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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인코더로부터 얻어진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및 디바이스가 설명되며, 상기 인코더는 N-채널 오디오 신호를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L0, R0)를 포함하는 공간 파라미터(P) 및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로 인코딩한다. 제 1 출력 신호

(L0W)를 얻기 위해 제 1 신호 및 제 3 신호가 추가되고, 상기 제 1 신호(L0WL)는 제 1 복소 함수(g1)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 3 신호(L0WR)는 제 3 복소 함수(g3)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R0)를

포함한다. 제 2 출력 신호(R0W)를 얻기 위해 제 2 신호 및 제 4 신호가 추가되고, 상기 제 4 신호(R0WR)는 제 4 복소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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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R0)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신호(R0WL)는 제 2 복소 함수(g2)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L0)를 포함한다. 상기 복소 함수(g1, g2, g3, g4)는 상기 공간 파라미터(P)의 함수이고, 제 1 신호

와 제 2 신호 사이의 차이(L0WL-R0WL)의 에너지 값이 제 1과 제 2 신호의 합(L0WL+R0WL)의 에너지 값 이상이 되도록, 그

리고 제 4 신호와 제 3 신호 사이의 차이(R0WR-L0WR)의 에너지 값이 제 4 신호와 제 3 신호의 합(R0WR+L0WR)의 에너지

값 이상이 되도록 선택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채널 오디오 신호를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L0, R0)를 포함하는 공간 파라미터(P) 및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로

인코딩하는 인코더로부터 얻어진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제 1 출력 신호(L0W)를 얻기 위해 제 1 신호 및 제 3 신호를 추가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신호(L0WL)는 제 1 복소 함수

(g1)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 3 신호(L0WR)는 제 3 복소 함수(g3)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R0)를 포함하는, 추가 단계와,

- 제 2 출력 신호(R0W)를 얻기 위해 제 2 신호 및 제 4 신호를 추가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4 신호(R0WR)는 제 4 복소 함수

(g4)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R0)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신호(R0WL)는 제 2 복소 함수(g2)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L0)를 포함하는, 추가 단계를 포함하며,

- 상기 복소 함수(g1, g2, g3, g4)는 상기 공간 파라미터(P)의 함수이고,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사이의 차이(L0WL-R0WL)

의 에너지 값이 제 1과 제 2 신호의 합(L0WL+R0WL)의 에너지 값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제 4 신호와 제 3 신호 사이의 차

이(R0WR-L0WR)의 에너지 값이 제 4 신호와 제 3 신호의 합(R0WR+L0WR)의 에너지 값 이상이 되도록 선택되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채널 오디오 신호는 전면-채널 신호 및 후면-채널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공간 파라미터(P)는

여기서 전면 채널의 기여에 비해 스테레오 다운-믹스(L0, R0)에서 후면 채널의 상대적인 기여의 측정치를 포함하는, 스테

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복소 함수(g2)의 크기는 상기 제 1 복소 함수(g1)의 크기보다 더 작고 및/또는 상

기 제 3 복소 함수(g3)의 크기는 상기 제 4 복소 함수(g4)의 크기보다 작은,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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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복소 함수(g2) 및/또는 상기 제 3 복소 함수(g3)는 ±90도와 실질적

으로 동일한 위상 시프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함수(g1)는 제 1 및 제 2 함수 부분(g11L;g12L)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함수 부분(g12L)의 출력은, 상기 공간 파라미터(P)가,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L0)에서의 후면 채널의 기여가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L0)의 전면 채널의 기여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증가하고, 상기 제 2 함수 부분(g12L)은 ±90°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상 시프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함수(g4)는 제 3 및 제 4 함수 부분(g11R;g12R)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제 4 함수 부분(g12R)의

출력은, 상기 공간 파라미터(P)가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에서(R0)의 후면 채널의 기여가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R0)의

전면 채널의 기여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증가하고, 상기 제 4 함수 부분(g12R)은 ±90°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상 시프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함수 부분(g12L)은 상기 제 4 함수 부분(g12R)에 비해 반대 부호를 갖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함수(g2)는 상기 제 3 함수(g3)에 비해 반대 부호를 갖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함수(g2) 및 상기 제 4 함수 부분(g12R)은 동일한 부호를 갖고, 상기 제 3 함수(g3)

및 상기 제 2 함수 부분(g12L)은 동일한 부호를 갖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0.

N-채널 오디오 신호를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L0, R0)를 포함하는 공간 파라미터(P) 및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로

인코딩하는 인코더로부터 얻어진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로서,

- 제 1 출력 신호(L0W)를 얻기 위해 제 1 신호 및 제 3 신호를 추가하는 제 1 추가 수단으로서, 상기 제 1 신호(L0WL)는 제

1 복소 함수(g1)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 3 신호(L0WR)는 제 3 복소 함수(g3)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R0)를 포함하는, 제 1 추가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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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출력 신호(R0W)를 얻기 위해 제 2 신호 및 제 4 신호를 추가하는 제 2 추가 수단으로서, 상기 제 4 신호(R0WR)는 제

4 복소 함수(g4)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R0)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신호(R0WL)는 제 2 복소 함수(g2)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L0)를 포함하는, 제 2 추가 수단을 포함하며,

- 상기 복소 함수(g1, g2, g3, g4)는 상기 공간 파라미터(P)의 함수이고,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사이의 차이(L0WL-R0WL)

의 에너지 값이 제 1과 제 2 신호의 합(L0WL+R0WL)의 에너지 값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제 4 신호와 제 3 신호 사이의 차

이(R0WR-L0WR)의 에너지 값이 제 4 신호와 제 3 신호의 합(R0WR+L0WR)의 에너지 값 이상이 되는,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

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11.

인코더 장치로서,

- N-채널 오디오 신호를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L0, R0)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 및 공간 파라미터(P)로

인코딩하는 인코더(2)와;

- 상기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제 10항에 기재된 디바이스(5)를

포함하는, 인코더.

청구항 12.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L0W,R0W)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따라 처리 동작을 반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L0W,R0W)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7)로서,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따라 처리 동작을 반전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14.

디코더 장치로서,

-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L0W,R0W)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제 13항에 기재된 디바이

스(7)와,

- 상기 처리된 스테레오 신호(L0,R0)를 N-채널 오디오 신호로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포함하는,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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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1항에 기재된 인코더 장치와, 제 14항에 기재된 디코더 장치를 포함하는 오디오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코더로부터 얻어진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및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인코더는 N-채널 오디

오 신호를 공간 파라미터, 및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싱 신호로 인코딩한다. 본 발명은

또한 그러한 인코더 및 그러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인코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인코더로부터 얻어진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및 디바이스에 의해 얻어진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

호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코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그러한 인코더 및 그러한 디코더 장치를 포함하는 오디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랫동안, 예를 들어 가정 환경에서 음악의 스테레오 재생은 널리 보급되어 왔다. 1970년대 이래로, 가정 음악 기기의 4-

채널 재생에 대한 몇몇 실험이 이루어졌다.

극장과 같은 대형 홀에서, 사운드의 다중-채널 재생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돌비 디지털® 및 다른 시스템은 대형 홀에서

실감나고 인상깊은 사운드 재생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한 다중-채널 시스템은 홈 씨어터에 도입되었고, 폭넓은 관심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5.1 시스템으로 언급되는, 5개

의 전-범위 채널 및 하나의 부분-범위 채널 즉 저주파수 효과(LFE) 채널을 갖는 시스템은 현재 시장에서 공통적이다. 예

를 들어 2.1, 4.1, 7.1 및 심지어 8.1과 같은 다른 시스템도 존재한다.

SACD 및 DVD의 도입으로, 다중-채널 오디오 재생이 유행되고 있다. 많은 소비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다중-채널 재생의

가능성을 갖고, 다중-채널 소스 자료는 대중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단지 2-채널 재생 시스템만을

갖고, 송신은 일반적으로 2 채널을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예를 들어 돌비 서라운드®와 같은 매트릭싱

(matrixing) 기술이 개발되어, 2 채널을 통한 다중-채널 오디오의 송신을 가능하게 한다. 송신된 신호는 2-채널 재생 시스

템으로 직접 재생될 수 있다. 적절한 디코더가 이용가능한 때, 다중-채널 재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잘 알려진 디코더는

돌비 프로 로직®(I 및 Ⅱ),(2001년 6월, AES 제 19차 서라운드 사운드에 대한 국제 회의의 회보, Kenneth Gundry의 "서

라운드 사운드를 위한 새로운 능동 매트릭스 디코더") 및 서클 서라운드®(I 및 Ⅱ)(US 특허 번호 6,198,827: 5-2-5 매트

릭스 시스템)이다.

다중-채널 자료의 증가하는 대중성으로 인해, 다중-채널 자료의 효율적인 코딩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매트릭싱은 송

신을 위해 필요한 오디오 채널의 수를 감소시켜, 필요한 대역폭 또는 비트율을 감소시킨다. 매트릭스 기술의 추가 장점은,

스테레오 재생 시스템과 역 호환된다는 것이다. 비트율의 추가 감소를 위해, 종래의 오디오 코더는 매트릭싱된 스테레오

신호를 인코딩하도록 적용될 수 있다.

비트율을 감소시키는 다른 가능성은 매트릭싱 없이 모든 개별 채널을 인코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더 높은 비트율을 초

래하는데, 이는 2개 대신에 5개 채널이 인코딩되어야 하지만, 공간 재구성이 매트릭싱을 적용하는 것보다 본래에 더 가까

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매트릭싱 프로세스는 손실 있는 동작이다. 그러므로, 단지 2채널 믹스로부터 5 채널의 완전한 재구성이 일반적으

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5-채널 재구성의 최대 인식 품질을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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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2-채널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 및 적은 수의 공간 파라미터 또는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로서 다중-채널 오디오

를 인코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 결과, 이 시스템은 스테레오 재생을 위해 역 호환된다. 송신된 공간 파라미터는,

디코더가 이용가능한 2-채널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로부터 5 채널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업-믹스

프로세스가 송신된 파라미터에 의해 제어되는 점으로 인해, 5-채널 재구성의 인식 품질은 제어 파라미터가 없는 업-믹스

알고리즘(예를 들어, 돌비 프로 로직)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다.

요약하면, 3가지 상이한 방법은 제공된 2-채널 믹스로부터 5-채널 재구성을 생성하도록 적용될 수 있다:

1) 블라인드 재구성, 이 방법은 어떠한 제공된 정보 없이 신호 특성에만 기초하여 업-믹스 매트릭스를 제거하려고 한다.

2) 예를 들어 돌비 프로 로직과 같은 매트릭싱 기술. 특정한 다운-믹스 매트릭스를 적용함으로써, 2 채널로부터 5 채널로

의 재구성은 적용된 다운-믹스 매트릭스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신호 특성으로 인해 향상될 수 있다.

3) 파라미터-제어된 업-믹스. 이 방법으로,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는 일반적으로 비트 스트림의 보조 부분에 저장되어,

정상 스테레오 재생 시스템과 역 호환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매트릭싱 시스템과 역 호환

되지 않는다.

전술한 방법 2 및 3을 단일 시스템과 결합하는 것이 흥미 있다. 이것은 이용가능한 디코더에 따라 최대 품질을 보장한다.

돌비 프로 로직 또는 서클 서라운드와 같은 매트릭스 서라운드 디코더를 갖는 소비자에 대해, 매트릭스 프로세스에 따른

재구성이 얻어진다. 송신된 파라미터를 해석할 수 있는 디코더가 이용가능하면, 더 높은 품질 재구성이 얻어질 수 있다. 매

트릭스 서라운드 디코더, 또는 공간 파라미터를 해석할 수 있는 디코더를 갖지 않은 소비자는 여전히 스테레오 역 호환성

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방법 2와 3을 결합하는 한 가지 문제는, 실제로 송신된 스테레오 다운-믹스가 변형된다는 것이

다. 이것은 다시 공간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5-채널 재구성에 역효과를 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매트릭싱 기술로 파라미터 다중-채널 오디오 코딩의 결합을 허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방법

으로 전체 품질 다중-채널 재구성이 이용가능한 디코더와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이 목적은 인코더로부터 얻어진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 달성되며, 상기 인코더는 N-채널

오디오 신호를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는 공간 파라미터 및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로 인코딩하며, 상기 방

법은,

제 1 출력 신호를 얻기 위해 제 1 신호 및 제 3 신호를 추가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1 신호는 제 1 복소 함수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 3 신호는 제 3 복소 함수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

는, 추가 단계와,

제 2 출력 신호를 얻기 위해 제 2 신호 및 제 4 신호를 추가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4 신호는 제 4 복소 함수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신호는 제 2 복소 함수에 의해 변형된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

는, 추가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복소 함수는 상기 공간 파라미터의 함수이고,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사이의 차이의 에너지 값이 제 1과 제 2 신호의

합의 에너지 값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제 4 신호와 제 3 신호 사이의 차이의 에너지 값이 제 4 신호와 제 3 신호의 합의 에

너지 값 이상이 되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디코더에서의 전면/후면 조종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의 에너지 값 및 합 신호는 2-기준(즉 샘플의 수에 대한 제곱 합) 또는 이러한 신호의 절대값에 기초할 수 있

다. 또한, 종래의 에너지 방식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N-채널 오디오 신호는 전면-채널 신호 및 후면-채널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공간 파라미터는 전면

채널의 기여에 비해 스테레오 다운-믹스에서의 후면 채널의 상대적인 기여의 방식을 포함한다. 이것은 후면-채널 기여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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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복소 함수의 크기는 좌측/우측 후면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기 제 1 복소 함수보다 더 작을 수 있고 및/또

는 상기 제 3 복소 함수의 크기는 상기 제 4 복소 함수의 크기보다 더 작다.

제 2 복소 함수 및/또는 제 3 복소 함수는 위상 시프트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위상 시프트는 전면 채널 기여로 신호 말소

(cancellation)를 방지하기 위해 ±90°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제 1 함수는 제 1 및 제 2 함수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함수 부분의 출력은, 상기 공

간 파라미터가, 상기 제 1 스테레오 신호에서의 후면 채널의 기여가 전면 채널의 기여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증가하고, 상기 제 2 함수 부분은 ±90°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상 시프트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면 채널로 신호 말소를 방

지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기 제 4 함수는 제 3 및 제 4 함수 부분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제 4 함수 부분의 출력은, 상기 공

간 파라미터가 상기 제 2 스테레오 신호에서의 후면 채널의 기여가 전면 채널의 기여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증가하고, 상기 제 4 함수 부분은 ±90°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상 시프트를 포함한다.

제 1 함수 부분은 상기 제 4 함수 부분에 비해 반대 부호를 가질 수 있다. 제 2 함수는 상기 제 3 함수에 비해 반대 부호를

가질 수 있다. 제 2 함수 및 제 4 함수 부분은 동일한 부호를 갖고, 제 3 함수 및 제 2 함수 부분은 동일한 부호를 가질 수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전술한 방법에 따라 스테레오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한 디바이스, 및 그러한 디바이스를 포함하

는 인코더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제 1 및 제 2 스테레오 신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전술한 방법에 따라 처리 동작을 반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전술한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 및 그러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코더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서, 그러한 인코더 장치 및 그러한 디코더 장치를 포함하는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나타날 것이

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방법은 파라미터 다중-채널 재구성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매트릭스 디코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매트

릭싱 기술이 다운-믹싱 이전에 이루어진 실제 매트릭싱과 반대로 다운-믹싱 이후에 인코덩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운-믹스의 매트릭싱은 공간 파라미터에 의해 제어된다.

적용된 매트릭스가 반전가능하면, 디코더는 송신된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에 기초하여 매트릭싱을 복귀시킬 수 있다.

종래에, 매트릭싱은 원래 N-채널 입력 신호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는 올바른

N-채널 재구성에 대해 필수조건인 이러한 매트릭싱의 반전이 일반적으로 2-채널만이 디코더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5-채널 믹스에 보통 적용되는 매트릭싱 기술을 2-채널 믹스의 파

라미터 제어된 변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을 병합하는 인코더/디코더 오디오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오디오 시스템(1)에서, N-채널 오디오 신호는 인

코더(2)에 공급된다. 인코더(2)는 N-채널 오디오 신호를 스테레오 채널 신호(L0 및 R0) 및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로변

환하는데, 이에 의해 디코더(3)는 정보를 디코딩할 수 있고, 대략 디코더(3)로부터 출력될 원래 N-채널 신호를 재구성한

다. N-채널 신호는, 센터 채널, 2 전면 채널, 2 서라운드 채널 및 저주파수 효과(LFE) 채널을 포함하는 5.1 시스템을 위한

신호일 수 있다.

종래에, 인코딩된 스테레오 채널 신호(L0 및 R0) 및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는, 도 1에서 원(4)으로 표시된, CD, DVD, 방

송, 레이저 디스크, DBS, 디지털 케이블, 인터넷 또는 임의의 다른 송신 또는 분배 시스템과 같은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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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송신되거나 분배된다.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0 및 R0)가 송신되거나 분배되기 때문에, 시스템(1)은 스테레오

신호만을 재생할 수 있는 다수의 수신 기기와 호환된다. 수신 기기가 파라미터 다중-채널 디코더를 포함하면, 디코더는 스

테레오 채널(L0 및 R0)에서의 정보 및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에 기초하여 그 추정치를 제공함으로써 N-채널 신호를 디

코딩할 수 있다.

이제, N-채널 오디오 신호를 가정하면, 여기서 N은 2보다 큰 정수이고, z1[n], z2[n], ..., zN[n]은 N 채널의 이산 시간-

영역 파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N 신호는 공통 세그먼트를 이용함으로써, 바람직하게 오버래핑 분석 윈도우를 이용하여, 세

그먼트화된다. 후속하여, 각 세그먼트는 복소 변환(예를 들어, FFT)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다. 그러나, 복소

필터-뱅크 구조는 또한 시간/주파수 타일을 얻기 위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입력 신호의 세그먼트화된 서브

-밴드 표시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Z1[k], Z2[k],...,ZN[k]로 표시되며, 여기서 k는 주파수 지수를 나타낸다.

이들 N 채널로부터, 2 다운-믹스 채널, 즉 L0[k] 및 R0[k]가 생성된다. 각 다운-믹스 채널은 N 입력 신호의 선형 결합이

다:

파라미터(αi 및 βi)는, L0[k] 및 R0[k]로 구성된 스테레오 신호가 우수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도록 선택된다.

결과적인 스테레오 신호에서, 후치-프로세서(5)는, 주로 스테레오 믹스에서 특정 채널(i)의 기여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그

러한 방법으로 프로세싱을 적용할 수 있다. 처리로서, 특정한 매트릭싱 기술이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은 좌측 및 우측 매트

릭스-호환 신호(L0W[k] 및 R0W[k])를 초래한다. 공간 파라미터와 함께 이것은 도 1에서 원(6)으로 도시된 디코더로 송신

된다. 인코더로부터 얻어진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는 후치-프로세서(5)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코더

장치는 인코더(2) 및 후치-프로세서(5)를 포함한다.

후치-처리된 신호(L0W 및 R0W)는 재생을 위해 종래의 스테레오 수신기(미도시)에 공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후치-처

리된 신호(L0W 및 R0W)는 예를 들어 돌비 프로 로직® 디코더 또는 서클 서라운드® 디코더와 같은 매트릭스 디코더(미도

시)에 공급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후치-프로세서(5)의 처리를 복귀하기 위해 후치-처리된 신호(L0W 및 R0W)를 반

전 후치-프로세서(7)에 공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인 신호(L0 및 R0)는 후치-프로세서(7)에 의해 다중-채널 디코더(3)에 공

급될 수 있다.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는 반전 후치-프로세서(7)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코

더 장치는 디코더(3) 및 반전 후치-프로세서(7)를 포함한다.

디코더(3)에서, N 입력 채널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

여기서 는 Zi[k]의 추정치이다. 필터( 및 )는 시간 및 주파수-종속인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전달 함수는 송

신된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로부터 유도된다.

도 2는, 이러한 후치-처리 블록(5)이 매트리스 디코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도시한다. 좌측

입력 신호(L0[k])는 제 1 복소 함수(g1)에 의해 변형되는데, 이것은 좌측 출력(L0W[k])에 공급되는 제 1 신호(L0WL[k])를

초래한다. 좌측 입력 신호(L0[k])는 또한 제 2 복소 함수(g2)에 의해 변형되고, 이것은 제 2 신호(R0WL[k])를 초래하며,

이것은 우측 출력(R0W[k])에 공급된다. 함수(g1 및 g2)는, 차이 신호((L0WL-R0WL)가 합 신호(L0WL+R0WL)와 같거나 더

큰 에너지를 갖도록 선택된다. 이것은, 매트릭스 디코딩에서, 합 및 차이 신호의 비율이 전면/후면 조종을 수행하는데 사용

되기 때문이다. 차이 신호가 더 클수록, 더 많은 입력 신호는 후면으로 조종된다. 이로 인해, R0WL[k]는 L0[k]에서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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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의 기여가 증가할 때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제어 절차는 함수(g1 및 g2)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것은 공간 파라미터(P)

의 양쪽 함수이다. 이러한 함수는, L0[k]에서 좌측 후면의 기여가 증가할 때 좌측 입력 채널의 처리의 양이 증가하도록 선

택된다.

g2의 크기는 g1의 크기보다 더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디코더에서 좌측/우측 후면 조종을 허용한다.

우측 입력 신호(R0[k])는 제 4 함수(g4)에 의해 변형되는데, 이것은 우측 출력(R0WR[k])에 공급되는 제 4 신호(R0W[k])

를 초래한다. 우측 입력 신호(R0[k])는 또한 제 3 함수(g3)에 의해 변형되는데, 이것은 좌측 출력(L0W[k])에 공급되는 제

3 신호(L0WR[k])를 초래한다. 함수(g3 및 g4)는, R0[k]에서 우측 후면의 기여가 증가할 때 우측 입력 채널의 처리의 양이

증가하도록, 또한 R0WR[k]로부터 LOWR을 감산하는 것이 이들을 더하는 것보다 더 큰 신호를 초래하도록 선택된다.

g3의 크기는 g4의 크기보다 더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디코더에서 좌측/우측 후면 조종을 허용한다.

출력은 다음 행렬 수학식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파라미터 다중-채널 인코더는 아래에 기재된다. 다음 수학식이 적용된다:

L0[k]=L[k]+Cs[k]

R0[k]=R[k]+Cs[k]

여기서 Cs[k]는 LFE 채널 및 센터 채널을 결합한 후에 초래되는 모노 신호이다. 다음 수학식은 L[k] 및 R[k]에 대해 유지

된다:

여기서 Lf는 좌측-전면이고, Ls는 좌측-서라운드이고, Rf는 우측-전면이고, Rs는 우측-서라운드 채널이다. 제약(c1 내지

c4)은 다운-믹스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복소-값 및/또는 시간 및 주파수-종속적일 수 있다. ITU-스타일 다운-믹스는

(c1,c3=sqrt(2); c2,c4=1)에 대해 얻어진다.

디코더에서, 다음 재구성이 수행된다:

는 L[k]의 추정치이고, 은 R[k]의 추정치이고, 는 Cs[k]의 추정치이다. 파라미터(β 및 γ)는 인코더에서

결정되고 디코더로 송신되는데, 즉 인코더 정보 파라미터(P)의 서브셋이다. 더욱이, 정보 신호(P)는 대응하는 전면 및 서라

운드 채널 사이의 (상대적인) 신호 레벨을 포함할 수 있는데, 즉 각각 Lf, FS, 및 Rf, RS 사이의 내부-채널 세기 차이(IID)를

포함할 수 있다. Lf과 LS 사이의 에너지 비율을 나타내는, IID1에 대한 편리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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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라미터가 사용될 때, 도 2에서의 방식은 도 3의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좌측 채널(L0[k])을 처리하기 위해, 파

라미터(IIDL 및 β)인, 좌측 입력 채널에서의 전면/후방 기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만이 필요하다. 우측 입력 채널의 처리를

위해, 파라미터(IIDR 및 γ)가 필요하다. 함수(g2)는 함수(g3)로 대체될 수 있지만, 반대 부호를 갖는다.

도 4에서, 함수(g1 및 g4)는 모두 2개의 병렬 함수 부분으로 분리된다. 함수(g1)는 g11 및 g12로 분리된다. 함수(g4)는 g11

및 -g12로 분리된다. 함수 부분(g12) 및 함수(g3)의 출력 신호는 후면 채널의 기여이다. 함수 부분(g12) 및 함수(g3)는 신호

말소를 방지하도록 하나의 출력에서 동일한 부호로, 그리고 상이한 출력에서 반대 부호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함수 부분(g12) 및 함수(g3)는 모두 ±90도의 위상 시프트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면 채널 기여{함수 부분(g11)의 출력}의

말소를 방지한다.

도 5는 이 블록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파라미터(wi)는 Lo[k] 및 Ro[k]의 wr의 처리량을 결정한다. wl이 0일 때, L0

[k]은 처리되지 않고, wl이 1이면, Lo[k]이 최대로 처리된다. 이와 동일한 것이 Ro[k]에 대해 wr에 유지된다.

다음의 일반화된 수학식인 후치-처리 ??라미터(wl 및 wr)에 대해 유진된다:

wl=f1(P)

wr=fr(P)

블록(Φ-90)은 90도 위상 시프트를 수행하는 전대역 필터이다. 도 5에서 블록(G1 및 G2)은 이득이다. 결과적인 출력은 다

음과 같다:

이고,

여기서

G1=f1(wl,wr)

G2=f2(wl,wr)

그러므로, 함수(g1....g4)는 더 특정한 함수로 대체된다:

g1=1-wl+wlΦ
-90

g2=-wlΦ
-90G1

g3=wrΦ
-90G2

g4=1-wr=wrΦ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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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H의 역행렬은 (만약 det(H)≠0이면)에 의해 주어진다:

따라서, 행렬 H에서 적합한 함수의 이용은 매트릭싱 프로세스가 반전되도록 한다.

반전은 추가 정보를 송신할 필요 없이 디코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파라미터(wl 및 wr)가 송신된 파라미터로부

터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채널 믹스의 파라미터 디코딩에 필요한 원래 스테레오 신호가 다시 이용가능할

것이다.

더 나은 결과는, 이득(G1 및 G2)이 서라운드 채널 사이의 내부-채널 세기 차이(IID)의 함수인 경우에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IID는 또한 디코더로 송신되어야 한다.

전술한 파라미터 설명이 주어지면, 다음 함수는 후치-처리 동작에 사용된다:

wl=f1(α1)f2(β)

wr=f3(αr)f4(γ)

여기서 f1....f4는 임의의 함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대역 필터(Φ-90)는 복소 연산자(j)(j2=-1)로 (복소-값을 갖는) 주파수 영역에서 곱셈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

될 수 있다. 이득(G1 및 G2)에 대해, wl, wr의 함수는 서클 서라운드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취해질 수 있지만, 상수는 값

(1/ )에 적합하다. 이것은 다음 행렬에서 초래된다:

이러한 행렬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행렬식의 허수부는 wl=wr일 때 0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다음은 다음 행렬식에 대해 유지된다:

이 함수는 wl=2/3에 대해 det(H)=1/3의 최소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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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또한 wl=wr에 대해, 이 행렬은 역행렬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득(G1=G2=1/ )에 대해, 행렬 H는 값(wl 및 wr)에

독립적으로 항상 역행렬이 가능하다.

도 6은 반전 후치-프로세서(7)의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후치-처리와 같이, 본 발명은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해 행렬 곱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다.

따라서, 함수(g1....g4)가 디코더에서 결정될 수 있을 때, 함수(k1...k4)가 결정될 수 있다. 함수(k1...k4)는 함수(g1....g4)와

같이 파라미터 세트(P)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역전을 위해, 함수(g1....g4) 및 파라미터 세트(P)는 알려질 필요가 있다.

행렬 H는 행렬 H의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가능한데, 즉:

det(H)=g1g4-g2g3≠0

이것은 함수(g1....g4)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응용은 디코더 측에서만 스테레오 신호에 대한 후치-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즉 인코더 측에서 후치

-처리 없이).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디코더는 개선되지 않은 스테레오 신호로부터 개선된 스테레오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디코더 측 상의 이러한 후치-처리 동작은, 인코더에서 다중 채널 입력 신호가 단일(모노) 신호 및 연관된 공간 파라

미터로 디코딩되는 상황에서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디코더에서, 모노 신호는 먼저 스테레오 신호(공간 파라미터를 이용하

여)로 변환될 수 있고, 그 후에 이러한 스테레오 신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후치-처리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모노 신호는

다중 채널 디코더에 의해 직접 디코딩될 수 있다.

"포함하는" 및 그 활용어의 용어가 다른 요소 또는 단계를 배제하지 않고, 단수 요소의 이용은 복수의 요소 또는 단계를 배

제하지 않다는 것이 주지된다. 더욱이, 청구항에서의 참조 번호는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설명된 다양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지만, 본 명세서를 읽

는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상이한 방식으로 보정되고 결합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매트릭싱 기술로 파라미터 다중-채널 오디오 코딩의 결합을 허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체 품질 다중-채널 재구성이 이용가능한 디코더와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에 이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후-처리 및 반전 후-처리를 포함하는 인코더/디코더 오디오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스테레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의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추가 세부사항을 도시한, 도 2와 유사한 상세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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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추가 세부사항을 도시한, 도 3과 유사한 상세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추가 세부사항을 도시한, 도 3과 유사한 상세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스테레오 다운-믹스 신호를 처리하는 디바이스의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7-0039543

- 13 -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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