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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역방향으로 디코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순방향 디코딩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
용하는 방법과 역방향 디코딩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본 발명의 역방향 디코딩 알고
리즘은, 압축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마지막 프레임 헤더를 확인하는 제 1단계; 상기 확인된 헤더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프레임을 구성하는 복수의 단위 블록 데이터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역양자화하는 제 2단계; 상기 역양자화된 데이
터에 대해, 상기 단위 블록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데이터로 복원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복원된 주파
수 대역별 데이터를 시간 역순의 오디오 샘플 데이터로 변환출력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알고리즘과 
연산량, 메모리 사용량이 순방향 디코딩 방법과 거의 유사하면서도 역방향 디코딩이 가능하며, 디지털로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테이프 등과 같이 순방향과 역방향 트랙을 갖는 아날로그 매체에 녹음하는 경우 한 방향의 기록으로 두 트랙
을 모두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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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MPEG 오디오 인코더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MPEG 오디오 데이터의 단위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MPEG 오디오 디코더의 일반적인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에 의한 단위 프레임 대응 데이터의 위치 파악 관계를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IMDCT시 오버랩 합산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 7은 순방향 디코딩을 위한 합성 필터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8은 도 7의 합성 필터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순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9는 도 8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디코딩을 위한 합성 필터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고,

도 11은 도 10의 합성 필터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순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12는 도 11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필터뱅크(Filter Bank) 20: MDCT부

30: 에일리어스 리덕션부 40: 양자화부

50: 허프만 인코더 60: 비트스트림 포매팅부

100: 디먹스(DeMultiplexer) 110: 사이드 인포메이션 디코더

120: 허프만 디코더 130: 역양자화부

140: IMDCT부 150: 합성 필터뱅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MPEG 오디오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역방향으로 디코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테이프 등과 같은 아날로그 매체에 고속으로 녹음시, 메모리 사용량이나 연산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역
방향 디코딩하여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역방향으로 기록가능하게 한 디지털 오디오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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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함에 있어서,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 매체 간의 복제시 음질의 손실
이 없는 것은 물론, 디지털 변환시 효율적인 압축 방식을 이용하면 큰 음질의 손실 없이도 데이터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며, 통신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효율이 뛰어나는 등 아날로그 방
식으로 저장하는 경우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으로 인해,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보다 효율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인코딩 
방법이 고안된 바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오디오 규격이 있는바, MP
EG 오디오란 고품질??고능률의 스테레오 부호화를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방식
으로서, 종래 압축부호화 방식에 비해 뛰어난 음질을 실현할 수 있어서 MPEG 비디오와 조합되어 고능률의 멀티미디어 
정보 압축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 음악 방송 등에 단독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최초 MPEG1부터 시작하여, 
점점 증가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표준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으로 인해 MPEG2를 거쳐, 객체지향 멀티미디
어 통신을 위한 MPEG4가 발표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처음에 표준화된 MPEG1은 동영상과 오디오를 디지털 저장 장치에 최대 1.5Mbps로 압축??저장하기 위한 코딩 기술로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오디오 부분에는 3가지의 오디오 코딩 기법이 정의되어 있는바, 이
를 각각 계층, 즉 레이어(Layer)1, 레이어2, 레이어3라고 부르며, 계층-3(이하 'MP3'라고 함)이 가장 세밀한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 반면 압측성능이 우수하고, 계층-1과 계층-2를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즉, 하향 호환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MP3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오디오 데이터의 인코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MPEG의 오디오 레이어들은 인식 코딩 또는 지각 부호화(Perceptual Coding)이라고 불리우는 압축 코딩 기법을 사용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청감 모델을 분석, 적용한 기법으로서 마스킹(Masking) 효과라고 하는 사람 귀의 둔감함을 이
용한 일종의 트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귀는 보통 20㎐에서 20㎑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며, 각 주파수 범위마다 청각의 민
감성이 달라지며, 특히 2㎑에서 5㎑의 대역에서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듣는다고 할 때, 연주가가 피아노를 치지 않을 때에는 피아노의 현에서 울리는 여
음을 들을 수 있지만 피아노 건반을 다시 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여음이 없어
져서가 아니라 그 음이 건반을 칠 때 나는 소리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즉 큰 음(Masker)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음 부근의 일정 범위, 즉 임계대역(Critical Band) 이하의 음은 꽤 레벨이 높은 순음임에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원리를 주파수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주파수 대역에 따라 마스킹되는 음의 임계값도 달라지며, 귀에 민감
한 부분에서는 마스킹되는 음의 임계값이 작게 되며 둔감한 부분은 큰 마스킹 임계값을 갖게 된다.
    

마스킹 효과에는 상기 주파수 마스킹과 더불어 시간적(Temporal) 마스킹이 있다. 이는 어떤 큰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이보다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까지 일정한 지연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60㏈의 소리를 5㎳동안 들려준 후 연
속해서 40㏈의 소리를 들려줄 경우 약 5㎳ 이후에야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연 시간 역시 주파수 대역
에 따라 다른 값을 갖게 된다.

MP3는 이러한 사람의 청각 심리 모델을 이용해서, 주파수 대역에 따라 양자화에 의해 발생되는 양자화 잡음을 마스킹 
임계값과 지연 시간 내에서 허용토록 하여 오디오 데이타의 비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음질의 손실 없이 압축할 수 있게 
한것이다.

이와 같은 MP3 인코딩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인 인코딩 장치의 일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1 및 도 2를 참조하
여, 각 단계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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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브밴드 부호화(Subband Coding) 및 MDCT(1) 서브밴드 부호화(Subband Coding) 및 MDCT

임계(critical) 밴드 등의 청각 심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호를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도 1의 필터 뱅크(10)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오디오 PCM 샘플의 전대역을 32개의 등간격 주
파수 밴드로 나눈 후, 각각의 신호를 원래 샘플링 주파수의 1/32로 서브샘플링해서 부호화한다(대역분할 부호화).

    
그러나, 통상의 필터로 1/32의 주파수 대역을 취하는 경우 이상적인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서브 샘플링의 시점에서 '에
일리어싱(aliasing)', 즉 샘플링 주파수의 1/2 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신호처리했을 때 저주파 신호로 
되돌아오는 잡음이 생기게 되므로, 폴리페이즈(Polyphase) 필터뱅크(Filter Bank)라고 하는 필터를 사용하거나, 도 
1의 MDCT부(20) 및 에일리어싱 감소부(30)를 사용하여 MDCT(Modified Discret Cosine Transform: 변형 이산 
여현 변환)를 수행함으로써, 32 밴드의 에일리어싱 잡음이 서로 소거되어 필터에 의한 열화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다.
    

MDCT는 크리티컬(critical)하게 샘플링된 값에 대한 DCT이므로 어떤 양자화도 행해지지 않았다면 완변하게 원래 신
호로 복구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양자화가 행해지므로 각 전송블록 사이에서 불연속성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오디오 입력은 32개의 필터 뱅크를 통해 32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된 후, 각 주파수 대역마다 인접한 주
파수 대역의 성분에 의한 마스킹 영향을 계산해서 마스킹 임계값 이상의 신호에 대해서만 양자화 비트를 할당하게 되며, 
이때 양자화에 의한 잡음이 주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마스킹 임계값 이하가 되도록 양자화 비트를 할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스케일링(Scaling)(2) 스케일링(Scaling)

상기 32개의 서브밴드 내의 샘플 데이터는 파형과 배율로 분리되며, 파형은 최대 진폭이 1.0이 되도록 정규화되고, 그 
때의 배율이 스케일 팩터(scale factor)로서 부호화된다. 이 부호화에 의해 큰 신호성분에 대해서도 주파수와 시간 모
두 가까운 영역내로 들어오도록 하여 양자화 잡음의 발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청각심리 효과가 작용하여 
이들 잡음이 감지되지 않게 된다.

(3) 허프만 코딩(Huffman Coding)(3) 허프만 코딩(Huffman Coding)

허프만 코딩이란 가변장 부호화 또는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불리우는 코딩 방식으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
을 이용하여 비트의 중복을 없애는 리던던시 리덕션(Redundancy Reduction)방식, 즉 부호의 발생확률을 이용하여 발
생확률이 높은 값에는 길이가 짧은 부호를 할당하고, 발생확률이 낮은 값에는 길이가 긴 부호를 할당함으로써, 전체 코
딩 데이터의 평균 부호 길이를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양자화 처리되어 입력되는 데이터 값이 0,1,2,3, 즉 00,01,10,11 이고, 실험에 의해 각각의 영상데이터 발
생확률이 0.6, 0.2, 0.1, 0.1 이였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확률과 무관하게 부호길이를 2비트로 고정할당 한다면 평균부
호길이는 (부호길이×할당 비트)/(데이터의 수)이므로 (2×0.6 + 2×0.2 + 2×0.1 + 2×0.1)/4 = 2 (비트) 가 된
다.

그러나, 부호길이를 가변시켜, 가장 발생확률이 높은 0 에는 1비트를 할당하고, 다음으로 발생확률이 높은 1에는 2비트
를, 그리고 발생확률이 가장 낮은 2와 3에는 3비트의 부호를 할당하면, 가변장 부호화 처리결과에 의한 평균부호길이는 
(1×0.6 + 2×0.2 + 3×0.1 + 3×0.1)/4 = 1.6 (비트)이 된다.

따라서, 발생확률에 따라 할당 비트를 서로 상이하게 부여하는 가변장부호화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의 값(길이)이 보다 
고압축 처리되는 것이다,

이 외에 MP3에서는 주어진 압축율로는 압축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한 비트 리저브와 버퍼링(Bit Reservoir Buffering) 
등과 같은 기법을 병행하여 음질 및 압축율을 보다 향상 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코딩값을 비트 스트림 
포맷팅하여 출력하며, 도 3은 이와 같이 최종 출력되는 MP3 비트 스트림의 단위 프레임을 데이터 특성별로 구분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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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MP3 인코딩 이용시의 압축 효율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의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서는 샘플당 16비트에, 샘
플링 주파수 32k㎐, 44.1k㎐, 48k㎐의 PCM(Pulse Code Modulation) 부호가 널리 사용되는데, 가령 두채널 스테레
오, 44.1k㎐ 샘플링 및 16bit의 양자화 비트(bit)의 경우 비트율은 16×44100×2=1411200(약 1.4 Mbps)가 되는 
반면, MPEG 오디어의 계층(Layer) 3에서는 이와 같은 신호를 128~256 kbps 정도로 부호화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의 PCM 부호의 약 1/12~1/6에 상당하며 샘플당 원래의 16비트가 약 1.5 내지 3비트로 절감되는 셈이며, 따라서 MP
3 파일로 CD를 제작할 경우 CD 한 장에 오디오 CD 12장 분량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압축하여도 원
음과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으며 특히 200kbps 이상이 되면 거의 판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의 이와 같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디지털 데이터 기록/재생 장치의 보급이 널리 이
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워크맨과 같은 아날로그 기록/재생 장치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널리 사용되고 있는 테이프 등 아날로그 매체에 저장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대부분의 테이프 매체 등에서는 동일 기록면의 상??하측에 순방향 트랙과 역방향 트랙을 구비하는데, 순방향 
트랙에 대해 순방향 디코딩으로 재생하여 이를 녹음한 후, 순방향 트랙의 마지막부터 역방향 주행시키면서 역방향 트랙
에 대해 다시 순방향 디코딩으로 재생하여 이를 녹음하게 되면, 각각의 트랙을 반복 주행함에 따라 녹음시간이 장시간
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아날로그 오디오을 역방향으로 재생하면서 엔코딩한 데이터를 구비하였다가 디코딩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
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역방향 재생시의 마스킹 효과 등에 의해 원음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테이프 등과 같은 
아날로그 매체에 고속으로 녹음시, 메모리 사용량이나 연산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역방향 디코딩이 가능한 MPE
G 오디오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
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에 있어서, 기록 오디오 데이터의 마지막 프레임 헤더를 확인하는 제 1단계; 상기 확인된 헤더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프레임을 구성하는 복수의 단위 블록 데이터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역양자화하는 제 2단계; 상
기 역양자화된 데이터에 대해, 상기 단위 블록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데이터로 복원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복원된 주파수 대역별 데이터를 시간 역순의 오디오 샘플 데이터로 변환출력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MP3 오디오 역방향 디코딩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MP3 오디오 역방향 디코딩 장치의 일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으로서, 입력되
는 MP3 오디오 비트 스트림을 다수의 특성 데이터로 분리출력하는 디먹스(Demultiplxer)(100); 상기 분리출력되는 
데이터중 사이드 인포메이션(Side Information) 데이터를 독출해석하는 사이드 인포메이션 디코더(110); 상기 분리
출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허프만 디코딩하는 허프만 디코더(120); 상기 허프만 디코딩된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실제 샘플 에너지 값으로 복원하는 역양자화부(130); 상기 복원된 데이터를 MDCT 이전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IMDC
T(Inverse MDCT)부(140); 및 상기 복원된 데이터의 각 서브밴드 값을 합성하여 최종 PCM 샘플로 출력하는 합성 
필터 뱅크(Synthesis Filterbank)(15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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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구성된 MPEG 오디오 역방향 디코딩 장치를 이용하여, MPEG 오디오 비트 스트림을 역방향으로 디코딩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레임 헤더(Frame Header) 찾기(1) 프레임 헤더(Frame Header) 찾기

MP3 비트 스트림(bit stream)의 역방향 디코딩을 위해서는 오디오 비트 스트림의 맨 뒤에서부터 디코딩을 실시해야 
하므로 순방향 디코딩에 비해서 먼저 디코딩해야할 시작 위치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바, MPEG 오디오 포맷에서 각 
프레임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역방향 디코딩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프레임 헤더를 찾는 것이다.

프레임 헤더를 찾기 위해서는 프레임 크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압축된 MP3 오디오 
비트 스트림은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지고, 각 MPEG 포맷(format)에서 초당 프레임 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
어진 비트 레이트(bit-rate)와 샘플링 주파수에서 각 입력 프레임은 고정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고정된 개수의 출력 
샘플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MPEG 오디오에서 프레임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크기는 특정 비트율과 샘플링 주파수에 대
한 고정값에 불과하므로, 실제 프레임의 크기를 알려면 먼저 프레임의 헤더를 찾아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헤더를 어떻게 찾는가인데, 일반적으로 헤더에 싱크워드(Sync Word)를 제공하여 헤더임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오디오 샘플 데이터에 상기 싱크워드와 동일한 패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헤더를 잘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기 디먹스(100)는 한 스트림 클립 내에서는 스트림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스트림의 첫 헤더를 미리 분석하여 패딩(padding) 비트가 없는 경우의 프레임 크기를 얻은 다음, 해당 곡에 대응되는 
비트 스트림 파일의 마지막 위치에서 상기 한 프레임 크기를 이용하여 마지막 프레임의 헤더 위치를 찾는다.

다만, 각 프레임의 크기는 헤더의 패딩 비트에 의해 그 크기가 1 바이트 만큼 변할 수 있으므로, 역방향으로 헤더를 찾
는 경우 그 찾는 헤더가 들어있는 프레임의 정확한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첫 헤더에서 얻은 프레임 크기만큼 해당 파일
의 마지막 위치에서 역방향으로 이동한 후, 패딩 비트를 고려하여 한 바이트 만큼 이전 데이터부터 다음 데이터까지 헤
더의 시작 위치를 찾도록 한다.

(2) 사이드 인포메이션 분석(2) 사이드 인포메이션 분석

    
입력되는 MP3 오디오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일단 프레임 헤더를 찾은 후, 상기 디먹스(100)는 순방향 디코딩 시와 마
찬가지로 어떻게 프레임이 인코딩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인 사이드 인포메이션(Side Information)과, 각 주파수 밴
드의 이득값을 컨트롤하는 스케일 팩터 및 허프만 코딩 데이터를 차례로 분리하여 출력하며, 상기 사이드 인포메이션 
디코더(110)는 분리출력되는 상기 사이드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디코딩한 후, 이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프레임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MPEG 오디오 레이어 3에서는, 상기 인코딩 과정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된 비트율에서 보다 
음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트 레저브와(bit reservoir) 방식을 사용한다.

    
즉, 인코딩할 오디오 샘플의 특성에 따라, 일정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코딩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은 데이터만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프레임 크기와 그 프레임에 코딩되는 오디오 샘플수를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음질유지에 필요한 데이터량을 프레임마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적은 데이터만을 필요로 하는, 정해진 크기의 
프레임의 남는 공간에,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프레임의 데이터를 넣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프레임의 데이터 공
간에는 현재 프레임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음 프레임의 데이터가 들어 있을 수 있게 된다. 다만, MPEG 표준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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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시작하여도 디코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511 바이트 거리내에서 이전 프레임들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
도록 하여 현재 프레임의 데이터가 들어 있을 수 있는 이전 프레임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또한 미래에 올 프레임에는 
과거 프레임의 데이터를 넣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프레임을 위한 데이터가 이전 프레임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이드 인포메이션에 그 포인터 값이 들어 있으며, 디코딩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분석한 
후 포인터 값에 따라 이전 프레임의 데이터 영역에서 해당 개수만큼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프레임에 해당하는 데이터, 즉 상기 스케일 팩터와 허프만 코딩 데이터가 들어 있을 수 있
는 프레임의 범위는 현재 프레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포함하는 현재 프레임에 511 바이
트 거리내에서 앞서는 프레임 (정상 재생시의 시간적 이전 프레임)에도 들어있을 수 있는바, 순방향 디코딩시에는 이전 
프레임에서 디코딩하고 남은 데이터에 현재 프레임의 데이터를 채워넣어 사용하면 되지만, 역방향 디코딩에서는 현재 
디코딩할 프레임에 앞서는 이전 프레임의 헤더를 찾고 해당 데이터 영역으로부터 필요한 개수만큼 더 오디오 데이터를 
얻어와야 하며, 이 경우 상기 디코딩된 사이드 인포메이션에 근거하여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얻어올 데이터의 수를 확인
함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정확히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프레임 몇 개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하여 필요한 데이터 값을 얻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헤더
를 제대로 찾는다면 이 과정도 역시 어렵지 않다.

(3) 허프만 디코딩(3) 허프만 디코딩

상기 사이드 인포메이션에 근거하여 디코딩하여야 할 오디오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상기 허프만 디코더(120)는 인
코딩시 총 비트량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특성에 따라 사용된 허프만 트리 및 상기 사이드 인포메이션에 근거하여, 분리
출력되는 허프만 코딩 데이터(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에 대해 허프만 디코딩을 수
행한다.

이 과정은 순방향 디코딩에서와 동일하며, 다만 일반적으로 한 프레임은 두 개의 그래뉼(granule 0, granule 1)로 나
누어 인코딩되어 있는바, 그래뉼 1을 디코딩 하기 위해서는 그래뉼 0을 먼저 디코딩해야 그 데이터 위치를 알 수 있으
므로, 순방향 디코딩에서는 그래뉼 단위로 디코딩이 가능한데 반하여 역방향 디코딩에서는 한 프레임 전체, 즉 두 개의 
그래뉼 모두에 대해 한번에 디코딩해야 한다.

(4) 역양자화 및 리스케일링(4) 역양자화 및 리스케일링

상기 허프만 디코더(120)에 오디오 데이터를 허프만 코딩 이전의 데이터로 복원한 후, 상기 역양자화부(130)는 허프
만 디코딩된 결과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실제 샘플 에너지 값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허프만 디코
딩된 값이 Y라고 하면 일단 Y4/3 을 계산하고, 이렇게 얻어진 값에 상기 스케일 팩터에서 얻은 스케일 값을 곱하여 리스
케일링(re-scaling)함으로써, 실제 스펙트럼 에너지 값으로 복원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비트 스트림이 스테레오 신호로 인코딩되었다면 각 채널은 서로 분리되어 전송될 수도 있지만, 종종 
두 채널 사이의 합(sum)과 차(difference)를 전송함으로써 두 채널 사이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
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여 인코딩되었다면 스테레오 복구를 실시한다.

(5) IMDCT(5) IMDCT

지금까지 얻어진 신호는 주파수 영역(Frequency-Domain)에 있으므로, 실제 출력 샘플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영
역(Time-Domain)으로의 에너지 변환(transform)이 행해져야 하는데, 이 변환은 인코더에서 이용된 시간-주파수 
변환(Time-to-Frequency Transform)의 역과정으로서, 상기 IMDCT부(140)에 의해 실제 샘플 에너지 값으로 복
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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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3에서는 다른 레이어에서보다 더 좋은 주파수 해상도를 얻기 위해 MDCT를 추가로 사용하는데, 이 변환은 크리
티컬하게 샘플링된 값에 대한 DCT이므로 어떤 양자화도 행해지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원래 신호로 복구가 가능하나, 실
제로는 양자화가 행해지므로 각 전송블록 사이에 불연속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블록(그래뉼) 단위로 수행되는 IMDCT에 있어서 각 전송블록 사이에 불연속성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연
속성은 노이즈와 클릭음 등을 만들어 음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 IMDCT 변환 후의 결과값에 
대하여 이전 그래뉼에서의 값과 50% 오버랩 합산(overlap-adding)하여 사용한다.

    
즉, IMDCT를 수행하게 되면 모두 36개의 데이터가 얻어지는데, 순방향 디코딩의 경우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 
그래뉼에 대한 전반부의 18개 데이터와, 이전 그래뉼의 후반부 18개 데이터를 합산한 값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순
방향 디코딩의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역방향 디코딩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이후의 프레임에 대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버랩 되는 순서를 바꾸어 주어야 하며, 따라서 현재 그래뉼에 대한 IMDCT 결과 36개
중 후반부 18개와 이후 그래뉼의 전반부 18개를 오버랩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시작하는 프레임, 즉 역방향 
디코딩시의 마지막 프레임의 경우에는, 프레임의 후반부 그래뉼에 대해서는 오버랩할 데이터가 없으므로 오버랩할 부분
에 0(zero)를 넣거나 오버랩 합산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
    

상기 과정을 수학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i(n)을 다음 처리에 사용할 목표 샘플, y i(n)을 IMDCT한 결과, 첨자 i는 그래뉼 번호, N이 총 프레임 수라고 할 때,

순방향 디코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xi(n) = y i(n) + y i-1 (n+18) 0≤n< 18, i=1,2, … 2N

단, 여기서 y0 (n+18), 0≤n< 18 은 모두 0으로 초기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역방향 디코딩을 위해서는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후 프레임과 50% 오버랩 
하여 더해지도록 다음과 같이 수학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xi(n) = y i(n+18) + y i-1 (n) 0 ≤ n < 18, i=2N, 2N-1 … , 1

물론, 이 경우에도 초기값인 y2N+1 (n+18), 0 ≤ n < 18 은 모두 0으로 초기화 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의 오버랩 과정은 순방향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 역시 순방향의 
경우와 동일하다.

(6) 서브밴드 합성(6) 서브밴드 합성

상기 IMDCT부(140)에 의해 IMDCT 변환을 수행하고 50% 오버랩 합산 처리한 결과값을 얻은 후, 실제 오디오 샘플
을 출력하기 전의 마지막 절차는 서브밴드로 나누어진 샘플들을 합성하여 원래의 시간 샘플 신호로 복원하는 서브밴드 
합성과정으로서, 이는 인코딩시 입력 샘플을 32개의 주파수 대역별로 분리하였던 것을 다시 합성하는 과정(subband 
synthesis)이며, 각 서브밴드의 샘플들을 하나의 시간 샘플열로 합성하는 인터폴레이션(interpolation) 과정이다.

서브밴드 합성 필터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필터 입력이 지연되어 사용되므로 이전 프레임의 필터 입력값을 필요로 하는
데, 순방향 디코딩과는 달리 역방향 디코딩시에는 합성필터에 입력되는 서브밴드의 데이터가 역순으로 입력되어 이전 
값을 알 수 없으므로, 합성필터의 구조를 이에 맞추어 재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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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필터를 위한 필터 뱅크는 MPEG 표준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역방향 디코딩이 가능하도록 합성 필
터를 설계하였으며, 이하 일반적인 순방향 디코딩에서 사용되는 합성필터에 대해 살펴본 후, 이와 대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합성필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은 MPEG 오디오 순방향 디코딩시 사용되는 합성필터의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합성필터의 목표는 각 서브
밴드의 샘플들을, FDM(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과 유사하게, 해당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하여 하나
의 신호를 합성해 내는 것이다.

즉, TS1 간격으로 크리티컬하게 샘플링된 32개의 신호 xr(mTS1 )을 하나의 신호로 합성하여, TS2 = TS1 /32 간격으
로 크리티컬하게 샘플링된 신호인 s(nTS2 )를 합성해 내는 것이며, 이것은 인코딩시 32개의 동일한 주파수 대역 구간
으로 나누었던 신호를 다시 원래의 신호로 복원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xr(mTS1 )은 r 번째 서브밴드의 샘플신호를 의미하며, 이 신호를 32배로 up-sampling한 신호가 x r(nTS2 )이
다. 이 과정에서 (m-1)T S1 과 mTS1 사이에 31개의 0(zero)가 삽입된다. 이 효과는 T S1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 된 신
호의 고조파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지 주파수의 범위만 32배로 확장된 것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TS1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함으로써, fS1 = 1/TS1 주파수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조파가, TS2 시간 
간격으로 up-sampling하여 f S2 = 1/TS2 로 샘플링 주파수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 범위 내에 32개의 f S1 고조파가 포함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TS2 = TS1 /32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된 신호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제 이 신호를 가지고 각 서브밴드마다 해당 대역만 남기고 제거한다. 이때 사용되는 band-pass filter가 바로 H r(z)
이다(r은 서브밴드 번호).

필터 Hr(z)은 512개의 차수를 가지며, prototype low-pass filter를 phase-shift하여 해당 서브밴드의 band-pas
s filter를 구성한다. 위 도 7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다.

수학식 1

여기서 St(nTS2 )은 합성된 신호의 출력 샘플, t는 T S1 시간 간격이며 서브밴드 신호의 현재 입력 샘플을 의미한다. 즉 
xr(tTS1 )의 서브밴드별 각 입력 샘플에 대한 합성 출력 신호가 St(nTS2 )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r=0,1,2, ,31이고 
서브밴드 인덱스이며, n=0,1,2, ,31이고 출력샘플 인덱스로서, 32개의 서브밴드마다 각각 1개 씩의 샘플이 입력되어 
32개의 합성된 출력 샘플이 생성되는 구조이다.

상기 수학식의 구조는 xr(kTS2 ) 와 Hr(kTS2 )의 컨볼루션(convolution) 형태이며, 필터링 과정임을 나타낸다. H r(
kTS2 ) 는 512개의 차수를 가지며, 기본형의 low-pass filter인 h(kT S2 )와 이 필터를 phase-shift하여 해당 서브
밴드의 band-pass filter를 생성하기 위한 의 N r(k)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서브밴드를 up-sampling하고 해당 대역 필터를 거친 후 모든 서브밴드의 신호를 더하면 출력 샘플이 생성된다. 여
기서 상기 수학식 1을 그대로 연산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연산이 필요하므로,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수학식을 정리하
여 다시 쓰면 아래의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1을 전개하여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cosine항의 대칭성과 서브밴드 신호 
xr(tTS1 )을 up-sampling하여 x r(kTS2 )를 만들면서 채워진 0(zero)가 고려되었다. 이하의 수학식부터는 표기의 편
의를 위해 샘플링 주기를 생략하였고, 묵시적으로 샘플링 주기는 TS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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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수학식 3

    
여기서 n=0,1,2 … 31, i= 0,1,2 …15, k=0,1,2 … 63 그리고 r=0,1,2 … 31 이다. 첨자 k, n, i는 연산 과정에서 사
용되는 인덱스이고, 첨자 r은 서브밴드 번호를 의미하며, 첨자 t는 서브밴드 신호의 현재 샘플이 입력된 시간을 의미한
다. 위의 수학식에서 기호 [x]는 실수 x에 대하여 a≤x 를 만족하는 최대 정수 a를 의미한다. 즉, 실수 x의 소수점 이
하를 잘라버리고 정수로 만든 것이다. 또한, 연산자 %는 modular 연산을 의미하며 a%b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에 
해당한다.
    

상기 최적화된 수학식 2를 알고리즘 순서도로 표현하면 도 8과 같으며(MPEG Audio Standard Spec. 참조), 상기 도 
8의 순서도를 계산 절차에 따른 블록도로 나타내면 도 9와 같다.

각 서브밴드마다 1개의 샘플이 입력되어 Nr(k) 행렬 값이 곱해지며, 나온 결과는 64개가 된다. 이 값이 1024개의 선
입선출(FIFO) 버퍼에 입력되며, 기존에 들어 있던 값들은 64개의 값만큼 shift된다. 이제 이 FIFO 안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가져와 window 계수를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더하면 PCM 출력 샘플이 생성된다. 
이를 수학식 2와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순방향 디코딩에 사용되는 합성필터의 구조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디코딩시
의 합성필터에 대해 설명한다.

위의 순방향 합성필터를 역방향으로 디코딩하기 위한 구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역방향으로 
디코딩하는 과정에서는 서브밴드의 샘플들이 시간적으로 역순으로 입력되게 된다. 즉, 한 서브밴드의 총 샘플 수가 N개
라면, 순방향으로 디코딩 하는 경우 t=0,1,2 … N-1 의 순서로 샘플이 입력되는 반면, 역방향으로 디코딩하는 경우에
는 t= N-1,N-2, N-3 … 1, 0 의 순서로 입력되는 것이다.

MPEG 오디오 합성 필터는 시간적으로 이전 샘플 값들을 이용하는데, 샘플이 역순으로 입력되면 시간적으로 이전 샘플 
값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순방향 합성필터를 그대로 이용하여 역방향 합성을 수행할 수 없고, 따라서 역순으로 입력되
는 샘플에 대하여 역순으로 합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터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 
합성 필터를 제시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역방향 디코딩을 위한 합성필터의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순방향 디코딩을 위한 합성필터의 
구조와 유사하나, 다만, 필터뱅크만 그 전달함수가 Br(z)으로 대치 되었다. 서브밴드 신호의 샘플이 입력되는 순서는 
역방향 디코딩의 경우 xr(mTS1 ), m= N-1,N-2, N-3 … 1, 0 과 같다.

입력 순서를 고려하여 상기 수학식 1을 변경하면 다음 수학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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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수학식 4를 수학식 1과 비교하면, 각 서브밴드에 대한 band-pass filter는 동일하며, 다만 입력 샘플이 시간의 역순으
로 입력되므로 필터링을 위한 컨볼루션에서 입력 신호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필터 계수와 곱했던 것을 그냥 사용하게 
된다. 즉, 입력되는 순서 자체가 역순이기 때문에 순방향 디코딩시의 서브밴드 입력 x r(((32t+n)-k)T s ) 는 역순입력
에 대하여 xr(((32t+n)-511+k)T s ) 가 된다.

수학식 4를 그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연산이 필요하므로, 순방향 디코딩시와 마찬가지로 수학식을 
전개하여 최적화하면 다음 수학식이 얻어진다.

수학식 5

수학식 6

단, 위 수학식 5와 6에서 사용된 첨자와 연산자에 대한 것은 수학식 3과 4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하다.

위 수학식 5와 6번에서 j=31-n 그리고 m=63-k로 치환하면 위의 수학식은 아래와 같이 된다.

수학식 7

수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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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7, 8을 수학식 3, 4와 비교하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입력된 샘플에 대한 인덱스만 다르다. 
상기 식을 알고리즘 순서도로 표현하면 도 11과 같으며, 상기 순서도를 계산절차에 따른 블록도로 구성하면 도 12와 
같다.

이상에서 설계한 역방향 디코딩을 위한 합성필터의 구조를 살펴보면 순방향 합성필터와 알고리즘 구조가 비슷하며, 따
라서 연산량과 구현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 만약 순방향 디코딩과 역방향 디코딩을 동시
에 구현한다면 순방향 합성필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단지 FIFO의 shifting 방향과 최종 샘플 합성 순서(첨자 
j)만 역방향으로 바꾸어 주면 된다.

즉, 매 합성시마다 합성되는 32 샘플은 시간 순서이지만, 다음에 합성되는 시간 샘플은 시간적으로 이전 샘플이며, 따
라서, 샘플의 출력순서는 한번에 합성되는 32 샘플을 역순으로 출력하고 다음 합성되는 32 샘플을 마찬가지로 역순으
로 출력하는 과정을 첫 프렘임까지 반복하게 된다. 본 합성필터는 MPEG Audio Layer 1, 2, 3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
다.

한편, 보다 고속의 녹음을 위해서는 순방향 트랙에 대해 녹음을 수행함과 동시에, 역방향 트랙에 대해서도 함께 녹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역방향 트랙에 대해서는 테이프가 재생시의 역으로 주행하게 되므로, 디코딩 또한 역
방향으로 디코딩해 주어야 하는바, 역방향 디코딩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상기의 실시예와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먼저 순방향 알고리즘을 이용한 역방향 디코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압축된 MPEG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역방향으로 아날로그 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를 모두 순방향으로 디코딩하여 그 결과의 PCM 샘플을 저장해 두고 맨 마지막 PCM 데이터부터 역
으로 아날로그 변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순방향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구현은 쉽지만 디코딩된 데이터량이 방
대하므로, 데이터를 저장할 대량의 저장매체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한 데이터 클립의 길이가 서로 다
르며,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저장매체의 최대한계를 결정 지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압축된 MPEG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역방향으로 아날로그 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전체 스트림의 맨 뒷 프레임부터 일정한 프레임 수로 나누어 순방향으로 디코딩을 하는 것이다.

    
즉, 총 N 개의 프레임이 있다면 M 개의 프레임 씩 나누어 (N-M) 번째 프레임부터 N 번째 프레임까지 디코딩을 하여 
저장하고 이것을 N 번째 프레임부터 (N-M+1) 번째 프레임까지 역순으로 연주한다. 이때, (N-M) 번째 프레임은 디
코딩시 첫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과 연속성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므로 출력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프레임 간의 연속성은 한 프레임 만큼이며, 두 프레임 이상 떨어진 프레임 사이에는 연산 알고리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정상적인 샘플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값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블록 프레임에 대한 연주가 끝나면 다시 (N-2M) 번째 프레임부터 (N-M) 번째 프레임까지를 마찬가지로 순
방향으로 디코딩 하면서 저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N-M) 번째 프레임은 이전 디코딩 과정에서 그 블록의 첫 프
레임으로 디코딩을 했던 프레임이다. 그러나 실제 샘플은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없어 정상적인 샘플로 디코딩되지 않았
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 그 프레임까지 디코딩을 한다. 이때는 프레임의 마지막이고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샘플로 디코딩된다. 이제 출력은 (N-M) 번째 프레임부터 (N-2M+1) 번째 프
레임까지를 역순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을 모든 프레임이 디코딩될 때까지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디코딩되는 블록의 첫 프레임에 대해서는 순방향으로 디코딩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 되므로 그때와 동일한 
샘플값이 얻어진다. 따라서 그냥출력 샘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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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으로 역방향 디코딩을 하는 경우, 모든 프레임을 디코딩하여 저장하지 않고, 단지 M개의 프레임만을 디코딩하
여 저장했다가 역순으로 출력하므로 M개의 프레임에 대한 샘플 개수만큼만을 저장할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여, 상기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최종 출력 샘플을 저장할 버퍼의 크기가 작아지며, 또한 저장할 공간의 요구량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
므로 설계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 및 동작에 의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은, 디지털로 
압축된 오디오 신호를 테이프와 같은 아날로그 매체에 고속으로 저장함에 있어서, 압축된 디지털 오디오를 순방향 트랙
은 순방향으로 디코딩하여 신호를 제공하고, 반대 방향의 트랙은 역방향으로 디코딩하여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순방향 및 반대 방향의 트랙 모두를 녹음할 수 있어서 고속 녹음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순방향 디코딩 방식을 이용하여 역방향 디코딩을 수행하는 경우, 즉 맨 마지막 프레임부터 M프레임씩 나누어 순
방향으로 디코딩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순방향 디코딩 방법과 동일하므로 구현이 용이하며, 비록 M개의 프레임을 
디코딩하여 저장할 버퍼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이 어렵지 않다.

    
또한, 역방향 디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한 역방향 디코딩 방식의 경우에는, 순방향 디코딩과 비교하여 연산량은 동일하되 
약간의 추가 메모리만이 요구되며, 추가되는 메모리의 크기는, 허프만 디코딩 과정에서 순방향 디코딩시에는 한 프레임
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에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역방향 디코딩시에는 한 프레임 모두를 미리 허프만 디코딩해야 하므
로 2배의 버퍼 크기만큼 필요하다. 즉, 그 크기는 스테레오 채널에 대하여 순방향 디코딩시 576×2 워드 만큼 필요한데 
반해, 역방향 디코딩시는 1152×2 워드 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에 있어서,

기록 오디오 데이터의 마지막 프레임 헤더를 확인하는 제 1단계;

상기 확인된 헤더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프레임을 구성하는 복수의 단위 블록 데이터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역양자화
하는 제 2단계;

상기 역양자화된 데이터에 대해, 상기 단위 블록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데이터로 복원하는 제 3단계
; 및

상기 복원된 주파수 대역별 데이터를 시간 역순의 오디오 샘플 데이터로 변환출력하는 제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의 프레임 헤더 확인은, 상기 기록 오디오 데이터의 첫 번째 헤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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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기록 오디오 데이터의 첫 번째 헤드 정보로부터 프레임의 크기를 독출하는 하위 제 1단계;

상기 독출된 프레임 크기에 근거하여, 프레임의 가상 헤드 위치로 이동하는 하위 제 2단계; 및

상기 이동된 위치에서, 패딩 비트 유무를 감안하여 실제 프레임 헤더를 확인하는 하위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확인된 헤더 정보에 근거하여,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독출하는 하위 제 1단계;

상기 독출된 사이드 인포메이션에 근거하여, 해당 단위 프레임에 대응되는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는 하위 제 2단계;

상기 확인된 위치에 근거하여, 단위 프레임을 구성하는 복수의 단위 블록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역양자화하는 하위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는,

단위 프레임을 구성하는 복수의 단위 블록 전체에 대하여 허프만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허프만 디코딩된 데이터에 대해 역양자화 및 역스케일링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는, 현재 역(逆) 변형이산여현변환(MDCT)된 후반부의 단위 블록 데이터와, 직후 입력되어 역(逆) 변형
이산여현변환된 전반부의 단위 블록 데이터를 중첩합산함에 의하여 단위 블록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역방향 입력되는 최초 프레임의 첫 번째 단위 블록에 대해서는 중첩할 데이터를 0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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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는, 현재 주파수 대역별로 데이터 복원(MDCT)되는 후반부의 단위 블록 데이터와, 직후 입력되어 복원된 
전반부의 단위 블록 데이터를 중첩합산함에 의하여 단위 블록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
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는,

역(逆) 변형이산여현변환(MDCT)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정상 재생시의 시간순서로 순차입력한 후, 상기 재생 시간순서
의 역순으로 지연시켜 출력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데이터의 역방향 디코딩 방법.

청구항 10.

압축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부터 M개의 프레임씩 나누어 순방향으로 디코딩을 수행한 후, 디코딩된 데
이터를 디코딩의 역순으로 출력하는 역방향 디코딩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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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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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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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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