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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공간정보기반 오디오 부호화(SAC: Spatial Audio Coding) 방식을 이용한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및 복

호화하는 과정에서 부가정보로 사용되는 공간정보 (spatial cue)를 추출 및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특

징에 따르면,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공간정보 오디오 부호화시에 각 서브밴드별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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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간정보 추출 방법은, 좌우 비대칭적이고 동일한 최대치를 지니며 이웃한 창함수와 중첩되는 부분에서 그 합이 일정

상수로 표현되도록 서브밴드별 창함수를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창함수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공간 정보는 채널간 에너지비(Inter-Channel Level Difference:

ICLD)이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공간정보 오디오 부호화시에 각 서브밴드별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좌우 비대칭적이고 동일한 최대치를 지니며 이웃한 창함수와 중첩되는 부분에서 그 합이 일정 상수로 표현되도록 서브밴

드별 창함수를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창함수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정보 추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정보는, 채널간 에너지비(Inter-Channel Level Difference: ICLD, 채널간 지연시간(Inter-

Channel Time Difference: ICTD)이나, 채널간 코히런스(Inter-Channel Coherence: ICC) 및 가상음원 위치정보(Virtual

Source Location Information)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정보 추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창함수는 하기 수학식 6에 근거하여 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정보 추출방법.

수학식 6

여기서, b는 서브밴드 인덱스, k는 빈 인덱스, fb는 서브밴드 b에 적용될 창함수의 최대치를 산출하는 주파수를 나타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하기 수학식 7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정보 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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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여기서, Pc,b(1≤c≤C: 총 채널수)는 (Sc[k]는 각 채널 신호의 DFT 값임)에 의

해 계산되고, ref는 기준채널을 나타냄.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여 추출된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다운믹스 신호로부터 원래의

멀티채널 신호를 복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각 채널 신호의 서브밴드별 이득값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이득값을 상기 다운믹스 신호에 적용하여 서브밴드별 각 채널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원 단계는

하기 수학식 8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채널 신호 복원방법.

수학식 8

여기서, 는 c채널의 주파수 영역 신호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간정보기반 오디오 부호화(Spatial Audio Coding: SAC)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간정보기반 오

디오 부호화시에 이용되는 공간 정보 추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소개된 SAC 기술은 멀티채널 신호나 여러 독립된 신호를 다운믹스된 모노 또는 스테레오 신호와 공간정보로 표현

전송 및 복원하는 기술로서, 낮은 비트율에서도 고품질의 멀티채널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SAC 기술의 핵심은

멀티채널 신호를 서브밴드별로 분석하여 각 밴드별 공간정보를 추정하고 이것과 다운믹스된 신호로부터 다채널 원 신호를

복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보는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SAC의 재생 오디오 신호의 음질을 좌

우하는 큰 요인이 된다. 대표적인 SAC 기술로서, 바이노럴 큐 코딩(Binaural Cue Coding: BCC)이 최근에 소개되었으며,

이는 채널간 에너지비(Inter-Channel Level Difference: ICLD), 채널간 시간 지연(Inter Channel Tim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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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D) 및 채널간 코히런스(Inter Channel Coherence: ICC) 및 가상음원 위치정보(Virtual Source Location

Information)를 공간정보로 이용한다. ICLD는 원 신호의 주파수 정보를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정보이다. 각 공간

정보는 다운믹스된 신호의 서브밴드별로 적용하게 되는데, 각 서브밴드마다 각각 하나의 공간정보가 대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밴드 내 혹은 밴드 경계에서 주파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평

탄화(smoothing)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공간정보기반 오디오 부호화 방식에서 공간 정보를 추출 및 적용시에, 창 함수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평

탄화를 제공함으로써 복원되는 신호의 주파수 왜곡 및 불연속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특징에 따르면,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공간정보 오디오 부호화시에 각 서

브밴드별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공간정보 추출 방법은, 좌우 비대칭적이고 동일한 최대치를 지니며

이웃한 창함수와 중첩되는 부분에서 그 합이 일정 상수로 표현되도록 서브밴드별 창함수를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창함수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공간 정보는 채널간 에

너지비(Inter-Channel Level Difference: ICLD), 채널간 시간 지연(Inter Channel Time Difference: ICTD) 및 채널간

코히런스(Inter Channel Coherence: ICC) 및 가상음원 위치정보(Virtual Source Location Information)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전술한 공간 정보 추출 방법을 수행하여 추출된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다운믹스 신호로

부터 원래의 멀티채널 신호를 복원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복원 방법은, 상기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각 채널 신호의 서

브밴드별 이득값을 구하는 단계와, 상기 이득값을 상기 다운믹스 신호에 적용하여 서브밴드별 각 채널 신호를 복원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예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 그러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의 개념을 임의의 특정된 물리적 구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SAC 코딩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SAC 부

호화기(110)측의 다운믹스부(110)는 입력된 멀티채널 신호들을 다운믹스된 (모노/스테레오) 신호로 변환하고, 분석부

(120)는 입력된 멀티채널 신호들로부터 서브밴드별 공간정보를 추출한다. 다운믹스된 신호 및 공간 정보를 수신하는 SAC

복호화기(120)측의 합성부(121)는 수신된 다운믹스 신호와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멀티채널 신호를 각 서브밴드 별로 합성

및 재생한다.

구체적으로, 분석부(120)는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서브밴드별 창함수(window function)

를 이용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공간 정보의 추출 및 적용에 이용되는 창 함수(Hb[k], 여기서, b는 서브밴드 인덱스를

k는 주파수 빈 인덱스를 나타냄)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도시된 창 함수는 삼각창 함수의 일예이다. 본 발명에 따라 공간

정보 추출에 이용되는 창함수의 조건은 좌우 비대칭적이고 이웃한 창함수와 중첩(overlap)되는 구간에서 그 합이 상수가

되며 각각의 창함수의 최대치(hi)가 동일하도록 선정된다. 각 창 함수의 최대치 hi는 각 서브밴드의 중간지점에서 산출된

다. 예를 들어, 도 2에서와 같이 임의의 인접한 서브밴드 b와 b+1의 경계를 Ab, Ab+1 라고 정의할 때 창 함수의 최대치 hi

를 산출하는 주파수 fi는 수학식 1과 같이 표현한다.

수학식 1

여기서, Ab는 서브밴드 b의 경계를 나타낸다.

공간정보 추출에 적용되는 창함수가 삼각 창함수일 경우에, Hb[k](0≤k≤512)는 수학식 2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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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부호화기의 분석부(112)는 상기 수학식 2를 통해 구한 창함수(Hb[k])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인 ICLD값(ΔLc,b)을 하기 수학

식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선정된 창함수를 이용하여 추출된 ICLD는 이웃한 서브밴드와 중첩 추정되어 평

탄화됨으로써 주파수 왜곡 및 불연속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학식 3

여기서, 서브밴드 b의 평균에너지 Pc,b(1≤c≤C: 총 채널수)는 하기 수학식 4로부터 구하고, ref는 기준 채널 인덱스를 나

타낸다.

수학식 4

여기서, Sc[k]는 각 채널 신호의 DFT 값이다.

한편, 복호화기의 합성부(121)는 상기 분석부(112)로부터 전송된 ICLD 정보를 이용하여 각 채널의 서브밴드별로 이득

(gain)을 구하고 이를 다운믹스된 신호에 적용함으로써 각 채널 신호를 복원한다. ICLD로부터 구한 각 채널의 이득값을

Fc,b라 할 때, 수학식 5로부터 서브밴드별 각 채널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수학식 5

여기서 는 c채널의 주파수 영역 신호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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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창함수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재생된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 왜곡을 최소화시키고 서브밴

드 경계의 불연속성 특징을 완화하여 보다 좋은 음질의 오디오 재생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을 통하여 SAC에 사용되

는 공간정보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음질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SAC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SAC 코딩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공간 정보의 추출 및 적용에 이용되는 창 함수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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