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77959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G11B 20/1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77959
2002년10월18일

(21) 출원번호 10-2001-0017687         
(22) 출원일자 2001년04월03일         

(7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트윈타워

(72) 발명자 김기수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406한가람아파트218-1705
임수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2동8-148

(74) 대리인 박장원

심사청구 : 있음

(54)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및 복호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 오디오의 재생기술에 관한 것으로, 디지탈 오디오의 고음을 효과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오디오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 FFT부와; 상기 FFT부에서 출력되는 스펙
트럼을 이용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하는 심리음향부와; 상기 심리음향부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라, 롱 트랜스폼 또는 
쇼트 트랜스폼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 샘플을 선택하는 MDCT와; 상기 심리음향부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라, 상기 주파
수 대역 샘플을 내부 및 외부 반복루프를 통해 양자화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화부와; 상기 FFT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
을 입력받아 그 스펙트럼에서 선형예측계수를 추출하는 선형예측계수추출부와; 상기 양자화 연산시에 사용된 부가정보
를 출력하는 부가정보출력부와; 각 서브밴드에서 양자화된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여 출력하는 허프만 인코딩부와; 상
기 부가정보 및 허프만 부호화된 신호에 선형 예측계수를 이용한 엔벌로프를 부가하여 엠펙 오디오 프레임을 출력하는 
코딩 오디오 출력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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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종래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2는 본 발명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3은 본 발명 디지탈 오디오 복호화방법에 대한 동작흐름도.

도4는 허프만 부호화 주파수 영역분할을 보인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필터뱅크2:MDCT부

3:FFT부4:심리음향부

5:양자화부6:부가정보출력부

7:허프만 인코딩부8:코딩오디오출력부

100:선형예측계수추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오디오의 재생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탈 오디오의 고음을 효과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디
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및 복호화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탈 엠펙(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오디오로 통칭되고 있는 디지탈 오디오는 고품질,
고능률 스테레오 부호화를 위한 국제 표준화기구(ISO/IEC)의 표준방식이다.

상기 엠펙 오디오는 엠펙 비디오와 조합됨으로써 고능률의 멀티미디어 정보압축을 실현 가능하게 하며, 최근에는 디지
탈 티브이(DTV),디브이디(DVD),디지탈 음악방송(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및 엠피-3 플레이어등 다양
한 응용 제품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MP3오디오는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mp3 확장자를 갖는 방식으로, 엠펙-1 오디오 계층 3의 방식으로 인코딩된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엠펙 오디오의 압축원리는 인간의 감각특성을 이용해서 감도가 낮은 세부의 정보를 생략하여 부호량을 절감시키
는 " 지각부호화(Perceptual Coding)" 방법을 이용한다.

여기서, 지각부호화란 고요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음의 최소 레벨인 최소가청한계와, 특정음에 의해 다른 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마스킹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상기 최소 가청한계는 음의 주파수(음의 고저)에 따라 달라지고, 마스킹현상은 마스킹하는 음(Masker)과 마스
킹되어 들리지 않는 음(Maskee)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마스킹 효과가 일어나는 주파수 폭을 " 크리티컬 밴드(Critical Band)" 라고 하는데, 이 크리티컬 밴드 내에서의 
지각 가능한 신호대 잡음비(S/N)는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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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엠펙 오디오에서는 상기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디지탈화에 따라 발생하는 양자화 잡음을 크리티컬 밴드내에 
혼합하여 그 양자화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 디지탈 오디오의 재생기술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은 일반적인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같이 오디오신호를 32개의 서브
밴드로 세분하는 필터뱅크(1)와; 상기 서브밴드를 보다 세밀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하는 MDCT(Modified Discret
e Cosine Transform:변형이산 여현변환)부(2)와; 상기 오디오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 FFT(F
ast Fourier Transform:고속 푸리에 변환)부(3)와; 상기 FFT부(3)에서 출력된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해 마스킹 커
브를 산출하는 심리음향(Psycho Acoustic)부(4)와; 상기 MDCT부(2)에서 출력된 DCT계수와 심리음향부(4)에서 
출력된 마스킹커브를 입력받아 내부 루프(5b) 및 외부 루프(5a)를 통해 양자화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화부(5)와; 상기 
양자화 연산시에 사용된 부가정보를 출력하는 부가정보출력부(6)와; 상기 각 서브밴드에서 양자화된 신호를 허프만 부
호화하여 출력하는 허프만 인코딩부(7)와; 상기 부가정보 및 허프만 부호화된 신호에 오류체크비트등을 부가하여 엠펙 
오디오 프레임을 출력하는 코딩 오디오 출력부(8)로 구성되며, 이와같이 구성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필터뱅크(1)는 오디오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32개의 서브밴드로 세분하여 출력하고, FFT부(3)는 상기 오디오신
호를 주파수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때, 심리음향부(4)는 원음과 최소가청한계의 곡선으로부터 실제로 원음을 들으면서 감지할 수 있는 한계인 마스킹 
커브를 구하고, 상기 MDCT부(2)는 상기 필터뱅크(1)에서 출력되는 서브밴드를 보다 세밀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한
다.

이후, 양자화부(5)는 각 서브밴드마다, 즉 주파수 대역마다 스케일 펙터와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조정하여 양자화 잡음
을 마스킹커브 이하가 되도록 부호화한다.

즉, 스케일 팩터는 각 밴드의 양자화 잡음 정도에 맞추어 결정하고, 각 서브밴드마다 양자화에 의해 발생하는 양자화잡
음이 마스킹커브보다 작은 레벨이 되도록 각 서브밴드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조정한다.

여기서, 상기 양자화 스텝 사이즈는 크게하면 할수록 압축률은 높아지지만 양자화 잡음레벨이 커지고, 스텝사이즈를 작
게하면 양자화 잡음 레벨이 작아지는 대신 압축률도 작아진다.

따라서, 청각감도가 높고 마스킹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양자화 스텝을 작게 하여 양자화 잡음을 낮추고, 마
스킹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양자화 스텝을 크게 한다.

특히, 상기 양자화부(5)는 고정된 비트율에서 양자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루프(5a)와 내부 루프(5b)로 이루
어지는 두개의 반복 루프를 사용한다.

여기서, 상기 외부 루프(5a)는 주파수영역에서 얻어진 잡음의 레벨이 마스킹커브 보다 큰 밴드에 대해서 스케일 팩터를 
크게하여 잡음 레벨을 낮게 조정하고, 내부 루프(5b)는 허프만 코딩된 데이터의 비트율(bit rate)이 일정하지 않기 때
문에, 사용 가능한 비트보다 크면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늘려 조정하는 역활을 한다.

이때,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잡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외부 루프(5a)를 도는 과정을 반복하여 그 
값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상기 반복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를 허프만 인코딩부(7)에서 허프만 부호화한후 이를 코딩오디오출력부(8)에서 부
가정보출력부(6)의 부가정보와 결합하여 엠피3 비트 스트림을 얻게 된다.

 - 3 -



공개특허 특2002-0077959

 
그러나, 상기 엠피3 알고리듬에서 사용하는 심리음량모델은 각 개인의 청각 능력의 평균적인 값을 기반으로 얻어진 것
으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복원음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특히 15Khz 이상의 고음은 심리음향 모델에서 사용되
는 절대 가청한계가 약 60dB 이상의 값을 갖게 되므로 대부분의 오디오 신호에서 복원이 힘들고 10~15Khz의 대역에
서도 충분한 재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한 것으로, 디지탈 오디오의 고음을 작은 비트로 부호화하여 재생함으로
써 복원음의 음감을 향상시키도록 한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및 복호화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오디오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 FFT부와; 상기 FF
T부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하는 심리음향부와; 상기 심리음향부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
라, 롱 트랜스폼 또는 쇼트 트랜스폼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 샘플을 선택하는 MDCT와; 상기 심리음향부의 마스킹 임계
값에 따라, 상기 주파수 대역 샘플을 내부 및 외부 반복루프를 통해 양자화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화부와; 상기 FFT에
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입력받아 그 스펙트럼에서 선형예측계수를 추출하는 선형예측계수추출부와; 상기 양자화 연산
시에 사용된 부가정보를 출력하는 부가정보출력부와; 각 서브밴드에서 양자화된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여 출력하는 
허프만 인코딩부와; 상기 부가정보 및 허프만 부호화된 신호에 선형 예측계수를 이용한 엔벌로프를 부가하여 엠펙 오디
오 프레임을 출력하는 코딩 오디오 출력부를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엠피3 비트스트림이 입력되면 헤더 정보 및 부가정보를 복호화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엠피3 비트스트림에 선형예측계수가 존재하면, 그 선형예측계수를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하는 
제2 과정과; 스케일 팩터 및 허프만 데이터를 복호한한후, 그 복호한 데이터를 역양자화 시키는 제3 과정과; 분할 주파
수 대역을 서브 밴드로 통합한후, 이 통합된 서브밴드를 합성필터로 통과시켜 엠피3 복원음을 구하는 제4 과정과; 상기 
엠피3 복원음을 상기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와 가산하여 고음이 재생된 복원신호를 구하는 제5 과정으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및 복호화방법에 대한 작용과 효과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도2는 본 발명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로서,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오디오신호를 32개의 서브밴
드로 세분하는 필터뱅크(1)와; 오디오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 FFT부(3)와; 상기 FFT부(3)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하는 심리음향부(4)와; 상기 심리음향부 (4)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
라, 롱 트랜스폼(Long Transform) 또는 쇼트 트랜스폼 (Short Transform)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 샘플을 선택하는 
MDCT부(2)와; 상기 심리음향부(4)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라, 상기 주파수 대역 샘플을 내부루프(5b) 및 외부 루프(
5a)를 통해 양자화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화부(5)와; 상기 FFT부(3)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입력받아 그 스펙트럼
에서 선형예측계수를 추출하는 선형예측계수추출부(100)와; 상기 양자화 연산시에 사용된 부가정보를 출력하는 부가
정보출력부(6)와; 각 서브밴드에서 양자화된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여 출력하는 허프만 인코딩부(7)와; 상기 부가정
보 및 허프만 부호화된 신호에 선형 예측계수를 이용한 엔벌로프를 부가하여 엠펙 오디오 프레임을 출력하는 코딩 오디
오 출력부(8)로 구성한다.
    

    
도3은 본 발명 디지탈 오디오 복호화방법에 대한 동작흐름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엠피3 비트스트림이 입력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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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정보 및 부가정보를 복호화하는 제1 과정(S1,S2)과; 상기 엠피3 비트 스트림에 선형예측계수가 존재하면, 그 선
형예측계수를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하는 제2 과정(S9~S11)과; 스케일팩터 및 허프만 데이터를 복호한한
후, 그 복호한 데이터를 역양자화 시키는 제3 과정(S3~S5)과; 분할 주파수 대역을 서브 밴드로 통합한후, 이 통합된 
서브밴드를 합성필터로 통과시켜 엠피3 복원음을 구하는 제4 과정(S6,S7)과; 상기 엠피3 복원음을 상기 고주파 대역
의 오디오신호와 가산하여 고음이 재생된 복원신호를 구하는 제5 과정(S8)으로 이루어지며, 이와같은 본 발명의 동작
을 설명한다.
    

먼저, 필터뱅크(1)는 오디오신호를 32개의 서브밴드로 세분하고, FFT부(3)는 오디오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
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때, 심리음향부(4)는 상기 FFT부(3)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하는데, 즉 상기 FFT부
(3)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각 임계 대역별 마스킹 특성을 모델링한 스프레딩 함수와 컨벌루션(Convolution)한후, 
그 컨벌루션 값에 오프셋(Offset)을 가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한다.

그리고, MDCT부(2)는 상기 심리음향부(4)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라, 주파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롱 트랜스폼
(Long Transform) 또는 쇼트 트랜스폼 (Short Transform)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 샘플을 선택하여 이를 양자화부(
5)에 인가한다.

이에 따라, 상기 양자화부(5)는 상기 MDCT부(2)에서 출력되는 576개의 주파수 영역 샘플들을 입력받아 이를 양자화
한후 각 서브밴드에서 양자화된 신호를 허프만 인코딩부(7)에서 허프만 부호화하여 출력하고, 부가정보출력부(6)는 상
기 양자화 연산시 사용된 부가정보를 출력한다.

이때, 상기 양자화부(5)는 두가지 제한조건에 따라 내부 루프(5b) 또는 외부 루프(5a)를 수행한다.

상기 내부루프(5b)는 프레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비트율을 넘지 않도록 스케일 인자를 조정하여 비트율을 조정하는데, 
허프만 부호화 후 정해진 비트율을 초과하게 되면 스케일 인자를 조정하여 비트율을 만족시킨다.

상기 외부 루프(5a)는 각 임계 대역에서 양자화 잡음을 마스킹 임계값 아래로 변형시켜 그 잡음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한다.

이때, 상기 마스킹 임계값이 고주파 대역일 경우, 약 60dB 이상의 값을 갖게 되므로, 대부분의 오디오 신호에서 부호화
되지 않고, 10~15KHz 대역 신호에서도 충분한 재생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적은 비트만으로 고주파 대역을 부호화하기 위해, 선형예측계수를 사용하는데, 이를 설명한다.

우선, 선형예측계수추출부(100)는 상기 FFT부(3)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입력받아 그 스펙트럼에서 선형예측계수
를 추출하는데, 이외에도 고주파 대역 필터를 통과한 시간 영역의 오디오신호로부터 구할 수 있고, 그 선형예측계수는 
4차 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는다.

이후, 코딩오디오출력부(8)는 상기 부가정보 및 허프만 부호화된 신호에 선형 예측계수를 이용한 엔벌로프를 부가하여 
엠펙 오디오 프레임을 출력한다.

여기서, 도4는 허프만 부호화 주파수 영역분할을 보인도로서, 주파수영역을 3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고주파 영역의 
경우 '0'값으로 치환되고, 복호화기에는 그 '0'값의 갯수만을 알 수 있으므로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할 수 없
게 된다.

따라서,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호화하기 위하여, 상기 선형예측계수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엔벌로프를 모델링한
후 그 값을 백색잡음과 컨벌루션하면 제거된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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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상세하게 도3을 참조하여 디지탈 오디오 복호화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엠피3 비트스트림이 입력되면 표본화 주파수,비트율,계층등의 정보가 있는 헤더 정보 및 부가정보를 복호화한다
(S1,S2)

그 다음, 상기 엠피3 비트스트림에 선형예측계수가 존재하면, 그 선형예측계수를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한다
(S9~S11).

즉, 선형예측계수를 복호화하여(S9) 스펙트럼 엔벌로프신호를 모델링한후, 상기 스펙트럼 엔벌로프신호를 백색잡음과 
컨벌루션하여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한다(S10),(S11).

여기서, 상기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는 프레임간의 급격한 레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스무딩 필터를 통과시킨다.

한편, 상기 부가정보가 복호화된 오디오신호에서, 내부에 포함된 스케일팩터 및 허프만 데이터를 복호한한후(S3,S4), 
그 복호한 데이터를 역양자화 시키고(S5), 분할 주파수 대역을 서브 밴드로 통합한후(S6), 이 통합된 서브밴드를 합성
필터로 통과시켜 엠피3 복원음을 구한다(S7).

이후, 상기 엠피3 복원음을 상기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와 가산하여 고음이 재생된 복원신호를 구하게 된다(S8).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엠피3 비트 스트림의 부가 비트 정보에 선형 예측계수를 이용한 스펙트럼
의 엔벌로프신호를 전송하여 복호화기에서 고음부를 재생함으로써 엠피3 오디오 압축의 복원음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디오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 FFT부와; 상기 FFT부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하는 심리음향부와; 상기 심리음향부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라, 롱 트랜스폼 또는 쇼트 트랜스폼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 샘플을 선택하는 MDCT와; 상기 심리음향부의 마스킹 임계값에 따라, 상기 주파수 대역 샘플을 내부 및 
외부 반복루프를 통해 양자화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화부와; 상기 FFT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입력받아 그 스펙트럼
에서 선형예측계수를 추출하는 선형예측계수추출부와; 상기 양자화 연산시에 사용된 부가정보를 출력하는 부가정보출
력부와; 각 서브밴드에서 양자화된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여 출력하는 허프만 인코딩부와; 상기 부가정보 및 허프만 
부호화된 신호에 선형 예측계수를 이용한 엔벌로프를 부가하여 엠펙 오디오 프레임을 출력하는 코딩 오디오 출력부를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심리음향부는 FFT부에서 출력되는 스펙트럼을 각 임계 대역별 마스킹 특성을 모델링한 스프레딩 함
수와 컨벌루션한후, 그 컨벌루션 값에 오프셋을 가하여 마스킹 임계값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부
호화기.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내부루프는 프레임 내에서 사용가능한 비트율을 넘지 않도록 스케일 인자를 조정하여 비트율을 조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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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외부 루프는 각 임계대역에서 양자화 잡음을 마스킹 임계값 아래로 변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선형예측계수추출부는 고주파 대역 필터를 통과한 시간영역의 오디오신호를 이용하여 선형예측계수
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부호화기.

청구항 6.

엠피3 비트스트림이 입력되면 헤더 정보 및 부가정보를 복호화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엠피3 비트스트림에 선형예측계수가 존재하면, 그 선형예측계수를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하는 제2 과
정과;

스케일팩터 및 허프만 데이터를 복호한한후, 그 복호한 데이터를 역양자화 시키는 제3 과정과;

분할 주파수 대역을 서브 밴드로 통합한후, 이 통합된 서브밴드를 합성필터로 통과시켜 엠피3 복원음을 구하는 제4 과
정과;

상기 엠피3 복원음을 상기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와 가산하여 고음이 재생된 복원신호를 구하는 제5 과정으로 수행
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복호화 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제2 과정은 선형예측계수를 복호화하여 스펙트럼 엔벌로프신호를 모델링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의 스펙트럼 엔벌로프신호를 백색잡음과 컨벌루션하여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로 수행함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복호화방법.

청구항 8.

제6 항 또는 제7 항에 있어서, 고주파 대역의 오디오신호는, 프레임간의 급격한 레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스무딩 필
터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복호화방법.

청구항 9.

제6 항에 있어서, 헤더정보는 표본화 주파수,비트율,계층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오디오 복호화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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