터 프로그램을 판독하기 위

한 디스크 구동 장치(92), 디스크 구동 장치(92)에 의해 판독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93),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와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의 신호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생성된 복수의 채널들의 아날로그 오디

오 신호들(97)을 수신 및 출력하기 위한 입출력부(94) 및, 버스(95)를 포함한다. 컴퓨터(90)에서, 제 1 및 제 2 실시예

들에 기술된 신호 처리가 CPU(91)와 메모리(93)에 의해 수행된다. 메모리(93)는 하드 디스크 등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예로서, 기록 디스크(96) 같은 기록 매체에 의해 제공되거나, 예로서 인터넷을 경유한 데이터 배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오디오 비트 스트림 신호(40)는 예로서, DVD 같은 기록 매체에 의해 제공되거나, 예로서 디지털 방송이나 인터넷을 

경유한 데이터 배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다른 다양한 변형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의 개념 및 범주로부터 벗어나

지 않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주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설명에

한정되지 않으며,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다중채널 신호들을 재생하도록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시지털 신호 처리에 의해 LFE 채널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다른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혼합

된다. 혼합에 의해 얻어진 디지얼 오디오 신호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된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저주파 

성분이 추출되고, 따라서, LFE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생성된다. 다른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D/A 변

환의 결과로서 발생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저주파 성분을 제거하고, 그후, 결과적인 신호를 레벨 조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 방식에서, LFE 채널 및 일반적 채널들의 높은 음향 품질을 유지하면서, D/A 변환기들의 수가 감

소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채널 신호들을 위한 고품질 신호 처리 장치가 저가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은 LFE 채널

을 위한 D/A 변환기를 생략하고, 여전히, 다른 채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신호 처리 장치에 있어서,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

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 (sound source positions)을 가지는, 상기 디코더와,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는 가산기부와,



등록특허  10-0465567

- 11 -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는 n개의 D/A 변환부들과,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제 1 신호 처리부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

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 스를 수행하는 제 2 신호 처리부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에 의해 발생된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에 의해 발생된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저역 필터링 프로세스(low pass filtering process)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 또는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all pass filtering process)중 하

나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는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와 상기 전역 필터링 프 로세스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출력될 때 상기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되고,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상기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출력되지 않을 때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되

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n은 5이고, 상기 스트림 신호는 5.1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8.
신호 처리 장치에 있어서,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

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더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로 변환하는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와,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는 제 1 가산부와,

제 2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를 가산하는 제 2 가산부와,

상기 제 1 부가 신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제 1 D/A 변환부와,

상기 제 2 부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제 2 D/A 변환부와,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가

산하는 제 3 가산부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제 1 신호 처리부와,

상기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

스를 수행하는 제 2 신호 처리부와,

상기 R 채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

하는 제 3 신호 처리부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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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에 의해 발생된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믹싱 신호 처리부에 의해 발생된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승산부를 더 포함

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저역 필터링 프로세스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는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 또는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는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와 상기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칭부를 포

함하고,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될 때 상기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되고, 상기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2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되지 않을 때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되

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신호 처리는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 또는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인,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신호 처리부는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와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

고,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3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될 때 상기 전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되고, 상기

저주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상기 제 3 신호 처리부로부터 출력되지 않을 때 상기 고역 필터링 프로세스가 선택되

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 8 항에 있어서, n은 5이고, 상기 스트림 신호는 5.1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18.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

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9.
신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

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로 다운-믹싱하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2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부가 신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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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부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

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 에의해 상기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

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R 채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20.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

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21.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

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

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로 다운-믹싱하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2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부가 신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부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

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디

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R 채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22.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

어 있는 컴퓨터-판독가능 기록 매체로서, 상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

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중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지정된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제외한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과 상기 부가 

신호를 n개의 타입들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들로 변환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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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부가 신호의 D/A 변환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지정된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23.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처리를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되

어 있는 컴퓨터-판독가능 기록 매체로서, 상기 신호 처리는,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제 1 내지 제 n(n≥2)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스

트림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트림 신호는,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보인,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정보인,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

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은 서로다른 음원 위치들을 가지는, 상기 디코딩 단계와,

상기 제 1 내지 제 n 채널들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들을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

로 다운-믹싱하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L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1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상기 R 채널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2 부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부가 신호를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부가 신호를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가산하고, 그에의해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3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1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저주파 효과 채널의 제 4 아

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2 신호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L 채널의 제 5 아날로그 오디

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제 3 신호 처리를 수행하고, 그에의해 상기 R 채널의 제 6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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